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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교사의 임파워먼트를 투입 요인으로, 교사헌신을 과정 요
인으로,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결과 요인으로 하는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보다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현장의 실제적인 측면을 반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산출된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137.874, 자유도
(df)=17, p값=.000, IFI=.945, CFI=.945, NFI=.938, RMSEA=.086, GFI=.964, AGFI=.923으로 각각
산출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사헌신 및 학교조직
효과성에 대한 배경변수별 교사의 인식은 평균값 이상을 상회하였다. 둘째, 교사의 임파워먼트
와 교사헌신 및 학교조직 효과성은 서로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셋째, 교사의 임
파워먼트는 교사헌신과 학교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교사헌신은 학교조직 효과성에 영향
을 준다. 넷째, 교사의 임파워먼트가 활성화 될수록 교사는 교직에 헌신을 다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조직의 효과를 극대화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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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의 학교조직은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창의성을 발현하여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형태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교사가 학교조
직 활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의 효과적 목표를 달성
하는데 공헌할 수 있게 하는 동기 부여와 자신감은 임파워먼트에서 연유한다. 임파워먼트
의 개념은 1980년대 미국사회에 깔려있는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두된 이래,
각 구성원의 자율적인 행위를 통해 조직의 발전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임파워먼트는 권한을 배분받는다는 의미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자신
감과 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Carolyn & Phyllis, 1991).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보면, 우
리나라 학교조직의 성과는 단기적인 학업성과와 경영실적 성과에 치중했을 뿐 구성원들의
창의성이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였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
조직 운영의 유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임파워먼트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임파워먼트와 관련한 연구물로는 주로 간호학이나 사회복지학, 경영학 등에서의 논문들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학교장의 리더쉽 유형과 관련된 교사들의 임파
워먼트(안관영․김준기, 1999; 김민환․안관영, 2000, 2003; 김민환, 2002, 2003; 김필녀,
2003; 최연인, 2005; 강경석․강경수, 2007; 신재흡, 2007)에 관한 연구물들이 10편 내외로
출간되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사 임파워먼트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른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설명한 실증적 연구는 김민환(2002)의 연구를 포함한 제한된 몇 편
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교사 임파워먼트 변수가 학교조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왜 필요하고 이는 어떤 매개변수에 의해 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천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주어진 직무에 얼마나 헌신하는가는 그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교조직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노종희, 2004).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생위주의 학습활동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에 있음을 주시할 때(Hoy & Miskel, 2001), 수업의 질 개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
사의 전문성에 대한 헌신 즉, 교사헌신에 대한 연구는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교사헌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Firestone &
Rosenblum, 1988; Kushman, 1992; Ingersoll, 1997; Adam, 2002; Dannetta, 2002)도 이를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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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해 주고 있다.
교사헌신은 이처럼 학교조직의 효과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학
교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학교장을 가장 많이 연구(김창걸, 1983, 김화자,
2001, 신재흡, 2002, 김재덕, 2006)하여 왔다. 따라서 학교조직 효과성과 관련된 교사 변수,
특히 교사의 의식과 신념을 다룬 변수들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종합하자면, 교사 임파워먼트와 교사헌신, 그리
고 학교조직의 효과성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학교조직은 교사의 의
식과 신념에 따라 그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박균열, 2007).
특히 작금의 교육과정 개혁에서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직에 대한 애착보다는 혐오감이, 자발적 행동보다는 타율적 행동이, 교직에 대한
만족감 보다는 불만족감이 많은 상황(김민환, 2002)에서 교사 임파워먼트 및 교사헌신의 논
의는 학교조직 효과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의 근무
의욕 증진과 자율적 행동을 촉발하는 전략을 강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있
다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의 성공 가능성과 단위학교 교육 행정가들의 교사
관리 방향성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
과 필요성에 터하여, 본 연구는 교사의 임파워먼트를 투입 요인으로, 교사 헌신을 과정 요
인으로,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결과 요인으로 하는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
를 보다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현장의 실제적인 측면을 반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
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사의 임파워먼트, 교사헌신, 학교조직 효과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배경변수(성
별, 직위, 학교급, 교직경력, 학교규모)에 따라 어떠한가?
둘째, 교사의 임파워먼트, 교사헌신, 학교조직 효과성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사헌신이 학교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가설
적 경로모형의 적합도는 어떠한가? 넷째,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사헌신이 학교조직 효과
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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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사의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기업내 만연되던 무력감을 해소하
고 구성원으로 하여금 더욱 일에 몰입하고 변화와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존의 동기부
여 이론 및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박원우, 1997). Carolyn & Phyllis(1991)는 단순히 권한을 배분한다는 의미를 넘어 구성원들
을 동기부여시켜 그들이 단순히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거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
고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자신감과 힘을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파워먼트 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임파워먼트는 권한을 배분받는다는 의미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자신감
과 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능동성, 자율성, 창조성을 강화하여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관련하여 Klecker(1996)는 학교의 참여자가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
여 나름대로의 성장을 책임있게 추진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과
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임파워된 교사는 자신들이 상황에 맞추어서 행동할 수 있고 개선
해 나갈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지는 구성원들의 의식은 자율성, 의미감, 역량, 전문성 개발, 영향력, 자부심, 의사결정 등이
다(Rappaport, 1987; Maeroff; 1989; Spreitzer; 1995; 김필녀, 2003). 이 외에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조직의 구조 및 상황 관점에서 규정하려는 논의가 있다(Randolph, 1995). 그러나
이는 개념상의 단순한 구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의식과 반드시 이분법적으
로 구별되어야만 하는 당위적 필요는 많지 않다. 오히려 이들 두 관점에 대한 설명은 서로
이질적이기 보다는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김민환,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구성원들의 의식과 조직의 구조 및 상황을 그 구성요소로서 잘 반영하고 있고, 교
사의 임파워먼트 연구경향 분석에서 가장 높은 인용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학
자들의 견해를 잘 요약한 김필녀(2003)의 연구물을 중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교사 임
파워먼트의 하위요인은 의사결정, 자율성, 자부심으로 구분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결정은 직접적으로 교사 자신들이 하는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
정에 교사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공식적 조직의 교육 및 교원정책이나 제반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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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교사가 참여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힘이다. 자율성은 교사가 자유의
식을 갖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자신들의 교직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
는 결정에 대한 자유의식의 정도이다. 자부심은 교사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고, 자신들이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해서 행하고 있다는 느낌, 또 자신
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달성한 것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정도이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교사의 임파워먼트를 “교사 자신들이 하는 일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에 교사들이 참여하되 통제할 수 있는 자유의식이 수반되어
교사 자신이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2. 교사헌신
‘헌신’의 기본적 의미를 사전적 정의(이영희, 2005)로 살펴보면, 어떤 것을 하겠다는 혹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겠다는 행동노선 또는 어떤 신념을 따르겠다는 일종의 맹세, 서약, 의
무, 책임으로 나타나 있다. 또 아이디어 혹은 체제에 대한 강한 신념(loyalty), 개인이 가진
책임이나 개인이 정한 약정 때문에 시간, 주의 등을 집중시키는 어떤 것, 확고한 약속이나
협정(undertaking)등을 의미한다(허만용, 2000).
헌신에 관한 정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Somech & Bogler, 2002). 하나는
심리적 접근방법(psychological approach)이고, 다른 하나는 교환적 접근방법(exchange
approach)이다. 심리적 접근방법은 헌신을 조직에 대한 긍정적이며 강렬한 지향성으로 기
술하며, 감성적 헌신(affective commitment)이 여기에 속한다(Mowday, Steers & Porter,
1982).

반면에

교환적

접근방법에서는

헌신을

조직과

개인

간에

유인-기여

(inducement-contribution)로 이루어지는 거래관계의 결과로서 보는 입장을 취하며, 근속적
헌신(continuance commitment)이 여기에 해당한다(Morris & Sherman, 1981).
1980년대 후반까지 교육학 분야의 헌신(commitment)에 대한 연구는 전문적 조직으로서
의 학교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일반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규정된 ‘조직헌신’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개념이 전문적 몰입 즉 교사헌신이다(Reyes,
1989; Rosenholtz, 1989). Reyes(1992)는 교사헌신을 ‘학교 목표 및 가치에 대한 개별 교사
의 심리적 동일시와 조직구성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개인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직무에 전
념하고자 하는 교사의 의지’라고 정의하였고, Ingersoll(1997)과 박균열(2007)은 교사헌신을
교사와 학교 사이의 심리적 유대의 정도, 심리적 애착의 의지로 각각 정의하였다. 교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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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하위 구성요소로는 Tyree(1996)가 동일시(identification), 관여(involvement), 충성심
(loyalty)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노종희(2004)는 전문의식, 교육애 그리고 열정으로
교사헌신 하위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성은(2005)은 교사헌신의 구성 요소를 수업연구,
보상, 인간관계, 자율성 등 4가지 요소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조직 헌신의 개념이 교사헌신이라는 개념을 제
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새로운 의미의 교사헌신을 제안한 노종희(2004)의 교사
헌신에 관한 연구를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교사들이 학교에 대해서 나타내는 심리적
애착’의 의미를 직무와 관련시켜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교사헌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Tyree(1996)가 제시한 교사헌신을 재구성한 노종희(2004)의 연구를 중시
하였고, 교사헌신의 하위요인을 전문의식, 교육애 그리고 열정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
구는 교사헌신을 “교사 전문성에 강한 심리적 애착(attachment)을 지각하는 교사가 자신의
직무(교직)에 동화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다하려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3. 학교조직 효과성
학교조직의 효과성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조직효과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enison(1990)은 조직효과성의 개념을 조직 구성원에 의해 형성된 가치와 신념, 조직이 사
용하고 있는 정책과 경영관행, 핵심가치와 신념을 정책과 경영관행으로 일관되게 이전시키
는 경영환경 등의 세 가지 상관관계의 함수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조직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조건을 규명하는 것은 조직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Robbins(1990)는 단기, 장기 목표의 달성도로서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전략적인 환경요소
가 반영되어야 하며 평가자의 이해관계와 그 조직이 생애 주기 단계의 특성이 반영되는
것이 조직효과성이라 고 정의를 내렸다. 이는 생존, 적응, 유지, 성장과 같은 생애 주기가
반영됨으로써 목표에 대한 효과가 전략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조직효과성과 마찬가지로 학교조직 효과성의 개념정의도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피
력하고 있다. 학자에 따라 학교 효과(school effects)나 학교의 효과성(effectiveness of
school)이라고도 하며 종종 학교 효율성(school efficiency)이라고 표현하는 등 아직도 단일
한 용어로 정립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강정삼, 1995; 권동택, 2002; 박회륜, 1995).
Hoy & Miskel(2001)은 효과성이라는 개념이 조직 분석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개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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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혼란을 주는 개념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혼란은 학교에 있어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
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학교효과 연구에서는 학교효과성 개념을 매우 특수하
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성기선, 1998). 따라서 학교조직 효과성의 개념과 접근방식에
있어서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고 측정하는 준거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규태(1997)는 학교효과성이 높은 학교를 효과적인 학교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
과적인 학교는 학교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
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산출하는 학교로 논의하였으며, 학교 내․외적
환경에 잘 적응하는 신축적이고 응집력 있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김창걸(1995)은 조직원
들이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노력하며 조직이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교육성과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김화자(2001)는 학교조직이 외부환경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아 학교
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생존 능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각각 학교효과성을 정의하였다.
측정준거와 관련한 국외 연구물로는, Steers(1975), Cameron(1978), Edmond(1979),
Warner & Gurhrie(2001), Hoy & Miskel(2001) 등이 있고, 김창걸(1983), 박현숙(1992), 조남
두(1992), 신재흡(2002), 김재덕(2006), 박세훈․오승희(2007) 등의 국내연구물이 있다. 학교
조직 효과성은 학교조직의 성공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조직과 구성원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한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교조직의 구조와 과업,
구성원의 동기라는 차원에서 신재흡(2002)의 직무만족, 조직적응성, 조직생산성을 하위변인으
로 사용하였다. 직무만족은 교사들이 직무를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내․외적 욕구가 충족되
어 직무에 대한 관심, 열의, 호의 등과 같은 감성적 태도를 갖는 정도이다. 조직적응성은 교
사 조직에 한정하여 학교가 새로운 환경에 대하여 신축성 있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조화적
관계와 능률적 관계를 지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정도이다. 조직생산성은 학교 조직 구성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의 기능 및 제반 지원에 대한 구성원의 지각 정도이다.
이상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본 연구는 학교조직 효과성을 “학교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구성원들이 관심과 열의를 갖고 환경변화에 적응, 관계적 능력을 확보하여 조직 구성원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과 이에 따른 성과”로 정의하였다.

4. 변수간의 영향관계
교사 임파워먼트와 교사헌신의 영향관계에서 Rosenholz & Simpson(1990)은 업무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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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행 효능감, 심리적 보상, 교사에 대한 행정가의 지원 등이 교사헌신에 영향을 준다
고 밝혔고, Kushman(1992)은 학교조직에 대한 헌신도 연구에서 교사의 직무수행 하위변인
중 외적보상은 교사의 헌신과 상관이 없는 반면, 교사의 의사결정 권한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설명력 또한 19%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노민구(1995)는
심리적 보상과 업무의 자율성이 교사의 조직헌신도와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형성한다고 밝
히고 있다. 이 외에도 김민환(2003), 신재흡(2007)의 연구는 학교장의 리더쉽 유형에 따른
교사의 임파워먼트가 교사헌신 및 교직활동 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교사 임파워먼트와 학교조직 효과성의 영향관계에서 강경석․강경수(2007)는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자율성의 교사 임파워먼트 하위변인이 학교조직 효과성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혔고, 교사임파워먼트는 교사 개인의 파워나 동기부여를 통해 학교조
직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학교조직 성과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교사변인으로 학교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연인, 2005). 김필녀(2003)역시 교사의 임파워먼트 하위요소
인 자율성, 의사결정, 자부심은 학교조직 효과성과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신동한(2008)은 교사헌신과 학교조직 효과성의 관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론
을 밝히면서 교사가 교직헌신도를 통해 학교조직 효과성을 높여나가는 방안들이 모색되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현명(1998) 역시 학교에 대한 교사의 헌신과 학교
조직의 효과성이 영향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교사 임파워먼트는 교사헌신과 학교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비록 많은 선행연구가 확보되어 있지 못하지만 교사헌신과 학교조직 효과성의 관
계도 영향관계가 있는 점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변수간의 영향관계를 직․
간접적으로 설정하는 구조적 인과 관계의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5. 연구모형
앞에서 논의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사헌신이 학교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3개의 잠재변수를 선정하였으며, 각 변수 간 구조적 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고 구조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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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헌신

β21

교사의
임파워먼트

β12

학교조직 효과성
β11
[그림 1] 연구모형

η1=β11ξ1+β12ξ1+ζ1
η2=β21ξ1+ζ2
(ξ1=교사의 임파워먼트, η1=학교조직 효과성, η2=교사헌신, βij= 측정될 모수, ζ=잔차를 의
미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완성된 설문 문항으로 초․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10월 초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6주간 실시하였
으며 단순무작위추출(simple random sampling)1)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25
곳과 중학교 20곳에서 실시하고 각각 250부씩 총 5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배포과정

1) 단순무작위추출을 한 이유는 교직사회의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예
를 들어, 본 연구의 배경변수별 분포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교사와 남교사의 비율, 부장교사와 일반교
사의 비율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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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서울에 소재하는 11개 교육청 중 한쪽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8개의 교육청에
배부하였고, 배부대상별 학교규모의 선정은 학교규모가 큰 학교(34학급 이상)와 작은 학교
(33학급 이하)를 고려하여 8개 지역교육청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2-3개로 하였다. 설
문지는 학교에 할당된 뒤 해당학교의 교감 또는 해당 교육청 장학사가 임의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가운데 431부가 회수되어 86.2%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된 46부를 제외한 385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수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교사 배경변수별 분포
구분

성별
교사
변수

직위

교직경력2)

학교급
학교변
수
학교규모3)

빈도(명)

비율(%)

합계(%)

남

98

25.5

여

287

74.5

385
(100.0)

부장교사

99

25.7

일반교사

286

74.3

16년 이하

168

48.2

17년 이상

217

51.2

초등학교

189

49.1

중학교

196

50.9

33학급이하

217

56.4

34학급이상

168

43.6

385
(100.0)
385
(100.0)
385
(100.0)
385
(100.0)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활용되는 질문지 측정도구는 교사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와
교사의 교사헌신도를 측정하는 질문지 및 학교조직의 효과성의 측정 질문지로 구성되었고,
측정도구의 제작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2) 교직경력은 이병진(1996)의 교사의 생애 주기론(The Life Cycle) 5단계 중에서 중간의 3단계인 자질을
개발하거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정착 및 발전기를 기준으로 16년 이하, 17년 이상으로 구분
하였다.
3) 학교규모는 다중집단요인분석 결과 양 집단(33학급이하, 34학급 이상)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
을 기각하게 되어 양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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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의 임파워먼트
교사 임파워먼트 측정 질문지는 Klecker(1996)가 "An Analysis of the School Participant
Empowerment Scale" 연구에서 사용한 21문항의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김필녀(2003)가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교사 임파워먼트 측정 질문지는 의사결정, 자율성, 자부심의
세 가지 하위변인을 포함하고 있다. 질문지 문항은 각각 5개, 4개, 5개 문항 총14개에 대하
여 Likert 5단계 평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구인타당도의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의사결정과 자율성
이 하나의 요인으로 축소되었고 총 2개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 요인에는 14문항
중에서 중복되고 있는 문항과 두 번째 요인에도 동시에 포함되는 6개의 불필요한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장교사 26인의 자문을 얻어 안면 타당도를 높였다. 2번째 요인
으로는 5개 문항 모두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사의 임파워먼트 측
정도구에 대한 문항 신뢰도(Cronbach Alph)는 자율적 의사결정 .75, 교사의 자부심 .71로
나타났다.

나. 교사헌신
교직 헌신도를 측정하기 위해 노종희(2004)가 개발한 ‘교사헌신 질문지(Commitment to
Teaching Questionnaire: CTQ)를 사용하였다. Tyree(1996)의 교사헌신을 재구성한 노종희
(2004)의 연구는 교사헌신이 전문의식, 교육애, 열정 세 개의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5개의 문항씩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초․중등학교 교사
435명을 대상으로 구인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각각의 하위변수가 .79, .67, .74와 같이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서 예비검사의 문항으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교사헌신 질문지는 전문의식, 교육애, 열정이라고 하는 세 개의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었고 각각 5개, 5개, 5개 총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 문항은
Likert 5단계 평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
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사의 교사헌신 측정도구에 대한
문항 신뢰도(Cronbach Alph)는 전문의식 .76, 교육애 .67 , 열정 .83으로 나타났다.

다. 학교조직 효과성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창걸(1983)의 것을 일부 개작하여 만든 신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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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의 조직효과성 측정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신재흡이 개작한 도구는 직무만족, 조직적응
성, 조직생산성 등 3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고 각각 9개, 8개, 4개 총 21문항이다. 이 중
에서 첫 번째 하위변인의 문항 1개와 두 번째 하위변인의 문항 1개가 본 연구의 취지와 부
합되지 못하여 제외되었으며 총 19개의 문항으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질문지 문항은
Likert 5단계 평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조직 효과성 측정도구에 대한 문항
신뢰도(Cronbach Alph)는 직무만족 .75, 조직 적응성 .80 , 조직 생산성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인분석 방법은 고
유값이 1.00 이상의 값을 갖는 요인들을 기준으로 스크리 도표를 확인하여 꺽이는 점을 중
심으로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에 의하여 요인을 추출한 다음 요인
추출을 위해 일반적으로 측정된 요인의 선형 결합인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방식과 직각회전 방식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Varimax 요인회전 방식을 사
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과 제시는 내적 일관성 방법으로 Cronbach Alph값을 산
출하여 위에서 제시하였다.

3.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성된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하위변수에 대하여 공분
산 행렬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분석 결과,
2

X =89.843(df=17, p <.001), RMR=.022, CFI=.912, NFI=.895, GFI=.941, AGFI=.875로 각각 산출
되어 본 연구모형은 적합도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연구개념 들을 측정하는 변
수들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모형 적합도 지수

X2

DF

RMR

CFI

NFI

GFI

AGFI

수치

89.843

17

.022

.912

.895

.941

.875

다음으로 연구개념 별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살펴보았다.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동일한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찰
변수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며 동일한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측정변수들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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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는 개념신뢰도로 알 수 있으며 0.7이상이면 집중
타당도를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김계수,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
수4)를 산출하기 위하여 교사의 임파워먼트, 교사의 교사헌신, 그리고 학교조직의 효과성이
관측변수들 중 하나의 변수를 경로계수 1로 고정시킨 다음 준거변수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모형은 적절한 적합도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또한 요인부하
량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기각비가 모두 기준값 1.96을 넘고 있고, 개념신뢰도와 분산
추출지수도 각각 .7과 .5를 상회하고 있어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충족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 잠재변수별 각 관찰변수의 요인부하량은 .001 유의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
변수

교사의
임파워먼트

교사헌신

학교조직의
효과성

관찰변수

표준
부하량

측정오차

t

자율적 의사결정

.585

.028

-

자부심

.715

.013

10.518***

전문의식

.166

.034

-

교육애

.422

.025

3.433***

열정

.533

.031

3.525***

직무만족

.770

.012

-

조직 적응성

.397

.030

7.261***

조직 생산성

.726

.014

13.532***

개념
신뢰도

분산
추출지수

.81

.95

.93

.84

.98

.96

*** p <.001
다음으로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5)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대상이 되는 두 연구개
2

2

4)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 (∑표준화요인부하량) /｛(∑표준화요인부하량) + (측정변수의 오
차합)｝= 0.7 이상(김계수, 2005; 최이규, 2006)으로 나타내고 분산추출지수(Variance extracted) = (∑
2
2
표준화요인부하량 ) /｛(∑표준화요인부하량 )+ (측정변수의 오차합)｝= 0.5 이상(최이규, 2006)이면 충
분히 대표성을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5)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한 잠재변수가 다른 잠재변수와 다른 정도를 일컫는데, 이때 서
로 다른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측정하는 측정변수들은 서로 낮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판별타당도
는 분산추출지수로 알 수 있으며 그 값이 0.5 이상이면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김계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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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각각의 분산추출지수가 모두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크면 그 두 연구개념들 간에는 판별타
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Fornel & Larcker, 1981).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상관계수의 제
곱값은 분산추출지수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판별타당도는 충족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표 4> 연구개념 간의 상관계수 제곱
구분

교사의 임파워먼트

교사헌신

교사의 임파워먼트

1

교사헌신

.341**

1

학교조직 효과성

.390**

.349**

학교조직 효과성

1

4.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각 연구문제에 따라 적합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수(성별, 직위, 학교 급, 교직경력, 학교규모)에 따라 연구변수(교사의 임파워
먼트, 교사의 교사헌신, 학교조직의 효과성)를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 검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과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AMOS
프로그램6)(analysis of moment structure)을 이용한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
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모형의 현실 적합도를 판단하기에 AMOS 프로그램은 적합한 도
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모델 추정을 위해 모든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요인의 적재치를 계산하는 방법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Listwise 처리방식을 택하여 결측 자료를 가지는 사례
6) Arbuckle과 Werner에 의해 개발되었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공분산분석, 그리고 인과분석 등을 위
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즉 분석모델 설계시 회귀분석이나 요인분석보다 복
잡한 분석이 요구될 때 구조방정식모형을 쉽게 분석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간단히 아이콘클릭과 설정
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설계하고 편집할 수 있으므로 분석자는 행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로
도형을 출력하기 위해 명령어를 익히지 않아도 된다(최이규, 2006). 이와 같은 이유로 AMOS 프로그
램이 본 연구에 적합한 도구라 판단되었다.

- 328 -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사헌신 및 학교조직 효과성간의 공분산구조 분석

는 모든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2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치는 X

통계량 및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RMR(Root Mean Square
2

Residual), GFI(Goodness Fit Index), AFGI(Adjusted Goodness Fit Index) 등이다. X 값이
매우 크고 확률치가 매우 작을 경우에도 모델은 맞고 모델 검증 조건들이 모두 다 틀린
2

2

경우도 있을 수 있다. X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지수이다. 따라서 X 값이 나쁘게 나왔
더라도 무조건 귀무가설을 기각하기보다는 개선의 여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2

에서는 X 값이 기준치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적합지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모
형의 적합도 지수별 적합기준은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의 합치도
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변수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교사의 배경변수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변수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표 5>와 같다. 먼
저, 교사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정도는 교사의 성별과 학교규모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 임파워먼트를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으
며, 34학급 이상의 학교 규모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가 이보다 규모가 작은 학교에 근무하
는 교사에 비해 임파워먼트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감․교장과 같
은 관리직에 여교사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한국교원단체총연합
회, 2004)으로 보아 임파워먼트를 인식하는 수준면에서 남교사가 상대적으로 여교사에 비
해 높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 전문직 진출과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 비율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 임파워먼트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34학급 이상의 학교규모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임파워먼트를 높게 지각한다는 의미는 협력, 동료적 분위기 그리
고 열정 사이의 정적인 관계를 지지하는 연구들(Louis & Smith, 1991, 1992; Reyes, 1992)
을 고려할 때, 교사들이 많은 학교는 교사들 간의 상호 의사소통과 유대, 협력, 정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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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용이성과 자부심의 상대적 우
위를 갖는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지만 이 역시 확실한 경험적 증거를 갖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를 통해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교사헌신과 학교조직 효과성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t값 면에서 유의수
준 .05보다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평균값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교사헌
신과 학교조직 효과성에 대한 인식에서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 각각 높게 지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나머지 배경변수인 직위, 학교급, 교직경력 등에서는 비교집단간에 평균값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관계로 통계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표 5> 배경변수에 따른 교사의 임파워먼트, 교사헌신, 학교조직 효과성에 대한 인식
구분

성별
임파워먼트
학교규모

교사헌신
학교조직
효과성

성별

성별

빈도수(n=385)

평균

표준편차

남

98

3.75

.499

여

287

3.63

.510

33학급이하

217

3.58

.452

34학급이상

168

3.72

.543

남

98

3.70

.372

여

287

3.63

.450

남

98

3.89

.449

여

287

3.81

.455

385

3.71

.470

계

t

2.001*

-2.566*

1.410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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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관관계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사헌신 및 학교조직 효과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는 변수 간의 비율척도로서 측정되는 경우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적용된다. 세 가지 연구변수
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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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구분

자율적
의사결정

자율적 의사결정

1

자부심

.418**

1

전문의식

.155**

.154**

1

교육애

.456**

.394**

.156**

1

열정

.386**

.392**

.184**

.226**

1

직무만족

.368**

.589**

.215**

.299**

.579**

1

조직 적응성

.320**

.267**

.153**

.347**

.225**

.268**

1

조직 생산성

.408**

.551**

.164**

.319**

.461**

.585**

.235**

자부심

전문의식

교육애

열정

직무만족

조직
적응성

조직
생산성

1

* p <.05, ** p <.01
<표 6>에서 보면, 교사의 임파워먼트를 구성하는 하위변수와 교사의 헌신을 구성하는
하위변수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54～.456). 이 중
에서도 자율적 의사결정과 교육애(r=.456)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직접적
으로 교사 자신들이 하는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에 교사들이 참여하고, 통제
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한 자유의식의 정도가 강할수록 교직이 표방하는 가치, 규범, 또는
역할에 대해서 교사들이 이를 내면화하려는 강한 의도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학교조직의 효과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들이 유의
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r=.267～.589) 특히 자부심과 직무만족(r=.589)이 높은 상관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교사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자신들이 나름대
로 능력을 발휘해서 행하고 있다는 느낌, 또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달성한 것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내․외적 욕구가 충족되어 직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사헌신과 학교조직 효과성 역시 모든 하위변수들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r=.153～.579). 이 중에서 열정과 직무만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r=.579).
이는 교사들이 자발적 성향을 많이 갖고 과외적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투여할수
록 자신들이 직무를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내․외적 욕구가 충족되어 직무에 대한 관심,
열의, 호의 등과 같은 감성적 태도를 강하게 갖는다고 해석된다. 이상의 상관관계 결과에
의하면, 교사의 임파워먼트는 교사헌신과 학교조직 효과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고 교사헌신은 학교조직 효과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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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사헌신, 학교조직 효과성 간의 가설적 경로모형을 검증하고자 공
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초모형을 바탕으로 수정지수(MI:modification indices)를 이
용하여 모형을 수정한 결과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다음의 <표 7> 과 같이 산출되었다.
<표 7> 최초모형과 수정된 최종모형 적합도
모형 적합도 지수

X2 (p < .001)

DF

RMR

CFI

NFI

GFI

AGFI

최초모형

89.848

17

.022

.912

.895

.941

.875

최종모형

64.229

16

.021

.942

.925

.956

.900

e3

e4

전문
의식

교육애
.46

e1
.26

e9

교사헌신
자율적
의사결정

.92

.68

.57

.79

e2

열정

e5

직무
만족

e6

조직

e7

.85

임파워
먼트
.15

.79

자부심

조직
효과성

.38

적응성
.73

e10

.25

→ 유의한 경로

Chi-square = 64.229(16 df)
p = .000
RMR = .021
GFI = .956
CFI = .942
GFI = .900
NFI = .925

[그림 2] 최종 경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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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 =64.229(df=16, p <.001), RMR=.021, CFI=.942, NFI=.925, GFI=.956, AGFI=.900 등으로 각
2

각 산출되어 구조방정식에서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으로 삼는 X 값은 기준치에 다소 못 미치는
2

것으로 나타났다. X 값의 검증력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지수이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200개 이상인 대표본일 경우에는 유의수준이 .001 이하로 나올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모형적
합도 지수를 고려해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GFI, NFI, CFI, AGFI 등의 지수
는 .90을 상회하고 RMR은 .05 이하로 나타나 최초의 모형을 수정시킨 최종모형은 구조방정
식의 모형 적합도 기준에 비교적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림 2]와 같은 최종 경로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사헌신, 학교조직의 효과성간의 구조적 인과관계가 현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는 데서 연유하였다. 다시 말해서, 학교조직의 효과성은 개인의 동기나 의식
과 같은 심리적인 동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들 간의 관계는 조직행동론 에서 언급되는 소
위 ‘개인과 조직 간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려는 구조적 관계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4.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사헌신이 교사의 학교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최종 모형에 따라 교사의 임파워먼트, 교사헌신, 학교조직 효과성 간의 경로관계를 분석
한 결과 다음의 <표 8>에서와 같이 경로계수가 추정되었다. <표 8>의 최종 경로모형의 분
석결과에 의하면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사헌신 간의 경로계수는 .924(t=4.280***, p <.001)
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임파워먼트가 교사헌신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헌신과 학교조직 효과성 간의 경로계수는
.847(t=2.617***, p <.001)로 매우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사
임파워먼트와 학교조직 효과성 간의 경로계수가 .149(t=1.985***, p <.001)로 다소 낮게 나타
났지만 이 역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
임파워먼트와 교사헌신관계의 선행연구(Rosenholz & Simpson, 1990; Kushman, 1992; 노민
구, 1995, 김민환, 2003; 신재흡, 2007)를 지지하고 있으며, 교사헌신과 학교조직 효과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정현명, 1998; 신동한, 2008)를, 교사 임파워먼트와 학교조직 효과성
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김필녀, 2003; 최연인, 2005; 강경석․강경수, 2007)들을 각각 뒷받
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율적 의사결정과 자부심과 같은 교사의 임파워먼
트는 개인의 파워나 동기부여를 통해 학교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학교조직 성과 증
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교사변수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전문의식, 교육애, 열정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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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사헌신에 영향을 미쳐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높여나가는 핵심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사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자부심이 직무만족과 학교조직 적응, 생
산에 미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학교장의 리더쉽이 교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
쳐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즉,
교사가 임파워된다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인 학교장의 리더쉽이 관련
되어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표 8> 최종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t

교사헌신 ← 교사 임파워먼트

.924

4.280***

학교조직 효과성 ← 교사헌신

.847

2.617***

학교조직 효과성 ← 교사 임파워먼트

.149

1.985***

*** p <.001
구조방정식의 모형분석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교사의 임파워먼트, 교사의 교사헌신이 학교
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와 총효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교사의 임파워먼트가 학교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경로

학교조직 효과성 ← 교사헌신 ← 교사
임파워먼트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32

.149

.783

<표 9>를 살펴보면, 교사의 임파워먼트가 학교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총효과 .932 중에서
직접효과는 .149이고 교사헌신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는 .7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직․간접 효과분석에 있어서는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임파워먼트가 학교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직접효과만이 아니라 매개변수인 교
사헌신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 역시 중요한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
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교사의 임파워먼트가 학교조직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다른 매개변수인 교사헌신을 거쳤을 때 학교조직의 효과성이 더 배가된
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교직원의 동기를 높이고, 과업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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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동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같은 동기이론과 인간관계론, 그리고 행동과학론에 바
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직과 개인의 균형적인 통합이 조직의 발전에 중요하
다는 의미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사헌신 및 학교조직 효
과성 간의 가설적 인과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인과모형을 검증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사헌신 및 학교조직 효과성에 대한 배경변수별 교사의 인
식은 평균값 이상을 상회하였다. 이는 자율적 의사결정과 자부심을 갖고 교직사회에 임하
는 초․중학교 교사가 많아졌다는 분석과 이들이 전문의식과 교육애 및 열정을 높이 갖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직무만족, 적응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된다.
교사의 배경변수별 인식에서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 임파워먼트를 인식하는 정도가 높
았으며, 34학급 이상의 학교 규모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가 이보다 규모가 작은 학교에 근
무하는 교사에 비해 임파워먼트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감․교장
과 같은 관리직에 여교사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2004)으로 보아 임파워먼트를 인식하는 수준면에서 남교사가 상대적으로 여교사
에 비해 높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 전문직 진출과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 비율이 많았
던 점을 고려하면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 임파워먼트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협력, 동료적 분위기 그리고 열정 사이의 정적인 관계를 지지하는 연구들
(Louis & Smith, 1991, 1992; Reyes, 1992)을 고려할 때, 교사들이 많은 학교는 교사들 간의
상호 의사소통과 유대, 협력, 정보 교환 등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 의사
결정에 대한 용이성과 자부심의 상대적 우위를 갖는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지만
이 역시 확실한 경험적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를 통해서 확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교사의 임파워먼트를 강화할 수 있는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육아문제와 같은 복지후생측면의 고려가 면밀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
다. 둘째,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사헌신 및 학교조직 효과성은 서로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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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갖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들(노민구, 1995; 노종희, 2004 Ingersoll,
1997; Adam, 200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자부심과 직무만족(r=.589),열정과 직무만족
(r=.579)이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교사의 의식과 신념을 반영하는 체계적인 정
부의 교원정책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셋째, 교사의 임파워먼트는 교사헌신과 학교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교사헌신은 학
교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준다. 학교조직의 효과성은 개인의 동기나 의식과 같은 심리적인
동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들 간의 관계는 조직행동론에서 언급되는 소위 ‘개인과 조직
간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려는 구조적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선행연구들(김금수, 2000; 신국희, 2001; 방휘봉, 2004)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
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경영학이나 간호학에서 이들 관계를 다루고 있고 연구가 많
지 않다는 점의 한계를 갖고는 있으나 교직과 관련한 임파워먼트와 헌신, 조직효과성은 연
구 그 자체로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학교 자율화 계획은 학교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형
태로서의 임파워먼트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의 임파워먼트가 활성화 될수록 교사는 교직에 헌신을 다하고 이를 통해 간접
적으로 학교조직의 효과를 극대화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교사의 임파워먼트가 학교조직
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가 낮게 나타났지만 교사헌신의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총효과가 매우 높게 산출되었다. 이는 교사의 임파워먼트도 중요하
지만 자발적인 교사들의 참여와 헌신이 없으면 극대화된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사에게 자율적 의사결정을 부여하여 자부심을 갖도록 하
고 이를 통해 교사가 열정과 전문의식, 교육애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조직의 행
정력과 재정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을 간략하게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후속연구는 학교 수준의 변수(예를 들면, 학교 배경 변수, 학교 과정 변수 등)와 교
사 수준의 변수(예를 들면, 인구통계학적 변수, 사회 심리적 변수 등)를 고려하여 학교조직
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개발하고, 이를 위하여 구조방정식 이외에 학교 수준
과 교사 수준의 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 위계적 선형모델(Hierarchial Linear
Model)등의 통계기법이 적용되는 연구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향후 이루어질 후속 연구들
은 보다 깊이와 넓이를 갖춘 변수들을 탐색하여 본 연구가 간과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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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among Teachers' Empowerment,
Teachers' Commitment and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Park, Kyun-Yeal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al model among teachers' empowerment,
teachers' commitment and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causal relations among research
variables. The goodness of fit of the causal model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X2=64.229(df=16, p <.001), RMR=.021, CFI=.942, NFI=.925, GFI=.956, AGFI=.900. Thus the
model was considered acceptabl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eachers' perception about research
variables was beyond the mean of them. Secondly,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the empowerment of teacher, teachers' commitment and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rdly, fit of research model used in this study was confirmed acceptable. Fourthly,
teachers' empowerment affected directly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had a
indirect influence on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via teachers' commitment as well.

Key words: Teachers' Empowerment, Teachers' Commitment,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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