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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 갈등관리 유형이 협동적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마지순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Styles for Conflict 
Management Type on Coope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Ji-Sun Ma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갈등관리유형이 협동적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중소도시 I시 유아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교사 138명이다. 검사도구는 유아교사의 협동적 조직문화 및 갈등관리 유형에
대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의 pearson의 적률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유아교사의 갈등관리 유형
이 협동적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유아교사의 협동
적 조직문화와 갈등관리 유형 전체는 관계가 있었다. 협동적 조직문화 전체는 특히 갈등관리 유형의 통합형과 가장 높은
관계가 있었으며, 그 다음은 타협형, 배려형, 지배형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회피형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사의 협동적 조직문화에 미치는 갈등관리 유형의 하위요인은 통합형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그 다음은
배려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적 조직문화의 하위영역에서 협동적 지도성에는 통합형이 가장 높은 영향
력 지니고, 그 다음은 배려형이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협동성, 동료지원, 학습 동반자에는 통합형
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교사의 갈등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갈등관리 유형과 협동적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re-service teacher's coope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conflict management type. The subjects were 138 preschool teachers. The data were obtained by 
self-reporting and used to investigate the teacher's conflict management type and coope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relationship between the coope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he overall
type of conflict management. The overall coope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had the strongest 
relationship, particularly with the integrated type of conflict management. The following appeared in the
order of compromise, consideration, and domin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relationship with
the avoidance type. Second, regarding the sub-factor of conflict management type that affects the 
coope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integrated type has the strongest 
influence, followed by the caring type. In the sub-factor of coope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the 
integrated type has the strongest influence on the cooperative leadership, followed by the caring type. 
The integrated type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eacher cooperation, peer support, and learning 
companion. 

Keywords : Early Childhood Teacher, Conflict Management Type, Coope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Teacher Education Program, Polic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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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아교육기관은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집
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교육에서 좋은 수업과 좋은 
교육환경 준비에 대한 업무와 그 외 유치원 행사 등의 과
중한 업무 특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협동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있다[1, 2]. 동료 교사들과 서로 조언을 제공하
고 전문적인 대화를 장려하는 협동적 조직문화 형성을 
요구한다[3]. 

협동이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련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이해 당사자가 이해와 가시적인 
자원을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4]. 협동적 조직문화는 구
성원 간의 조언과 조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동료관계가 
원만히 형성되어 조직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나고 협동을 
중요시 한다[5]. 즉, 협동적 조직문화는 구성원 간의 신뢰
감을 증진시키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조직을 능률적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원동력[6]이며, 교사들 간의 전문성 신
장을 위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언과 요청이 이루어
지는 상호협력적인 과정인 것이다[7]. 이러한 협동적 조
직문화는 교사들의 무기력증을 낮추며 조직효율성을 높
일 수 있는 교육적 사명감과 신념을 촉진 시킬 수 있다
[8]. 최근에 성공적인 조직문화에 관련된 연구들은 전문
가 집단의 작업공동체, 공동체로서의 열정, 전문적 교사
공동체 등으로 표현되는 협동적 조직문화가 교육개혁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을 강조하고 있다[3, 7].

유아교육기관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
할 수 있는 협동적 조직문화는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
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3].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협동적 조직문화는 유아교사의 직무
만족도에 직접적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시민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반면, 유아교육기관의 조직문화는 다양한 동료교사들
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긍정적인 관계가 존재
할 뿐아니라 극심한 갈등도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유아교
육기관은 다른 학교급보다 규모가 작지만 다양한 인간관
계가 밀접하게 형성되어있고[1,2], 업무처리가 체계적, 
과학적, 합리적이기보다 한 명의 조직원이 동시에 여러가
지 과제를 수행 할 뿐만 아니라 과제 완성에 대한 책임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2]. 그리하여 어느 조직
보다 개인 간 갈등이 많이 내재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8].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유아교육기관의 조직문화는 
동료교사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긍정적일 수만은 없고, 부

정적인 의미를 지닌 갈등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
이다. 

그렇지만 갈등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나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때문에 갈등상황을 
무조건 피한다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갈등의 기능을 알고 
충돌과 마찰을 잘 관리 한다면 더 많은 성장을 촉진 시킬 
수가 있다[10]. 즉, 갈등관리 방법에 따라 교육목표 달성
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11]. 갈등관리란 개
인이 갈등상황에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과 타
인에 대한 관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정도에 따라 상황
에 맞게 갈등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12].

Rahim(1983)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인지
의 주체가 되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한 관
심의 정도를 근거로 갈등관리 유형을 5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였다[13]. 첫째, 통합형은 갈등상황에서 자신과 상대
방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것을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유형이다[14]. 둘째, 배려형은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일부 양보하여 다른 사람
의 관심을 충족시켜서 갈등을 해결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셋째,지배형은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양보를 요구하
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형이다[15]. 넷
째, 회피형은 갈등상황을 회피하거나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의견 불일치나 좌절을 공개적으로 표현
하기보다 문제를 회피하는 유형이다[14]. 다섯째, 타협형
은 자신과 타인의 관심사를 중간 정도 충족하려는 방식
으로 상호양보나재빨리 중도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유형
이다[15]. 

갈등관리 유형에 관한 연구들은 갈등관리 유형이 교사
들의 조직 스트레스[16], 조직효과성[11], 조직몰입도
[17]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
아교사들이 교직원들과의 갈등상황에서 어떤 갈등전략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참여관찰을 실시하고 질적
분석한 연구[18]가 존재하지만 유아교육기관의 갈등관리 
유형의 다양한 변인을 밝혀서 이를 조직문화 형성을 위
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
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 협동적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는 협
동적 조직문화에 대한 기관 및 교사 변인에 따라 분석한 
연구[19], 협동적 조직문화 인식에 대한 연구[3. 4, 19], 
협동적 조직문화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3], 교사효능
감과의 관계[19]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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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N %

Age

under 30 39 28.3
31~35 51 37.0
36~40 5 3.6

over 41 43 31.2

Education
2 years college 113 71.8
3 years college 10 7.2

university 15 10.8
Educational  public kindergartens 17 12.3

Table 1. Background of Subject                (N=138)

service

Private kindergarten 30 21.7
National and Public 

nursery school 23 16.7

Private nursery school 68 49.3

Career

under 1 55 39.9
under2 ~ 3 31 22.4
over3 ~ 4 22 15.9

over 5 30 21.8

Class
under 6 51 45.0

7-10 47 34.1
over 11 40 20.9

[16, 20],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20] 등이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협동적 조직문화가 
유아교사의 기관 및 변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22],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유아교사의 갈등관리 유형이 협동적 조직문화
에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유아
교사의 갈등관리 유형과 협동적 조직문화의 관계는 유아
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의 갈등관
리 유형과 협동적 조직문화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갈등관리 유형과 
협동적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협동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
정하였다.

첫째, 유아교사의 협동적 조직문화와 갈등관리 유형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교사의 협동적 조직문화에 미치는 갈등관리
유형의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소

도시인 I시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교
사를 대상으로 기관에 사전에 연구 취지를 전화로 알리
고 허락을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부 및 
회수는 우편을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설문지의 답변이 불
성실한 12부를 제외하고 총 138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2.2 연구도구 
2.2.1 유아교사의 협동적 조직문화
본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협동적 조직문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초, 중등학교 협동적 학교조직문화형성에 관한 정
일환의 연구에서 학교 조직문화 요인을 유아교육현장에 
맞는 질문 형태로 바꾸어 구성한 이정희(2005)의 설문지
를 그대로 활용하였다[10].

협동적 조직문화는 교사의 협동적 지도성 6문항, 협동
성 6문항, 동료지원 4문항, 학습동반자 4문항, 총 20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전체는 Cronbach’ ɑ .941, 협동적 
지도성 Cronbach’ ɑ .911, 교사의 협동성 Cronbach’ 
ɑ .890, 동료지원 Cronbach’ ɑ .892, 학습동반자 
Cronbach’ ɑ .880으로 나타났다. 

2.2.2 유아교사의 갈등관리 유형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갈등관리유형을 알아보

기 위해 Rahim(1993)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의 정
도에 따라 5가지로 구성한 ‘개인 간 갈등관리유형 측정검
사(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를 백은영(2004)이 번안하여 사용하고[23], 최
희주(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20]. 갈등관리 유형은 통합형 7문항, 배려형 5문항, 지
배형 5문항, 회피형 6문항, 타협형 4문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갈등관리 유형 전체가 Cronbach’ɑ .914
으로 나타났으며, 통합형 Cronbach’ɑ .886, 배려형 
Cronbach’ɑ 665, 지배형 Cronbach’ɑ . 858, 회피형, 
Cronbach’ɑ 760. 타협형, Cronbach’ɑ .776.으로 나타
났다.

2.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1호, 2021

498

Coope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Cooperative 
leadership

Coopera
tion

Peer 
support

Learning 
compani

on

Total

Conflict 
Manage
m ent 
Type

integration .178* .370** .455** .411** .411**

considerat
ion -.006 .214* .325** .235** .214*

control -.036 .239** .217* .204* .181*

avoidance -.041 .084 .006 .137 .052
Cooperati

on .126 .292** .390** .373** .337**

Total .054 .311** .348** .347** .304**

  ***p <.001

Table 2. The Relationship of early childhood teacher's 
Coope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Conflict 
Management Type                   (N=138)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
variable B βeta SE R2 a d s 

R2 F

Cooperative 
organization

al 
culture 

(constant)
integration

56.635   5.572
.169 .162 27.5

80***1.052 .411 .200

(constant)
integration

compromise

61.223   5.926
.195 .183 4.36

6*1.552 .606 .311
-.991 -.253 .475

Cooperative 
leadership 

(constant)
integration

21.908   2.078
.032 .025 4.46

5*.158 .178 .075

(constant)
integration

compromise

24.119   2.187
.082 .069 6.06

1**.399 .451 .115
-.478 -.353 .175

Cooperation (constant)
integration

13.859 2.282
.137 .131 21.6

20***.381 .370 .082

Peer support (constant)
integration

10.064 1.297
.207 .201 35.4

63***.277 .455 .047

Learning
companion 

(constant)
integration

10.804 1.243
.169 .163 27.7

01***.235 .411 .045
***p<.001

Table 3.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Coope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on 
Conflict Management Type         (N=138)

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아교사의 협동적 조직문화와 갈등
관리 유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교사의 협동적 조직문화
에 미치는 갈등관리 유형의 영향 알아보고자 단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변량팽창계수(VIF), Durbin- 
Watson 값을 산출하였다. 변량팽창계수(VIF)는 1.570~ 
3.830사이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Durbin-Watson 값은 1.703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준값 잔차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2
에 근접하여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하
고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3.1 유아교사의 협동적 조직문화와 갈등관리 유형의 
관계

유아교사의 협동적 조직문화와 갈등관리 유형의 관계
를 알아본 결과는 표1.과 같다. 유아교사의 협동적 조직
문화와 갈등관리 유형 전체는 의미있는 정적상관이 나타
났다(r=.304, p<.001). 유아교사의 협동적 조직문화의 
전체는 갈등관리 유형 하위영역에서 통합형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r=.411, p<.001), 타협형(r=.337, 
p<.001), 배려형(r=.214, p<.001), 지배형(r=.181, p<.001) 
순으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회피형과는 의미있는 
정적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적 조직문화의 하위영역인 협동적 지도성(r=.178, 
p>.001), 교사의 협동성(r=.370, p>.001), 동료지원
(r=.455, p>.001), 학습동반자(r=.411, p>.001)는 갈등

관리 유형의 통합형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그 다음은 동료지원(r=.325, p>.001), 학습동반자
(r=.235, p>.001)는 배려형과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교사의 협동성은 지배형(r=.239, p>.001)과 다음으로 높
은 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협동적 조직문화의 모든 하
위영역은 회피형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유아교사의 갈등관리 유형 전체는 협동적 조직문
화 전체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갈등관리유형은 협동적 
조직문화 중 동료지원과 가장 높은 관계가 있었으며, 학
습동반자, 교사의 협동성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협동적 지도성과는 의미있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갈등관리 유형의 통합형, 배려형, 타협형은 동료지원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지배형은 교사의 협동성
과 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피형은 협동적 
조직문화의 하위영역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2 유아교사의 협동적 조직문화에 미치는 갈등관리
유형의 영향

유아교사의 협동적 조직문화에 미치는 갈등관리 유형
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유아교사의 협
동적 조직문화에 미치는 갈등관리 유형은통합형이 16.2%로 
가장 높은 영향력(F=27.580, p<.001)을 지니고, 그 다음
으로 배려형이 2.1%의 영향력을 추가하여 총 18.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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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4.366, p<.05).
협동적 조직문화의 하위영역에서 협동적 지도성에는 

통합형이 2.5%의 가장 높은 영향력 지니고, 그 다음은 
배려형이 4.4%의 영향력을 추가하여 총 6.9%의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F=4.465, p<.001). 교사의 협동
성, 동료지원, 학습동반자는 통합형이 13.1%(F=21.620, 
p<.001), 20.1%(F=35.463, p<.001), 16.3%(F=27.701, 
p<.001)의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사의 협동적 조직문화에 미치는 갈등관리 
유형의 하위요인은 통합형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다음은 배려형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동
적 조직문화의 하위영역에서는 협동적 지도성에 통합형
이 가장 높은 영향력 지니고, 다음은 배려형이 영향을 지
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협동성, 동료지원, 학습
동반자에는 통합형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갈등관리 유형이 협동적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에따라 결론 및 논
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협동적 조직문화와 갈등관리 유형 
전체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적 조직문화 
전체는 갈등관리 유형의 하위영역인 통합형과 가장 높은 
관계가 있었으며, 다음은 타협형, 배려형, 지배형의 순서
로 나타났다. 반면 회피형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협동적 조직문화의 하위영역인 협동적 지도성, 교사의 
협동성, 동료지원, 학습동반자는 갈등관리 유형의 통합형
과 가장 높은 관계가 있었다. 다음은 동료지원 및 학습동
반자는 배려형과의 관계가 있었고, 교사의 협동성은 지배
형과 관계가 있었다.

협동적 조직문화와 통합형의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는 유아교육기관의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관리유형의 하위영역이 통합형으로 나타난 연구결과
[11]를 간접적으로 지지해준다고 볼 수 있다. 협동적 조
직문화가 양질의 교육을 유아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교사 
간에 서로 협동하고 동일한 목표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갈등관리 유형에서 자신과 상대방 목표
를 둘 다 성취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통합형과 
가장 높은 관계가 있다는 연구[24] 지지해 주기도 한다. 

또한 협동적 조직문화와 통합형의 상관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는 유치원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통합형
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16]. 협동적 조직문화가 교사의 무기력증을 줄이며 
직무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적 사명감과 신념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4]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낮아질 수 있
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통합형의 갈등관리 유형
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16]를 실증적으로 지지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유아교육기관
에서 협동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갈등
관리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동시에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개인의 갈등을 조직문화에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개인 갈등을 주관적으로 조
정하도록 두기보다는 조직문화를 협동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통합형, 동료지원, 
배려형, 지배형의 갈등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사의 협동적 조직문화에 미치는 갈등관리 
유형의 하위요인은 통합형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다음은 배려형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동
적 조직문화의 하위영역에서 협동적 지도성에는 통합형 
가장 높은 영향력 지니고, 다음은 배려형이 영향을 지니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협동성, 동료지원, 학습동
반자에는 통합형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동적 조직문화 전체 및 협동성, 동료지원, 학습동반
자 하위영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통합형
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협동적 조직문화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갈등관리 유형이 통합형임을 보여주는 실
증적인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예방전략, 해소전략, 자극 전략의 하위영역
으로 구분된 갈등관리 전략이 조직 유효성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25]와 동일한 변인은 아
니지만 조직 유효성과 협동적 조직문화는 유아교육기관 
조직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로 볼 때 유사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갈등관리 전략이 조직 유효
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26]와는 유사한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기관의 협동적 조직문화를 형성하
기 위해서 갈등을 긍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세
울 때 통합형과 배려형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제시해주
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에 비추어볼 때, 유아교육기관의 협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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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교사의 갈등관리 유형을 현장
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갈등관리 유형에 대한 모형
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유아교
사의 갈등관리 유형에 관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 유형 중 통합형 및 배려형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하여 협동적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협동적 조직문화와 갈등
관리 유형에 대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의해양적분석 
방법을 활용한 제한점이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유
아교사의 갈등관리 유형과 협동적 조직문화 관계 이해를 
위한 현상학적인 연구한다면 유아교사의 갈등관리 유형
이 출현하는 상황과 협동적인 조직문화의 양상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사의 협동적 조
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통합형과 배려형의 갈등관리 내용
이 포함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협
동적 조직문화와 갈등관리 유형의 관계 및 영향을 알아
봄으로써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의 갈등을 주관적인 관
점으로 두기보다는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방안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협동적 조직문화 형성에 중요한 변인이라
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연
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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