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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신 미 숙*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은 어떠하며,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
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사립유치원
에 근무하는 교사 330명을 대상으로, ‘자기지도성에 관한 질문지’, ‘조직몰입에 관한 질문지’를 사용
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은 보통수준이었으며, 유치원 교사
의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는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조직몰입의 정서적몰입, 규범적몰입, 지
속적몰입 순으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주제어: 유치원 교사(Kindergarten teacher's development)
자기지도성(self-leadership)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 동부 제일 유치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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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변하는 세계화와 정보통신의 획기적 발달은 문화, 과학,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세계가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성과 혁신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떠오르고 창의성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단순히
조직의 리더가 지시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 보다, 조직구성원 스스로가 많은 지식이나 기
술 뿐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주도적인 역할과 창의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
다임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조부경, 서윤희, 2009). 즉, 21세기에 조직들이 성장하
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강한 일체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도성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혁신과 변화는 학교 조직사회에도 반영되고 있다. 기존의 명령과 지시로 이끌어왔
던 전통적인 지도성 보다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주인 의식과 책임감을 고취
시켜 교사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박용진, 2009).
이러한 변화는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유아교육기관은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인간관계가 밀접한 구성원이며, 한 학급을 이끌어 가는 운영자이기 때문에 유
치원 교사의 지도성은 유아에게도 그 영향이 크게 파급될 수 있다(이태평, 2002). 특히, 유아
의 교육을 현장에서 바로 이끄는 교사의 지도성은 유아교육기관장 보다도 어린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김미선, 2005; 김수자, 2006; 정유정, 이혜상, 김규수, 2008). 이에 따라
자기주도적인 유아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정해진 업무처리보다는 교육과정 운
영, 학급 운영 등에 있어서 창의적이면서도 주도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성이 중요
하다. 이에 따른 새로운 대안적 리더십으로써,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를 발전적
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힘과 능력을 강조하는 자기지도성(self-leadership)이 요구된다.
이러한 자기지도성은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효율성과 개인차원의 시너
지 효과를 얻기 위한 시도로도 요청되고 있다(김정희, 문혁준, 2007).
자기지도성은 Manz(1986)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
하여 개인이 취하는 광범위한 행동 및 사고 전략으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기방향 설정과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 국내 다양한 전공영역에서 자기지도성을 도입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학
습과 경험을 통해 행동전략과 사고양식을 학습하거나 개인이 처한 상황적 요인에 따라 다르
게 형성될 수 있다는 연구(Andrasik & Heimberg, 1982; Bannan, 2004), 자기지도성 프로그
램을 개발을 위한 연구(김민정, 2007; 정유정, 2008;), 자기지도성 훈련을 통해 자기지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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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었다는 연구(김소령, 2006; 김수자, 2006; 정태희, 2005), 자기지도성의 교육효과를 나
타낸 연구(김미선, 2005; 김소령, 2006; 김수자, 2006; 박명숙, 2006; 정태희, 2005)등을 통해
자기지도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자기지도성을 발휘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자신을 점검
하는 리더십이라는 점에서 어떤 영향력이 작용하는지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지도성의 차이를
본 연구(김민정, 2007; 김지영, 2006; 박용진, 2009; 장제익, 2009)를 통해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자녀유무, 리더십교육유무, 직위, 보수 등의 여러 요인에 따른 관련성을 밝히고 있
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지도성의 연구들을 통해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
로 자기지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봄으로써 유치원 교사의 특성에 적
합한 자기지도성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기지도성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여 년간 리더십 개발 영역과 학문 영역에서 리
더십 개발의 기초로서 활용되면서(Neck and Houghton, 2006), 조직구성원들의 자기지도성
행위가 업무성과, 직무만족, 자기효능감, 조직유효성, 조직시민과의 행동, 교사자아개념, 조직
풍토(김미선, 2005, 김수자, 2006; 김연선, 2008; 박성민, 2002; 박용진, 2009: 장제익, 2009; 조
부경외, 2009)결과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자기지도성 행위가 조직몰입에 유의적인 영
향력을 갖는다는 연구(Neck, Houghton, & Godwin,1999 ; Manz & Neck, 1999)와 조직몰입
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김연선; 2008; 김용일, 2008;
김은성, 2009; 김지영, 2006; 임난희, 2009; 박용진, 2009)도 이루어졌다.
Mowda, Porter 그리고 Steers(1982)에 의해 정의된 조직몰입은 개인이 특정 조직과 동일
시하고 공헌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조직구성원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 얼마나 일체감을 가지고 몰두하느냐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궁극적
으로는 조직몰입은 개인, 조직,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이상희,
2005).
조직몰입은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성원이 조직에
의해 평가 받고 보상받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그 밖의 중요한 활동은 소홀히 하는 관료주의
적인 행태를 유발하여 업무수행에 중요한 창의성과 일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구성원에 대한 외부통제 대신에 내적 영향력과 에너지를 자극하고 활성화 하도록 하는 자율
통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도 더 많은 책임과 자율적인 노력이 교사
에게 요구되고 있지만 교사의 의식이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종래의 권위적인 관리방식으
로 일에 대한 몰입을 이끌어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몰입
과 만족이라는 성과를 올리는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몰입이라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교사의 내적 에너지와 잠재 능력을 활성화 시켜야 하고, 이러한 문제를 자기지도성이 해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자기지도성을 이끌어 내
어 자율통제를 통해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일에 몰입하도록 하여야 한다(박동수, 이희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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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군대, 간호학, 호텔경영과 같은 기업분야에서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의 상관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지
도성의 수준이 강할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김연선; 2008, 김용일, 2008; 김은성,
2009; 김지영, 2006; 박용진, 2009; 장제익, 2009)결과를 살펴볼 수 있고, 자기지도성과 학교
조직몰입에 관련된 박용진(2009)의 연구를 토대로 학교 조직에 미치는 자기지도성을 연구하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사조직은 엄격한 통제보다는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있어 자율통제에
의한 자기지도성 발휘가 용이한 조직이고, 자기지도성 발휘는 교사의 유치원에 대한 감정적
애착과 충직한 의무를 성심성의껏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의한 일체감을 이끌어 내어 조
직에 대한 태도변화를 통해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의 상관관계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유치원 교사는 자기지도성이 높아질수록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으로 기관의
목표달성에 몰입하여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기꺼이 노력할 것이며, 결국 교사들이 만족스러
운 상태가 되어 유아교육기관에 강한 헌신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게 될 것이다(김동춘,
1998). 이러한 유치원 교사의 태도는 유아교육의 효과를 증진시켜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김선희, 2005), 유치원 교사의 자기
지도성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알아보고,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자기지도성의 하
위요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열의에 차 있고 의욕이 가득한 교사들의 자기지도성이야 말로 유
치원의 조직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조직몰입의 원동력이 되므로 유아교육기관의 조직성과와
조직목표를 달성하는데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사회적 인식 및 실제가 열악한 여건 하에 있는 유치원 교사가 유아교육기관에서 과
업수행에 필요한 자기방향 설정과 동기부여를 하기위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창의
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무한한 능력을 발휘함으로 유치원이라는 조직에 몰입하기 위한 매개
변인으로써 자기지도성에 대한 연구는 더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은 어떠하며 이는 배경변인(연령, 학
력, 경력, 근무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과 조
직몰입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은 어떠하며, 이는 배경변인(연령, 학력, 경력, 근무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은 어떠하며, 이는 배경변인(연령, 학력, 경력, 근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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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956개원과 사립유치원 927개원에
재직 중인 전체 교사 8,392명(공립유치원 교사 1,950명, 사립유치원 교사 6,442명)(경기도교육
청, 2008)중에서,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한 결과, 미완성 응답으로 6부를 제외
하고 330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교사 330명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1>
과 같다.
<표1> 연구 대상 교사의 일반적 배경

하위 요인
연

령

학

력

교직경력
근무기관
유 형

만 20대
만 30대
만 40대 이상
계
2-3년제 대학졸
4년제 대학졸
대학원재학 이상
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계
사립
국공립
계

N (%)
223
78
29
330
169
90
71
330
184
90
56
330
243
87
330

(67.6)
(23.6)
(8.8)
(100.0)
(51.2)
(27.3)
(21.5)
(100.0)
(55.8)
(27.3)
(17.0)
(100.0)
(73.6)
(26.4)
(100.0)

2. 연구도구
1)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 검사도구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는 Manz(1998)의 자기지도성측정도구
(Self Leadership Questionnaire)를 김민정(2007)이 모든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한 자기지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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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검사 도구 구성은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으로 구분되어 있다. 행동적 전략은 자기관찰, 단서전략, 목표설정, 자기보상, 연
습의 5개 하위요인으로 각 3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인지적 전략은 자연보상
의 분별, 환경조성, 자연보상을 주는 활동을 일에 도입하기, 일의 좋은 면에 초점맞추기, 내
적 보상에 집중하기의 5개 하위요인으로 각 3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의 구성 및 문항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 검사도구의 구성 및 문항 신뢰도

구분

행동적
전략
인지적
전략
전체

전 략
자기관찰
단서전략
목표설정
자기보상
연습
자연보상의 분별
환경조성
자연보상을 주는 활동을 일에 도입하기
일의 좋은 면에 초점맞추기
내적 보상에 집중하기

문항번호
1, 6, 11
2, 7, 12
3, 8, 13
4, 9, 14
5, 10, 15
16, 21, 26
17, 22, 36
18, 23, 28
19, 24, 29
20, 25, 30
30문항

신뢰도
.660
.652
.654
.369
.718
.719
.675
.525
.798
.651
.858

2)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 측정 도구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는 Allen과 Meyer(1990)가 개발한 도구로
서, 서미연(2004)이 사용한 검사 도구를 강지영(2008)이 문장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검사 도구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수는 정서적 몰입 7문항,
지속적 몰입 7문항, 규범적 몰입 7문항의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 교사의 조직
몰입 검사도구의 구성 및 문항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 검사도구의 구성 및 문항 신뢰도

하위 요인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전체

문항수
7
7
7
21

문항 번호
1-7
8 - 14
15 - 21
21문항

신뢰도
.80
.83
.79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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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처리
연구 문제 1, 2와 관련하여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은 어떠하며,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하였다.
연구 문제 3과 관련하여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이상의 자료처리는 SPSS for Windows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
1)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행동적
전 략

인지적
전 략
계

하위요인
자기관찰
단서전략
목표설정
자기보상
연습
계
자연보상분별
환경조성
자연보상을 주는 활동을 일에 도입하기
일의 좋은 면에 초점 맞추기
내적 보상에 집중하기
계

M

3.65
3.63
4.03
3.57
3.82
3.74
3.74
3.67
4.18
3.69
3.58
3.80
3.77

(N= 330)

SD
.50
.50
.50
.68
.58
.39
.62
.55
.46
.64
.64
.41
.35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은 전체 평균 3.77로 중간점수(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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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를 기준으로 볼 때 보통이상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행동적 전략의 전체 평균은
3.74, 인지적 전략의 전체 평균은 3.80으로 인지적 전략의 평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행동적 전략인 경우 목표설정(M=
4.03, SD= .50), 연습(M= 3.82, SD= .58), 자기관찰(M= 3.65, SD= .50), 단서전략(M= 3.63,
SD= .50), 자기보상(M= 3.57, SD= .68)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전략인 경우 자연보상을
주는 활동을 일에 도입하기(M= 4.18, SD= .46), 환경조성(M= 3.67, SD= .55), 자연보상의
분별(M= 3.74, SD= .62), 일의 좋은 면에 초점맞추기(M= 3.69, SD= .64), 내적보상에 집중
하기(M= 3.58, SD= .64)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의 전체 하위요인 중에서는 인지적 전략의 하위요인인 ‘자연보
상을 주는 활동을 일에 도입하기(M= 4.1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유치원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지도성
유치원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지도성을 살펴본 결과 <표5>과 같다.
<표 5> 유치원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지도성

배경 변인
연령
학력
교직경력
근무기관
유형

자기지도성

만 20대
만 30대
만 40대 이상
계
2-3년제 대학졸
4년제 대학졸
대학원재학
이상
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계
사립
국공립
계

M

3.73
3.82
3.94
3.77
3.70
3.81
3.89
3.77
3.73
3.76
3.94
3.77
3.73
3.90
3.77

자기지도성 전체

(SD)
(.33)
(.32)
(.54)
(.35)
(.34)
(.37)
(.34)
(.35)
(.33)
(.35)
(.39)
(.35)
(.32)
(.42)
(.35)

t/f

p

5.296

.005**

8.196

000***

8.274

000***

3.97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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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지도성은 학력, 경력, 근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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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유형(p< .001), 연령(p< .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과 관련해서는 만 40대 이상(M= 3.94)에서 자기지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 30대(M= 3.82), 만 20대(M= 3.73)순으로 자기지도성에 높게 나타
났다. 통계적으로 세집단간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 5.296, p< .01), 이를 사후검
증한 결과 ‘만 20대’-‘만 40대 이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에서는 만 40대 유치원 교사
가 자기지도성이 가장 잘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대학원재학 이상(M= 3.89)에서 자기지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
년제 대학졸(M= 3.81), 2-3년제 대학졸(M= 3.70)순으로 자기지도성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
적으로 세집단간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 8.196, p< .001), 이를 사후검증한 결
과 ‘2-3년제 대학졸’-‘4년제 대학졸’, ‘2-3년제 대학졸’-‘대학원재학 이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학력에서는 대학원재학이상인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이 가장 잘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직경력과 관련해서는 11년 이상(M= 3.94)에서 자기지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10년(M= 3.76), 5년 이하(M= 3.73)순으로 자기지도성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세집
단간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 8.274, p< .001), 이를 사후검증한 결과 ‘5년 이
하’-‘11년 이상’, ‘6-10년’-‘11년 이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교직경력에서는 11년 이상인 유
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이 가장 잘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무기관 유형과 관련해서는 국공립(M= 3.90), 사립(M= 3.73)순으로 자기지도성이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 두집단간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 3.979, p< .001). 즉, 근무기관
유형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이 사립유치원 교사보다 잘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
1)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인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계

M

3.67
3.12
3.30
3.36

SD
.57
.72
.60
.48

(N= 330)

114

한국유아교육연구 제13집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치원 교사의 자기몰입은 전체 평균 3.36으로 중간점수(M=
3.00)를 기준으로 볼 때 보통정도 라고 볼 수 있으며, 정서적 몰입(M= 3.67, SD= .57), 규범
적 몰입(M= 3.30, SD= .60), 지속적 몰입(M= 3.12, SD= .72)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정서적 몰입(M= 3.67)’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2) 유치원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조직몰입
유치원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조직몰입을 살펴본 결과 <표 7>과 같다.
<표 7> 유치원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조직몰입

배경 변인
연령
학력
교직경력
근무기관
유형

조직몰입

만 20대
만 30대
만 40대 이상
계
2-3년제 대학졸
4년제 대학졸
대학원재학 이상
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계
사립
국공립
계

M

3.32
3.45
3.42
3.36
3.31
3.35
3.50
3.36
3.30
3.33
3.63
3.36
3.33
3.45
3.36

(SD)
0.46
0.52
0.53
0.48
0.46
0.47
0.53
0.48
0.47
0.47
0.45
0.48
0.47
0.50
0.48

조직몰입

t/f

p

2.245

.108

3.634

.027*

10.672

.000***

1.970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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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조직몰입은 경력(p< .001), 학력
(p< .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근무기관 유형에서는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과 관련해서는 만 30대 이상(M=3.45)에서 조직몰입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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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 40대(M=3.42), 만 20대(M=3.32)순으로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세집단간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즉, 연령에서는 만30대 이상인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이 가장 잘 발휘되고 있지만,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대학원재학 이상(M= 3.50)에서 조직몰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년
제 대학졸(M= 3.35), 2-3년제 대학졸(M= 3.31)순으로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
로 세집단간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3.634, p< .05). 이를 사후검증한 결과 ‘2-3년
제 대학졸’-‘4년제 대학졸’, ‘2-3년제 대학졸’-‘대학원재학 이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학력
에서는 대학원 재학 이상인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이 가장 잘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직경력과 관련해서는 11년 이상(M= 3.63)에서 조직몰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10
년(M= 3.33), 5년 이하(M= 3.30)순으로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세집단간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10.672, p< .001). 이를 사후검증한 결과 ‘5년 이하’-‘11년
이상’, ‘6-10년’-‘11년 이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교직경력에서는 11년 이상인 유치원 교사
의 조직몰입이 가장 잘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무기관 유형과 관련해서는 국공립(M= 3.45), 사립(M= 3.33)순으로 조직몰입이 높게 나
타났으며, 두 집단간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즉, 근무기관 유형에서는 국공립 유치
원 교사의 조직몰입이 사립유치원 교사보다 조직몰입이 더 잘 발휘되고 있지만,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3.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1)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다.
<표8>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하위요인
행동적 전략
인지적 전략
자기지도성 전체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365***
.128*
.201***
.452***
.121*
.289***
.460***
.140***
.277***

조직몰입
전체
.290***
.357***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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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는 상관이
r= .365로서 보통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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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p< .001).
자기지도성의 행동적 전략 및 인지적 전략과 교사의 조직몰입 전체에 관계를 살펴보면,
인지적 전략(r= .357), 행동적 전략(r= .290)순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이를 통해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은 인지적 전략과
는 보통 정도의 상관이 있으며, 행동적 전략과는 상관은 있으나 낮음을 알 수 있다.
자기지도성 전체와 조직몰입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적 몰입(r= .460), 규범
적 몰입(r= .277), 지속적 몰입(r= .140)순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이를 통해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은 정서적 몰입과
는 높은 정도의 상관이 있으며, 규범적 몰입과 는 상관은 있으나 낮으며, 지속적 몰입과는
상관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자기지도성의 행동적 전략 및 인지적 전략과 조직몰입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지도성의 행동적 전략과 교사의 조직몰입의 하위요인 에서는 정서적 몰입(r= .365, p<
.001), 규범적 몰입(r= .201, p< .001), 지속적 몰입(r= .128, p< .05)의 순으로 정적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사의 행동적
전략은 정서적 몰입과는 보통 정도의 상관이 있으며, 규범적 몰입과 는 상관은 있으나 낮으
며, 지속적 몰입과는 상관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자기지도성의 인지적 전략과 조직몰입의 하위요인 에서는 정서적 몰입(r= .452, p< .001),
규범적 몰입(r= .289, p< .001), 지속적 몰입(r= .121, p< .05)의 순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사의 행동적 전략
은 정서적 몰입과는 높은 정도의 상관이 있으며, 규범적 몰입과 는 상관은 있으나 낮으며,
지속적 몰입과는 상관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2) 유치원 교사의 행동적․인지적 전략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유치원 교사의 행동적 전략과 조직몰입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9>과 같다.
<표 9> 유치원 교사의 행동적 전략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하위요인
자기관찰
단서전략
목표설정
자기보상
연습
*p< .05, **p< .01, ***p< .001

정서적 몰입
.288***
.224***
.344***
.203***
.249***

지속적 몰입
.076
.078
.095
.105
.090

규범적 몰입
.188**
.108*
.195***
.081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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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지도성의 행동적 전략의 5가지 하위요인과 조직몰입
의 3가지 하위요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동적 전략의 자기관찰은 조직몰입의 정서적 몰입(r= .288, p< .001)과는 상관이 있으나
낮으며, 규범적 몰입(r= .188, p< .01)과는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관찰
은 정서적 몰입과는 상관이 있으나 낮음을 알 수 있으며, 규범적 몰입과 는 상관은 거의 없
음을 알 수 있다.
행동적 전략의 단서전략은 조직몰입의 정서적 몰입(r= .224, p< .001)과는 상관이 있으나
낮으며, 규범적 몰입(r= .108, p< .05)과는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서전략
은 정서적 몰입과는 상관이 있으나 낮음을 알 수 있으며, 규범적 몰입과 는 상관은 거의 없
음을 알 수 있다.
행동적 전략의 목표설정은 조직몰입의 정서적 몰입(r= .344, p< .001)과는 보통정도의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범적 몰입(r= .195, p< .001)과는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목표설정은 정서적 몰입과는 보통정도의 상관이 있으며, 규범적 몰입과 는 상
관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행동적 전략의 자기보상은 조직몰입의 정서적 몰입(r= .203, p< .001)상관이 있으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보상은 정서적 몰입에서만 상관이 있으나 낮음을 알 수 있다.
행동적 전략의 연습은 조직몰입의 정서적 몰입(r= .249, p< .001)과는 상관이 있으나 낮으
며, 규범적 몰입(r= .156, p< .01)과는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습은 정서적
몰입과는 상관이 있으나 낮음을 알 수 있으며, 규범적 몰입과 는 상관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 교사의 인지적 전략과 조직몰입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유치원 교사의 인지적 전략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하위요인
자연보상분별
환경조성
자연보상을 주는 활동을 일에
도입하기
일의 좋은 면에 초점 맞추기
내적 보상에 집중하기
*p< .05, **p< .01, ***p< .001

정서적 몰입
.302***
.314***

지속적 몰입
.032
.108

규범적 몰입
.151**
.181**

.260***

.068

.146**

.421***
.307***

.164**
.062

.272***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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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지도성의 인지적 전략의 5가지 하위요인과 조직몰입
의 3가지 하위요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적 전략의 자기보상분별은 조직몰입의 정서적 몰입(r= .302, p< .001)과는 보통정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범적 몰입(r= .151, p< .01)과는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보상분별은 정서적 몰입과는 보통정도의 상관이 있으며, 규범적 몰입과는
상관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전략의 환경조성은 조직몰입의 정서적 몰입(r= .314, p< .001)과는 보통정도의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범적 몰입(r= .181, p< .01)과는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조성은 정서적 몰입과는 보통정도의 상관이 있으며, 규범적 몰입과는 상
관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전략의 자연보상을 주는 활동을 일에 도입하기는 조직몰입의 정서적 몰입(r= .260,
p< .001)과는 상관은 있으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범적 몰입(r= .146, p< .01)과는 상
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보상을 주는 활동을 일에 도입하기는 정서적 몰입
과는 상관이 있으나 낮음을 알 수 있으며, 규범적 몰입과 는 상관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
다.
인지적 전략의 일의 좋은면에 초점 맞추기는 정서적 몰입(r= .421, p< .001)과는 다소 높
은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규범적 몰입(r= .272, p< .001)과는 상관은 있으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 몰입(r= .164, p< .01)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의
좋은면에 초점 맞추기는 정서적 몰입과는 다소 높은 정도의 상관이 있으며, 규범적 몰입과
는 상관이 있으나 낮음을, 지속적 몰입과는 상관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전략의 내적 보상에 집중하기는 조직몰입의 정서적 몰입(r= .307, p< .001)과는 보
통정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범적 몰입(r= .266, p< .001)과는 상관이 있으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적보상에 집중하기는 정서적 몰입과는 보통정도의 상관이 있으
며, 규범적 몰입과는 상관은 있으나 낮음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은 어떠하며 이는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은 연구결과, 전체 평균 3.77로 보통이상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행동적 전략 평균은 3.74, 인지적 전략의 평균은 3.8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자기지도성 점수가 3.5~3.7점 정도라는 연구(김희경, 2007; 박용진, 2009; 박흥석, 200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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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 외, 2009; 조경희, 2004)결과와 같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은
보통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유치원 교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한 학급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여 행동을 취해야 하므로 자기지도성
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박용진, 2009)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치
원 교사들의 독자적인 업무 및 역할수행 스타일과 자기지도성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이는 유능한 자기지도자의 수준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행동적 전략인 경우 목표설정, 연습,
자기관찰, 단서전략, 자기보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전략인 경우 자연보상을 주는 활
동을 일에 도입하기, 환경조성, 자연보상의 분별, 일의 좋은 면에 초점 맞추기, 내적보상에
집중하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서를 통해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의 전체 하위요인
중에서는 ‘자연보상을 주는 활동을 일에 도입하기’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부경 외(2009)의 연구결과 와도 일치한다. 이는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 하위요
인 중에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기방향 설정과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위해 스스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을 일에 도입하기가 가장 높다는 것을 시사 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지도성은 연령, 학력, 경력, 근무기관 유형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학력, 경력, 근무기관 유형 등의 배
경변인과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자기지도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지영,
2007; 조경희, 2003; 최종택, 1996; 박용진, 2009; 장제익, 2009)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
다.
먼저 연령에 따른 자기지도성은 만 40대 이상에서 자기지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 30대, 만 20대 순으로 자기지도성에 높게 나타났다. 즉, 연령에서는 만 40대 유치원 교사
가 자기지도성이 가장 잘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직경력에 따른 자기지도성은 11년
이상에서 자기지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10년, 5년 이하 순으로 자기지도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교직경력에서는 11년 이상인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이 가장 잘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연령이 많아질수록 경력이 많아진다는 연관 지어 볼
때, 연령과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자기지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과 경력이
높을수록 자기지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장제익(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는 연령과 경력이 많아질수록 교사의 전문성이 발달되며, 연령과 경력에 따
라 관심사나 요구 및 지각 등의 변화가 하나의 방향으로 순서적으로 이동․발달함(조부경,
백은주, 서소영, 2001)에 따라 교사로서의 다양한 측면에서 업무능력이 발달 향상되고, 향상
된 자기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교사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으로 자기지도성
을 발휘함을 시사 할 수 있다. 또한, 연령과 경력이 많아질수록 정서적․사회적으로 안정되
어 자신의 업무에 전념하게 되고(김연근, 1998; 도영숙, 1998),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이 되기 때문에 자기지도성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 속성에 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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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서문경애, 2005).
다음으로 학력에 따른 자기지도성은 대학원재학 이상에서 자기지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4년제 대학졸, 2-3년제 대학졸 순으로 자기지도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학력에서는 대
학원재학이상인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이 가장 잘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
력이 높을수록 학력과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다양한 역할과 관련된 문제를 사회적으로 인식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조부경 외, 2001),
이를 위해 교사 스스로 자신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자기지도성을 발휘하게 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력에 따른 자기지도성의 집단간 차이는 4년제 대학과 대학원
학력간의 차이가 아니라 전문제와 4년제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
재 우리나라 유아교사 양성체제는 2년제와 4년제의 대학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어, 전문적
능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강수경, 1993; 이기숙, 1993; 지옥정, 1990)
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며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
는 자기지도자(self-leader)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
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근무기관 유형에 따른 자기지도성은 국공립, 사립 순으로 자기지도성이 나타났다.
즉, 근무기관 유형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이 사립유치원 교사보다 잘 발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은 대부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형태로 운
영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장이 원장겸임을 하므로,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타율
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 개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교사 자신으로부터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써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기지도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지영,
2006).
둘째,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은 전체 평균이 3.36으로 보통정도라 볼 수 있다.이러한 결
과는 신입사원의 조직몰입의 평균 2.99라는 김지영(2006)의 연구결과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초․중․고 교사의 조직몰입 평균이 3.56 이라는 박용진(2009)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은 초․중․고 교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통 수준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은 교사가 자신이 속한 유치원 조직의 목
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유치원 조직과 일체감을 가지고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계속 머물려는 욕구가 보통정도 임을 알 수 있다.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의 하위영역별로는 정서적 몰입이 가장 높으며, 규범적 몰입, 지속
적 몰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 순으로 나
타난 강지영(2009)과 서미연(2004)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를 구희정(2008)의 유
아교사론에서 ‘Palkay & Stanford의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을 토대로 살펴보면,
유아교사들은 미성숙한 인간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으로
교직에 임하며, 교사가 되고자 하는 첫 번째 특징이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고 하였다. 이와 관련지어 보면, 특히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기관 자체 목표성과를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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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효과성을 이루기 위한 기관으로 보기보다는 아이들이 좋으며, 교직의 사명감에 더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과의 관계에서 손익관계에 의거하여 몰입하는 것
보다 유치원과 동일시, 관여, 감정, 애착을 갖고 유치원과 일체감을 가지며 유치원에 몰입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조직몰입은 경력,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근무기관 유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연령에 따른 조직몰입은 만 30대 이상에서 조직몰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 40
대, 만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에서는 만30대 이상인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이 가
장 잘 발휘되고 있지만,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많아짐에 따라 조직몰입정도가 높아진다는 Sheldon(1971), Hrebiniak & Alutto(197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이영옥, 권명순(2004), 임난희(2009)의 연구결과와는 부분 일치하며, 장제익
(2009)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치원 교사의 조직 헌신도에 관련
한 임미정(2006)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비추어 볼 때, 공립유치원 교사는 초임교사에 비해 연
령이 많아질수록 안정감을 가지고 교직을 전문직으로 자부하면서 교사의 전문성 발달과 조
직헌신도가 발달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0대 중반부터는 교사의 개인적 발달측면과 조
직몰입도가 하양곡선을 이루는 것은 교사의 승진기회가 좁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최근 단설유치원의 설립을 통해 승진의 기회가 소폭 증가됨에 따라 고연령 교사의 의욕
이나 조직몰입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력과 경력에 따른 조직몰입은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력에 따른 조직몰입은 대학원재학 이상에서 조직몰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4년제 대학졸, 2-3년제 대학졸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에서는 대학원 재학 이상인 유
치원 교사의 조직몰입이 가장 잘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직 경력에 따른 조직몰입
은 11년 이상에서 조직몰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10년, 5년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교직경력에서는 11년 이상인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이 가장 잘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은혜(2003)의 교사론과 조부경, 남옥자(2006), 황정선(2009)의 선행연
구를 토대로 볼 때, 유치교사가 경력이 많아지게 되면, 유치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
면서 전문성 인식이 높아지고, 상위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전반적 운영에 대한 직접적 참여
의 영역도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교사 자신의 발전을 위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학습을 받게 되거나, 상급학교(대학원)에 진학
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관점으로 본다면,
유치원에 충직하고 의무를 성심성의껏 수행해야 한다는 내적 가치관을 포함하는 조직몰입의
의미와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치원 교사들은 경력이 많아질수록 일반 교사
에 비해 조직몰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근무기관 유형에 따른 조직몰입은 국공립, 사립 순으로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났으
며, 두 집단간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즉, 근무기관 유형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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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조직몰입이 사립유치원 교사보다 조직몰입이 더 잘 발휘되고 있지만, 두 집단간 유의
한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지영(2004), 이은화(1991), 임미정(2003), 조
부경(1992), 장지현(2006)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공립유치원 교사는 단일학급의 형태
가 많아 교사 스스로 학급은 운영해 가야 하므로 책임감과 의무를 성심 성의껏 수행하는 조
직몰입이 더 잘 발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집단간 차이가 없음은 사립유치원 교사
도 역시 근무조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교사의 학력도 높아지고, 경력교사가 늘고, 기혼교사가
유치원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직몰입이 높아지게 됨을 시사 하고 있
다.
셋째,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자기지도성과 조
직몰입과 전체적으로 볼 때 두 변인간의 상관계수는 r=.365로 보통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이 높
으면 조직몰입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지도성이 조직몰입에 정적 상
관관계를 가진다는 강종천, 최우성(2005), 하순복(2007), 황순애, 최정길(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 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기지도성과 직무성과, 자기지도성과 직무만족,
자기지도성과 조직효과성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유의미한 관계는 있으나 관계성이 아주 높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교직이
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단현국(1998)은 교사는 교직관과 교사신념에 따라
교직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물론 자기지도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직
의 목표달성을 위해 애정과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역할수행 및 업무수행을 하겠지만, 그
내면에 교직에 대한 교직관이나 교사신념이 밀접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행동적 전략 및 인지적 전략과 교사의 조직몰입 전체에 관계를 살펴보면, 인지적 전
략, 행동적 전략 순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은 인지적 전략과는 보통 정도의 상관이 있으며, 행동적
전략과는 상관은 있으나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행위전략에만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가진다는 김지영(2006)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 일치를 보였고, 그 어떤 것에서도 상
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김연선(2008)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유치원 교사는 일 자체를 즐기며 강화해 나갈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상관관계가 더 높
다고 볼 수 있다. 구희정(2008)의 유아교사론에서 ‘Palkay & Stanford의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에서의 첫 번째 특징처럼,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직의 유아들과 관련된 모든 업무 자체를 즐기면서 하는 것 자체가 자기지도성의 인지적
전략의 발현임을 알 수 있다. 자기지도성 전체와 조직몰입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 순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은 정서적 몰입과는 높은 정도의
상관이 있으며, 규범적 몰입과는 상관은 있으나 낮으며, 지속적 몰입과는 상관이 거의 없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은혜(2003)의 유아 교사론을 토대로 볼 때, 유아교사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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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교직은 가르치는 일에 소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사에게는 성직이 되고, 가르친 만
큼 임금을 받는데 중점을 둔 사람에게 돈벌이가 된다는 교사들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교
사들은 스스로 교사의 신념을 임금에 두기보다는 교사의 특별한 신념을 가지고 교직에 임하
기 때문에 지속적 몰입이 낮게 나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기지도성의 행동적 전략 및 인지적 전략과 조직몰입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지도성의 행동적 전략과 교사의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에서는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 순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사의 행동적 전략은 정서적 몰입과는 보통 정도의 상관이 있으며, 규범
적 몰입과는 상관은 있으나 낮으며, 지속적 몰입과는 상관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자기
지도성의 인지적 전략과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에서는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
순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사의 행동적 전략은 정서적 몰입과는 높은 정도의 상관이 있으며, 규범적 몰입과
는 상관은 있으나 낮으며, 지속적 몰입과는 상관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의 인지
적 전략이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정서적 몰입에 정의관계를 갖고 있다
는 연구(김지영, 2006)결과와 일치하며, 김연선(2008)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palkay & Stanford의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토대로 살펴보면, 유치
원 교사들은 아이들과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
게 봉사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고, 공립교사인 경우 정년보장과 사립과 같은 경우 방
학과 같은 조건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사는 자기지도성과는 상관없이
교사의 본성에 충실하고 있음이 시사된다.
행동적 전략․인지적 전략 하위요인과 조직몰입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행
동적 전략의 6가지 하위요인과 조직몰입 3가지 하위요인별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관찰, 단서
전략, 목표설정, 자기보상, 연습 모두는 조직몰입의 정서적 몰입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치원 교사의 자기관찰, 단서전략, 목표설정, 자기보상, 연습이 높을수
록 정서적 몰입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지도성의 행동적 전략은 유치원 조
직이 교사자신이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 인식하고 설정하여, 행동의 변화를 통해, 유치원과
교사의 일체감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
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본다면 목표설정을 제외한 하위요인은 상관관계는 있으나 낮은 상
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조부경과 Saracho(1997)의 유치원 교사의 설
계자로서의 역할과 김봉수의 교직의 정의를 토대로 볼때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내에서의
교사역할의 모든 기본활동이 목표설정 관련 업무가 매일 반복되므로 목표설정이 가장 높은
상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의 발휘 이전에 유치원이란
기관 특성상 조직자체가 성과를 내는 조직효과성을 생각하기 이전에, 유아들을 좋아하는 것
을 기본으로 미성숙한 인간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려는 사회적 노력이라는 교직신념
을 가지고 유치원이라는 조직에 임하기 때문에 목표설정이 정서적 몰입을 증가시키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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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장 높게 작용하는 것임이 시사된다.
한편, 행동적 전략의 하위요인과 조직몰입의 하위요인 정서적 몰입과는 보통 또는 낮은
상관을 보였으나, 규범적 몰입과는 아주 낮은 상관을, 지속적 몰입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직은 다른 직종에 비해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지속적 몰입보
다는 교육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며(이연용, 2007), 지속적 몰입이나 규범적
몰입이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의 수준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손익관계에 의한 몰입이나,
유치원에 대한 책임감에 의한 몰입이라는 개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 몰입과의 관계는 최소화 될 것이라는 연구(Allen & Meyer, 1998; Spence
Laschinger, Finegan & Shamian, 2001)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인지적 전략의 6가지 하위요인과 조직몰입 3가지 하위요인별 관계를 살펴보면, 자연보상
분별, 환경조성, 자연보상을 주는 활동을 일에 도입하기, 일의 좋은 면에 초점 맞추기, 내적
보상에 집중하기 모두는 조직몰입의 정서적 몰입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치원 교사의 자연보상 분별, 환경조성, 자연보상을 주는 활동을 일에 도입하기, 일의
좋은 면에 초점 맞추기, 내적 보상에 집중하기가 높을수록 정서적 몰입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지도성의 인지적 전략은 유치원 교사 자신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일 자체를 즐겁게 함으로 애착의 일치로 유치원과 교사의 일체감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본다면 일의 좋
은 면에 초점 맞추기를 제외한 하위요인은 상관관계는 있으나 보통이거나, 낮은 상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동섭(2001)의 교직선택 통계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유아교사
의 매력 즉, 자율권, 신분 및 경제적 안정, 방학등의 요소로 교직만이 갖는 특별한 매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유아교사는 교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교직의 좋은면에 생각의 초점을 맞춘다는 면에서 인지적 전략의 일의 좋은 면에 초점 맞추
기가 유치원 교사의 정서적 몰입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인지적 전략의 하위요인과 조직몰입의 하위요인 정서적 몰입과는 보통 정도의 상관
을 보였으나, 규범적 몰입과는 아주 낮은 상관을, 지속적 몰입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직은 다른 직종에 비해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지속적 몰입보다는
교육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며(이연용, 2007), 지속적 몰입이나 규범적 몰입이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의 수준과는 관계 없이 개인의 손익관계에 의한 몰입이나, 유치원
에 대한 책임감에 의한 몰입이라는 개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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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Kindergarten Teachers
Mi-suk Sh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kindergarten teachers, the relationship of their background variables to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this study, 330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dealing with the following topics:
the self-leadership, and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results showed that
kindergart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moderate
and was positive correlated with their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to links between overall self- leadership and the subfactor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emotional commitment had the closest positive correlation to that,
followed by normative commitment and continuance commi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