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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기관의 혁신문화와 교사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과의 관계: 
원장과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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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relational satisfaction with 
the principal and colleagu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and teachers’ competence for building a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community.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590 teachers, and they answered questions from three rating scales.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s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collected 
data. Additionally, mediat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bootstrapping techniques for testing 
multiple mediators by Hayes’s Process macro for SPSS.          
Result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and the teacher’s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principal and 
colleagues and competence for building a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community. Second, the 
teacher’s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olleague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institutes and the teacher’s competence for 
building a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community.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suggestions for supporting a formation of an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enhancing teachers’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olleagues 
for building a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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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최근 아동학대를 의심받은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

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K. M. Park, 2018). 이는 현재 교사와 

부모 간의 불신이 유아교육기관에 존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

는 사건으로, 교실 내 CCTV의 설치가 유아교사와 부모의 관

계를 단절시키고 유아교사에게 사기 저하와 좌절감 혹은 자괴

감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전통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소

통을 통한 신뢰와 협력을 어느 학교급보다 강조해온 유아교육

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게다가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유아교육기

관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불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교

육의 주체인 유아, 교사 및 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

체로서 유아교육기관의 건강성은 위험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

여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학교는 유기체적 생명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기체이므로

(S. H. Han, 2000) 건강한 유아교육은 구성원 간의 진정한 상

호 돌봄과 배움의 관계를 통해 서로의 생명성을 북돋우는 교

육공동체(K. Chung, Yoon, Kyun, Cha, & Park, 2016)를 통해 구

현될 수 있다. 즉, 유아교육기관 또한 다른 학교 급과 마찬가

지로 심리적 안전감, 소속감, 개인 상호간 및 집단 간에 관련

을 맺고 있다는 느낌, 헌신을 통해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공유된 신념 등이 있는 강력한 정서적 결합체인 교

육공동체(K. Chung et al., 2018)를 이루는 것이 유아교육의 건

강성을 지키기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이에 유아교육기관이 교육공동체로서의 건강성을 유

지해나가기 위해 유아교육 종사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은 사기가 저하되고 위축된 유아교사가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을 위해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라고 본다. Malaty (2006)는 실증적으로 성공적인 교육 변화를 

이끄는 요인으로 획기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의 꾸준

한 추진, 평등과 협동의 교육철학 등과 함께 무엇보다도 역량 

있는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교육

적으로 유아교육 분야의 내부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교사

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의 계발은 관심을 가져야 할 주

제이다.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교사의 역량에 관한 연구는 중등

교사를 주 대상으로 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Hur 

(2005)의 연구가 거의 전부일 만큼 연구가 부족하다. 유사하게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교사의 역량도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관련 자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K. Chung, 

Yoon과 Park (2016)은 이를 유아교육공동체로의 비전과 목표

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사회적, 행동적 요소와 인지적, 실

천적 기술을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상의 과제나 스스로의 요

구 충족에 성공적으로 동원하는 지식, 태도 그리고 실천능력

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아교사가 갖춰야할 유아교육

공동체 구현을 위한 역량 척도를 개발한 결과, 교사의 유아교

육공동체 구현 역량 요인은 유아교육기관 구성원과 동반자로 

역할하기 위한 심리적 역량과 가치공유를 위한 사회적 역량

이 추출된 바 있다(K. Chung, Yoon, & Park, 2017). 구체적인 역

량 요소를 살펴보면,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위한 심리적 역량

은 유아교사가 다른 구성원과 동반자 의식을 갖기 위해 갖춰

야할 역량으로 상호 신뢰감 갖기, 기관 활동에 자발적이며 적

극적으로 참여하기, 구성원에 대한 배려, 다름에 대한 수용, 긍

정적 관계를 위한 기회 조성, 구성원 전체에 전문적 돌봄 수행

하기, 유아 교육에 함께하기, 셀프 리더십 그리고 민주적 의사

소통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가치공유를 위한 사회적 역

량은 본인과 기관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회 네

트워크를 통해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역량으로 교육에 대한 가

치관 공유, 자신과 기관의 정체성 확립, 사회 성장을 위한 돌

봄, 네트워크 형성하기, 그리고 건강한 풍토 형성하기 등의 요

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교사의 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이 어느 정도 계발될 

수 있을지는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

직문화(Parker & Bradley, 2000)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직문

화는 조직의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생각하

고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공유된 가정(Schein, 1996)으로 구성

원들의 태도와 행동,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학교조직문

화는 학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 조직의 외부환

경과 학교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습득하

고 공유하게 된 학교조직과 구성원 상호 간에 영향을 주는 역

동적인 문화로(Oh & Kang, 2006),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고 있

는 공유된 가치, 신념, 의식과 의례, 지식과 기술 등이 포함된

다(C.-G. Kim, 2000). 그러므로 학교조직문화는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기본 요소라 할 수 있고, 유아교사가 유아교육공

동체 구현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계발에 있어서도 소속된 유

아교육기관의 조직문화가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문화는 혁신문화, 합리문화, 집단문화, 위계문화로 유

형화할 수 있다(Kimberly & Quinn, 1984). 이 중 혁신문화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을 강조하고 새로운 활동을 과감하게 시

도하여 성장과 발전을 하는 문화로(G. W. Park & Kwon, 2015), 



89   The Mediating Effects of Teachers’ Relational Satisfaction

혁신문화에서 구성원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하고 자신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I.-K. Han, 2012). 그리고 혁신문화는 외부지향적인 유연한 문

화(Cameron & Quinn, 2011)로 조직의 신축성과 재량을 강조

하면서 조직의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에 초점을 두고 창의성, 

모험성, 도전성 등의 가치를 중요시한다(J. Y. Lee, 2012). 특히, 

혁신문화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창의적 사고기술과 전문성이 

공유되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환경변화에 신속

히 대응하고 조직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공유 행위가 나타

난다(G. S. Lee & Hwang, 2017). 따라서 혁신문화는 유아교사

의 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을 증진시켜 조직의 건강성을 위협받

고 있는 각 유아교육기관이 교육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조직문화이다. 유아교사들이 구성원

과 동반자로서 함께 하는 심리적 역량과 그들과 유아교육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적 역량을 계발하는데 있어 혁신문화는 

그 실천적, 경험적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실증적으로 혁신문화가 교사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문화는 유아교사의 원장과 동료교사와의 관계만

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문화를 통해 조

직구성원 간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신념과 기대가 형성

되는데(Fullan & Hargreaves, 1996), 혁신문화는 자유로운 분위

기에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제언이나 아이디어가 받아

들여질 수 있도록 하고(G. W. Park & Kwon, 2015) 개방적 상호

작용, 모험과 도전,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업무치리와 같은 특

성이 비교적 강하다(Ohem & Jeong, 2011). 이에 유아교육기관

에서 혁신문화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문제해결 방식에서

의 융통성, 새로운 교수방법의 적용, 교사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허용 등이 마련된다(Kang, 2015). 이러한 혁신문화의 

특징을 가진 유아교육기관일수록 유아교사들이 자유롭고 개

방적인 분위기에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동료교사는 물론 이를 지원하는 원장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K. Chung, Yoon과 Moon (2017)의 연구에서 혁신문화는 동료

교사와 원장, 유아와 부모를 포함한 기관 구성원 전반과의 관

계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유아교사의 

원장과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는 교사 개인의 심리적 건강

성과 유아교육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는 점에서 이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혁신문화의 영향

을 밝히는 작업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한편, 유아교사의 원장과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는 유

아교육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직접적인 동력을 제공하는 

교사 역량 요인 중 하나인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을 강화

시켜주는 자원이 될 수 있다. Fredrickson (2009/2015)의 확장-

구축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긍정적 경험은 심리적 강점, 사회

적 자원 등 삶의 자원을 갖도록 해주는데, 사람을 지향하는 일

인 교육(Hawes, 1989)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동료교사와 원장

과의 관계에서의 만족스런 경험은 교육공동체 구현에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구성원과의 관계만족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의 직무에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며 학

교조직에 소속감을 가지고(Y. K. Lee, 1998; Mathieu & Zajac, 

1990; E. H. Seo & Lee, 2002), 유아교육기관의 구성원 간 의사

소통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E. Y. Kim, 2011; Koh & 

Lee, 2017; A.-K. Lee, Yeo, Jung, & Byun, 2013; Y.-J. Lee & Kang, 

2014), 이러한 요인은 유아교육공동체 구현과 밀접히 관련되

어 있다. 이에 유아교사의 원장과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는 

교사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혁신문화가 교사의 원장과 동료교

사와의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원장과 동료교

사와의 관계만족도는 혁신문화가 교사의 유아교육공동체 구

현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 가능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혁신문화는 교사의 원장과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교사의 유아교육공

동체 구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세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

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사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에 

직, 간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시기적으로 현

장 실천의 필요성이 높아진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교사 

역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교사 지원 방향과 유아

교육기관의 조직문화 형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유아교육기관의 혁신문화, 교사의 원장과 동료교사와의 관계

만족도 및 교사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 간의 관계는 어

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교육기관의 혁신문화와 교사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

량과의 관계에서 교사의 원장과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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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A도와 B시의 유치원 교사 218명과 어린이

집 교사 354명으로 총 590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일반

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연구도구

원장·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

유아교사의 원장과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는 유아교사들

이 인식하는 원장과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만족의 

정도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S.-Y. Cho (2004)의 유치원 교

사 직무만족도 척도를 수정한 D.-H. Shin (2004)의 보육교사 

직무만족도 척도 중 일부 요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원장과의 관계만족도 8문항 그리고 동료교사와의 관

계만족도 3문항 등 총 11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였다. 

따라서 총점의 범위는 11점∼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신뢰도는 문

항제거 신뢰도를 우선 확인하여 문항 제거 여부 확인하여 제

거할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종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는 원장과의 관계만족도 .95, 동료교사와의 관계

만족도 .84였다.

혁신문화

유아교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혁신문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Y. 

R. Seo (2006)가 초등학교의 조직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

한 조직문화척도를 M. Park (2012)이 유아교육기관에 적합하

게 수정한 조직문화척도를 활용하여 혁신문화 수준을 측정하

는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혁신문화를 측정하는 문항은 

“조직 내 창의성, 혁신성 등의 변화 가치들을 중시한다.”, “교

사들은 유아들의 욕구에 맞게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

한다.” 등 총 5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

어, 총점의 범위는 5점∼25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관

의 혁신문화적 특징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신

뢰도는 문항제거 신뢰도를 우선 확인하여 문항 제거 여부 확

인하여 제거할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문항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83이었다. 

교사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

교사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K. Chung 

등(2017)이 개발한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교사역량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교육공동체를 진정한 상호 

돌봄과 배움의 관계를 통해 구성원 서로의 생명성을 북돋우어 

생명의 온기인 따뜻함을 나누는 공동체로 정의하고 이를 구현

하기 위해 교사가 갖춰야할 역량을 측정하고자 개발되었다. 

이는 동반자 역할수행을 위한 심리적 역량요인과 가치공유를 

위한 사회적 역량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반자 역할수행을 

위한 심리적 역량은 9개의 하위요인(상호 신뢰감 갖기, 기관 

활동에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구성원에 대한 배

려, 다름에 대한 수용, 긍정적 관계를 위한 기회 조성, 구성원 

전체에 전문적 돌봄 수행하기, 유아 교육 함께하기, 셀프 리더

십 그리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포함하고, 가치공유를 위한 사

회적 역량은 5개의 하위요인(교육에 대한 가치관 공유, 자신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n %
Age (years) 20s 311 52.7

30s 163 27.6
40s or more 116 19.7

Institution type Kindergarten 218 36.9
Child care center 354 60.0
No response 18 3.1

Career duration (years) Less than 2 years 139 23.6
3 years~4 years 145 24.6
5 years~9 years 197 33.4
10 years or more 107 18.1
No response  2 0.3

Age of children in the class 1 105 17.8
2 117 19.8
3 120 20.4
4 109 18.5
5 110 18.6
No response 29 4.9

Education College 246 41.7
University 312 52.9
Graduate school 30 5.0
No response 2 0.4

Total 5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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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관의 정체성 확립, 사회성장을 위한 돌봄, 네트워크 형성

하기, 그리고 건강한 풍토 형성하기)을 포함한다. 각 하위요인

은 지식, 태도, 실천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두 요인은 각각 27

문항과 15문항으로 전체 척도는 총 42문항이었으며 6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이에 총점의 범위는 42점∼252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에 필요한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신뢰도는 문항제거 신뢰도를 우

선 확인하여 문항 제거 여부 확인하여 제거할 문항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항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동반자 

역할 수행을 위한 심리적 역량 .96 그리고 가치공유를 위한 사

회적 역량은 .93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A도와 B시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또는 

주임교사를 통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교사 600명을 표집한 후 

설문지를 이메일 또는 직접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

문지 중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와 불성실한 답변을 한 설문지

를 제외한 590부에 대하여 최종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23 (IBM Co., Armonk, NY)

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관계는 Pearson

의 적률상관분석과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인과단계

전략 절차에 따른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인과단계전략 절차는 매개효과를 확

인하는 방법으로 3단계 회귀분석 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한다. 2단계

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한다. 3

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독립변수의 베

타 값이 유의미하지 않거나 1단계의 베타 값보다 작아지는지

를 확인하여 매개변수의 유의미한 매개효과 유무를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교육기관의 혁신문화와 교사의 유아교육

공동체 구현 역량과의 관계에서 교사의 원장과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은 Hayes (2019)의 Process macro 

for SPSS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Results

유아교육기관의 혁신문화와 교사의 원장과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 및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 간의 상관관계

유아교육기관의 혁신문화와 교사의 원장과 동료교사와의 관

계만족도 그리고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 간의 관계를 상관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혁신

문화와 교사의 원장과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 및 유아교육

공동체 구현 역량 간에는 r값이 .35∼.66의 상관이, 교사의 원

장과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는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 

요인들과 .27∼.45 사이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p < 

.001). 이에 유아교육기관의 혁신문화와 교사의 원장과 동료

교사의 관계만족도 그리고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으며, .80 이하의 상관을 보여 변인 간의 다중공

선성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Correlations with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Relational Satisfaction with Principal and Colleagues and Teachers’ Competence for 
Buil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al Community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Relational satisfaction Teachers’ competence

Principal Colleagues Partnership Sharing value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     
Relational satisfaction Principal .66*** —    

Colleagues .55*** .50*** —   
Teachers’ competence Partnership .35*** .31*** .45*** —

Sharing value .35*** .27*** .36*** .76*** —

M 3.91 3.84 4.13 4.60 4.33
SD 0.57 0.77 0.59 0.51 0.57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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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문화와 교사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
량의 관계에서 원장과 동료교사와의 관계만
족도의 매개효과

혁신문화와 동반자역할 수행을 위한 심리적 역

량과의 관계 

독립변인인 혁신문화가 매개변인인 원장과의 관계만족도와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가 동반자역할 수행을 위한 심리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인과단계전략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 1단계로 독립변인인 혁신문화가 종속변인인 동반자

역할 수행을 위한 심리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F 값이 90.21 ( p < .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B 값은 

0.32 ( p < .001)고 설명력은 13%였다. 2단계로 혁신문화가 원

장과의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F 값이 479.75 ( p < .001)

로 유의미하였으며 B 값은 0.88 ( p < .001)이고 설명력은 43%

로 나타났고,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에서는 F 값이 269.59 

( p < .001)로 역시 유의미하였고 B 값은 0.56 ( p <. 001)이고 설

명력은 30%로 나타났다. 3단계로 독립변인인 혁신문화와 매

개변인인 원장과의 관계만족도와 동료와의 관계만족도가 종

속변인인 동반자역할 수행을 위한 심리적 역량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면, F 값은 58.85 ( p < .001)로 나타났으며, 설명력

은 22%였다. 또한 혁신문화와 동반자역할 수행을 위한 심리

적 역량과의 관계에서 B 값은 0.12 ( p < .001)로 나타났다. 즉, 

매개변인인 원장과의 관계만족도와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

도가 투입됨에 따라 설명력은 증가하였고, 혁신문화와 동반자

역할 수행을 위한 심리적 역량의 B 값은 앞서 0.32에서 0.12로 

줄어들었다. 이는 혁신문화와 동반자역할 수행을 위한 심리적 

역량과의 관계에서 원장과의 관계만족도와 동료교사와의 관

계만족도가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가짐을 의미한다. 한편, 

원장과의 관계만족도는 동반자역할을 위한 심리적 역량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B  = 0.03)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

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31, p < 

.001).

이에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for SPSS 

(Hayes, 2019)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랩핑으로 표본 수 5,000개

를 재추출하고,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

(LLCI)과 상한값(ULCI)을 확인하였다(Table 4). 그 결과, 전체 

간접효과 크기는 0.19였으며, 하한값은 0.13, 상한값은 0.26으

로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원장과의 관계만족도의 효과

크기는 0.02고 하한값이 –0.04, 상한값이 0.08로 95% 신뢰구

간 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의 효과크기는 0.17이고 하한값이 

0.12, 상한값이 0.22로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혁신문화와 동반

자역할을 위한 심리적 역량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인 원장과

의 관계만족도와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 중에서 동료교사

와의 관계만족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최종 매개효과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Table 3
Mediating Effects: Psychological Competence for Practice of Partnership

B SE β t R2 F
1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 Psychological competence for practice of partnership
0.32 0.03 0.35 9.50*** 0.13 90.21*** 

2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 Relational satisfaction with principal 

0.88 0.04 0.66 21.90*** 0.43 479.75***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 Relational satisfaction with colleagues

0.56 0.03 0.55 16.42*** 0.30 269.59***

3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 Psychological competence for practice of partnership

0.12 0.04 0.14 2.74*** 0.22   58.85*** 

Relational satisfaction with principal
→ Psychological competence for practice of partnership

0.03 0.03 0.04 0.78

Relational satisfaction with colleagues
→ Psychological competence for practice of partnership

0.31 0.04 0.36 8.22***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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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문화와 가치공유를 위한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독립변인인 혁신문화가 매개변인인 원장과의 관계만족도와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가 가치공유를 위한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Table 5와 같다. 1단계로 독립변

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혁신문화가 가치공유를 위한 

사회적 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F = 

89.01, p < .001), B값은 0.35 ( p < .001)고 설명력은 12%였다. 2

단계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혁

신문화가 관계만족도와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는 앞서 제시된 결과와 동일하다. 3단계로 독

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인인 

Table 4 
The Indirect Effects: Psychological Competence for Practice of Partnership

Mediators Effect SE
95% CI

LLCI ULCI
Total 0.19 0.03 0.13 0.26
Relational satisfaction with principal 0.02 0.03 -0.04 0.08
Relational satisfaction with colleagues 0.17 0.02 0.12 0.22

Figure 1 . Mediation model: Psychological competence for practice of partnership.

***p < .001.

Table 5 
Mediating Effect: Social Competence for Sharing the Value

B SE β t R2 F
1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 Social competence for sharing the value
0.35 0.04 0.35 9.43*** 0.12 89.01*** 

2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 Relational satisfaction with principal 

0.88 0.04 0.66 21.90*** 0.43 479.75***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 Relational satisfaction with colleagues

0.56 0.03 0.55 16.42*** 0.30 269.59***

3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 Social competence for sharing the value 

0.22 0.05 0.23 4.38*** 0.16 40.93***

Relational satisfaction with principal
→ Social competence for sharing the value 

0.00 0.04 0.00 -0.04

Relational satisfaction with colleagues
→ Social competence for sharing the value 

0.23 0.04 0.24 5.27***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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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문화와 매개변인인 원장과의 관계만족도와 동료와의 관

계만족도가 종속변인인 가치 공유를 위한 사회적 역량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F = 40.93, p < .001), 전

체 설명력은 16%였다. 또한, 혁신문화와 가치공유를 위한 사

회적 역량과의 관계에서 B 값은 0.22 ( p < .001)로 나타났다. 

즉, 매개변인인 원장과의 관계만족도와 동료교사와의 관계만

족도가 투입됨에 따라 설명력은 증가하였고, 혁신문화와 가

치공유를 위한 사회적 역량의 B값은 앞서 0.35에서 0.22로 줄

어들었다. 이는 혁신문화와 가치공유를 위한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에서 원장과의 관계만족도와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

는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가짐을 의미한다. 한편, 원장과의 

관계만족도는 가치공유를 위한 사회적 역량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고(B = 0.00)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는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23, p < .001).이에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핑으로 표본 수 5,000

개를 재추출하고,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

(LLCI)과 상한값(ULCI)을 확인하였다(Table 6). 그 결과, 전체 

간접효과 크기는 0.13이였으며, 하한값은 0.05, 상한값은 0.20

으로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원장과의 관계만족도의 효

과크기는 0.00고 하한값이 -0.07, 상한값이 0.07로 95% 신뢰

구간 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반

면,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의 효과크기는 0.13이고 하한값

이 0.07, 상한값이 0.18로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

아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혁신문화와 가

치공유를 위한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인 원장과

의 관계만족도와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 중에서 동료교사

와의 관계만족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최종 매개효과 모형은 Figure 2와 같다.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혁신문화와 교사의 교육공동

체 구현 역량의 관계에서 원장 및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기관의 혁신문화는 원장 및 동료교사와의 

Table 6
The Indirect Effects: Social Competence for Sharing the Value

Mediators Effect SE
95% CI

LLCI ULCI
Total 0.13 0.04 0.05 0.20
Relational satisfaction with principal 0.00 0.04 -0.07 0.07

Relational satisfaction with colleagues 0.13 0.03 0.07 0.18

Figure 2. Mediation model: Social competence for sharing the value.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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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만족도, 교사의 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의 하위요인들과 정

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이 유아교육기

관의 문화를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내부에

서 발생하는 문제에도 유연하게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진취적

인 문화로 인식할수록 원장 및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와 유

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이 높았다. 그 중 유아교육기관의 혁

신문화와 원장 및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간의 상관은 보

육시설의 조직문화 중 변화를 기본가정으로 하는 개발문화

와 동료교사 및 시설장과의 관계만족도간의 관계를 밝힌 M.-

H. Kim (2011)의 연구뿐 아니라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혁신

문화와 동료애간의 정적 상관을 보여준 Jo (2015)의 연구결과

와 그 맥을 같이한다. 조직문화가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관계

를 맺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신념과 기대로 정의되며(Fullan & 

Hargreaves, 1996), 그 유형 중에 하나인 혁신문화의 키워드가 

상호간의 의사교환 및 협력을 통한 유연한 문제해결과정이라

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혁신문화와 원장 및 동료교사와의 관계

만족도 간의 상관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두 

변인 간의 상관은 여성으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인 유아교육기

관은 매우 사적이며 인간관계 중심의 의사소통 방식을 활용한

다(E.-H. Park, 2009)는 점에서 유아교육기관의 독특한 조직구

조와 문화적 특성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사료된다.

더불어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인식하는 혁신문화와 유

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 간에도 정적 상관이 있으며, 이러한 

상관을 토대로 혁신문화는 교사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

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적인 관련 연구는 없으나, 이와 같은 결과는 조직문화가 유아

교사의 조직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

(Jang, 2014; M.-J. Kim & Park, 2014; J.-M. Lee & Kim, 2013)의 

결과로부터 그 타당성을 유추할 수 있다. 조직문화는 조직의 

구성원들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보편적인 가치체계

로서(Moon & Chun, 2001) 구성원들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혁신문화는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동기

를 유발하고 조직의 변화와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의 최

대 지원을 받으며 개인이 자율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기에 

조직과의 일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E. Y. Choi, 2007). 따라

서 혁신문화의 특성이 강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은 상호 협

력적 관계를 통한 혁신을 지향하는 기관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나아가 교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되는 바, 구성원들과 함께 무언가를 고민하고 구성해나

가는 과정에 대한 인식 및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 

역량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문화에서 구성원들은 일정 

부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과 조직의 성장을 위해 자발적

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한다는 I.-K. Han (2012)의 논의 또

한 이를 뒷받침한다. 이상의 결과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

공동체의 구현을 추구하고자 할 때, 구성원들 간의 관계성 및 

교사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

이 필요하며 그러한 노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기관의 조직문화를 혁신적이고 친화적으로 문화로 바꾸어 나

가는 것이 의미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원장 및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아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교사의 역량이 높다는 결과

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연구가 없

어 논의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교육공동체는 바람직한 교육

이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공동체로서(Suh, 2005), 이러한 

공동체를 구현함에 있어서 ‘함께’라는 의식의 공유는 매우 중

요한 요소이다(H.-S. Shin, 2004). 다시 말해, 교육공동체는 인

간과 인간의 상호 ‘관계’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으

며, 이에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교사의 역량이 공동체

의 주체인 원장, 동료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과 관련성

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기

관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교사의 직무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Jorde-Bloom, 1989)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때, 교사가 

자신의 직무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가지면 자신의 직무에 애

착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며 학교조직에 소속감을 가지고 계속 

근무하고 싶은 의욕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Y. K. Lee, 1998; 

Mathieu & Zajac, 1990; E. H. Seo & Lee, 2002)에 의해서도 두 

변인간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기관이 교육공동체로서의 건강성을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의 어려움을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구성원 간의 긍정

적인 관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의 혁신문화와 교사의 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의 관계에서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가 부분매개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의 혁신문화가 교사

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기도 하지만,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쳐서 이

를 통해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 효

과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동료교사와의 관계만족도

는 혁신문화가 교사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에 미치는 영

향을 촉진 내지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학교혁신을 목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 

각 급 학교 별로 진행 중인 교육혁신 정책들이 단순히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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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혁신, 기관문화의 혁신을 위한 계획 및 관리에 초점을 두

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 특히 동

료교사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더욱 그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와 함께 유아교육기관이 관계지향문화일 때 교사가 

행복한 것으로 밝혀진(H.-E. Lee, 2017) 사실은 유아교육기관

이 혁신문화 속에서 관계 지향적 조직문화를 유도하는 노력이 

교사의 행복을 추구하는 학교혁신이나 교육공동체의 구현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아교육기관은 비교적 규모가 작

고 조직원의 수가 적어 조직 내 인간관계가 매우 밀접한 특징

을 가지며(J.-H. Kim & Moon, 2007; Min, 2010), 교사들 사이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구성원들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적고 이에 따른 직무만족도가 높

아지는 특징이 있다(M. S. Lee, 2000).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관

계 형성을 통한 유아교육공동체의 구현은 교사의 역량 강화나 

학교혁신을 넘어 유아교육의 목적인 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필

수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구성원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기관 및 구성원들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원장과의 관계만족도는 혁신문화

와 교사의 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장이라는 위

치 및 역할 특성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유아교육

기관에서 교사는 원장이 아닌 동료교사와 교육활동과 유치원 

운영에 관한 일의 대부분을 함께 진행하며 협동하는 등, 동료

교사와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시간이 원장과 관계하는 시간보

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따라서 실제로 혁신문화를 이끌

어가고 형성하는 주체 또한 교사이다. Kelly (1992/1998)에 따

르면 조직의 성공에 리더가 미치는 영향력은 20%에 불과하며 

80%는 하위 구성원에 의한 것이라고 제시한 것과 같이 리더

인 원장과의 관계가 낮은 혁신문화에 속한 교사의 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을 증진시키기엔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된다. 이는 원장의 긍정적인 지지가 교사와 원장과의 관계

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원장과 교사의 관계는 교사간의 관

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상하관계에 있어 유아교육기관에서 원

장은 교사들과 함께 실제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부딪혀가

는 동반자적 존재이기보다는 교사들에게 업무를 할당하고 의

사결정을 하는 위치(S.-Y. Choi & Lee, 2011)에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의 내용도 전체적으

로 인사관리 및 평가와 관련된 원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관

계 만족도를 묻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혁신문화를 실천

하는 기관에서 원장이 교육공동체 구현에 보다 많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리와 평가 위주의 원장 역할을 넘어 교사들과의 

관계형성에 보다 노력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S. Lee, Kim

과 Yoo (2017)에 따르면 경력에 따라 경력이 높은 교사는 원장

선생님의 지시나 지도보다는 교사의 자기 주도적 역할 수행에 

따른 만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만 경력고사와 초임교사 모

두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문화 속에서 관계 지향적 조직문화 

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시켜 준다. 

Douglass (2017)에 따르면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행동과 직무 

관련 경험뿐 아니라 각 구성원이 수행 실제를 개선하고자 하

는 노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원장은 기관의 혁신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에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관계적 문화

도 함께 형성할 수 있도록 교사 간 및 원장-교사 서로 이해하

고 공감하여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개별 또는 집단 

프로그램을 적극 수행하여 유아교육기관이 건강한 교육공동

체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혁신문화와 교육공동체 구현

을 위한 교사의 역량 간의 관계에서 원장 및 동료교사와의 관

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유아교육공동체 형성

을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으로 혁신문화 형성 및 구성원 

간의 관계 증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

관 구성원들과의 관계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원장 및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 관한 관계만족도 도구의 일부만 사용하였으

며, 특히 동료교사의 관계만족도는 3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는 점에서 제한점이 따른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내에는 원

감, 조리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며 이들과의 관계 역

시 기관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역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 외부에 존재하는 부모, 지역사회 등과 같

은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기관 내 역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

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교사

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교육기관의 조직문화

는 혁신문화 뿐 아니라 집단문화, 위계문화 그리고 합리문화

가 공존한다고(I.-S. Cho, 2005; Y. M. Kim & Lee, 2018) 보고된 

바, 이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실제 혁신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원장 및 교사

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혁신문화 형성 과정을 살펴 교육공동체

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원장 및 교사들과의 관계 형성이 실제

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유아교육공동체 구

현의 방법론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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