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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현장의 원장에 대한 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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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유아교육 장에서 원장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원장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그들이 교육 장에서 경험하고 탐구한 원장으로서

의 필요한 자질과 역할, 태도와 이미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교사들에게 어떤 향을 미치는지 밝 내고자 

토론과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 장에서 요구하는 원장의 자질은 문가  

자질이나 지도자  자질보다 인성  자질이 우선 으로 요구되었다. 둘째, 교사의 역량을 키우고, 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교육에 한 책임감 있는 자세와 문가 인 태도는 원장이 갖춰야 할 요한 요소로 요구되었다. 셋째, 원장의 이미지는 
교사의 의사결정과 교육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at this ledger to ensure that they hav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Director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working in child care centers for this purpose was selected
as study participants 10 people. Education director and explore their experience in the field as a necessary 
qualifications and roles, attitudes and images were evaluated what would. and Revealing how it affects teachers was 
conducted in-depth discussions and interview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qualities required of a directo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field of personality qualities
than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leadership qualities were required by priority. Second, raise the capacity of 
teachers and to activate theEducation,responsibleattitude and professional attitude to training was required as an 
important element to ensure that they have this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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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
고, 만0세-만5세 무상보육 실시와 련 하여 국가에서는 
직장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증설 등을  국가 정책

으로 내놓고 있다.  이 듯 최근 시행되고 있는 유아 

보육정책지원에 한 사회  인식  제도는 비교  

진 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한, 실의 유아교육기 에 근무하고 있는 유아 교사

의 직업이 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유아 보육 장에서는 매 년 교사 채용을 할 때면 

양질의 교사들 확보에 원장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 질 높은 보육에 한 요구는 갈수록 증가하나 부모들
은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경 , 2011) 고 하는 실 속에서 유아를 보살피고 
가르치는 교사들은 유아의 부모 역할까지 하는 사회  

심이 되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 할 수 없다. 란 말도 있

듯이, 이러한 교사의 질 한 원장이 자신의 역할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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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N
Creche infant private childcare center 10

Director age
under 45 2
under 50 4
50 over 4

Academic ability
Graduate 6
Master 4

Career
10 over 6
20 over 4

Number of teacher
5 ~ 10 3

11 ~ 20 5
over 20 2

Table 1. General background of the entire study 
          participants               (N=10)

를 어떻게 인지하고 수행하느냐에 따라 교사 효능감, 직
무만족도, 조직 몰입, 직무스트 스에 향을 주어 그 교

육기 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의 직무태도  교육의 질에 

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의 원활
한 운   교사의 문성 신장을 한 원장에게 요구되

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하여 본 
연구는 토론  심층면담을 통해 원장에게 필요한 자질, 
갖춰야 할 태도, 이미지에 해 원장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고, 원장교육에 반 하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유아교육 장에서 요구하는 원장으로서의 자질은 
무엇인가? 

2. 유아교육 장에서 요구하는 원장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가? 

3. 원장의 이미지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지역에서 어린이집을운

하고 있는 보육시설장으로 민간보육 운 경력이 10년 
이상 된 원장 10명으로 구성하여 포커스 그룹토론으로 
연구하 다.  

2.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하여 원을 경 하고 유아교

육 경 인 모임에 함께 공부하는 원장들에게 연구에 

한 설명과 함께 연구 참여에 한 승인을 얻은 후 녁

시간에 모여 함께 식사하며 자연스러운 분 기에서 토론

을 나 었고, 내용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해선 
구체 인 의견을 얻고자 심층면담을 실시하기도 하 다. 
모든 내용은 참여자의 사  동의하에 녹음을 하 고, 녹
음한 자료는 사하 다. 사한 자료와 면담 시 연구자
가 기록한 메모지를 참고로 연구 자료를 마련하 다.

2.3 자료수집방법

본 자료를 한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7월 14일부
터 8월 1일까지 고, 이 기간 동안 참여자들과 녁시간
에 모여 토론하고 참여자의 원에 방문하여 심층개별면담

을 실시하 다. 수집방법은 토론그룹에 한 면담과 면
담 이후에 개별 면담을 통하여 수집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용하 다.

2.4 자료 분석 방법

연구자는 그룹 토론을 마친 후 녹음 된 내용을 사하

여 자료를 분석하 다. 면담 시 녹음한 내용을 사하면
서 연구자의 장 메모도 이에 하도록 체계성을 갖고 

기록하 다. 수집 된 자료는 체계 으로 구체화하기 

해 개방 코딩하여 필요한 자료와 필요치 않은 자료, 새로
운 아이디에어를 주는 자료와 그 지 않은 자료를 구분

하는 작업을 하 다. 다음으로 자료를 반복 으로 읽으

면서 자료 내에 숨어 있는 의미를 분석하 다. 이러한 분
석 과정을 진행하면서, 련 문헌 고찰과 동료검증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 다.

3.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유아교육 장 원장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유아교육 장에서 요구되는 원장의 자질  어떠한 자질

이 가장 요하게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교육
장에서 가장 요한 유아교육과 교사교육을 원장이 어

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10년 이상의 10명의 원장들
과 토론과 심층개별 면담을 통한 질  연구방법을 진행

하 다. 제시 된 결과는 유아교육 장의 원장에 한 큰 
주제 아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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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아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원장의 자질

원장의 자질을 묻는 질문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문

인 자질이나 지도자 인 자질보다 인성 인 자질의 성

실성과 존경 신뢰와 의사소통 등 따듯한 인격을 갖춘 성

품으로 남을 포용하며 배려하는 원만한 성격이어야 하

며, 정 이며 사랑이 많은 인성  성품이 가장 요하

다고 언 하 다.  
선행연구에서도 유아교육기  원장의 자질을 임재택

(1988)은 첫째, 원장은 올바른 아동 과 유아교육에 

한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사자로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 셋째, 원장은 원만한 인 계 능력

이 있어야 하며, 교직원들 간의 인간 계 형성에 노력해

야 한다. 넷째, 원장은 원 운 에 있어 민주 이고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 다. 
 
원장은 아이들을 먼  사랑하고, 교사를 배려하며 학

부모들과도 따듯한 소통이 먼  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 (원장1)

원장은 따듯한 배려심, 책임감등을 먼  갖춘 후 문

가 인, 지도자 인 자질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요. 지식과 리더십이 있더라도 교사와 아이들에 한 애
정과 배려, 이해가 없다면 교육하는 사람으로 아무 소용
이 없을 것 같아요. (원장2)

유아교육원장은 유아교육자로서 유아발달  교육에 

한 문 인 지식도 요하고, 교사들 뿐 아니라 학부
모, 지역사회 교육하고 리더하는데 지도자 인 자질도 

매우 요하지만, 그것들 바탕에 성품, 인성이 먼  되야 

바른 교육을 지향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  사회 문

제로 유아교육 장에서 문제시 되는 것들의 기본을 보

면, 원장의 인성이 덜 되 있는 데서 문제 된 것 아닌가, 
심히 염려될 때도 있어요.(원장3)

문제아 뒤에 문제 엄마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원
의 문제  교사들의 인성 인 문제는 원장의 인격과도 

련 되진다고 생각해요. 원장의 바른 생각과 성품이 교
사교육을 통해 달 되 지 못해 그런 것 아닐까요? (원장
4)

에 제시 된 토론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유아교육 

장에서 원장으로 갖춰야 할 가장 우선시 되는 자질은 

인성  자질임을 알 수 있었다. 그 해석으로는 유아교육
기 이 가정을 신하여, 어린 유아들을 돌보고 교육하
는 곳으로 그 곳의 수장이 먼  인격 인 자질을 갖추었

을 때, 교사와 유아들에게 그의 성품이 달되어 교육되
어지기 때문이다. 

한 원장의 인성  자질을 바탕으로 한 리더  자질

은 교사들에게 원장에 한 존경과 교사들의 직무만족도

가 높을 것이다. 
배 희(1988)에 의하면 원장의 지도성은 직 으로 

교사에게 달되며 그 향은 유아들에게 되어진다

고 하 다. 한 Halpin(1967)도 인화성 지도성의 요
성을 말하 다. 2010년 이 만 해도, 원장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로 차정윤(2007)은 문  지식과 능력 등이 포

함된다고 하 고, 김태연(1999)도 문가  자질에 해 

강조하 다. 이 듯이 선행연구에도 문가  자질을 많

이 강조했지만, 이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도 원
장의 인성 인 자질은 가장 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

다.

3.2 유아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원장의 자세

와 태도

원장은 원을 운 하고 리하는 역할 뿐 아니라 교사

를 지도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하기에 원의 리더로 

교육의 목표와 취지를 달성함에 원장의 문가 인 자세

는 매우 요하다.
유아교육기 의 원장은 다른 일반 인 직업들에 비하

여 사활동에도 목 이 있고, 사회진보에 있어 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문직 직업으로 업무의 요성을 

인식하고 자 심을 갖고 실천 해 나가며 책임감 있는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홀(1968)은 문직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있어서 그 직업에 종사하

고 있는 문직업인들의 태도가 요하다고 말하 다. 

원장은 문인으로서의 태도를 갖추고 교사의 문  

문제해결과 개인  문제해결도 풀어 가  수 있는 능력

을 갖추는 것이 원장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원장2)

원장은 같이 있는 교사의 문  성장을 도와  수 있

어야 하는데, 그러기 해선 본인이 문가 인 마인드

와 교육이 있어야 하겠지요.(원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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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으로 갖춰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교사와 학부모에게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한 이해를 시켜  수 있는 문지식을 끊임없이 공부하

며 문가 인 태도를 잃지 않을 때 부모와 교사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겠어요.(원장5)

이 듯이 선행연구에서도 원장이 갖춰야 할 자세로 

김진근(2003)은 첫째로, 원장은 교직원의 근무조건 개선
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원장은 교사의 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고 개인  문제에도 심을 보여야 

한다. 셋째로, 원장은 한 오리엔테이션 로그램 등

으로 신임교사로 하여  직무에 잘 응할 수 있도록 도

와주어야 한다. 넷째로 원장은 교사와 학부모로 하여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한 기본  사실에 하여 이해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섯째로 원장은 교사로 하여
 유아의 흥미, 요구, 능력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섯째로 원장은 좋은 연수
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의 문  성장을 도와주어야 

한다. 일곱째로, 원장은 교사로 하여  스스로 자신을 평

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덟째로, 원장은 학
부모와 주민으로 하여  원 로그램을 이해하고, 효과
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홉째로, 원장은 
자신의 문  성장을 하여 각종 연수, 장학 의에 

극 으로 참여한다. 열 번째로 원장은 연간, 월간, 주간, 
일일교육계획 활동을 세워야 한다. 열한 번째, 원장은 교
사로 하여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시도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열두 번째, 원장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사와 
동 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열세 번째, 원장은 교사
를 한 문  발  기회(각종 연수, 학원 진학 등)을 
극 으로 권장, 지원 해 주어야 한다. 
 결과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원장이 교사를 교

육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기 해서는 원장으로

서의 문가 인 자세가 매우 요하다. 

원장의 좋은 태도는 교사의 자질역량을 크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교육에 한 태도가 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좋은 태도라고 말 할 수 있다.

3.3 원장의 이미지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Martineau에 의하면 이미지는 상에 한 기능  질

과 심리  속성의 역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정의

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기능  질이란 객 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며, 심리  속성이란 상에 

의해서 창조되는 감정을 말한다. 이미지란 단편 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 , 사회 , 문화 , 역사  

과정의 지속 이고 복합 인 산물로서 사람들이 어떤 

상에 하여 지니게 되는 심상이다. 사람들은 상에 
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면 상이나 사물에 한 객

 정보나 지식에 의해서 반응하기 보다는 이미지에 따

라 반응하게 된다. 때문에 인지된 이미지는 상을 체
하게 되며 상이나 사물에 한 개인의 반응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K. Marton and J. J. Boddewyn, 
1978). 한, 이미지란 개인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갖
고 있는 기억, 호감, 평가, 태도, 감정, 생각 등 머릿속에 
존재하는 심상의 종합이며, 은유  함축성을 갖는다(유
수경, 윤정혜, 황해익, 2007; 조은주, 2007; 하은
옥,2007). 즉 이미지는 한 상에 한 신념, 생각, 인상
의 총체로 그 상에 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

는 요한 요소인 것이다(하 ,1998; Kotler, 1998). 
이 듯이, 이미지를 끌어내기 해서는 그 상에 한 
과거의 경험이 필요하고 그에 한 심리 인 작용에 의

해 그려지는 자신만의 느낌이 요하다.  

우리가 볼 때 교사도 교사다워야 신뢰가 가듯이 원장

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같은 원장 이
란게 좀 민망한 원장님도 있잖아요, 자기 리 하나 안 
되고, 교육보다 돈에만 우선하는... (원장6)

원장이 원장다운 이미지, 교육자다운 이미지를 갖추
어야 교사한테도 주문 할텐데, 원장이 먼  그 지 못하

니, 그 원에 가면 교사도 정신없고, 아이들도 그 고, 그
러면서 엄마들이 말 안 듣는단 불평만 하고,, (원장7)

원장이 헤어스타일부터, 옷차림, 말투, 억양 이런 것
들이 그 원장의 이미지로 모든 걸 단  한다는 걸 잘 

모르는 원장들이 계시더라구요. (원장8)

우리  원장은 그 원의 조리사보다 못하게 하고 다니

더라구요. 마트도 본인이 직  가는데 그러다 학부모 만

나면 민망치도 않나 .. 그러고 어떻게 다음에 부모교육
을 하겠어요(원장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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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원장님은 딱 보기에 외모는 괜찮아요 그런

데, 걸음걸이며, 말 어휘며, 무 아니야.. 그런 원장한테 
교사들이 뭘 배우겠으며, 아이들을 맡긴 학부모는 마음
이 얼마나 편치 않을까. 가끔 내가 염려가 되요. (원장 
10) 

이 듯이 교사에게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원의 

총책임자인 원장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원 안에서의 인  

환경은 교사의 근무환경의 질에 향을 미치며 유아교육

의 질에 실질 인 향을 다(이선경, 1991).고 하 듯

이 원장의 이미지는 원장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생

각한다. 바람직한 이상형의 유아교육기 장 이미지는 교

사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에 

해 그들이 만족함과 동시에 직업  만족을 얻고 

으로부터 교육의 진가를 인정받는데 필수 인 것이다. 
류칠선(2000)은 유아교육기 장 자신이 지닌 유아교육

기 장에 한 이미지는 교사의 의사결정과 행동, 유아
의 교육에 향을 주므로 그 요성이 강조된다고 하

다.

내가 아는 원장님은 미소가 무 온화하고, 편안해 보
여서 연세가 있으시고, 옷차림 등이 조  스럽게 보여

도 그 미소와 표정이 원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 로 살

려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도 할머니같이 포근하면
서도 엄 있으시다 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원장 8)

원장의 이미지는 정말 요한 것 같아요. 첫인상이 3
 만에 결정된다고 하고, 그 이미지가 신뢰로까지 이어
진다고 하는데, 원장으로서의 이미지가 원장 스럽지 못
하고, 약하다면, 원을 경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장10)  

이 듯이 원장의 얼굴, 몸짓, 표정, 말투, 태도, 옷차
림, 헤어스타일 등 신체  특징으로 보여지는 모든 부분

들이 원장의 성격과 생각과 의도를 알고자 할 때 원장에 

한 이해와 지식으로 작용하여 원만한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이미지의 역할로 향을 미친다고 연구결과 

나왔습니다. 이러한 에서 원장의 이미지는 교사와의 

직간  경험을 통해 가졌던 인상과 느낌이 모아져 원장

의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상 에 

한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그 사람과 원만한 계를 형

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처럼 유아교
육기 장의 이미지는 문직으로서 원장에 한 신념, 
념, 인상의 총합으로 유아교육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
내므로 원장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참다운 모습을 나타

내 보여주기 한 이상형으로 키울 수 있어야 한다.
함께 일하는 교사들에게 원장의 이미지가 정 이

고, 멘토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근무환경의 개선과 바
른 풍토의 원 문화가 이루어져 교육, 보육 환경이 한층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원장의 자질은 원
장의 이미지와 더불어 좋은 교사를 양성하고, 바른 교육 
풍토가 자리 잡는데 요한 향 미치는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 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원장이 갖추
어야 할 자질은 문가  자질, 지도자  자질, 
인성 로 나  수 있는데 그 에 인성  자질

이 가장 요한 요소로 원장에게 요구되어진다.
둘째, 원장이 교사를 잘 교육하고 지도하기 해서는 

원장의 문가 인 자질과 태도가 요하다

셋째, 원장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하여는 원장의 이
미지가 큰 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원장의 문  자질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어지는 시 에서 인성  자질, 개인  

자질을 더 요시 강조하는 것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  자질들은 문  자질을 

가지기 한 필수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인성교육의 보
을 교사교육 뿐 아니라 원장교육에 포함시키는 개선책

이 필요하며 이에 한 연구는 후속연구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이다. 한, 원장의 이미지  태도를 찰하기 
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용하는 양 자료가 포함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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