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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research examines the understanding of the competencies required

from the director of a childcare center. It also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pabilities of a director of a daycare center.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ompetencies of a childcare center director? Seco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etencies of a childcare center director?

Methods: In this study, the Q methodology was applied. First, the Q population

was identified based on prior studies and through open questionnaires and

in-depth interviews targeting 71 teachers and directors of childcare centers. Next,

40 Q samples were selected. Second, P samples were selected targeting the 30

directors, Q sort was conduct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QUANL

program.

Result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ur

types of competencies were demanded from the director of a daycare center.

Second, the competencies required from the director of a daycare center were

accountability-centered, functional-management-centered, human-relationship-

centered, and rationality-centered capabilities.

Conclusion/Implications: The policy-level of and educational ways to support

the competencies of a director of a daycare center were discussed.

key words competence, daycare center director, Q methodology

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화 및 다양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지식,

기술, 신념 등을 강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Hakim, 2015). 현대사회의 보육은 더 이상

개인 및 가정의 문제로만 여겨지지 않고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을 사회적으로 지원

하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교육 활동이자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정책의 일환이다

(김은설, 최윤경, 김문정, 2011; Kaga, Bennett, & Moss, 2010). 현재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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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하향화, 가족 및 지역 공동체와의 역동적인 교류는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더 많은 역량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강조하는 보육서

비스 정책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강민정, 김효단, 김경철, 2016).

우리나라에서는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해 물리적인 환경과 인적 환경 조성에 대해 지속적

인 논의가 이루어져 국정과제 및 복지정책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김보경, 이

경님, 2016).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변화로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통해 통합적인 배움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의 자

율성과 능동적인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이에 원장의 전문적인 역량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며(김은영, 2019), 영유아가 행복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원장

은 운영철학을 기반으로 보육과정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켜 교사와

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김정희, 정희정, 2017).

무엇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기에, 질 높은 인적 자원의 어린이집 투입

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보육 정책과 사회적 지원이 있다 하더라

도 원장과 교사가 보육의 현장에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양질의 보육으로 이루

어질 수 없을 것이다(박혜경, 2012). 어린이집의 특성상 소수의 보육교사들과 원장 1인이 다

수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의 보육현장은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

에 어린이집 교직원의 역량은 더욱 중요하다(권현서, 2009; 김현미, 2005). 교직원 역량은 한

개인에게 성장과 발달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해

주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수준을 향상시켜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도록 많은 도움을 준다(Cebrian & Junyent, 2015; Strohmer & Mischo, 2016).

특히, 어린이집 원장은 기관의 최고 책임자임과 동시에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이자 기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며 지원 및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김정희, 2007). 많

은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았을 때, 원장의 교수효능감이나 직무만족 등 개인적인 특성은 보

육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이미애, 2014), 원장의 개인적

인 자질과 능력이 보육교사에게 영향을 미쳐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혀졌다(이재풍, 이경희, 2018). 기관의 리더로서 원장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

시하고 그 비전을 분명한 실행 목표와 연결시켜 구체적 방향을 설정해 준다면 개별 교사의

역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조직에 대한 신뢰는 물론 직무 수행에 대한

몰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오교선, 공인숙, 2016). 따라서 최근에는 원장의 직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단순한 원장의 역할보다는 원장이 하는 일의

특성, 그리고 원장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박수진,

2016; 박창현, 박찬옥, 2012; 조혜진, 2012).

초기 역량의 개념은 인간이 가진 능력 자체를 일컫는 말로 조직 심리학 및 경영학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관련지어 주로 사용되었다(Dubois, Shadden, Kauf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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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thower, 2000). 역량에 대한 논의는 기업에서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측면에서 시작되었지만(김혜미, 2016), 최근에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급격한 속도로 발전

하고 있다. 역량은 ‘생활 산출물의 무리들(clusters of life outcomes)’이라고 하여, 개인성과를

예견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이 있으며(McClelland, 1973),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

는 사람들과 평균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구별해 주는 지식이나 기술, 능

력, 기타 특성을 포함한다(Mirabile, 1997).

유아교육 분야에서 교사의 역량은 유아교사로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

어야 할 전문적 지식과 기술, 태도, 소양, 가치관 영역 등으로 보았다(조혜진, 2012). 즉, 유아

교사의 역량은 질적인 환경과 경험을 제공하고 영·유아들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 역량의 관심은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이어져 사회의

흐름을 반영시키는 전문적인 역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조혜진, 김옥주, 2013). 어린이

집 원장의 개인적인 역량이 교직원 전체의 역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의 역량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고 보고된다(유영의, 2011). 왜냐하면 원장은 유아교육기관 목표 달성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보육교사들에게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

이집 원장의 역량이란 어린이집의 원장이 어린이집을 우수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

기개념, 동기, 특질, 태도, 가치 등 원장 개인의 내재적인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발휘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교직원을 조직적으로 관리

하고 그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직무수행을 효과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등이 포함될 것이다(이재풍, 이경희,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인지적, 정의적 차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공적인 원장으로

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주목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의 역량은 직

무 수행적 측면 뿐 아니라 개인 내적인 측면, 관계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는 특

징이 있다(이미애, 2014). 어린이집 원장의 역량이 직무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전환되는 패

러다임의 변화(김동원, 2012; 문복진, 2014; 신현석, 오찬숙, 2013) 속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조

직의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이 담당해야 할 직무보다는 구성원들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실

행 능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시대 우리나

라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실제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린이집 원장 역량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의 역량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사고, 태도에 기초하여 다를 수 있고 개인의 주관성에 따라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이 수행하는 행동은 개인의 가치나 신념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

는 무의식 상태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김신정, 1997). 이에 어린

이집 원장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나 이론적 관점이 아닌 대상자 개개

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주관성의 영역을 탐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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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루어진 어린이집 원장의 역량 관련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역량의 구성

개념을 탐색한 연구(조혜진, 2012; 고은미, 2017), 역량에 대한 수준을 파악한 연구(구수현,

2011; 조혜진, 김수연, 2013), 원장의 리더십 역량과 관련된 변인 탐색이나 상관의 정도에

관한 연구(강영숙, 2014), 원장이 인식하는 리더십 역량 연구(김미경, 박수진, 2019; 정정희,

2008) 등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설문을 바탕으로 한 양적 조사연구방법으로 접

근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적 접근으로는 유아교육기관 원장들의 역량 수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역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특정

역량을 중요시하는 원장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실제 그 역량

을 지니고 있거나 그 역량을 길러야 하는 원장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원장

이 실제 인식하는 역량의 내용이 무엇인지 Q 방법론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Q 방법론

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태도와 인식 구조를 발견하는 것을 강조하며 Q 방법론의 결과는 비

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묶이면서 유형들이 생성되는데(김흥규, 2008), 이 결과를 중심으

로 원장의 역량에 대한 주관성을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린이집 원장의

주관성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실제 현장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역량과 그 밖의 역량을 함

께 파악할 수 있으며, 이론을 바탕으로 한 어린이집 원장 역량과 실제 현장에서 구현된 어린

이집 원장 역량 사이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 인간의 다양한 주관성을 탐구하는 이해의 방법론으로써 가설 발

견에 초점을 둔 Q 방법론(김흥규, 2008)을 근거로 어린이집 원장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어린이집 원장 역량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분

석하고자 한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목소리로부터 역량에 대한 인식을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을 탐색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함으로

써 어린이집 원장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린이집 원장의 역량에 대한 인식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린이집 원장의 역량에 대한 인식 유형의 특성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6단계의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Q 모집단의 구성,

2단계에서는 Q 표본의 선정, 3단계에서는 P 표본의 선정, 4단계에서는 Q 카드와 분포도 준



Q 방법론을 활용한 어린이집 원장의 역량에 대한 인식 분석

 133

1단계 / Q 모집단 구성

*선행연구를 통한 진술문 구성 - 179개 추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진술문 구성 - 103개 추출

- 개방형질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원장 38명, 교사 33명 참여

*심층면담을 통한 Q 진술문 구성 - 90개 Q 진술문추출

- 원장 13명 심층면담 참여

*총 372개의 진술문 수집

2단계 / Q 표본 선정

*Q 표본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항목을 의미함

*Q 모집단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공통된 의미”나 “중복”되는 문장들을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

88개의 진술문을 추출

*리커트 척도 사용하여 Q 진술문 58개를 추출함

*사전검사와 신뢰도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진술문 40개 선정

3단계 / P 표본의 선정

*Q 표본을 분류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인 P 표본으로 원장 30명 선정

4단계 / Q 카드와 Q 분포도 준비

*Q 분류할 때 사용하는 카드 및 분포도 제작

5단계 / Q 분류

*연구 참여자가 Q 표본을 분류 - 강제분포방식으로 분류

6단계 / 자료처리 및 분석

*QUANL PC program 활용을 위한 데이터 작성 및 Q 요인 분석 실시

표 1. 단계별 연구절차 요약

비, 5단계에서는 Q 분류(Q sorting), 6단계에서는 자료처리 및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단계

별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1) 1단계:Q 모집단 구성

1단계에서 먼저 Q 모집단 구성을 계획하였다. Q 모집단은 Q 연구를 위해 수집된 항목의

집합체이며, Q 모집단(concourse)의 구성은 진술문을 모으는 과정을 의미한다(김흥규, 2008;

윤은자, 1995).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역량에 대해 다양한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개방형 질문지, 심층면담을 통해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진술문 179개 추

출하였고,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서는 진술문 103개 추출하였으며 참여자는 원장 38명, 교사

33명이었다. 또한 심층면담을 통해서는 진술문 90개 추출하였으며 참여자는 원장 13명이었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Q 모집단은 총 372개의 진술문이 수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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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구분 구성요인 문항수

대인관계 역량
경청, 공감, 타인의 관점파악, 친밀감 형성, 인화조성, 의사소통능력, 타인배려,

타인이해, 소통능력, 우호적 관계, 타인격려, 원만한 대인관계, 개방적 분위기
29

직무역량
지시능력, 구체적 행동, 성과중심, 지도성, 소명감, 교직관, 통찰력, 전문성,

직무, 지식, 기술, 태도의 전략, 자원관리, 소명감
27

관리자역량 교직원 능력향상, 타인 성장, 교직원 격려, 업무방향 제시, 유연성 14

팀웍역량 타인육성, 협력적 분위기, 다양한 의견 수렴, 집단의 공동 목표 달성 19

공정성역량 교직관, 교직윤리, 책임감, 평등 9

문제해결 역량
문제해결 능력, 개연성 결과, 다양한 관점 수렴, 효과적 해결, 열린 사고,

긍정적 사고, 유연성
17

리더십 역량
솔선수범, 카리스마 능력, 열정, 변화흐름 이해, 도전적 목표, 주도성, 정보수집,

끈기, 효율적 업무
26

교사관리 역량 동료 돕기, 전문적 기회 제공, 교사의 요구 반영, 교육기회 제공 16

자기계발 역량 자기조절, 자기관리, 끈기, 도전적 목표 22

계 179

표 2. 선행연구를 통한 Q 진술문 추출

심층면담용 질문의 예

1 원장의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원장의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세요.

3 원장의 역량에서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 있나요?

4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선생님의 원장 역량에 대해 변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부분이

변화했다고 생각하나요?

5 원장의 관리자로서의 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6
원장의 역량 중에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공정성 역량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7 원장의 역량에서 교사, 학부모를 대하는 대인관계 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8 원장의 책임감에 관한 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9 원장의 역량에서 교사를 위한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요?

10 원장의 개인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1 원장으로서 리더십 역량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표 3. 심층면담 질문 목록

2) 2단계:Q 표본 선정

Q 표본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항목을 의미하며 Q 표본 선정단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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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 다섯 번째 : 타당도 검증 과정

첫 번째 참여자는 원장 2명과 연구자이며 연구에 도움을 주는 참여자들과 함께 Q 모집단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공통된 의미”나 “중복”되는 문장들을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술문 283개 추출하였다. 두 번째 참여자는 원장 5명과 연구자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술문

203개 추출하였다. 세 번째 참여자는 원장 5명과 연구자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술문 159개

추출하였다. 네 번째 참여자는 원장 경력 10년 이상, 학사과정 이상 원장 20명과 연구자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술문 110개 추출하였다. 다섯 번째 참여자는 관련학과 석사 이상이면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원장 20명과 연구자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술문 88개 추출하였다.

(2) 여섯 번째 : 리커트 척도

여섯 번째 참여자는 관련학과 석사과정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원장 10명, 어

린이집 경력이 있는 대학 강사 이상 2명 대상으로 표 4와 같은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타

당도 검증받아 Q 진술문 58개를 추출하였다.

대인관계 역량

역

량

군

역량

요인
진술문

매우

부적절

비교적

부적절
보통

비교적

적절

매우

적절

� ‚ ƒ „ …

대

인

관

계

역

량

원만한 관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개방적 태도
타인에 대해 언제나 우호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감수성
타인의 태도, 관심 및 감정 등에 대해 감수성을

발휘하는 능력이다

상호작용
자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잘 하는 능력이다

원만한 화합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만한 화합을 통해 상호간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유연성
자신의 견해 또는 관심이 상대와 상충되는 경우에

유연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능력이다

커뮤니케이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발달시키는

능력이다

타인의 관점

파악

상대방의 경청과 관찰을 통해 상대방의 태도,

관심, 요구 및 관점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공감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진심을 알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수정사항 (진술문과 관련된 의견을 메모로 기입해주세요.)

*통합요인, 삭제요인, 기타

표 4. 리커트 척도 사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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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곱 번째 : 사전검사와 신뢰도검사

원장 Q 표본에 대한 사전검사는 원장 1명이 Q 표본 분류 후 첫 번째 분류(sorting)를 한

후 바로 두 번째 분류를 실시하도록 하고, 나머지 2명은 첫 번째 분류를 완료하고 하루 뒤

두 번째 분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사전, 사후검사의 신뢰도와 최종 진술문 40개를 정리하

면 각각 표 5, 표 6과 같다.

집 단 전체 상관계수(r) 평가자별 상관계수(r)

원장 .88

A .92**

B .83**

C .89**

**p < .01.

표 5. 전-후 검사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번호 Q 진술문

1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2 타인에 대해 언제나 우호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3 자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다.

4 상대방을 경청하며 태도, 관심, 요구 및 관점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5 말하는 사람의 진심을 알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

6 비전 및 목표관리, 보육과정운영, 영유아 관리, 교직원의 인사 등 원장 직무를 하는 능력이다.

7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8 업무에 필요한 지식, 정보 등을 알고 책임감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9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능력이다.

10 자신을 위해 도전적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능력이다.

11 일을 처리하는데 자신이 주도성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능력이다.

1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끈기를 갖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다.

13 새로운 상황에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14 자신감을 심어 주고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도록 교직원을 격려하는 능력이다.

15 교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상호간의 관계가 융합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능력이다.

16 교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17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이다.

18 업무를 총괄하고 교직원, 학부모 간의 갈등상황을 조정하여 함께 기관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다.

19 통찰력을 갖고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20 대표로서의 추진력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21 우호적인 조직풍토, 높은 사기,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힘쓰는 능력이다.

22 타인의 의견이나 정보를 참작하며, 그들을 참여시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다.

23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협력하는 상호작용 능력이다.

24 구성원 간의 팀워크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25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을 완수하는 능력이다.

표 6. 선정된 최종 Q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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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Q 진술문

26 구성원들이 정의로운 윤리의식과 공정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능력이다.

27 올바른 아동관과 교육자로서 소명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다.

28 차별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청렴한 사고를 갖는 능력이다.

29 다양한 관점을 수렴하고 협력적 문제해결을 하는 능력이다.

30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융통성을 발휘하여 해결하는 능력이다.

31 갈등관계나 상황의 변화에서 유연성을 갖는 능력이다.

32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열린 사고를 갖는 능력이다.

33 교직원의 실질적 역량 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는 능력이다.

34 교직원의 태도나 관점, 관심사를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

35 교직원의 다양한 욕구를 위해,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수용자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36 교사들에게 다양한 연수기회 제공, 교수학습 평가 등을 제공하는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다.

37 자신감을 갖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다.

38 주어진 과제를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처리하는 능력이다.

39 어린이집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자기관리를 하는 능력이다.

40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표 6. 계속

3) 3단계:P 표본 선정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목적편의방법에 의해 현

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중에서 연령, 경력, 기관유형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동의한 어린이집 원장 30명을 P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ID 유형 이름 연령 성별 교사경력 원장경력 학력

1 국공립 김** 52세 여 14년 2년 대학원졸

2 국공립 박** 59세 여 8년 12년 대학원졸

3 국공립 박** 58세 여 2년 12년 대학원졸

4 국공립 조** 55세 여 2년 10년 전문대졸

5 국공립 고** 54세 여 11년 7년 대학원졸

6 국공립 조** 59세 여 5년 10년 전문대졸

7 국공립 양** 56세 여 8년 10년 전문대졸

8 국공립 박** 55세 여 8년 8년 대학교졸

9 국공립 이** 46세 여 11년 5년 대학교졸

10 국공립 김** 53세 여 13년 7년 대학원졸

11 민간 한** 51세 여 8년 20년 대학교졸

12 민간 박** 56세 여 3년 11년 대학교졸

13 민간 이** 47세 여 15년 3년 전문대졸

14 민간 이** 51세 여 3년 15년 대학원졸

15 민간 윤** 57세 여 14년 15년 대학원졸

표 7. 원장 P 표본 원장의 인구학적 특성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7권 제4호

138  

ID 유형 이름 연령 성별 교사경력 원장경력 학력

16 민간 서** 49세 여 5년 9년 대학원졸

17 민간 우** 58세 여 1년 20년 대학교졸

18 민간 정** 57세 여 2년 22년 대학교졸

19 민간 정** 58세 여 15년 3년 대학원졸

20 민간 이** 56세 여 3년 7년 대학교졸

21 가정 김** 64세 여 1년 12년 대학교졸

22 가정 김** 67세 여 3년 18년 전문대졸

23 가정 김** 51세 여 3년 5년 대학교졸

24 가정 공** 48세 여 8년 17년 대학원졸

25 가정 강** 58세 여 7년 4년 대학교졸

26 가정 이** 54세 여 12년 8년 전문대졸

27 가정 이** 58세 여 4년 15년 대학원졸

28 가정 김** 48세 여 5년 10년 대학원졸

29 가정 고** 51세 여 2년 15년 전문대졸

30 가정 김** 48세 여 6년 7년 대학원졸

표 7. 계속

4) 4단계:Q 카드와 Q 분포도 준비

Q 분류를 위해 Q 표본의 표집이 완료된 후 Q 카드와 Q 표본의 분포도(Q-sample distribution)를

준비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의 역량에 대해서 Q 표본으로 선정된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할 수 있도록 5X7cm의 두꺼운 도화지로 카드를 만들어 선정된 진술문들을 인쇄하여

연구 참여자가 읽기 싶고 취급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Q 표본의 분포도는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P 표본이 Q 표본으로 선정된 40개의 진술문들을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 9점

척도 상에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강제분포 할 수 있도록 분포도를 준비하였다.

-4 -3 -2 -1 0 +1 +2 +3 +4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 ⇦ 중립 ⇨ (가장 동의하는 것)

그림 1. 분포도

5) 5단계:Q 분류(Q sorting)

Q 분류는 P 표본으로 선정된 참여자가 Q 표본(진술문)을 분류하는 작업이다(김흥규,

2008). 본 연구에서 Q 분류는 2019년 8월 20일 - 9월 15일까지 총 4주간 동안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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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P 표본 원장들을 직접 만나 분류를 실시하였고, 분류하는 동안 곁에서 그들을 관

찰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진술문을 읽고 진술문이 적힌 카드를 직접 정상분포에

맞추어 분류하도록 부탁하였다. 카드를 Q 분포도에 놓을 시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으니 자

신의 생각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놓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며, 같은 종 배열에서는 위,

아래 점수가 같으니 바뀌어도 상관없음을 알려주었다. Q 표본 분류 후 연구자는 P 표본으로

참여한 원장들에게 가장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4점)과 가장 강하게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

(-4점)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여 전사하였다.

6) 자료처리 및 분석 과정

자료 처리 및 분석은 2019년 10월부터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Q 카드가 분포도에

놓인 위치에 따라 점수화하여 코딩하였고, 입력된 자료는 QUANL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요인 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을 사용하고, 회전

방식은 Varimax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진술문은 표준점수가(Z-score)가 ±1.00이상인 항목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 요인의 해석이 이루어졌으며(김흥규, 2008; 양진영, 2005), Q 요인을 하나의

개념으로 해석하기보다 서로 반대되는 성향도 참고하여 항상 전체 문항이 연결된 상태에서

해석하였다(김흥규, 2008).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 표본 30명에 대한 Q 분류를

완성한 후 수집된 자료를 점수화하기 위해 가장 동의하지 않은(-4)를 ‘1점’으로 시작하여 중립

인 경우(0)은 ‘5점’, 가장 동의하는(+4)는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표 8 참고).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 ⇦ 중립 ⇨ 가장 동의하는 것

점수 (-4) (-3) (-2) (-1) (0) (+1) (+2) (+3) (+4)

변환 점수 1 2 3 4 5 6 7 8 9

카드의 수 3 4 4 6 6 6 4 4 3

표 8. Q 분류의 점수 배열

Ⅲ. 연구결과

1. 요인분석 결과

1) 어린이집 원장 역량 유형별 Eigen 값과 변량의 백분율

김흥규(2008)에 의하면, 1.0미만의 아이겐 값은 요인의 추출과 유지에 한계지점이기 때문

에 아이겐 값은 1.0이상의 요인만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Eigen 값이 1.0 이상이

고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 및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4개의 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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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N=9) 유형2(N=5) 유형3(N=7) 유형4(N=6)

ID 인자 가중치 ID 인자 가중치 ID 인자 가중치 ID 인자 가중치

2 .3774 1 1.0095 3 1.7882 5 .9029

7 .6980 10 .9262 4 .4521 6 .8161

9 1.4062 14 .6026 8 .6932 15 .7970

11 .6078 16 .8170 17 .6103 18 1.7762

13 .8307 23 .8031 21 .3735 22 .2592

19 .4410 26 .6832 24 .4944

20 .7845 28 .6945

25 .2784

30 .7540

표 11. 유형별 P 표본의 인자가중치

구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Eigen 값 4.32 2.66 2.59 2.26

변량(%) 14.42 8.89 8.64 7.55

누적변량(%) 14.42 23.32 31.96 39.51

표 9. 어린이집 원장 유형별 아이겐 값, 설명 변량 및 누적 변량

2) 유형 간 상관관계

Q 방법론에서 각 유형별 상관관계는 유형 간의 상관 및 유사성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김은주, 이영경, 연희

정, 2014). 본 연구에서 분석한 유형간 상관관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1 1.000

유형 2 .08 1.000

유형 3 .24 .17 1.000

유형 4 .27 .21 .10 1.000

표 10. 어린이집 원장 역량 유형 간 상관관계

3) 어린이집 원장 역량의 유형별 인자가중치

각 유형의 P 표본 중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은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prototype) 혹은

이상적(ideal)인 사람임을 의미한다(김흥규, 2008). 본 연구에서 유형별 인자가중치를 정리하

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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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식 유형 및 유형별 특성

1) 제 1유형:책무성 중심 역량 유형

제 1유형의 어린이집 원장 역량의 특성을 주목한 P 표본은 모두 9명으로 그들이 근무하는

기관유형에 따른 빈도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4명, 민간어린이집이 3명, 가정어린이

집이 2명이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동의한 진술문 중 표준점수(Z)가 ±1.0이상인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번호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진술문 표준점수

27 올바른 아동관과 교육자로서 소명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다. 2.51

6 비전및목표관리, 보육과정운영, 영유아관리, 교직원의인사등원장직무를하는 능력이다. 1.98

33 교직원의 실질적 역량 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는 능력이다. 1.48

16 교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 하는 능력이다. 1.34

19 통찰력을 갖고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1.30

15 교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상호간의 관계가 융합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능력이다. 1.02

18 원무를총괄하고교직원, 학부모간의갈등상황을조정하여함께기관을이끌어가는능력이다. 1.02

표 12.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진술문

번호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진술문 표준점수

37 자신감을 갖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다. -1.03

2 타인에 대해 언제나 우호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1.04

3 자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다. -1.20

1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1.21

30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융통성을 발휘하여 해결하는 능력이다. -1.22

13 새로운 상황에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1.47

31 갈등관계나 상황의 변화에서 유연성을 갖는 능력이다. -2.59

표 13.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진술문

제 1유형 원장들의 표준점수가 가장 높은 진술문은 진술문 27번으로 올바른 아동관과 교

육자로서 소명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다. 소명감은 삶이나 일에서의 의미, 목적

을 느끼도록 하는 요인이며 자신과 타인 및 사회를 위해 공헌하거나 기여하는 특성이 있다

(김하나, 2014). 개인의 소명감은 목표와 진로로 이어지며(Hall & Chandler, 2005), 진로적응

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되기도 하고(권선영, 김명소, 2014), 자신의 직무와 삶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다(심예린, 유성경, 2012). 진술문 27번을 선택한 원장들의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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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아동관과 소명감은 정말 중요하다. 점점 힘들어지는 어린이집 운영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원장으로서 소명감을 갖고 오랫동안 일해 왔지만 이 일은 소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같다. 아이를 좋아하고 항상 베푼다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ID 19번 원장)

원장의 아동관과 소명감이 중요하다. 내가 아동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 그리고 소명은 타고

나는 것이며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동이 자라면서 꿈을 키워주는 것이기에 그 새싹이 자라

서 잘 성장해야 사춘기 때도 잘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난 소명감을 갖고 영아기부터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ID 20번 원장)

제 1유형의 원장들이 진술문 번호 27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면담한 결과, 원장들은 아

동관과 소명감이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은 소명감이고, 소명감 없이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일하기 쉽

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원장의 모습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조직의 질적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

해서 필요한 상급자인 원장과 구성원인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이승

희, 2017). 제 1유형 중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ID 9번 원장은 교직원과의 관계를 “선생님

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 때 교사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게 되며... ”라고 하였다. 이 원

장은 교사의 기쁨이 영유아의 기쁨이라고 연결지으며 교사와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원장과

보육교사가 서로 신뢰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면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김혜정, 2006) 이와 같은 원장의 역량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 1유형으로 분류된 원장들은 갈등관계에 유연성을 갖는 능력이나, 타인에 대해

우호적이며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은 오히려 업무의 진정성이 없다고

인식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는 대인관계 역량보다 직무 역량을 중요하

게 여기는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 1유형의 역량을 강조

한 어린이집 원장은 올바른 아동관과 소명감을 바탕으로 영·유아,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며 책임을 중요시하는 ‘책무성 중심 역량 유형’ 이라고 할 수 있다.

2) 2유형:직무관리 중심 역량 유형

제 2유형의 어린이집 원장 역량의 특성을 주목한 P 표본은 모두 5명으로 그들이 근무하는

기관유형에 따른 빈도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2명, 민간어린이집이 1명, 가정어린이

집이 2명이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동의한 진술문 중 표준점수(Z)가 ±1.0이상인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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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진술문 표준점수

6 비전및목표관리, 보육과정운영, 영유아관리, 교직원의 인사등원장직무를하는능력이다. 1.95

18 업무를총괄하고교직원, 학부모간의갈등상황을조정하여함께기관을이끌어가는능력이다. 1.54

8 업무에 필요한 지식, 정보 등을 알고 책임감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1.52

36 교사들에게 다양한 연수기회 제공, 교수학습 평가 등을 제공하는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다. 1.48

13 새로운 상황에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1.40

30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융통성을 발휘하여 해결하는 능력이다. 1.35

표 14.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진술문

번호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진술문 표준점수

24 구성원 간의 팀워크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1.15

38 주어진 과제를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처리하는 능력이다. -1.28

25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을 완수하는 능력이다. -1.36

11 일을 처리하는데 자신이 주도성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능력이다. -1.39

19 통찰력을 갖고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1.42

31 갈등관계나 상황의 변화에서 유연성을 갖는 능력이다. -1.57

29 다양한 관점을 수렴하고 협력적 문제해결을 하는 능력이다. -1.74

34 교직원의 태도나 관점, 관심사를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 -1.98

표 15.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진술문

제 2유형 원장들의 진술문 중 표준점수가 가장 높은 진술문은 진술문 6번으로 비전 및

목표관리, 보육과정운영, 영유아관리, 교직원의 인사 등 원장의 직무를 강조한 것이다. 진술

문 6번을 선택한 원장들의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관리, 교직원의 인사관리, 학부모관리 대외적인 관리는 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

각한다. 시대가 바뀌어도 이러한 기본적인 원장의 업무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ID 20번 원장)

어린이집의 비전 및 목표 관리, 보육과정 운영, 영유아관리 등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장이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ID 1번 원장)

제 2유형에서 진술문 6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면담한 결과,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ID

1번 원장은 원장의 고유 업무가 중요하며 원장이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린이

집을 운영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였다. 원장이 업무에 충실하다면 교직원과도 원활한 관계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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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지만 갈등관계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힘들 수 있다고 보았다. 어린이집은

다른 조직과는 달리 대인 관계의 폭이 좁아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고

(이원지, 정지현, 2018), 일상적인 업무에 있어서도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최상의 상태로 운영

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임성진, 조혜진, 2012). 원장이 갈등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와 구성인 개인의 목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조직효과성

및 조직 운영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도 될 수 있다(김숙미, 부성숙, 2014). 제 2유형의 원장은

직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한다면 다른 교직원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을 최대한 잘 수행할 수 있어 원장과 교직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제 2유형을 강조한 원장들은 교직원의 태도나 관점, 관심사를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면담을 해 본 결

과, ID 16번 원장은 교직원의 태도 관점에 공감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믿었으며

항상 원장의 마음 속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진술문은 원장으로

서 누구나 갖추어야 할 인성으로 당연한 것이라 오히려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제 2유형의 역량을 강조한 어린이집 원장은 무엇보다도 어린이집 원

장의 업무 자체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교직원, 학부모 간의 갈등상황에도 융통성과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직무를 해결하는 “직무관리 중심 역량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3) 제 3유형:인간관계 중심 역량 유형

제 3유형의 어린이집 원장 역량의 특성을 주목한 P 표본은 모두 7명으로 그들이 근무하는

기관유형에 따른 빈도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3명, 민간어린이집이 2명, 가정어린이

집이 2명이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동의한 진술문 중 표준점수(Z)가 ±1.0이상인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번호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진술문 표준점수

1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2.38

36 교사들에게다양한연수기회제공, 교수학습평가등을제공하는관리자로서의능력이다. 1.88

28 차별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청렴한 사고를 갖는 능력이다. 1.48

4 상대방을 경청하며 태도, 관심, 요구 및 관점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1.46

23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협력하는 상호작용 능력이다. 1.34

11 일을 처리하는데 자신이 주도성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능력이다. 1.16

27 올바른 아동관과 교육자로서 소명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다. 1.10

표 16.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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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진술문 표준점수

2 타인에 대해 언제나 우호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1.04

7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1.14

38 주어진 과제를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처리하는 능력이다. -1.20

19 통찰력을 갖고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1.29

31 갈등관계나 상황의 변화에서 유연성을 갖는 능력이다. -1.30

24 구성원 간의 팀웍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1.50

17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이다. -1.62

13 새로운 상황에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1.90

표 17.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진술문

제 3유형 원장들의 진술문 중 표준점수가 가장 높은 진술문은 진술문 1번으로 다른 사람

을 배려하며 친밀감을 형성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제 3유형에 포함된 원장

들의 평균연령은 모두 55세 이상으로 다른 유형의 원장들보다 다소 높았으며 특히 만 60세

이상 원장 2명이 모두 제 3유형으로 분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진술문 1번을 선택한 원장

들의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일도 사람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는 공감능력이 중요한 것 같다. 내 자신

보다는 학부모 교사 아이들을 배려해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만

한 관계만 형성된다면 어린이집 일도 술술 잘 해결돼서 문제가 없다.

(ID 8번 원장)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원장이 갑이 아니고 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사와 협의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해야

어린이집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그렇지 않고 원장 마음대로 일을 한다면 지금 교사들은 남아있지 않는

다.

(ID 3번 원장)

제 3유형의 원장들이 진술문 번호 1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면담한 결과, 대부분의 원장

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기본 마

음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신뢰감이 잘 형성된다면 어린이집도 큰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제 3유형의 원장들은 교직원과의 관계에서 평등 관계를 유지하

는 것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원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는 대인관계를 바탕

으로 교직원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

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호 협력해야 하는 역량을 반영한 사례라 할 수 있다(김성철, 2007).

반면, 제 3유형을 강조한 원장들은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유연성을 갖는 능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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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진술문 표준점수

1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끈기를 갖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다. -1.03

21 우호적인 조직풍토, 높은 사기,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힘쓰는 능력이다. -1.05

11 일을 처리하는데 자신이 주도성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능력이다. -1.22

25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을 완수하는 능력이다. -1.38

40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1.67

10 자신을 위해 도전적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능력이다. -2.11

표 19.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진술문

의 변화에 따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ID 17번 원

장의 경우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서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함’을 강조

하였다. 이는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사회의 변화에 따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장 능력이 증진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제 3유형의 역량을 강조한 어린이집 원장

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구성원간의 친밀감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적으로 경청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인간관계 중심 역량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4) 제 4유형:합리성 중심 역량 유형

제 4유형의 어린이집 원장 역량의 특성을 주목한 P 표본은 모두 6명으로 그들이 근무하는

기관유형에 따른 빈도를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이 2명, 가정어린이집이 4명이었다. 어린이

집 원장들이 동의한 진술문 중 표준점수(Z)가 ±1.0이상인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번호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진술문 표준점수

18 업무를총괄하고교직원,학부모간의갈등상황을조정하여함께기관을이끌어가는능력이다. 2.01

6 비전및목표관리,보육과정운영, 영유아관리,교직원의인사등원장직무를하는 능력이다. 1.97

20 대표로서의 추진력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1.88

17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이다. 1.73

39 어린이집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자기관리를 하는 능력이다. 1.54

8 업무에 필요한 지식, 정보 등을 알고 책임감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1.17

26 구성원들이 정의로운 윤리의식과 공정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능력이다. 1.06

표 18.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진술문

제 4유형 원장들의 진술문 중 표준점수가 가장 높은 진술문은 진술문 18번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교직원, 학부모 간의 갈등상황을 조정하여 함께 기관을 이끌어가는 능력이었다.

진술문 18번을 선택한 원장들의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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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 총괄은 정말 중요하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어린이집은 혼자서는 운영할 수가 없다. 원장이

총괄하여 교사가 할 일을 제시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부모에게도 잘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사가 물론 보육하고 있지만 원장이 그 반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면

신경 안쓰는 원장이라고 하기에 원장의 총괄은 중요한 업무라고 본다.

(ID 12번 원장)

제 4유형의 원장들이 진술문 18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면담한 결과, 어린이집의 원장들

은 어린이집은 혼자서 운영할 수 없기에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중요하게 인

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나 학부모 간의 갈등상황 해결도 운영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진술문에서 드러났다. 예를 들어, ID 27 원장은 갈등이 생길 때 초

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교사와의 갈등이 커져 상부기관에 민원까지 제기되었다는 경

험을 근거로 어린이집에서 갈등해결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국·

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규모가 작고 인간관계가 더욱 밀접한 조직이라 그 어느 조직에서 보

다 개인 간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있는데(김선미, 2008), 제 4유형에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만 포함되어 있어 이 진술문이 제 4유형의 원장들의 생각으로 반영된 사례

이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린이집을 총괄하려면 추진력, 판단력, 리더십의 능력도 필

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추진력은 어떤 일이나 사건의 중심이

되어 그것을 밀고 나가 실행하는 힘(국립국어원, 2019)으로 리더에게는 강한 추진력과 판단

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윤석정, 2014). 다른 유형보다 제 4유형을 강조한 원장들은 혁

신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제 4유형을

강조한 원장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에게도 자신

이 몸담고 있는 현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권기룡, 2009)를 심어주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어린이집의 업무에 더 신경을 쓰며 공과 사를

구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합리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반면, 자신을 위해 도전적 목표를 세우거나, 주도성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능력은 상대

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보다는 어린이집의 업무에 몰입

하는 것이 반영되었다. 결론적으로 제 4유형을 강조한 원장들은 원장 직무를 중요하게 생각

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추진력과 판단력을 발휘하면서 공과 사를 구분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합리성 중심 역량 유형” 이라고 할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직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원장 역량 인식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로 나타난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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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고 논의와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린이집 원장 역량은 총 4가지 유형이었으며 각 유형별 특성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유형은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비전을 제시하고 운

영방침에 따라 책임을 다하는 ‘책무성 중심 역량 유형’이었다. 제 2유형은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에 융통성을 발휘하며 수행 관리하는 ‘직무관리 중심 역량 유

형’이었다. 제 3유형은 구성원간의 친밀감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협력 속에서 어린이집을 운

영하는 ‘인간관계 중심 역량 유형’이었다. 제 4유형은 사회적 변화에 맞게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고 자신을 계발시키며 추진력과 판단력을 갖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합리성 중심

역량 유형’이었다.

둘째, 각 유형의 설명 변량은 제 1유형이 14.42, 제 2유형이 8.89, 제 3유형이 8.64, 제 4유

형이 7.55이었으며, 어린이집 원장의 요인 행렬은 제 1유형에 9명, 제 2유형에는 5명, 제 3유

형에는 7명, 제 4유형에는 6명이 분류되었다. 그리고 제 5유형으로 3명이 분류되었는데

Eigen 값이 나타나지 않아 분류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Q 방법은 유형에 속한 사람의 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 총 변량이 25.0% 정도이면 설명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김흥규,

2008), 본 연구에서는 총 39.51%로 누적변량이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 역량 유형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은 네 가지 유형 중 제 1유형이었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자로 참여한 원장들의 설립 주체에 따른 결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로 국공립 원장 10명, 민간 원장 10명, 가정 원장 10명이 참여하였는데

각 유형별로 비슷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면담 결과, 제 4유형의 경우는 국·공립 원장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설립 주체에 따른 차이보다는 개인

의 성향이나 기질 등 개인 내적인 특성에 의한 차이로 해석 할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은 현재의 직무에 만족하다고 표현하였지

만 이들은 미래지향적 사고보다 바쁜 보육 현장의 업무에 몰입하고 있었다.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은 다

양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강미숙, 이승은, 송

승민, 김수지, 2019; 이정아, 양연숙, 2019)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소명감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명감이 높은 사람은 일에

대한 목표를 추구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 보람을 느낄 수 있다(박주현, 유성경, 2012). 제 1유

형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소명감’을 바탕으로 업무에 책임을 다하고

있었으며 소명감 없이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살아남기 힘듦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소명감은 또 다른 여러 내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성과 같은 기술적인 영역뿐 아니

라 교직관이나 태도, 교육적 신념을 기르면서 소명감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성희창, 2018).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열정, 생애 만족 및 직무만족이 높기

에(Seligman, 2006),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원장들은 일에 대한 내적 동기를 증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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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bile, Hill, Hennessey, & Tighe, 1994). 물론 어린이집의 근무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여

어린이집 원장들이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적

인식과 지지도 선행되어야 한다. 영유아 수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정책도 중요하다(류영희, 2021).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어린이집 원장은 원장 개인의 효능감, 자아탄력성, 행복감, 성취감 등을 회복하여 더욱 안정

적으로 소명감을 갖고 원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제 1유형, 제 2유형, 제 4유형의 원장들은 어린이집의 원장 직무 역량

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는 시대가 변화하여도 원장 직무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

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역량은 기관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고은

미, 2017). 특히, 제 2유형의 원장들은 자신의 직무관리 역량을 중요시 여기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교직원, 학부모 관리와 여러 갈등상황에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학자들은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직무연수 내용과 방법이 획일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

다고 주장한다(박수진, 김미경, 2017).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원장 업무를 반영하는 체

계적인 직무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원장 직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제 3유형의 원장들이 강조한 대인관계역량의 인식은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제

3유형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인간관계 중심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에

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교직원이나 학부모와의 원만한 관계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지름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타인과의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무의 방해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한 김선희와 이완정(2020)의 연구와 관련

이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자녀수 감소 추세로 기관에 바라는 학부모의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맥락이 제 3유형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직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갈등 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직원 역량 및 효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Jeon,

Buettner 그리고 Grant(2017)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제 4유형의 원장들은

교직원과의 협력을 위한 추진력, 판단력,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장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모든 업무의 총괄자이므로 순간 대처능력은 중요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잘 대처하기 위한 역량도 중요하다. 원장의 리더십은 조직문화를 재구성하여 효과적인 조직

문화를 창조하고, 교직원을 지원하고, 교육을 촉진하는 리더십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내적기

제이다(조운주, 2011). 최근 원장의 리더십은 업무 성과뿐만 아니라 삶과 관련된 심리적 행

동적 특성까지 연결시킨 역량으로써 강조되고 있다(김미경, 박수진, 2019).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점점 더 제 4유형의 원장들과 같이 교직원과의 협력,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리더십을

발달시키며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모습이 더욱 더 강조되리라 예상된다. 역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기에(박수진, 김미경, 2017) 원장 개

인의 특성과 조직에 적합한 역량을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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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원장의 역량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절대적 지식으로서의 어린이집 원장 역량이 아닌

맥락 속에서 그들의 인식을 탐색하였다. 이전 선행연구는 역량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기

반으로 하여 어린이집 원장 역량을 다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실제 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 역량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어린이집 원장의 역량을 탐색하는데 있어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개인의 생각과 가치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QUANL PC 프로그

램을 통해 유사점, 차이점을 도출해 냄으로써 각 유형 간의 인식 차이를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Q 방법론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혼합연구방법을 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Q 방법론은 각각의 유형을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만(김남이, 2015), 각 유형에 해당하

는 사람들의 비율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30명

중 제 1유형이 9명, 제 2유형이 5명, 제 3유형이 7명, 제 4유형이 6명으로 제 1유형의 대상자

가 가장 많이 나왔지만, 현실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율이라고 추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린

이집 원장 역량에 있어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다양한 변인을 구안하여 양적연구를 실시

한다면 어린이집 원장 역량에 대한 관점을 전환시키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Q 방법론은 P 표본 대상이 소표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Q 진술문도

있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Q 표본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원장 역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심층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셋째, 추후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역

량이 실천되는 맥락을 살펴보는 현장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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