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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ested the relations of schools organizational climate and teachers' job 
stresses, perceived by 913 teachers from 45 elementary, junior- and senior-high school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relations between the sub-factors of both 
organizational climate and job stresses and cannonical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individual variable  of organizational climate upon job stress were applied 
for the test. The results of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while 'intimacy', 
'esprit', 'considerations', and 'production emphasis' climate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job stress sub-factors, 'disengagement' and 'aloofness' climate had positive correlation. 
'Student guidance', a sub-factor of job stresses,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ny sub-factors of organizational climate. Findings from cannonical 
correlation analysis showed 2 significant cannonical functions to explain the relations 
between the sets of variables. 'Disengagement' from organizational climate positively 
contributed with 'authority forfeiture' and 'dissention and conflict' of the job stresses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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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현대사회에서의 학교의 기능과 역할은 다양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사

회적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생 생

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공교육 불신과 사교

육비의 증가, 부적격 교사에 대한 퇴출 압력과 

교원평가제도의 도입 등 일련의 교육 상황은 교

사로 하여금 책무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많은 부

담을 주고 있다. 교사들은 본연의 교육 기능 외

에도 각종 행정 업무와 잡무에 노출되어 있으며, 

학교 사회의 조직적 특수성과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복합화로 인해 인간관

계적 갈등을 경험하기도 쉽다. 이러한 부담과 갈

등은 ‘교직을 수행하며 경험하는 긴장, 욕구불만, 

불안, 분노와 의기소침과 같은 불쾌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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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Kyriacou, 1996), 즉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직업에서 오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작업성과를 

향상시켜 줄 수 있지만, 과다한 스트레스는 능률

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적 영향을 미친다(Beehr & 

Newman, 1978). 교사들의 직무에 있어서의 긴장

과 갈등은 심리적 불안과 직무 불만족, 상사에 

대한 불신, 사명감 감퇴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

를 파급시킴으로써 개인의 능력 발휘와 조직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사들

이 직무갈등과 인간관계 등의 스트레스로 심리적 

건강을 찾지 못하고 불만족한 상태에서 교육활동

에 임한다면 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김옥분, 

1998).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국

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위논문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성, 연령, 경력, 학력, 근무지역, 학급규

모, 학교급별 등 교사의 개인적, 사회인구학적 변

인을 중점적으로 탐색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강

성철, 2004; 김경아, 2000; 김남희, 1992; 김종섭, 

2002; 김혜란, 2006; 류순이, 2001; 맹미경, 2003; 

박영희, 1998; 이성준, 2005; 이종목, 1989; 임성

찬, 1996)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교사가 여교사

에 비해 직무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며, 교직 경

력이 많은 교사보다는 적은 교사들이 직무스트레

스를 높게 경험하며, 학교의 규모가 클수록 교사

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사의 스트레스 관련 변인은 교사의 개

인이나 사회인구학적 측면뿐 아니라 학교의 조직

관련 측면도 있음을 밝힌 연구들도 제시되어 왔

다. 교사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김정휘(1991)는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유발 요인

을 관료적 운영, 권위 상실, 불화와 갈등, 낮은 

대우, 과부하, 학급관리, 학생지도 등 크게 7가지

로 나누면서 교사의 행정편의 위주의 관료적 권

위와 전문적 권위 사이의 갈등이 교사의 직무스

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yriacou

와 Sutcliffe(1978)는 학교의 좋지 못한 분위기를, 

Graham, Halpin, Harris, Benson(1985)은 교장이

나 동료교사와의 인간관계를, 그리고 Dunham 

(1989)은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 열악한 직무

환경을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원인으로 포함시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교사의 직무스트

레스의 조직적 측면을 다룬 연구들(김미란, 2005; 

박주영, 2001; 신인식, 2001; 이혜영, 2004; 정동

기, 2004; Blau, 1981; Parker & Thomas, 1983)에

서는 교사집단이나 학교장의 행동에 따른 학교의 

조직풍토를 교사 직무스트레스의 중요한 원천으

로 제시하였다. 

학교의 조직풍토 (organizational climate)란 학

교를 다른 학교와 구별하여 각각의 구성원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일단의 내부적 특징으로서, 

학교의 조직풍토는 참여자들에 의해 경험되고, 그

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에서의 행위에 

대한 집단적인 지각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학교 환

경의 비교적 지속적인 자질이라 할 수 있다(Hoy 

& Miskel, 2005). 이러한 학교의 조직풍토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유형을 분류·개념화한 바 있다. 

Halpin과 Croft(1963)는 개방풍토(open climate), 

자율풍토(autonomous climate), 통제풍토(controlled 

climate), 친교풍토(familiar climate), 간섭풍토

(paternal climate), 폐쇄풍토(closed climate)로 구분

지은 바 있으며, Hoy와 Clover(1986)는 학교조직

풍토의 차원을 교사행동과 교장의 행동으로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교장 행위의 세 가지 차원 중 

지원적 행동은 교사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지지

에 의해 나타나며, 지시적 행동은 교사들의 개인

적 필요에 대한 고려 없이 엄격하게 과업 지향적

인 교장의 행동을 의미한다. 또, 제한적 행동은 

교사들의 행동을 조장, 촉진하기보다 방해를 하

는 교장의 행동 특성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교사 

행동의 세 가지 측면 중 전문적 행동은 교사 동

료들 사이에서의 지원적이고 전문가적인 상호작

용이며, 친교적 행동은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도 교사들 간의 친밀한 개인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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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 270(29.6)

여 643(70.4)

연령

20 155(17.0)

30 226(24.9)

40 411(45.1)

50  이상 118(13.0)

무응답 3 (0.3)

교직 경력 10년 미만 275(30.1)

<표 1> 연구 상 황(N=913)

계를 유지함을 의미한다. 방관적 행동은 학교에

서 교사들이 전문적 행동에 열의와 관심이 부족

하며 동료 교사나 소속 학교에 대해서도 부정적

이고 비판적인 행동 유형을 의미한다.

조직풍토는 개인의 행동을 유도하고, 또 행동

으로부터 의식 자체를 형성하는 암묵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동시에 비형식적인 조직

의식으로, 일종의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Scholz, 1987). 협동적인 조직 분위기의 학교에서

는 학생들의 유급과 결석률이 낮고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중도탈락률이 낮다(Bryk & Driscoll, 

1988)는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의 조직풍

토는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학습환경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다각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

요가 있겠다. 

한편,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이나 관련 

요인에 대해 밝힌 여러 실증적 선행연구들의 방

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대다수 연구가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는 직무스트레스나 학교의 조직

풍토를 하나의 변인으로 다루었거나 또는 각각의 

하위변인별로 차이를 검증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관련변인들과의 단

순상관분석을 실시하거나 직무스트레스 혹은 학

교의 조직풍토를 하나의 종속변인 또는 투입변인

으로 보고 회귀분석을 통해 설명력을 검증하는 분

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학

교의 조직풍토가 각각이 일련의 다양한 하위변인

들의 구성, 즉 군(郡)으로 구성됨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하위변인군들 간의 관계에 기여하는 각 개

별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이를 설명하는 통

계분석 방법 또한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질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스

트레스의 심리적 환경변인이라 할 수 있는 학교

조직풍토에 대해 교사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

지, 그들 간의 종합적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직무스트레스와의 개별 변인

들 간의 상관관계와 직무스트레스의 변인군에 대

한 조직풍토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가 어떠한지 

분석할 것으로, 이를 통해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에 대한 이해를 보다 도모하고, 나아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학교조직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궁극

적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조직풍토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교

사의 지각은 어떠한가?

둘째,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학교조직풍

토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B시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 45개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

다. 학교의 지역적 위치 및 학교급의 균형을 고

려하여 학교를 표집하였으며, 배부된 설문지는 

총 970부로서 이 중 925부가 회수되어 95%의 회

수율을 보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1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는 913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대상 교사의 평균 연령은 만 39.9세, 교직

경력은 평균 15년 6개월이었으며, 이들의 성, 연

령, 경력 등 개인적 특성과 소속 학교의 현황 등

을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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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년 미만 311(34.1)

20년 이상 327(35.8)

소지

자격증

2  정교사 135(14.8)

1  정교사 744(81.5)

교감 자격 6 (0.7)

기타 28 (3.1)

학력

2년제 학 졸업 24 (2.6)

4년제 학 졸업 656(71.9)

석사 학  221(24.2)

박사 학 11 (1.2)

무응답 1 (0.1)

소속 

학교

등학교 302(33.1)

학교 349(38.2)

고등학교 262(28.7)

학교

지

계열

등

학교

가 59(19.5))

나 121(40.1)

다 78(25.8)

라 39(12.9)

무응답 5 (1.7)

학교

가 102(29.2)

나 197(56.4)

다 42(12.0)

무응답 8 (2.3)

고등

학교

인문계 144(55.0)

문계 118(45.0)

2. 연구도구

가. 학교조직풍토 검사

본 연구에서는 Halpin과 Croft(1963), Hoy

와 Clover(1986)가 개념화한 유형을 바탕으

로, 노종희(1990)가 제작한 한국  학교조직

풍토 질문지(Organizational Climate Descriptive 

Questionnaire: OCDQ)를 사용하 다. 척도

의 내용은 학교조직풍토를 6개 요인으로 구

성하 고, 교사집단의 풍토와 교장의 풍토 

각각 3개 요인 3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교  풍토’, ‘헌신  풍토’, ‘방  풍토’

는 교사집단의 풍토 요인을, ‘인간지향  풍

토’, ‘목표지향  풍토’, ‘ 료지향  풍토’는 

교장의 풍토 요인을 기술한다. 

교사집단의 ‘친교적 풍토’는 교사들 간에 돈독

한 우호적 관계가 강한 연대의식을 가지는 분위

기를 포함하며, ‘헌신적 풍토’는 교사들 상호 간

에 전문적인 대화와 토의가 개방적으로 이루어지

며, 새로운 교수-학습 지도 방법, 교육이론, 교육

동향 등에 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과 관련

이 있다. ‘방관적 풍토’는 전문적인 활동에 관한 

열의가 부족하며 공동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서로 다투고 대립하는 분위기를 의미한

다. 그리고 교장의 ‘인간지향적 풍토’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친밀, 온정, 관심, 인정, 칭찬, 협조 등

을 나타내며 교사들 상호간의 친목 증진을 유도

하는 것이 해당되며, ‘목표지향적 풍토’는 솔선수

범,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실행, 그리고 이의 과

정 점검 및 성과의 확인, 교육혁신 및 경영개선

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시도, 개인보다도 조직의 

목표와 원칙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포함하고 있

다. 교장의 ‘관료지향적 풍토’는 겉치레 행정, 실

적 중시, 독단, 권위주의, 몰인간성, 일방적 의사

결정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배부한 질문 조사지는 Likert식 5단계 평정척

도를 측정하여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

다’에  각각 5에서 1의 점수를 주어 각각의 유형

별 점수를 합하여 전체 문항에 대한 개인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학교조직풍토 검사지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요인 하 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교사

집단의 

풍토 

친교  풍토 5 .72

헌신  풍토 5 .79

방  풍토 5 .78

교장의 

풍토 

인간지향  풍토 5 .84

목표지향  풍토 5 .74

료지향  풍토 5 .82

<표 2> 학교조직풍토 검사구성과 신뢰도

나.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검사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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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하여 김정휘(1991)가 개발한 교사의 직

무스트레스 조사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

다. 척도의 내용은 ‘관료적 운영’, ‘권위상실’, ‘불

화와 갈등’, ‘낮은 대우’, ‘업무과다’, ‘학급관리’, 

‘학생지도’ 등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

통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에 각각 5점에서 1까지 평정하도록 하여 반응점

수는 최하 30점에서 최고 150점까지 산출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직무스트레스 검사의 전체 문

항의 신뢰도는 .80 (Cronbach's α)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구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하 요인 문항 내용 문항수

료  

운

교사의 자율성보장 미흡, 일방

인 교무회의, 행정지원의 부족
4

권

상실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동료교사

의 평가, 상 자의 부당한 지시
5

불화와  

갈등

동료교사와 상 자와의 인간

계 요인
4

낮은 우
사회경제  지 , 승진  인사 

규정의 불합리
4

업무

과다
과다한 주당 수업시간 4

학

리

학생 실력차 문제, 학 의 과다

한 학생 수, 학 간 성  경쟁
5

학생

지도

학생들의 수업 열의 부족, 진로

지도
4

체 30

<표 3> 직무스트 스 검사의 구성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학교조직

풍토와 직무스트레스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조직풍토의 

하위변인을 독립변인군으로, 직무스트레스의 하

위변인을 종속변인군으로 하여 두 변인군 간의 

집단으로서의 관계와 두 변인군 간의 관계에 기

여하는 각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

하여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학교조직풍토  직무스트 스에 

한 교사의 지각

교사가 지각한 학교조직풍토 및 직무스트레스

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교조직풍토 하위

변인 및 직무스트레스 하위변인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학교조직풍토 중 교사집단의 풍토를 

‘헌신적 풍토’(M=3.29, SD=.60), ‘친교적 풍

토’(M=3.12, SD=.58), ‘방관적 풍토’(M=2.56, 

SD=.69) 순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교장의 풍토를 

‘목표지향적 풍토’(M=3.41, SD=.64), ‘인간지향적 

풍토’(M=3.02, SD=.75), ‘관료지향적 풍

토’(M=2.88, SD=.75) 순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교사집단의 풍토는 교사들 상호 간에 

전문적인 대화와 통의가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헌신적 풍토’와 교사들 간에 돈독한 우호적 관계

가 강한 연대의식을 가지는 ‘친교적 풍토’가 ‘보

통이다’(3점) 정도로 지각되는 반면 직무에 충실

하지 않으며, 대충 일을 해치우고 공동의 목표의

식 없이 서로 대립하는 ‘방관적 풍토’는 ‘거의 그

렇지 않다’(2점)에 가깝게 지각되었다. 그리고 교

장의 풍토는 개인보다 조직의 목표와 원칙을 강

조하는 ‘목표지향적 풍토’와 교사간의 관계에서 

서로 간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나누는 ‘인간지향

적 풍토’가 ‘보통이다’(3점) 정도로 지각되며, 겉

치레 행정과 실적 중시, 독단, 권위주의, 몰인간

성, 일방적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관료지향적 풍

토’도 ‘보통이다’(3점)에 가깝게 지각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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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② .50***

③ -.03 -.22***

④ .36*** .46*** -.17***

⑤ .22*** .33*** -.11** .52***

⑥ .11** .04 .38*** -.30*** -.08*

⑦ -.07* -.06 .13*** -.24*** -.12*** .27***

⑧ -.24*** -.29*** .34*** -.34*** -.25*** .18*** .24***

⑨ -.09* -.20*** .47*** -.27*** -.18*** .42*** .47*** .34***

⑩ -.21*** -.19*** .21*** -.23*** -.16*** .19*** .35*** .40*** .31***

⑪ .14*** .19*** -.15*** .03 .02 .14*** .40*** .07* .23*** .09**

⑫ -.22*** -.12*** .12*** -.20*** -.16*** .02 .33*** .52*** .16*** .51*** .18***

⑬ .06 .02 -.05 .02 -.03 .07 .37*** .11** .26*** .17*** .45*** .28***

① 친교  풍토 ② 헌신  풍토 ③ 방  풍토 ④ 인간지향  풍토 ⑤ 목표지향  풍토 ⑥ 료지향  풍토 ⑦ 
료  운  ⑧ 권 상실 ⑨ 불화와 갈등 ⑩ 낮은 우 ⑪ 업무과다 ⑫ 학 리 ⑬ 학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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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교사가 지각한 조직풍토  직무스트 스 하 변인들 간의 상 계(N=913)

나타났다(<표 4> 참조).

구

분

교사집단의 풍토 교장의 풍토

친교

 

풍토

헌신

 

풍토

방

 

풍토

인간 

지향  

풍토

목표 

지향  

풍토

료 

지향  

풍토

M 3.12 3.29 2.56 3.02 3.41 2.88

SD .58 .60 .69 .75 .64 .75

<표 4> 학교조직풍토 검사 수의 평균과 표

편차(N=913)

한편,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학급관

리’(M=3.22, SD=.52), ‘낮은 대우’(M=3.21, 

SD=.60), ‘학생지도’(M=3.12, SD=.48), ‘관료적 운

영’(M=3.09, SD=.53), ‘업무과다’(M=3.02, SD=.59), 

‘불화와 갈등’(M=2.69, SD=.67), ‘권위상실’(M=2.66, 

SD=.59) 순으로 지각하였다. 즉 학생들 간의 실

력차 문제, 학급의 과다한 학생수 또는 학급간 

성적 경쟁 등으로 받는 ‘학급관리’ 스트레스가 상

대적으로 높으며,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동료교

사의 평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한 

‘권위상실’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구분
료  

운

권  

상실

불화와 

갈등

낮은 

우

업무 

과다

학  

리

학생 

지도

M 3.09 2.66 2.69 3.21 3.02 3.22 3.12

SD .53 .59 .67 .60 .59 .52 .48

<표 5> 교사의 직무스트 스 검사 수의 평균과 

표 편차(N=913)

2. 학교조직풍토와 교사의 직무스트 스

의 계 

먼저, 학교조직풍토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하

위변인들 각각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의 학교조직풍토의 하위변인들 간의 상

관관계를 보면 각 변인들간 상관은 r=-.30에서 

r=.52에 걸쳐 나타났으며, ‘인간지향적 풍토’와 

‘목표지향적 풍토’의 상관은 r=.52(p<.001), ‘친교

적 풍토’와 ‘헌신적 풍토’의 상관은 r=.50(p<.001), 

‘헌신적 풍토’와 ‘인간지향적 풍토’의 상관은 

r=.46(p<.001)으로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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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방관적 풍토’는 ‘관료적 풍토’와 

r=.38(p<.001)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반면 그 

외 학교조직풍토의 하위변인들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관료적 풍토’는 ‘친교적 풍

토’(r=.11, p<.01)와 ‘방관적 풍토’(r=.38, p<.001)와

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인간지향

적 풍토’(r=-.30, p<.001)와 ‘목표지향적 풍토’(r=-.08, 

p<.05)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직무스트레스 하위변인들간 상관관계를 보면 

각 변인들간 상관이 r=.07에서 r=.52사이로 모든 

하위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

며, 그 중 ‘권위상실’과 ‘학급관리’간의 상관이 

r=.52(p<.001), ‘낮은 대우’와 ‘학급관리’ 간의 상

관이 r=.51(p<.001), ‘관료적 운영’과 ‘불화와 갈

등’의 상관이 r=.47(p<.001)로 높은 상관이 나타났

다. 아울러 ‘권위상실’과 ‘업무과다’는 r=.07(p<.05), 

‘낮은 대우’와 ‘업무과다’는 r=.09(p<.01), ‘권위상

실’과 ‘학생지도’는 r=.11(p<.01)로 상대적으로 상

관의 정도가 낮았다.

학교조직풍토의 하위변인들과 직무스트레스의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

로 r=-.34에서 r=-.47에 걸쳐 나타났다.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조직풍토 중 ‘친교적 풍토’

는 ‘업무과다’(r=.14, p<.001)와 ‘학생지도’(r=.06, 

p>.05)를 제외하고는 직무스트레스의 모든 하위

변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헌신

적 풍토’는 ‘업무과다’(r=.19, p<.001),  ‘학생지

도’(r=.02, p>.05), ‘관료적 운영’(r=-.06, p>.05)을 

제외하고는 직무스트레스의 모든 하위변인과 유

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방관적 풍토’는 

‘업무과다’(r=-.15, p<.001)와 ‘학생지도’(r=-.05, p>.05)

를 제외하고는 직무스트레스의 모든 하위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인간지향적 

풍토’는 ‘업무과다’(r=.03, p>.05)와 ‘학생지도’(r=.02, 

p>.05)를 제외하고는 직무스트레스의 모든 하위

변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목표

지향적 풍토’는 ‘업무과다’(r=.02, p>.05)와 ‘학생

지도’(r=-.03, p>.05)를 제외하고는 직무스트레스

의 모든 하위변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

내었다. 끝으로, ‘관료지향적 풍토’는 ‘학급관

리’(r=.02, p>.05)와 ‘학생지도’(r=.07, p>.05)를 제

외하고는 직무스트레스의 모든 하위변인과 유의

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학교조직풍토 변인군과 

직무스트레스 변인군 간의 집단으로서의 관계를 

알아보고 두 변인군 간의 관계에 기여하는 각 개

별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내어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함

수

정 상

계수

정

변형근

Wilk's

 
Chi-SQ DF Sig.

1 .66 .44  .45 648.92 42 .000

2 .35 .12  .79 186.93 30 .000

3 .26 .07  .90 83.03 20 .000

4 .13 .02  .97 28.23 12 .005

5 .11 .01  .98 13.68  6 .033

6 .07 .00 1.00 3.80  2 .150

<표 7> 정 상 함수의 유의성 검정 

<표 7>에 제시되어 있듯이, 6개의 정준함수가 

도출되었으며 가능성 비율(likelihood ratio)을 나

타내는 Wilk's  의 기준 (0.0)에 따라 이들 중에

서 함수 1(r=.66,  =.45, p<.001), 함수 2(r=.35, 

=.79, p<.001), 함수 3(r=.26,  =.90, p<.001), 함수 

4(r=.13,  =.97, p<.01), 함수 5(r=.11,  =.98, 

p<.05)의 5개 정준함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표 8>에 제시되어 있는 5개의 정준상관함수

의 정준가중치(canonical weights), 정준부하량

(canonical loadings), 정준교차부하량(canonical 

cross-loading), 정준중복지수(redundancy index) 

중 보수적 기준으로서 상대적 설명력을 보다 정

확히 측정해주는 정준교차부하량을 중심으로 세 

가지 통계량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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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정 함수 1 정 함수 2 정 함수 3 정 함수 4 정 함수 5

W L CL W L CL W L CL W L CL W L CL

학
교 
풍
토 
변
인

친교  
풍토

-.20 -.39 -.26 -.40 -.56 -.19 -.52 -.45 -.12 .32 -.18 -.02 .89 .51 .06

헌신  
풍토

-.18 -.53 -.35 .03 -.35 -.12 .67 .12 .03 -1.08 -.76 -.10 .03 .04 .00

방  
풍토

.70 .85 .57 .23 -.03 -.01 -.39 -.36 -.09 -.67 -.36 -.05 .27 .09 .01

인간지향  
풍토

-.19 -.53 -.35 -.12 -.04 -.01 -.76 -.67 -.17 .05 -.34 -.05 -1.07 -.39 -.04

목표지향  
풍토

-.08 -.36 -.24 -.01 -.11 -.04 -.06 -.34 -.09 -.05 -.25 -.03 .37 .06 .01

료지향  
풍토

.20 .49 .32 -.94 -.84 -.29 .13 .16 .04 .26 -.02 -.00 -.62 -.13 -.02

정 복지수 .13 .02 .01 .00 .00 tatal=.16

직
무 
스
트

스 
변
인

료  
운

.03 .30 .20 -.18 -.44 -.15 .75 .65 .17 .34 .17 .02 .53 .10 .01

권 상실 .42 .67 .45 .15 .20 .07 .07 .31 .08 .67 .29 .04 .64 .16 .02

불화와 
갈등

.72 .78 .52 -.39 -.52 -.18 -.53 -.09 -.02 -.69 -.19 -.03 -.15 -.10 -.01

낮은 우 .11 .45 .30 -.18 -.03 -.01 .15 .40 .10 .52 .31 .04 -.89 -.72 -.08

업무과다 -.36 -.23 -.15 -.62 -.69 -.24 .37 .41 .10 -.37 -.13 -.02 -.07 -.08 -.01

학 리 .02 .30 .20 .63 .39 .14 .37 .57 .15 -.92 -.16 -.02 -.32 -.37 -.04

학생지도 -.18 -.08 -.05 -.03 -.31 -.11 -.49 -.04 -.01 .70 .38 .05 -.23 -.29 -.03

정 복지수 .10 .02 .01 .00 .00 tatal=.13

W: 정 가 치(canonical weight) L: 정 부하량(canonical loadings), CL: 정 교차부하량(canonical cross-loading)

<표 8> 학교조직풍토와 교사의 직무스트 스의 정 상  (N=913)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정준함

수 1이 설명할 수 있는 학교조직풍토 변인군의 

분산에 대해 직무스트레스 변인군이 설명할 수 

있는 양은 13%이며, 정준함수 1이 설명할 수 있

는 직무스트레스 변인군의 분산에 대해 학교조직

풍토 변인군이 설명할 수 있는 양은 10%이다. 즉 

정준함수 1은 학교조직풍토 변인군에서 더 높은 

비율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인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준함수 1의 학교조직풍토 변인군과 직무스트레

스 변인군에서 정준가중치, 정준부하량, 정준교차

부하량을 살펴보면, ‘방관적 풍토’, ‘불화와 갈등’, 

‘권위상실’의 값들이 상대적으로 높다. 즉, 학교조

직풍토가 대충 일을 해치우고 공동의 목표의식 

없이 서로 대립하는 ‘방관적 풍토’라고 인식하는 

교사일수록 ‘불화와 갈등’, ‘권위상실’로 스트레스

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혹은 그 역으로 ‘불화와 

갈등’, ‘권위상실’로 스트레스를 받는 교사일수록 

학교의 풍토를 ‘방관적 풍토’라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정준함수 2가 설명할 수 있는 학교

조직풍토 변인군의 분산에 대해 직무스트레스 변

인군이 설명할 수 있는 양은 2%이며, 정준함수 2

가 설명할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 변인군의 분산

에 대해 학교조직풍토 변인군이 설명할 수 있는 

양이 2%이다. 즉 정준함수 2는 학교조직풍토 변

인군과 직무스트레스 변인군 모두에서 2% 정도

의 분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각각의 변인군에 대

해 설명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준함수 2가 통계적으로만 유의하지만 설명력은 

높지 않음을 뜻한다. 두 변인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준함수 2의 학교조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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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변인군과 직무스트레스 변인군에서 정준가중

치, 정준부하량, 정준교차부하량에서 ‘관료지향적 

풍토’, ‘업무과다’의 값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즉, 학교의 풍토가 겉치레 행정과 실적 중

시, 독단, 권위주의, 몰인간성, 일방적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관료지향적 풍토’라고 인식하는 교사일

수록 ‘업무과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볼 수 있

다. 또는 그 역으로 많은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

고 있는 교사일수록 학교조직풍토를 관료지향적

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유의미한 정준함수로 판단되었던 정준함

수 3, 정준함수 4, 정준함수 5에서 각 함수가 학

교조직풍토 변인군의 분산에 대해 직무스트레스 

변인군의 설명비율 또는 직무스트레스 변인군의 

분산에 대해 학교조직풍토 변인군의 설명비율이 

모두 1% 이하로 개별 정준상관함수로써 중요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준함수 3, 정

준함수 4, 정준함수 5의 경우 학교조직풍토 변인

군과 직무스트레스 변인군 간의 집단으로서의 관

계와 두 변인군 간의 관계에 기여하는 각 개별변

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조직풍토 변인군의 분산 중 직

무스트레스 변인군의 정준상관함수로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이 .13, .02, .01, .00, .00으로 전체 분

산의 16%가 설명되며, 직무스트레스 변인군의 분

산 중 학교조직풍토 변인군의 정준상관함수로 설

명되는 분산의 비율이 .10, .02, 01, ,00, .00으로 

전체 분산의 13%가 설명되어 유의한 정준상관함

수는 5개이지만 상대 변인군의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이 낮으며, 나머지 84%, 87%는 설명할 수 

없는 분산으로 남았다.

Ⅳ. 논 의

많은 교사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는 무시할 

수 없는 교육계의 현실로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진단과 예방, 완화 방안이 제시되어 교사가 심리

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직

무스트레스와 학교의 심리적 환경변인으로서의 

조직풍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초, 중, 고교

에 재직 중인 교사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관련 논의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이 학교조직풍토 및 직무스트레스

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그 양상을 평균과 표준편

차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교사들은 상호 간에 

전문적인 대화와 토의가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헌신적 풍토와 교장의 목표지향적 풍토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

사의 직무스트레스에서는 ‘학급관리’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학교내 교사 집단의 분위기에 대

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교장의 

지도성에 관해서는 교장이 조직구성원 개인보다 

조직의 목표와 원칙을 강조한다고 지각하는 경향

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이

나 동료, 학생, 부모와 관계 또는 낮은 대우 등에 

대한 갈등보다도 학생들 간의 실력차 문제, 학급

의 과다한 학생수 또는 학급간 성적 경쟁 등과 

같이 학급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제반적 문

제에 대해서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높

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조직에 있어 지도성

이 중요한 요소이며 조직의 문화를 형성하고 발

전시키는 것은 지도자의 독특하고 필수적인 기능

(Schein, 1985)이며, 최근 관리(management)와 차

별화되는 관점에서 학교장의 리더십의 역할 및 

특성을 강조하는 입장(Rost, 1993; Sciarra & 

Dorsey, 2002)을 상기해 볼 때, 교사와의 관계에

서 친밀, 온정, 관심, 인정, 칭찬, 협조 등을 나타

내면서 교사들 상호간의 친목 증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현직 교장을 대상으로 인간지향적 리

더십 연수와 같이 실천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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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한편, 초

등학교와 중학교의 운영 목표에 차이가 있고 고

등학교 중 인문계에서는 대학진학을 전문계에서

는 취업 및 진로설정이라는 큰 틀을 지니고 있는 

등 학교급별에 따라 다양한 맥락이 존재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교사의 전반

적인 지각 양상을 분석한 바, 후속적으로는 학교

급에 따라 보다 심층적으로 학교급별 학교조직의 

특성과 소속 교사들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개별 및 초점집

단 면접 등의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

으로 분석하는 작업 또한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와 학교조직풍토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교조직풍토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의 

개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사

집단의 ‘친교적 풍토’와 ‘헌신적 풍토’, 교장의 ‘인

간지향적 풍토’와 ‘목표지향적 풍토’는 직무스트

레스의 하위변인들과 대체로 부적 상관을 나타내

며, 교사집단의 ‘방관적 풍토’와 교장의 ‘관료지향

적 풍토’는 직무스트레스의 하위변인들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중 ‘학

생지도’는 학교조직풍토의 모든 하위변인들과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의 조직풍토와 개방성 정도

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연구에서 개방풍토, 친교

풍토가 폐쇄풍토보다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밝힌 

배인선(1999)과, 최병천(1988)의 연구결과와 일부 

관련이 있다. 또한 학교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주

는 조직풍토의 요인으로 교장의 목표지향적 행동

과 교사의 헌신적 행동을 제시한 유동욱(1996)과 

김재선(199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조직풍토가 부정적일수록 교

사는 역할 갈등과 직무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

고 밝힌 박주영(2001)의 연구와 학교장의 관료지

향적 행동과 교사의 방관적 행동은 직무스트레스

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김종

섭, 2002; 김혜란, 2006; 신완진, 2003; 이혜영, 

2004; 정동기, 2004)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결과

라 할 수 있겠다. 

셋째,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교사의 직무스트

레스와 학교조직풍토의 단순상관관계를 확인한 

한편, 직무스트레스와 학교조직풍토가 여러 개의 

하위변인들로 구성된 일련의 군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변인군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한 

정준함수는 5개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1-2개

의 정준함수만이 두 변인군 간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교조직풍토

군에서는 ‘방관적 풍토’ 변인이 그리고 교사의 직

무스트레스군 중에서는 ‘권위 상실’, ‘불화와 갈

등’변인에 서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상대적 기

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이 학교

조직을 방관적이라고 지각할수록 권위상실이나 

불화와 갈등 같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한다

는 의미이며, 또는 그러한 스트레스가 많이 지각

될수록 학교조직을 방관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

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조직풍토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학교장의 지도성을 강조한 입장(오

재경, 2001; 이설희, 2004; 장래완, 1996; 최동식, 

2004)이나 학교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직무스

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임을 밝힌(김재선, 1998; 

조철희, 1992) 연구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대충 일을 해치우고 공동의 

목표의식 없이 서로 대립하는 교사집단의 ‘방관

적 풍토’가 교사들이 경험하는 권위 상실이나 인

간관계에서의 불화와 갈등과 같은 스트레스에 대

해 혹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 설명력이 높게 나타

남으로써 교장의 행동보다 동료교사들 간의 관계

가 직무스트레스의 특정 요인과 보다 중요한 상

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와 관

련하여 후속적으로는 학교조직풍토 변인과 직무

스트레스 변인 각각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변인집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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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풍토’, ‘권위상실’, ‘불화와 갈등’ 등의 변인

들 간의 경로모형을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얻을 수 있다. 즉 학교조직에서 교사들 간에 

방관적 풍토가 형성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 학교교육 개

혁의 한 방안으로 교사 공동체(teacher community)

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

한 연구들에서는 교사 공동체가 학생의 학습을 

위한 명확하고 지속적인 목표를 개발하는데 기여

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서로 협조하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

다고 지적한다(Newmann & Wehlage, 1995). 이

러한 공동체 의식이 강한 학교에서는 의사소통은 

개방되어 있으며, 참여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팀워크는 보편화되어 있고, 구성원의 다양성이 

인정되며(Royal & Rossi, 1997), 학교의 미래에 

대한 비전, 목적, 가치를 교사와 학생들이 공유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공동체적 조직풍토는 장기적인 

학교 개혁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성공적인 학교 공동체에 관한 연구에서 Raywid 

(1993)는 여섯 가지의 공통된 속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존경, 보살핌, 비배타성, 신뢰, 교

사 권한 부여, 헌신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는

데,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사들 간에 우호적 관

계가 강하고 상호존중하며 수용적인 분위기를 형

성할 수 있도록 친선도모를 위한 정기적 모임의 

기회도 요구된다. 상호 간에 전문적인 대화와 토

의가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교수-학습 

지도 방법, 교육이론, 교육동향 등에 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내 자율연수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것 또한 방관적 풍토를 지

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강성철(2004). 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 스 수

과 처방법, 공주교육 학교교육 학원 석

사학 논문.

권순교(2006). 등학교 학교장의 변  지도성 

측정 도구의 타당화, 이화여자 학교교육 학

원 석사학 논문.

김경아(2000). 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 스에 

한 연구, 남 학교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김남희(1992). 유치원의 조직풍토와 교사의 직무

스트 스에 한 연구, 한국교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김미란(2005). 등학교의 조직풍토와 교사의 직

무만족의 계, 남 학교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김옥분(1998). 등학교 교사의 학교 스트 스 분

석연구, 아주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김재선(1998). 교사들이 지각하는 학교장의 의사

결정 유형과 교사 직무스트 스와의 계, 

북 학교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김정휘(1991). 교사의 직무스트 스와 정신 신체

 증상 는 탈진과의 계, 앙 학교 학

원 박사학 논문.

김종섭(2002). 등학교 교사의 직무성향과 직무

스트 스에 한 분석연구, 북 학교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김혜란(2006). 교사의 직무스트 스 련변인 분

석, 부경 학교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노종희(1990). 학교조직풍토의 개념화  측정에 

한 연구, 교육학연구 28(2), 67-80.

류순이(2001). 등학교 교사의 성취동기와 직무

스트 스와의 계, 공주 학교교육 학원 석

사학 논문.

맹미경(2003). 등학교 교사의 직무수행과 스트

스와의 계, 인천교육 학교교육 학원 석

사학 논문.

박 희(1998). 소규모 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

스에 한 연구, 원 학교교육 학원 석사

학 논문.

박주 (2001). 등학교의 조직풍토가 교사의 역

할갈등에 미치는 향, 구교육 학교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배인선(1999). 등학교조직풍토와 교사의 소진



이 경 화ㆍ정 혜 

- 132 -

계, 주교육 학교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신완진(2003). 학교 조직의 개방성과 교사의 직무

스트 스와의 계, 한양 학교교육 학원 석

사학 논문.

신인식(2001). 학교조직풍토와 교사의 직무만족과

의 계 연구, 공주 학교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오재경(2001). 등학교장의 지도성 유형이 학교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향, 남 학교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유동욱(1996). 학교조직풍토와 학교조직 효과성과

의 계, 북 학교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이설희(2004). 학교장의 지도성 유형과 교사의 직

무만족과의 계 연구, 목포 학교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이성 (2005). 학교조직풍토와 등교사 직무스트

스와의 계, 경인교육 학교교육 학원 석

사학 논문.

이종목(1989). 직무스트 스의 원인, 결과  

책, 서울: 성원사.

이혜 (2004). 학교조직풍토와 교사의 직무스트

스와의 계, 공주교육 학교교육 학원 석사

학 논문.

임성찬(1996). 학교조직풍토와 교사의 직무스트

스와의 계, 공주교육 학교교육 학원 석사

학 논문.

장래완(1996). 학교장의 지도성 유형과 교사의 직

무 스트 스와의 계, 공주교육 학교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정동기(2004). 학교조직풍토와 교사의 직무스트

스와의 계, 목포 학교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정훈균(1998). 학교조직풍토와 교사의 직무스트

스의 계, 북 학교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조철희(1992). 학교장의 의사 결정 유형과 교사의 

스트 스 계, 고려 학교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최동식(2004). 학교장의 지도성 유형과 학교조직

풍토와의 계 연구, 인하 학교교육 학원 석

사학 논문.

최병천(1988). 학교조직풍토와 교사의 직무만족

도와의 계, 북 학교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Beehr, T. A. & Newman, J. E.(1978). Job stress, 

employee health, and organization effectiveness 

: A facet analysis, model and literature 

review, Personnel Psychology 32, 669~670.

Blau, G.(1981).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job 

stress, social, support, service length, and job 

strai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27(2), 279~302.

Bryk, A. S., & Driscoll, M. E.(1988). The high 

school as community contextual influences 

and consequences for students and teachers. 

Madison, WI : University of Wisconsin.

Dunham, J.(1989). Personal, interpersonal and 

organizational resources for coping with 

stress in teaching. In M. Cole and S. Walker 

(Eds), Teaching and stress,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Graham, S., Halpin, J., Harris, K., & Benson, J. 

(1985). A factor analysis of the pupil control 

ideology scal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53, 202~206.

Halpin, A. W., & Croft, D. B.(1963). The 

organizational climate of schoo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oy, W. K., & Clover, S. I. R.(1986). Elementary 

school climate-A revision of OCDQ,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22, 93~110.

Hoy, W. K., & Miskel, C. J.(2005).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th ed),  New York: McGraw-Hill

Kyriacou, C.(1996). Teacher stress: a review of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Review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20(1), 17~20.

Kyriacou, C., & Sutcliffe J.(1978). Teacher stress: 

prevalence, sources and symptom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8, 159~167.

Newmann, F., & Wehlage, G. G.(1995). Successful 

school restructuring: A report to public and 

educators by the center on organization and 

restructuring of schools, Madison, WI : 

University of Wisconsin.   

Parker, D. F., & Thomas, A. D.(1983). Organizational 

determinants of job stres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2(2), 

160~177.

Raywid, M. A.(1993). Community: An alternative 

school accomplishment (G. A. Smith, Public 

schools that work, 23~44). New York: Longman.



학교조직풍토와 교사의 직무스트 스의 계

- 133 -

Rost, J. C.(1993). Leadership for the twenty-first 

century, Westport, CT: Praeger.

Royal, M. A., & Rossi, R. J.(1997), Schools as 

communities, ERIC Digest No. 111, ED 

405641.

Schein, J.(1985). Teacher retention and attrition 

on public schools: Evidence from SASS91.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1(2), 81~88.

Sciarra, D. and Dorsey, A.(2002). Leaders and 

Supervisors in Child Care Programs, Albany, 

NY: Delmar Thompson Learning.

Scholz, C.(1987). Corporate culture and strategy: 

The problem of strategic fit, Long Range 

Planning 20, 7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