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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 comparative investigation of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variables and teacher's

empowermen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s. The subjects were 303

teachers at either public or private kindergartens. The measures used for this study were questionnaires,

the SPES(School Participant Empowerment Scale) and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cale. The

survey used in this study and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a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showed that teachers in public kindergartens had higher scores in terms

of both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an teachers in private kindergartens.

Empowerment was seen to be an influential factor in measuring teacher'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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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한국사회는 최근 전통적인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변화와 기혼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의 참여

로 인해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의 문제를 가정 내

에서만 해결하기란 어렵게 되었으며, 이것이 국

가적․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으로 확산되면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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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질

적으로 우수한 교육의 제공을 위해 유아교육기

관의 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모,

교사, 기관의 조직적 특성 등의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정희․문혁준,

2006). 무엇보다도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의 조직구조 혁신(Sugarman, 1993), 교사지

원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 노력(염지숙, 2003), 그

리고 보수인상 및 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

(Whitebook, Natiuk, & Bellm, 1994) 등을 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행하여지고 있다.

유치원에서 교사는 중요한 변인이 되는데, 이

는 교육의 핵심적인 활동이 원장과 교사, 유아,

그리고 학부모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

어지며, 그 속에서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교수

법으로 유아에게 교육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

한 교사는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교육의 성과와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의 교육활동이 교사의 개

별적인 전문능력에 의존하여 운영된다.

반면에 유치원교사는 현실 속에서 보수나 지

위, 근무시간, 업무량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아교사직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으

로 인해 갈등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로서의

만족도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

색될 필요가 있는데, 임파워먼트가 교사의 행동

을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임파워먼트(empowerment)란 개인이 자신의

삶이나 업무의 중요한 측면에 파워를 가지고 느

끼고 행동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하며(김정

희, 2007),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있어 동

기부여적 측면으로 구성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삶이나 업무의 중요한 측면에 무엇인가

를 할 수 있다는 자기결정이나 자기효능감을 가

진 것을 인식하고 실제 이를 행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Conger & Kanungo,

1988).

교사의 임파워먼트는 전문성, 학교의 탈관료

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단순히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확보차원을 넘어 전문직의 특성

을 더 많이 지닐 수 있는 전문성 강화를 의미한

다(김정희, 2007). 교직사회의 전문성 신장이나

강화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

근에 와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문성이 높은 교사는

더욱 긍정적인 직무태도와 감정, 높은 사기, 그

리고 보다 많은 참여를 보인다. 이에 관해 Short

와 Rinehart(1992)는 교사의 임파워먼트를 의사

결정, 전문성 신장, 지위, 자기효능감, 자율성, 영

향력 등의 6개 요인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임파

워먼트를 가진 교사는 교사역할에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Eckley(1997)에 의하면 교사가 임

파워되었을 때, 학교 운영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

게 되어 동기부여, 직무만족이 증가하였다. 신지

영(2003)에 의하면 교사 임파워먼트를 통해 교직

에 관한 사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하 혹은 동

료 간 인간관계나 조직관계에서 장기적 협조관계

를 통한 상호신뢰감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처럼

임파워먼트를 통해 조직 내의 무력감 해소와 변

화 및 성과향상이 이루어진다고 전제할 때, 현재

사회적 인식 및 실제가 열악한 여건 하에 있는 유

치원의 혁신 및 도약을 위해서는 교사의 임파워

먼트가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교사는 전문가

로서 대우 받고 임파워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

할 때 집단에 강한 소속감이 생기며 집단응집성

을 높게 형성한다는 연구결과(송석종, 2004)를 통

해 볼 때, 교사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주어 임파워먼트를 긍정적으

로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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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직 내의 구성원의 임파워먼트는 실제

의 업무수행이나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조직효과성이란 조직의 성취도

(Barnard, 1938), 한 조직의 그 목표실현의 정도

(Etzioni, 1964), 혹은 조직이 수행해야 할 세 가

지 핵심적 활동인 목표달성, 조직자체의 유지,

외부환경에의 적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

(Argyris, 1964)으로 정의될 수 있다. 유아교육기

관의 조직효과성은 교사들이 만족스러운 상태에

서 외부환경의 변화와 요구에 적응하고 강한 헌

신성을 느끼며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목표를 달성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의 조직효과

성은 조직헌신성, 직무만족, 그리고 직무성과로

선정하였다.

그 중 조직헌신성은 현 조직에 계속 남아 있으

려는 성향으로서 한 개인이 특정 조직에 대한 상

대적 동일화나 관여의 강도로 설명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위치를 동료직원의 가치와 연관 지

어 생각하고, 나아가 상대방의 목표를 자신의 것

으로 만들어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는 것이다(김

태진․박영준, 2003). 이러한 조직헌신성은 조

직의 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 수용성이

내재화된 것이며, 조직에 대한 노력을 자발적으

로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Porter, Mowday, &

Steers, 1979).

김인영(1990)은 사립유치원 교사보다 부속유

치원이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유치원에서 헌신성

이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서지영과 서영숙

(2002)의 연구결과에서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이 높을수록 유아교사의 헌신도는 높게 나타났

으며, 직무환경 변인 중에서는 의사결정 참여가

조직헌신성에 높은 영향을 미치며 그 밖에 원장

의 지지, 높은 복지수준, 전문적 성장기회 증대,

원만한 동료교사와의 관계가 조직헌신성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치원교사는 유치원이라는 조직 속에

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

행하는데, 이 가운데 조직의 특성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조직의 특성 중, 바람직한 심리적 분

위기는 직무만족을 높여 적극적인 과업수행을

이끌어주어 교육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

다. Hoppock(1935)은 직무만족이 조직 구성원

자신이 직무로부터 만족을 느끼는 심리적, 생리

적, 환경적인 결합체의 산물이라 정의하였다. 최

근 직무만족이라는 개념은 직무에 대한 일반적

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의 직무와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

미한다.

여기서는 교직상황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Evans(1997)의 입장을 기초로, 직무만족을 개인

이 지각하는 직무관련 욕구의 충족 정도에 의해

생성되는 모든 감정을 포함하는 심적 상태로 정

의하였다. 직무관련 욕구는 안전․소속․자아

존중․자율․자아실현의 욕구를 포함하는 개념

이며, 모든 감정은 직무조건에 대해 느끼는 감정

뿐만 아니라 직무성과에 의해 느끼는 감정까지

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노종희(2001)는 교사의

직무만족으로 동료애, 업무부담, 보상, 혁신성,

교직의식, 발전성, 자율성 등의 7가지를 보았다.

유치원교사의 개인배경에 따른 직무만족을 보

면, 먼저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서은희․이미숙, 2002). 그

리고 이기명(2005)의 연구결과 학력이 높은 교

사는 발전성과 혁신성에서 그렇지 않은 교사들

에 비해 만족이 높았다. 이는 전문적 성장을 촉

진하기 위해, 인습적 사고와 낡은 관행에서 벗어

나 교사가 창의적이며 도전적으로 교육을 이끌

어 가기 위해 늘 배워야 하며 이는 다시 교직에

대한 만족감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미연(2004)에 의하면, 유치원교사의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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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변인 중 동료관계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직무특성, 원장, 보수에 관한 만족도 순

이었으며, 근무환경이 가장 낮았다.

아울러 조직의 다양한 맥락들은 조직과 구성

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쳐 교사의

일과 교육적 실행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이 되며, 조직 구조와 구성원들의 행동은 직무성

과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직

무성과란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

당하여 맡은 사무를 이루어낸 결실이라 할 수 있

다(박영준, 200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직무성과

는 교사가 교육목표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보

여준 노력이나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

와 관련된 유지영(2004)의 연구결과를 보면 교

사의 경력이 12년 이상일 때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녔을 때, 직무성과가 높았다.

그러나 조직의 직무성과와 연관된 연구는 대부

분이 경영분야와 사회복지분야(강흥구, 2001; 조

연숙, 2001)로 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조직의 효

율성을 가져다주는 직무성과 측면과 이것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가 유

아교육기관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

다고 본다.

한편, 2009년 기준, 유치원에 취원한 원아는

537,361명이며 이중 약 23%가 국공립유치원에

재학 중에 있다. 또한 유치원교사 현황을 보면,

국공립이 7,610명, 사립이 22,560명으로 전체의

75%인 대다수가 사립 유치원교사이다(한국교육

개발원, 2009).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관

한 비교를 한 함윤지(1994)의 연구에서는 사립

의 경우 교직활동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면서 교

직만족도가 더 높았고 인간관계면에서도 친밀감

이 더 높았다. 국공립과 사립 모두 승진기회가

많지 않은 인사면에서는 불만족이 나타났고, 보

수에 대해서는 사립의 경우가 불만이 더욱 높았

다. 오명자(1994)의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교사

들의 직무만족도가 낮았는데, 특히 보수, 업무량,

인간관계에서 만족수준이 낮았고, 두 집단 모두

보수나 업무량과 같은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자

신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였다. 조

영례(2000)와 최은희(1997)의 연구에서는 국공

립교사가 사립교사 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직무

만족도를 보였다.

임파워먼트가 구성원으로 하여금 무력한 상태

로부터 신뢰와 파워의 상태로 변혁시키는 것과

관련된다고 볼 때, 임파워된 개인은 자신의 조직

이나 업무에 대해 헌신하는 성향이 있음을 예상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파워먼트가

조직헌신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

(Baker, 2000; Conley, Schmidle, & Shedd, 1988;

Dee, Henkin, & Duemer, 2003)을 보면 임파워된

개인은 업무에 대한 집중력과 업무처리의 주도

성이 증대되어 높은 조직헌신을 하게 됨으로 구

성원의 조직헌신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는, 임파워

된 교사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

율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동기유발이 잘 이루

어지며 자신의 업무에 만족하며, 몰입하는 경향

이 있고, 학교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 한

다(Eckley, 1997). 신유근(1997) 또한 임파워먼트

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 스스로 의사

결정권을 갖게 하여 통제감을 높게 함으로써 무

력감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강한 업

무의욕과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원에게 성

취감을 준다고 하였다. Blase와 Blase(1994)의 연

구에서도 임파워먼트는 교사로 하여금 무력한

상태로부터 신뢰와 파워의 상태로 변혁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임파워된 교사들은 자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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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만족, 동기에서 긍정적인 혁신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또 한편 임파워먼트는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박영준, 2003; 임정재, 2001)으로

나타났는데,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성

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박영준(2003)의 연구에

서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볼 수 있었는데, 임

파워먼트가 강할수록 직무성과가 높아졌다. 그

결과를 하위요인별로 보면 보상, 자기통제, 과업

정체성, 대인통제, 피드백 순이었다. 그리고 개

인배경에 따른 직무성과의 차이도 발견되었는

데, 연령이 높고, 지위가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뛰어났다. 임정재(2001)는 임파워먼트란 구성원

에게 자율성과 창의성 및 능동성을 불어넣어 사

기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므로, 교사들이 이 과정

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학

교 조직에 긍정적 태도를 형성함으로, 조직의 성

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임파워먼트가 조직효과성

을 향상시키는 것은 권한이나 파워가 교사들에

게 공정하게 배분되고 업무목적이 자신의 가치

에 비추어 의미 있다고 인식할 때, 직무수행 시

효과성을 느끼게 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직에 대한 효과성 정도나 교사의 임

파워먼트는 유아교육의 질과 교사의 전문성 확

보에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분야

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드물다. 더욱이 국공립

과 사립 유치원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거의 희박

하다. 따라서 근무조건, 보수, 행정체제 등에서

차이가 있는 국공립과 사립의 유치원교사의 임

파워먼트와 조직효과성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해보는 것이 요청

된다고 본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공립

과 사립 유치원교사의 임파워먼트와 조직효과성

간 관계를 비교함을 목적으로, 현직 교사를 대상

으로 집단 간 차이와 관계를 비교하고, 배경변인

과 임파워먼트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유아교육의 질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치원교사의 조직효과성과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

한 기초정보를 주고자 함이다. 또한 유치원교사

들이 교사직에 대한 신념과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설립유형에 따른 개별화된 교사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공립 유치원교사와 사립 유치원

교사의 임파워먼트에는 차이가 있

는가?

<연구문제 2> 국공립 유치원교사와 사립 유치원

교사의 조직효과성에는 차이가 있

는가?

<연구문제 3> 국공립 유치원교사와 사립 유치원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조직효과성

간의 관계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국공립 유치원교사와 사립 유치원

교사의 개인특성 및 임파워먼트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

떠한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의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여, 2009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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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구 분
국공립(N=140) 사립(N=163) 전체(N=303)

백분율 N(%) 백분율 N(%) 백분율 N(%)

연 령

25세 이하

26세-30세 이하

31세-35세 이하

36세 이상

22(15.7)

45(32.1)

35(25.1)

38(27.1)

75(46.0)

68(41.7)

13(08.0)

7( 4.3)

97(32.0)

113(37.3)

48(15.8)

45(14.9)

교사수

5명 이하

6-10명

11명 이상

89(63.6)

43(30.7)

8( 5.7)

36(22.1)

81(49.7)

4628.2)

125(41.3)

124(40.9)

54(17.8)

학 력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15(10.7)

94(67.1)

31(22.1)

94(57.7)

64(39.3)

5( 3.1)

109(36.0)

158(52.1)

36(11.9)

경 력

1년 미만

1-3년

4-5년

6년-10년

10년 이상

15(10.7)

31(22.2)

16(11.4)

34(24.3)

44(31.4)

28(17.2)

47(28.8)

31(19.0)

43(26.4)

14(8.6)

43(14.2)

78(25.7)

47(15.5)

77(25.4)

58(19.1)

이직유무
유

무

50(35.7)

90(64.3)

106(65.0)

57(35.0)

156(51.5)

147(48.5)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360부이며, 회수된 질문

지는 314부로, 이중 부실한 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 303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기관

별로는 국공립유치원 50곳과 사립유치원 50곳

을 선정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연구도구

유치원교사의 임파워먼트는 Short와 Rinehart

(1992)가 개발한 SPES(School Participant Empow-

erment Scale) 도구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

용하였고, 조직효과성 중 조직헌신성은 Porter,

Steers, Mowday와 Boulian(1974)이 개발한 ‘조직헌

신성 질문지’(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re)를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번

<표 2> 교사의 임파워먼트 및 조직효과성 문항수와 신

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a

임파워먼트

의사결정참여

전문성 신장

지 위

자기효능감

자율성

영향력

9

6

6

6

4

6

.86

.80

.85

.79

.81

.84

총 점 37 .95

조직효과성

조직헌신성

직무만족

직무성과

14

27

11

.89

.88

.90

총 점 28 .94

안․수정한 김동춘(1998)의 측정도구를 사용하

였다. 직무만족은 노종희(2001)가 개발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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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먼트 기관유형 N Mean SD 점수범위 t

의사결정참여
국공립

사 립

140

163

3.589

3.155

.655

.721

1.56-5.00

1.44-5.00
5.500***

전문성 신장
국공립

사 립

140

163

3.946

3.821

.525

.594

1.67-5.00

1.67-5.00
1.945*

지위
국공립

사 립

140

163

3.796

3.639

.479

.556

1.50-5.00

1.83-5.00
2.645**

자기효능감
국공립

사 립

140

163

3.932

3.919

.451

.440

1.83-5.00

2.17-5.00
.259

자율성
국공립

사 립

140

163

4.205

3.929

.549

.629

1.50-5.00

2.25-5.00
4.077***

영향력
국공립

사 립

140

163

3.827

3.524

.484

.536

1.83-4.83

2.00-4.83
5.172***

임파워먼트 총점
국공립

사 립

140

163

3.842

3.609

.482

.505

1.62-4.95

2.00-4.97
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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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교사의 임파워먼트 차이

직무만족 질문지’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직무성

과는 김동춘(1998)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각각은

관련교수 3인의 안면타당도를 거쳐 유아교육기

관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여 50명의 유치원교사

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한 문항의 경우 최종 수정․보완

하여 완성된 질문지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

항요인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

파워먼트와 조직효과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교사의

임파워먼트 및 조직효과성의 각 하위요인별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

별 임파워먼트와 조직효과성의 관계는 Pearson's

의 적률상관계수로 산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로 구하였다. 또한 교사의

개인변인과 임파워먼트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개

인변인 중 불연속변수는 Dummy변수처리 하였

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WIN 13.0을 이

용하였다.

Ⅲ.결과분석

1.국공립과사립유치원교사의임파워먼트차이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교사 간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별 t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 중

의사결정참여(t=5.500, p<.001), 전문성 신장

(t=1.945, p<.05), 지위(t=2.645, p<.01), 자율성

(t=4.077, p<.001), 영향력(t=5.172, p<.001) 및 총

점(t=4.115, p<.0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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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효과성 기관유형 N Mean SD 점수범위 t

조직헌신성
국공립

사 립

140

163

3.748

3.639

.469

.491

2.27-4.73

1.87-4.80
1.971*

직무만족
국공립

사 립

140

163

3.739

3.469

.453

.424

2.64-4.75

2.29-4.43
5.344***

직무성과
국공립

사 립

140

163

3.824

3.658

.529

.610

2.36-4.82

2.09-5.00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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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교사의 조직효과성 차이

조직효과성

임파워먼트

조직헌신성 직무만족 직무성과

국공립 사 립 국공립 사 립 국공립 사 립

의사결정참여

전문성 신장

지 위

자기효능감

자율성

영향력

.413***

.589***

.509***

.530***

.380***

.485***

.267**

.656***

.470***

.528***

.389***

.258***

.540***

.603***

.573***

.568***

.402***

.496***

.507***

.644***

.707***

.655***

.462***

.518***

.457***

.457***

.547***

.542***

.342***

.380***

.486***

.412***

.696***

.603***

.489***

.562***

임파워먼트 총점 .543*** .493*** .616*** .693*** .527*** .639***

***p<.001

<표 5> 임파워먼트의 하위변인과 조직효과성의 설립유형에 따른 관계

있었다. 즉, 전반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교사

(M=3.842, SD=.482)의 임파워먼트가 사립 유치

원 교사(M=3.609, SD=.505)의 경우 보다 높았다.

2.국공립과사립유치원교사의조직효과성차이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교사 간 조직효과성의 하

위요인별 t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조직헌신

성(t=1.971, p<.05)과 직무만족(t=5.344, p<.001),

그리고 직무성과(t=2.550, p<.05) 모두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즉, 국공립 유치원교사들이

사립 유치원교사들 보다 조직헌신성, 직무만족,

직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교사의 임파워먼트와

조직효과성 간 상관관계 비교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교사의 조직효과성 하위

변인과 임파워먼트 각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국공립과 사립의 경우 임

파워먼트 하위요인과 조직효과성 하위변인들 사

이에 모두 유의수준 p<.01 이상에서 정적 상관

을 보였는데, 조직헌신성의 경우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교사 모두 전문성 신장(r=.589, r=.656)에

서 상관이 가장 높았다. 임파워먼트 하위요인과

직무만족 간 상관관계는 국공립과 사립 모두에

서 유의수준 p<.001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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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조직헌신성 직무만족 직무성과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배경

변인

교사수

학력

경력

이직유무

-.192

.052

-.085

.165

-.218**

.060

-.225

.150

-.171

.044

-.074

.091

-.194*

.050

-.196

.082

-.107

.146

.006

.047

-.142*

.194*

.020

.050

-.067

.118

.006

-.019

-.089

.157*

.019

-.021

-.045

.118

.061

.018

-.057

.152

.184

.019

-.006

.086

.040

-.048

-.008

.111

.119

-.049

임파워

먼트

의사결정참여

전문성 신장

지위

자기효능감

자율성

영향력

-.143

.523

.118

.208

-.266

.194

-.177

.520***

.107

.178

-.276**

.178

.100

.372

.150

.233

-.235

-.058

.145

.431***

.158

.232

-.284*

-.062

.076

.082

.320

.376

-.141

-.195

.106

.092

.326*

.362**

-.165

-.201

상수

제곱합(SS)

제곱평균(MS)

F값

R2

△R2

3.613***

3.905

.781

2.993*

.100

.100

1.339**

17.107

1.555

9.146***

.440

.340***

3.208***

3.016

.603

3.169*

.106

.106

1.383***

13.382

1.217

10.283***

.469

.363***

3.052***

4.672

.934

4.832***

.153

.153

1.388***

12.868

1.170

8.450***

.421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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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유무：1-유 2-무

<표 6> 국공립 유치원교사의 개인특성 및 임파워먼트와 조직효과성 간 중다회귀분석

때 국공립은 전문성 신장(r=.603)과, 사립은 지

위(r=.707)와 직무만족 간 상관이 가장 높았다.

임파워먼트 하위요인과 직무성과 간 상관관계는

국공립과 사립 모두에서 유의수준 p<.001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때 국공립 및 사립 모두

지위(r=.547, r=.696)와 직무성과가 상관이 가장

높았다.

4.국공립과사립유치원교사의개인특성및임

파워먼트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교사의 배경변인 및 임

파워먼트의 조직효과성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

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1단계는 교사의 배경 변인을 투

입하고, 2단계에서는 임파워먼트를 투입하였

다. 조직헌신성의 경우 임파워먼트 투입에 따

른 설명력의 증가는 국공립과 사립 각각 34.0%,

43.4%이였으며,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국공립은 전문성신장(β=.520, p<.001)과 자율성

(β=-.276, p<.01), 교사수(β=-.194, p<.05)이었고,

사립은 전문성신장(β=.627, p<.001) 뿐이었다. 직

무만족의 경우 임파워먼트 투입에 따른 설명력의

증가는 국공립과 사립각각 36.3%, 49.0% 였으며,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국공립은 전문성신

장(β=.431, p<.001)과 자율성(β=-.284, p<.05), 학력

(β=.157, p<.05), 사립은 지위(β=.340, p<.01), 자기

효능감(β=.289, p<.01), 전문성신장(β=.254, p<.01)

순이었다. 직무성과의 경우, 임파워먼트 투입에

따른 설명력의 증가는 국공립과 사립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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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조직헌신성 직무만족 직무성과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배경

변인

교사수

학력

경력

이직유무

.001

.111

.066

-.046

.001

.109

.134

-.036

-.057

.058

.073

.011

-.067

.006

.150

.008

-.024

.066

.058

-.119

-.040

.093

.170

-.134

-.009

-.012

.000

-.063

-.015

-.017

.002

-.071

-.083

.021

.134

-.146

-.120

.026

.340**

-.142

-.037

-.057

.089

-.142

-.054

-.070

.227*

-.138*

임파워

먼트

의사결정참여

전문성 신장

지위

자기효능감

자율성

영향력

-.135

.643

.163

.183

.027

-.252

-.160

.627***

.148

.132

.028

-.222

.057

.181

.259

.279

-.073

-.016

.095

.254**

.340**

.289**

-.108

-.020

-.093

-.128

.447

.292

.050

.134

-.136

-.154

.507***

.262**

.064

.146

상수

제곱합(SS)

제곱평균(MS)

F값

R2

△R2

3.105***

4.259

.852

2.389*

.071

.071

.929***

30.397

2.763

13.978***

.505

.434***

3.213***

3.020

.604

3.644**

.104

.104

1.002***

17.263

1.569

20.108***

.594

.490***

3.469***

6.822

1.364

6.643***

.157

.157

1.165***

22.171

2.016

18.009***

.567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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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유무：1-유 2-무

<표 7> 사립 유치원교사의 개인특성 및 임파워먼트와 조직효과성 간 중다회귀분석

26.8%, 39.3%였으며,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 변

인은 국공립은 자기효능감(β=.362, p<.01), 지위

(β=.326, p<.05) 순이었다. 사립은 지위(β=.507,

p<.001), 자기효능감(β=.262, p<.01), 경력(β=.227,

p<.05), 이직(β=-.138, p<.05) 순이었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교사의

임파워먼트와 조직효과성 간의 차이와 관계를

분석하고, 배경변인과 임파워먼트가 조직효과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교사 간 임파워먼

트의 하위요인별 t 검증 결과, 의사결정참여, 전

문성 신장, 지위, 자율성, 영향력 및 총점에서 집

단 간 유의한 차를 보여주었는데, 전반적으로 국

공립이 사립 보다 임파워먼트가 높았다. 이는 김

정희와 문혁준(2007)과 이진희와 김희진(1999)

의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국공립의

경우 원장이 초등학교 교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교사들에게 결정의 권한을 위임하

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사립의 경우 원

장에 의해 운영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교사의 참

여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사립의

경우 국공립에 비해 자신의 지위를 낮게 인식하

였는데, 상대적으로 교사의 지식과 전문기술에

대한 동료나 상사, 학부모 등 주변 사람들의 지

지나 존경을 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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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김정희와 문혁준(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교사 자신이 유능

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긍

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신념과 자신의 역할

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두 집단 모두에게 반영

됨을 의미한다.

둘째,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교사 간 조직효과

성의 하위요인별 t 검증 결과, 조직헌신성, 직무만

족, 그리고 직무성과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는데, 국공립 유치원교사들이 사립 보다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다. 이 중 직무만족이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보상에

대한 만족감이 국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교사에

게 낮게 분석된 김미경(2005)의 선행결과와 관련

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와 맞물

려 사립유치원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아직

도 교사를 부모역할을 대신하는 보모 정도로 생

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낮아(조성연, 2003),

사립유치원교사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은 국공립

유치원교사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조직헌신성에서도 국공립이 사립의 교사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김인영(1990)과 박경희

(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

로 유아교사가 원장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보수

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조직헌신성이 높다. 물

리적 근무환경에서는 유치원이 규모가 클수록,

교수활동이나 교육공간의 소음 및 청결상태가

쾌적할수록, 교수활동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고

사생활 보장정도가 높고, 학급당 유아수가 적고,

일일 교육시간이 짧을수록 조직헌신성이 높아졌

다는 연구결과(Kontos & Stremmel, 1988)를 볼

때, 사립유치원의 근무조건이 전반적으로 국공

립에 비해 열악하여 이것이 조직에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교사의 헌신이 유치원의 근무조건

이나 여건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 유아자체와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신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

김정희와 문혁준(2007)의 연구결과와는 대조되는

데,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직성과에서도 국공립이 사립의 교사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유치원은

공교육기관으로서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아

사무 관련업무, 시설․설비 관련업무에서 직무

수행의 효율성이 사립에 비해 높음과 관련이 있

다. 또한 학부모의 신뢰도가 높음도 이러한 결과

와 연관된다고 보는데, 학부모들은 교사의 학습

지도능력, 교육내용과 방법, 프로그램 등의 요인

과 교육비의 저렴, 초등학교와의 자연스러운 연

계와 준비 등의 요인이 사립에 비해 국공립유치

원을 신뢰하고 있는 이유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4;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

혜․최진원, 2005; 정혜손, 2009). 이러한 현상은

조직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본다.

셋째,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교사의 조직효과

성과 임파워먼트 관계에서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조직헌신성의 경우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교사 모두 전문성 신장에서 상관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유치원

교사는 기관유형에 상관없이 자기분야에서 전문

가로서의 의식이 강할수록 조직에 헌신하는 정

도가 강해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적

지식과 자질이 부족한 교사에게는 그것들을 장

려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끊임없

는 자기계발과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 조직헌신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파워먼트 하위

요인과 직무만족 간 상관관계는 국공립은 전문

성 신장과, 사립은 지위에서 상관이 가장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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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무성과 간 상관관계는 국공립 및 사립 모

두 지위와 상관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Blase와 Blase(1994)의 연구결과와 연관되는데,

유치원교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전문

적 지위를 확보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함을 시

사한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교사 스스로 교직에

대해 효능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교직을 수행하

는데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이며, 원장이나

동료교사와 부모들 또한 교사를 신뢰하고 존중

해 줌으로써 교사의 지위를 높여 조직효과성을

높여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치원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요청된다.

넷째,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교사의 조직효과

성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헌신성의 경우,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국공립은 전문성 신장, 자율성, 교사수

순이었고, 사립은 전문성 신장 뿐 이었다. 이는

교사의 학력과 경력에 의해 조직헌신성이 영향

을 받는다는 Berk(1985)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교사수가 적을 때 헌신성이 높아진다는

김인영(199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또한 조

직헌신성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임파워

먼트 하위요인은 국공립과 사립의 경우 모두 전

문성 신장이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이기명, 2005;

Eckley, 1997)들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요인으로 이루어진 조직헌신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교사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보

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도록 기관 내․외에

서 전문성 향상과 학업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무력감에서 벗어나 전문가로

서의 자부심과 자신이 유능하다는 인식을 갖도

록 도와야 할 것이다.

직무만족의 경우, 국공립은 전문성 신장과 자

율성, 학력, 사립은 지위, 자기효능감, 전문성 신

장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정은영(1999)이 연구결과와도 관련되는 것으

로, 여러 요인으로 이루어진 직무에 대한 만족감

을 높이기 위해 대상에 따라 임파워먼트 요인이

차별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준다. 즉, 국공립 유치

원교사는 외부의 지원이 높아 현실적으로 만족

감을 느끼는 상태에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본인

의 자아실현이나 성취욕구 등의 기대치가 민감

하게 직무만족에 반영됨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

한 점을 짐작해 볼 때, 국공립 유치원교사가 끊

임없는 자기계발과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사립의 경우, 교사의 지

식과 전문기술에 대한 사회나 동료의 지지, 존경

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를 극복할 수 있는 조

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 교직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직무성과의 경우,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

은 국공립은 자기효능감, 지위 순이었고, 사립은

지위, 자기효능감, 경력, 이직 순이었다. 즉, 경력

이 길수록, 한 기관에 계속 머물러 이직의 경험

이 없을 경우 사립유치원교사의 직무성과가 높

아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사립유치원교사는 근

속기간이 짧고, 자주 이직을 한다는 현실을 볼

때, 교육현장에서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사

가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사

립 유치원교사는 신분이나 처우에 대한 법적 조

항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용조건이 불

안정하고 경제적 처우수준이 낮으며 따라서 잦

은 이직률과 조기 퇴직 등으로 5년 미만의 경력

자가 2009년 현재 15,730명으로 전체 26,787명

중 6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한국교육개

발원, 2009), 전문성 발휘에 어려움이 될 수 있

다. 교사의 교직수명이 짧은 원인을 보다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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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내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

함으로써 유치원교사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교사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유치원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위의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유치원교사들의

조직효과성과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개별교사와 교육기관의 특징에 맞춰 프로그

램이나 정책을 실행하는 것인데, 물리적․정서

적 보상제도를 통한 조직효과성과 조직에 대한

임파워먼트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무만

족과 직무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사립의 경우 교사의 지위라는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낮은 유치원교사의 지위를 사

회와 교육기관에서 높여주는 일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본다. 더불어 교사역량 개발기회를 확대

해야 할 것이다. 교사 보수교육이나 승급교육 등

의 프로그램이나 특별연수 등을 통해 새로운 지

식이나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접하여 개인의 역

량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또한 유치원교사의 임파워먼트와 조직효과성

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유아교육의 공

교육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유아교육

의 공교육화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 왔으

나,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유아교육이 학제에 포

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적으로 공교육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 학

제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 인식과 재

정적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 유아교육을 위한 정책은 그동안 초중등교육

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 있었고, 결과적

으로 재정지원도 가장 적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

몇 년간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

되기 시작해 재정지원도 늘어 2002년 3,328억이

던 예산은 2006년 8,860억이 되어 2.6배 증가하

였다(서문희, 2008).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 유

치원의 공교육화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 우

리나라의 유치원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며,

그 중심에 서 있는 교사가 임파워먼트와 조직효

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

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교육분야에서 교사의 임

파워먼트와 조직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

화된 도구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까닭에 초등

학교 및 행정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구를 기초

자료로 하여 유아교육기관에 맞게 수정하고 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유치원은 초등학교

이상의 상급학교와는 설립배경이나 운영원리,

교육대상특성에 따른 상이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는 점을 볼 때,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타당한 연

구도구를 개발하여 교사의 임파워먼트나 조직효

과성을 보다 정확히 조사․분석하는 연구가 수

행되어질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을 현직 국공립과 사립의

유치원교사만으로 국한하였는데, 이후의 연구에

서는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까지 포함

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

는 것과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간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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