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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음악학원 경영특성요인이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박 동 훈

많은 피아노 입문자들이 음악학원을 통해서 피아노 교육을 받고 있고 음

악대학 졸업생 중 상당수가 음악학원을 창업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육과정에서 음악학원 경영에 관련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다 보니 학원 창업자들은 학원 운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학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특성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루

어졌다.

효과적인 연구를 위하여 전국의 권역 별 14개 대학의 학생과 현재 학원

을 운영 중인 학원장에게 설문과 인터뷰로 사전 인식조사를 하였고, 그것

을 토대로 학원의 운영 요인을 분석한 후, 각 운영 요인들이 직무만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전국의 학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학원의 운영 요인은 환경 개선 요인, 경영 특성 요인, 학원

연합회의 회원유지, 강사의 질적 수준, 교재의 활용도, 원장의 경영마인드

로 하였으며, 연구 방법은 각 요인들이 직무만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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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환경 개선 요인과 강사의 질적 수준, 원장의 운영마

인드 3가지 요인이 학원장의 직무만족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 개선 요인에서 학원 창업 절차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

수적이며, 학원의 위치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초등학교 주변 그리고 아파

트 상가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고, 좋은 학원 시설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

고 나타났다. 강사의 질적 수준에서는 강사의 근무 기간이 길고, 학원생의

증가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며, 강사와 학원생의 관계가 원만한 것이 학

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원장의 운영마인드항목에서

는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를 지도하고, 교수법 연구와 대학원 진학 등 다

양한 자기 계발을 위한 노력, 학원생들을 유명 교수나 피아니스트의 마스

터 클래스에 참가시킴으로 학원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 학원생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콩쿠르 입상 등으로 인한 교육성과가 학원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질을 갖춘 원장과 강사가 학원 운영에 참여

하는 것은 성공적인 학원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효율적으로 학원을 운

영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과 과정에서 이러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학원 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직무관련 교과목인 학

원 경영, 사무 처리, 교재 연구, 다양한 교수법, 학원 현장 실습 등의 교과

목 수강을 통해 직무역량이 강화되어 대학을 졸업한다면 학원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리라 본다. 한편,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

장들을 위한 재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원연합회와 피아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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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전문 학회와의 연계를 통한 활동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아노 교수법 관련 전문대학원이 서울, 경기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도 활성화되어 학원장들의 재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학원 운영 요인으로 채택되었던 교재의 활용도

와 학원연합회는 분석 결과 수치가 낮아 요인에서 제외되어 검증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지만 교재의 적절한 활용은 학생들의 피아노 교육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에

서 빠진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주제어: 음악교육, 음악학원, 피아노 학원, 음악학원 경영, 피아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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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피아노 교육은 공교육 보다 사교육에 의존하여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교습의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개인 교습과 음악학원 및 교

습소를 통한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교습과 음악학원 및 교습소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개인 교습은 정해진 시간에 한 학생에게만 교사가 교

습을 하게 되지만, 음악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일정 시간에 여러 명의 학

생들을 돌아가며 교습을 하게 된다. 본 연구를 위한 전국의 권역별 14개

대학 444명의 음악대학생들 설문 결과에 의하면 84.90%의 응답자가 음악

학원 및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처음으로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음악학원 및 교습소가 우리나라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 교육 기관임을 보여준다.

음악학원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발전하며 늘어나

1997년 12월 서울에만 1,980곳에 이르렀다.1)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던 음악

학원은 2000년대 중반부터 그 성장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6년 4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도별 전국 학원 과정별 현황2)에 따르면

서울의 음악학원이 3,429곳이었던 것이, 2013년 5월 현재는 2,969곳으로 줄

1) Kim Kanghee, “Undergraduate piano pedagogy course offerings in selected

college and universities in Republic if Korea,” (DMA, diss, University of

Oklahoma, 1999), 1.

2) http://www.kaoh.or.kr 〔2013년 9월 1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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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었고, 2010년 이후의 전국 음악학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5,142곳에

서 2013년 14,659곳으로 점차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2006년에 비해 2013년 현재 약 500여개

의 음악학원이 줄어들었고, 전국 음악학원의 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

황이다. 이러한 결과는 저 출산으로 인한 피아노를 배우는 어린 연령층의

감소,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가계 소비 지출의 억제, 방과 후 학교를 통한

예능교육 확대, 학교에서의 예능교육 시간 감소, 피아노 전공자들의 증가,

그리고 피아노 외 다른 악기 수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서 기

인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강태우3)는 “학원 경영에도 과거의 주먹구구식

의 가내 수공업 형태가 아닌 일반 기업과 같은 경영 전문성의 요구가 증가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학원 경영의 전문성 부재가 음악 학원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효율적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박지영4)의 음악학원 창

업에 관한 연구, 김근호․한 희5)의 음악교육 혁신에 관한 연구, 음악학원

경영에 관한 연구들6)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미래의 학원장이 될

대학생들과 실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학원운영의

3) 강태우, “학원경영자의 역량기반 요구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2.

4) 박지영, “음악학원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

연구』6/3 (2011)

5) 김근호․한 희, “미디어 기술 기반의 학원 음악교육 혁신 설계,”『음악교육학』

5 (2012)

6) 옹선희, “음악학원 경영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허민

우, “피아노 학원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심지은, “음악학원 교육현장의 실태분석 및 발전적인 음악교육 방법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함현경, “음악학원 경영에 관한 활성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최연주, “음악경영을 통한 효율적인 마케

팅전략에 관한 연구,”(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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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한 논문은 찾기가 힘들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악학원의 경영목표는 이윤의 극대화라고 생

각한다. 그러나 음악학원 경영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는 반드시 교

육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창조적인 교육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경영의 성과를 결정짓

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음악 대학 피아노 전공자들 및 학원장들과의 설

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학원의 운영요인을 분석하고 그 운영요인이 직무

만족7)과 경영성과8)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학원운영을 준비하거나 학

원 운영자 중 경영성과에 불만족하는 학원장 또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원

하는 학원장을 위해 효율적인 학원운영 방법을 제언하고자 이루어졌다.

제 2 절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 앞서 먼저 대학생들과 학원장들의 학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설문 및 인터뷰로 사전조사9)를 실시하였다.

대학생 연구 모집단은 피아노 페다고지 석사과정이 개설 된 대학의 학부

학생들과 피아노 페다고지 석사과정이 미 개설된 대학의 학부 학생들이 서

로 인식차이가 있을 것이란 가설 하에 대학생들을 선정하였다. 대학교의

7)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현재의 직업에 만족한다, 학원운영을 계속 하고 싶다,

학원장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학원경영을 통한 성취감을 느낀다.” 4가지로 정

의하여 설문하였다.

8) 본 연구에서 경영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분류하였다.

9) 사전조사 : 2013년 5월 27일-2013년 10월 6일(13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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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은 교과과정이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한 각각 7개의 대학으로 총 14개

대학교10)를 선정하였다.

〔그림 1-1〕자료수집 대상 각 권역별 대학교 현황

다음의 <표 1-1>은 대학의 분류 및 설문 응답자 분석이다.

10) 피아노 페다고지 석사과정 개설대학: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수원대학교, 숙

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세대학교.

피아노 페다고지 석사과정 미개설대학: 강릉원주대학교, 경희대학교, 부산대학

교, 연세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경기권
  한세대, 수원대, 명지대

전라권  전남대

서울권
  경희대, 상명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숙명여대

제주권  제주대

경상권  부산대

충청권  한국교통대

강원권  강릉원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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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다고지 

석사과정 

개설 대학

(인원)

성별
빈도

(명)

백분율

(%)

페다고지 

석사과정 미 

개설 대학

(인원)

성별
빈도

(명)

백분율

(%)

명지대

(15명)

남 강릉원주대

(59명)

남 5 8.47

여 15 100 여 54 91.52

상명대

(6명)

남 1 16.66 경희대

(11명)

남 2 18.18

여 5 83.33 여 9 81.81

수원대

(32명)

남 부산대

(37명)

남 5 13.51

여 32 100 여 32 86.48

숙명여대

(29명)

남 연세대

(9명)

남 1 11.11

여 29 100 여 8 88.88

이화여대

(17명)

남
전남대

(65명)

남

여 17 100 여 65 100

중앙대

(22명)

남 3 13.63 제주대

(49명)

남 9 18.36

여 18 81.81 여 40 81.63

한세대

(75명)

남 7 9.33
한국교통대

(18명)

남 3 16.66

여 68 90.66 여 15 83.33

합계

(196명)

남 11 5.61 합계

(248명)

남 25 10.08

여 184 93.87 여 223 89.91

<표 1-1> 대학의 분류 및 설문 응답자 

설문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자의 위치에서 거리가 비교적 가

까운 대학교는 피아노 교수법 담당교수의 양해를 얻어 수업 시간에 직접

본 연구자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설문

지를 배포하여 작성하게 한 것을 수거하였다. 또한 그 외의 대학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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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학원장의 분류 및 설문 인원 구성

학원장 구분

(인원)
성별

빈도

(명)

해외 박사 학원장

(3명)

남

여 3

국내 유명 학원장

(3명)

남 2

여 1

졸업 후 창업 학원장

(3명)

남

여 3

합계

(9명)

남 2

여 7

피아노과 교수나 피아노 교수법 담당 교수에게 도움을 얻어 설문을 우편으

로 수거하였다.

설문지 구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설문대상자의 응답률 향상을 위하여 한

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범 실시하였고, 응답률이 저조한 일

부 문항과 주관식 문항을 수정 및 재구성하여 13개 대학에 배포하였다.

다음 <표 1-2>는 사전조사를 실시한 학원장의 분류 및 설문 인원 구성

이다.

<표 1-2> 인터뷰 학원장의 분류 및 설문 인원 구성 

학원장의 사전조사는 배경에 따라 학원의 운영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이

란 가설 하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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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유명 학원 중 본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3명의 학원

장, 그리고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학원을 개원하고 운영 중인 학

원장 및 과외교습자 3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에게는 이메일을 통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인터뷰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학원장의 경우 이메일로 보낸 설문 문항을 전화 인터

뷰에 의해 수집하였다.

대학생과 학원장의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근거로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각 지역의 학원장들 중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의 구성 및 분석은 제 3 장 연구설계의 제 4

절 표본의 설계 및 자료수집에서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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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음악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자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과 운영은 학원의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률에는 학원

및 교습소를 구분하는 기준, 학원장 및 강사의 자격, 그리고 시설의 기준

사항, 학원장의 책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이다11).

1. 학원 및 교습소의 구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10명이상

의 학습자12)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

는 시설인 반면, ‘교습소’는 과외교습13)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과 건물용도,

유해업소 유무, 화장실 기준은 동일하나 동시 교습 인원이 5명이고, 강사채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항.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의 교습자로도 학원 설립이 가능하다.

13) 과외교습: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

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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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불가하며, 1과목만 교습 가능한 것이 학원과 다르다.14) 2013년부터 교

습소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을 돌봐 주거나 교습소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직원 채용은 가능하게 바뀌었다.15)

2.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자격 요건 및 책무

1)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자격 요건

학원 설립․운영을 희망하는 자는 제시되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야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6)

첫째, 피 성년 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둘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넷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섯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여섯째,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http://www.kengu.go.kr 〔2013년 9월 12일 접속〕.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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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법인의 임원 중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

여덟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

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미만인자

2)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책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

하기 위하여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연수에 참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학습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보험․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적정한 수강료를 징수하는 동시에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수입·

지출 내용을 기록한 장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연수 의무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연수에 참석해야 한다. 특

히,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국 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17)

(2) 보험․공제사업 가입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

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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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18)

(3) 적절한 수강료 징수 및 장부 및 서류비치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되어 있고, 학습자(학부모)가 요구 시 학

원 설립․운영자(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게시 또는 표시 된 교습비 등

의 내역을 서면 고지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또한 학원설립․운영자(교

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거

나 또는 미달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원이나

교습소에서는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이를 기록․유지해야 한다.19)

이상에서 열거된 내용 외에 ‘성범죄 관련신고의무․취업제한 및 경력조

회’20), ‘과대광고 금지 조항’21) 등이 원장의 책무로 관련 법규에 제시되어

있다.

1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6조.

20) 강사를 채용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

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

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

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소재지 관할 경찰서)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

해야 한다.

21) 학원은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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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사의 자격 요건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22)

또한 강사의 경우에도 ‘성범죄 관련신고의무․취업제한 및 경력조회’23)가

필수이다.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

다.24)

4. 음악학원의 시설 기준

음악학원의 경우 교습내용에 따라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이 조금씩 다

르다. 따라서 각 시․도에서 조례로 제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시설과 설

비를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원의 경우 80㎡ 이상의 실습실을 갖추

어야 하고 교습소의 경우 전체 평수 허가 제한은 없고 강의실당 1명씩 총

5명을 동일 시간에 교습할 수 있다.

또한,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학교교과 교

습학원은 동일 건물 내 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일반게임장, 무도

학원 등이 있을 경우 설립할 수 없다.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제2항.

2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634호.

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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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동일 층의 경우와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의 경우를 제외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25)에 따르면 학원

운영의 악기과정, 실용음악과정, 성악과정에 따라 각각 악기 비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표 2-1>은 교습 내용에 따른 설비 및 교구 구비 기준이다.

<표 2-1> 교습 내용에 따른 설비 및 교구 구비 기준

악기 과정 실용음악 과정 성악 과정

-주요 실습용 악기 10대 이상

-기타 교습과목악기 각 5대 이상

-피아노, 기타, 드럼, 베이  

 스 등 악기 5대 이상

-기타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설비

-현대성악 : 악기 1대 이상

-고전성악 : 악기 1대 이상

25)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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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음악학원의 현황

1. 음악학원 교사 현황

정완규26)는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대부분 연주자 활약을 하지 못 할 것을

알면서도 연주자 전공을 고집해 왔으나 사회는 연주자 보다는 피아노 교육

을 담당 할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기류

변화를 바탕으로 1990년대 말 이후 많은 대학에서 피아노 교수학 관련 석사

학위 과정27)이 개설되었고 피아노 교수학 관련 교과목을 전문적으로 배운

유능한 피아노 교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NCKP(National Conference

on Keyboard Pedagogy)에서는 피아노 교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들

은 1)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 피아노 학습자들을 개인 및 그룹으로 지

도할 수 있는 능력, 2) 음악교육 전반 및 지도 교재, 그리고 관련 테크놀로

지에 관한 지식, 3) 학생의 음악성과 테크닉 발전을 위한 지도 시 위의 자료

들을 적절히 선택하고 계획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4) 다양한 스타일의

레퍼토리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연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

고 있다.28) 이에 피아노 교수학 석사 학위 과정이 만들어진 학교들에서는

26) 정완규, “피아노 페다고지의 중요성과 한국에서의 발전방향,” 65 (서울: 음연,

2008, 7), 62-64.

27) 1999년 경원대학교에 피아노교수학 전공 석사과정이 개설된 이후 현재 대진대

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세대학교, 호서대학교에서 피

아노 교수학 석사학위 과정이 있고 박사과정은 세종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세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다.

28) 정완규․권수미, “우리나라와 미국 대학원에서의 피아노 교수학 전공 운영 및

교과과정 비교 연구,”『음악교육연구』38 (2008):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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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들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피아노 전공자 뿐 아니라 비전공자로 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던 많은 교

사들이 석사 학위 과정을 통해 피아노교사로서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환

경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학원을

운영하기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음악

학원의 경영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들29)에 의해 나타난 분석에 의하면 음

악대학 출신 교사나 원장의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리고 연구자가 실시한 14개 대학 재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출강하는 학

원의 원장이 음대 출신이 아닌 경우가 5.33%인 것으로 조사되어 비전공자

학원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아노교수학 석사 학위 과정의 확산은 학부 커리큘럼 구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학부 교과 과정에도 교수학 관련 교과목들이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다음에서 제시되는 <표 2-2>는 학부커리큘럼에서 전통적 교

과목30) 외에 개설된 교과목들의 예를 보여주는데 조사대상 모든 대학에서

피아노교수법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 피아노 교수법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피아노 교수법외

에도 다양한 음악 교수법을 경험할 수 있는 교과목, 예술경영, 악기에 대한

이해, 컴퓨터, 음향, 그리고 음악 치료 관련 교과목 등이 개설되어 있어 학

생들이 연주자로서의 소양 외의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29) 김훈석, “제주지역 음악학원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11.심지은, 위의 책, 33. 옹선희, 위이 책, 33. 최지은, “음악학원 및

교습소의 교육적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개선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8), 23.

30) 전통적 교과목이란 전공실기, 음악사, 문헌, 음악이론관련 교과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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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피아노 페다고지 석사과정  개설대학

피아노 페다고지 석사과정 미 개설대학

관련
영역

교과목

명지대 상명대 수원대
숙명
여대

이화
여대

중앙대 한세대

강릉
원주대

경희대 부산대 연세대 전남대 제주대
한국

교통대

교수법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

스즈끼 기악 
지도법

○

아동 음악
○

○
 알렉산더 

테크닉 ○
지도 분야 

실습
○

피아노 
교수법

○ ○ ○ ○ ○ ○ ○
○ ○ ○ ○ ○ ○ ○

ABRSM
○

교재자료 
분석

○

그룹피아노
교수법

○

악기 

악기 구조학
○

○
악기구조
 및 관리

○
○ ○

악기 수리법
○

예술 
경영

예술강사 
인턴쉽

○

음악 
예술경영

○ ○ ○
○ ○

진로 

사회봉사 ○
진로와 

취업상담 ○
전공과 취업

○

<표 2-2> 권역별 14개 대학교의 학사과정 취업 관련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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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성공 
전략

○

컴퓨터 

음악소프트
웨어 연습

○ ○ ○

컴퓨터 음악
○ ○

음향 
음향기기 

개론
○

음악 
치료

음악 치료학 ○ ○

이러한 다양한 교과목의 개설은 실무형 인재 양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

구도 반영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대학교육협의회31)에서 발간한 『대학

자체 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대학의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직무

심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담당자의 직무 심

화프로그램 연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 14개 대학 재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교과목이 충분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55.33%의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수업이 충분하지 않다고 부정적

의견을 표하였다. 따라서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과목 개설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대학에서 피아노교수학전공이 생기면서 과거에 비해 음악학원에서 교육

을 담당할 교사들의 자질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미래의 음악학원 교사들이

느끼기에 대학교과과정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현 상황을 분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

한 교과목의 개설은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3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자체 평가 가이드라인』(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

회, 2011),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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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학원 수강자 현황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이 대학교과과정에 포함되고 수준 높

은 학원 교육을 담당할 역량을 갖춘 교사들이 많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학원 운영을 위협하는 사회적 현상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유기홍 국회의원실이 2012년 말 25개교의 서울 자사고의 학교운영계획서

규정과 방과 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자사고 운영을

시작한 학교들은 교과과정 편성 자율권이 주어지기 이전인 2009년에 비해

국·영·수 시수가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까지 늘어나 ‘입시 위주

의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32) 입시 위주의 교육은 초등학

교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피아노 학원으로 발길을 옮

길 여유를 주지 않는다. 신효영33)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3년 인구 대

체 수준(2.08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05년에는 세계 최저수준(1.08명)까

지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저 출산으로 인하여 피아노를 배우는 학령기의

인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도 학원 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음악 교수법을 기초로 한 다양한 교재

들이 출판되고 놀이처럼 음악을 접하는 프로그램들이 확산되면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는 연령이 과거에 비해 매우 어려졌다. 또한 취미 활동으로

피아노를 배우는 성인들의 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Bastein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32) http;//www.asiae.co.kr 〔2013년 11월 21일 접속〕.

33) 신효영,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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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피아노를 배우려는 성인 초보자의 수는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오

늘날 여가 시간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이고 자극

적인 활동을 원하게 되었으며 심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인들은 음악 교육

을 통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34) 

따라서 절대적인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악기 연주 능력을 함양하

기 위해 학원으로 유입되는 학생의 연령층은 다양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한편, 최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음악학

원에 학생들이 등록하는 이유가 ‘악기 연주 능력 함양’만으로 국한되지 않

는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해서 ‘악기 연주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자녀들을

음악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도 있지만, 자녀를 돌봐줄 기관으로 학원을 선택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효과적인

돌봄 기능을 할 수 있는 학원을 선호한다. 음악 학원이 차량 서비스를 하

는 경우 학원 차량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오고 귀가 시키는 역할을 한

다. 다시 말해서 학원이 학생들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

겠다. “사교육을 안 하고 싶어도 수업이 끝난 아이를 안전하게 픽업해 주

기 때문에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다”35)고 말한 어느 학부모의 인터뷰는 이

러한 현실을 아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돌봄 기능’외에 ‘학교 교과 과정을 보충하기’도 학원의 현재 수행하고 있

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본 연구를 위한 학원장 인식조사에서도 밝혀진

34) James W. Bastien, How to Teach P iano Successfully (New Orleans, 1973),
송지혜 번역『성공적인 피아노 교수법』(서울: 음악춘추사, 2003), 13.

35) 신성식 외 5, “ 학원도 ‘패키지 돌봄’ 시대,” 중앙일보 2013년 8월 14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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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충하기 위한 준비 기관으로 학

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으며, 실제 음악학원에서 학교의 시험이

나 수행평가를 위한 준비를 돕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따라서 2013년 현재 음악학원에 등록하는 학생들은 악기 연주 능력 함

양, 학교 수행평가의 효과적인 준비, 부모님이 안 계신 시간 동안 학원의

보호 아래 지내기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학원을 찾아오고 있다.

3. 기타 사회 현황

1) 다양한 교육기관과의 경쟁 구도

최근 들어 남주희실용음악학원36), 야마하음악교실37), 그린아트음악학

원38)와 같은 대형 프렌차이즈 학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상업적으로 중무

장한 이런 대형 학원들은 동네 중·소형 학원을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또

한 음악 학원이나 개인 교습을 통해 피아노 교습을 받던 과거와는 달리 유

명콘서트홀, 대학, 문화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공

공 기관들이 앞 다투어 어린이를 위한 음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형

편이다. 이은진39)은 미국의 경우 “한국과 같은 음악학원의 형태가 아닌

36) http;//www.namjuhee.com 남주희실용음악학원은 1개의 본원과 11개의 분원을

개설하고 있다. 〔2013년 11월 21일 접속〕.

37) http;//www.yamahaschool.co.kr 야마하는 전국에 21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10월 31일 접속〕.

38) http;//www.2915music.com 그린아트음악학원은 1개의 본원과 7개의 분원을

개설하고 있다.〔2013년 10월 31일 접속〕.

39) 이은진, “미국의 지역사회 음악교육기관과 피아노 교육,” (서울: 마스트 미디

어, 2013. 10),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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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도시에 지역사회 음악학교(Community Music School)들이 대다수의

미국 청소년들과 아마추어 성인 음악교육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

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음악 학원 외에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피아노

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아져 학생들의 교육 기관 선택 폭이 점차적으로

넓어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학원 운영자의 관점에서 바라보

면 그리 낙관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2) 정부 교육 정책의 변화

정부가 대학별 취업률에 비중을 두고 대학평가를 진행하고 이러한 취업

률로 재정지원 대학40)을 선정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취업에 도

움이 안 되는 학과는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 때문에 “대학 구조조

정의 평가 방식을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41) 고

보도 되었다.

음악대학재학생들이 타 과에 비해 취업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은 회사

취직을 목표로 하는 다른 전공과는 달리 개인 교습이나 학원 취업, 혹은

대학원 진학 등으로 진로를 계획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

40)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란 정부가 매년 전체 사립대(340곳)에서 ‘하위 15%’를 추

려내 이듬해 1년간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제도다. 학생 충원률․취업률 등 8

가지(전문대는 9가지)지표를 상대평가 하여 선정한다. 1년 뒤 심사에서 지표가

개선되지 않은 대학은 학자금 대출 제한 등 제재가 더 심해진다. 정부는 2011

년 이후로 매년 발표하는 이들 대학에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

을 유도해왔다.

http//pdf.joins.com〔2013년 1월 14일 접속〕.

41) 국민일보 2013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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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 인증제42)에 따라 대학의 평가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반영되면

서 예술계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인 평가에 의해 음대의 규모가

큰 학교들은 많은 고민을 떠안게 되었다. 최진호․정완규43)의 연구에 의하

면 “대학(원)생들이 피아노 교사(학원․개인 교습)가 될 것으로 예상한 응

답률이 63.0%, 음악 교사가 11.0%”인 것으로 나타나 개인지도를 하게 되는

경우 여전히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적용에서 제외된다.

대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률은 건강보험 DB를 반영하여 평가하는데, 대

학생들의 설문에서 62.33%가 개인교습의 경우 출장 레슨을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출장레슨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접수도 안 되어 건강보험 가

입이 안 되어 취업률에도 안 잡힌다. 학원의 경우에도 학원장 인터뷰에서

‘강사의 4대 보험 가입 유무’에 대한 질문에 77.77%의 학원장이 강사의 의

료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여서 졸업 후 학원에 취업을 하여도

취업률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부실대학에 포함 되었던 상명대 이현청 총장은 “취업률 중심의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특히 예술 분야 정원이 50%가 넘는데 취업

률을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만 따져 불리하다”44)고 말했다. 또한

정희석 추계예술대 기획팀장도 “콩쿠르 하고 전시회 여는 것은 취업률에

반영되지 않는데 우리처럼 순수예술을 다루는 대학에는 적절한 평가방식이

42) 대학종합평가인증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회원 대학들의 합의로 결정된 교

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설비, 재정·경영의 6개 평가 영역에 관한 기준

에 개별대학이 충족하고 있는지를 자율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인정을 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과 행·재

정적 지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43) 정완규․최진호, “피아노 교수학 전공 선택요인 분석과 졸업 후 진로 조사,”

『음악교육연구』37 (2009): 222-227.

44) 윤석만, “취업률, 획일적 잣대 적용,” 중앙일보 2011년 9월 6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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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45)고 하였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2014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평가

에서 예능계열의 취업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46) 하지만 이러한 결정

에 따라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심사에서 예능계의 취업률을 제외시켜 줌

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생에게 필요한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을 선정할 때

는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는 취업률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여

전히 예능계 대학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BS 시사기획 ‘창’에서 방송 된 ‘최우선 대학을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

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학을 주먹구구식 구조조정을 하고 있음에 따라 빚

어지는 문제점들을 다루었는데, “인문학과 예술, 기초과학은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응용학문과는 다른 중요성을 갖는다”며 “만

일 지금처럼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들 학문이 도태되어 간다면 창조 경제의

기반도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47)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음악대학이 격변하는 사회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음

악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하게 되는 학원과 음악대학이 손잡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45) 윤석만, “취업률, 획일적 잣대 적용,” 중앙일보 2011년 9월 6일, 10.

46) http://www.moe.go.kr 〔2013년 10월 19일 접속〕.

47) 박종훈, “대학을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 KBS1, 시사기획 ‘창’ 2013. 8. 6. pm. 10.



- 24 -

3) 학원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48)는 1957년에 창립된 우리나라 학원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가장 큰 단체라고 할 수 있다. 협의회는 인문교육, 외국어 교육, 기술

교육, 사무 행정교육, 미술 교육, 음악 교육, 독서 교육, 보습 교육, 컴퓨터

교육, 웅변 교육, 서예교육, 무용 교육 협의회 등 총 12개 분과로 구성되고

음악학원장들은 음악교육협의회49)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된다. 협의회에서

하는 주요 행사는 교사 연수 개최, 급수자격검정시험 개최50), 콩쿠르 개

최51)등이다. <표 2-3>는 2013년 1월 학원연합회주최로 이루어진 학원장

및 강사연수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내용을 보여 준다.

<표 2-3> A지역 학원장 및 강사 연수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09:00~09:30 접수 및 등록

09:30~10:00 개회식

10:00~10:50 제1교시 교육 : 바람직한 목표 설정과 전략

10:50~11:20 제2교시 교육 : 미래가 보이는 미래 교육

11:20~12:00 제3교시 교육 : 소방시설법등 화재교육

12:00~12:40 제4교시 교육 : 현안문제

12:40~13:00 제5교시 교육 : 교육청 학원법 실무교육

48) http://www.kaoh.or.kr 〔2013년 9월 12일 접속〕.

49) http://www.ma.or.kr 〔2013년 9월 12일 접속〕.

50) 급수자격검정시험: 1987년부터 전국음악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피아노급수

평가제도로 연 4회 개최된다. 
51) 지회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으로 나누어져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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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전공의 학원장과 강사들이 동시

에 연수에 참가하다보니 전공별로 특성화된 강의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학원장들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원연합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

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학원장도 많았고, 학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학원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원연

합회의 활동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대표적인 원인은 학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학원연합회가 실제 학

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일 필요가 느껴진다.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음악학원 경영과 관련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ISS)에서 ‘피아노학원’으로 검색 할 경우 국내 학위 논문이 1,537

편이 검색 되었고 그 중에서 실제로 피아노 학원에 관한 논문들은 모두 석

사학위 논문이었다. 또한 국내학술지는 32편이 검색 되었는데 그 중 2편만

이 피아노 학원에 관련된 논문이었다. 음악학원 경영에 관한 선행 연구 자

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 <표 2-4>의 선행연구 자료들은 음악학원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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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실태조사 중심의 연구 자료

번호 제  목 저자명 학교 발표연도 학위구분

1 음악학원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김예분 경성대 2009

석사

2
음악학원 인터넷 홈페이지 실태조사 
연구

소지선 성신여대 2004

3
음악학원 교육현장의 실태분석 및 발
전적인 음악교육 방법 연구

심지은 시립대 2010

4
음악학원의 기능과 한계에 관한 현장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고찰

안수정 계명대 2010

5 음악학원 및 개인교습소의 실태조사 윤미혜 남부대 2012

김예분52)은 울산광역시 음악학원 및 교습소의 원장과 강사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교육적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08부 설문지를

회수하여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는데, 음악교육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진 교육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1인당 적당한 인원을 교육해야 할 것이며,

교사는 자신의 교육적 자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음악교육을 해야 할 것이며, 국

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심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소지선53)은 음악학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실태와 음악학원 홈페이지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학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의 연구 분석에

의하면 음악학원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소개되는 항목은 순서대로 학원소

개, 게시판, 음악자료실, 학원위치, 교육환경, 질의응답 순이었으며, 입시학

52) 김예분, “음악학원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38-41.

53) 소지선, “음악학원 인터넷 홈페이지 실태조사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4), 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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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일반 학원의 교육 목적이 달라 구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음악학원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학원 홈페이지의 적극적인 활용

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심지은54)은 음악학원이 보다 나은 전문적인 음악교육 기관으로 정립․발

전되기 위해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였고, 용인 지역 음악학원에 재직 중인 100명의 교사에게 설문을 통해 조

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는 오르프․달크로즈․코다이 등 세계적인 음악교

육 학자들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교사의 재교육을 통한 교사의 교

육관을 넓히고, 개인의 재능을 고려한 맞춤교육,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사랑

하는 마음으로 지도,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다양

한 악기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안수정55)은 경북 구미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으로 조사하였는데, 200부의

설문지를 돌려서 159부 회수한 것을 분석하였다. 그는 교육행정 당국의 학

원 운영 및 교사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새로운 연수프로그램 실시에 의한

교육내용의 강화 및 교사의 처우 개선과 자질향상 의지가 실현 될 때 교육

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윤미혜56)는 나주시 소재 100명의 음악학원과 교습소의 종사자에게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음악학원은 전문적인 교사 채용을 하고, 음악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꾸준한 자기계발, 창의적이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54) 심지은, 위의 책, 102-104.

55) 안수정, “음악학원의 기능과 한계에 관한 현장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고찰,”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47-49.

56) 윤미혜, “음악학원 및 개인 교습소의 실태조사,” (남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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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선택, 적극적인 학원의 환경 개선을, 차별화 된 교육 프로그램 연구

계발로 학원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표 2-5>는 음악학원의 경영 방안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료들이다.

<표 2-5> 학원 경영 중심의 연구 자료 

번호 제  목 저자명 학교 발표연도 학위구분

1
음악학원의 창업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지영 논문 2011

석사
2

음악학원 활성화를 위한 음
악경영 연구

박나리 논문 2009

3 음악학원 경영에 관한 연구 옹선희 논문 2009

4
성공한 학원들의 학원 경영 
이야기

김지현 단행본 2009

해당없음

5 학원 경영 이야기 김지현 단행본 2009

6 상담으로 성공하라 박동욱 단행본 2009

7 학원 창업으로 성공하라 박동욱 단행본 2008

8
21세기 교사를 위한 피아노 
교수전략

유은석 단행본 2008

9 It’s all of your business Thickstun Journal 2008

10 It’s all of your business Klingenstein Journal 2004

11
How to maintain build 
your studio

 Galloway Journal 2012

12 It’s all of your business Thickstun Journal 2011

13 It’s all of your business Thickstun Journ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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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57)은 음악학원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인적자본과

창업동기, 창업형태, 학원운영의 실태 등 내부적 요인들로 경영학적 관점에

서 분석하였다. 실용음악학원보다는 클래식이 만족도가 높았고 부모님의

권유로 학원을 창업한 경우 월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학원의

운영 실태에서는 강사의 수, 학원의 크기, 투자액수가 학원의 월평균 수입

에 미치는 영향으로 창업성과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박나리58)는 음악경영 관련 저서와 본인의 경험 중심으로 논문을 진행하

였다. 제언에서 원장의 마인드 변화, 원감 채용과 관리, 자신을 인테리어하

자, 브랜드 있는 학원 만들기,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학원을 만들어야 한

다고 경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옹선희59)는 피아노 교육기관들의 경영이 개선되어야만 제대로 된 교습이

가능하다는 기본 인식하에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의 경영 마인드 정립을 위

해 전주시와 익산시 학원장 대상 112명에게 설문을 통한 조사연구를 실시

하였다. 그는 학원 경영을 위해 학원생 지도에 적합한 교수법 연구, 지도교

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 그리고 학원을 경영하기 위한 자기만의

마인드 구축과 경영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지현60)은 ‘성공한 학원들의 학원 경영 이야기’, ‘학원 경영 이야기’61)에

서 학원의 교습 분야는 다르지만 여러 학원들의 성공 사례를 통해 자신만

57) 박지영, 위의 책, 43-55.

58) 박나리, “음악학원 활성화를 위한 음악경영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64-66.

59) 옹선희, 위의 책, 62-64.

60) 김지현, 『성공한 학원들의 학원 경영 이야기』(서울: 미디어 숲, 2009),

225-294.

61) 김지현, 『학원 경영 이야기』(서울: 미디어 숲, 2009),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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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원 운영을 만들기 위한 경영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1부에

서는 뚝심과 전략으로 학원을 성공시키는 전략, 돌을 옥으로 만드는 인재

교육, 칠전팔기의 오뚜기 전략, 내실을 갖기 위한 학원 운영 요인을 다루었

다. 2부에서는 학원 경영자의 핵심 역량 강화 전략, 학습 시스템의 구축 전

략, 강사 및 직원 관리의 전략, 학생 및 학부모 관리의 전략을 소개하고 성

공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러나 음악학원의 사례가 부족하여 실제 음악학원

경영을 위한 자료로서는 충분하지 않았다.

박동욱62)은 ‘상담으로 성공하라’에서 저자는 상담으로 학원의 경영 위기

를 기회로 만들고, 첫 이미지를 위한 학원의 내부 구조 및 인테리어, 직원

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상담을 위한 기초 실력을 갖추는

내용과 상담 진행 중에 상담의 흐름 파악의 중요성, 100% 성공하는 상담

의 기술을 배우라고 하였다. 학부모의 스타일에 맞게 상담의 전략을 차별

화해야 하고,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상담 기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상담을 통해 학원생들을 유치한 사례와 학원 운영 중 상담의 역할,

상담의 방법, 그리고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다만, 입시 학

원 중심의 상담 방법들이 많아 실제 음악학원에서 만날 수 있는 상담 상식

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였다.

박동욱63)의 ‘학원 창업으로 성공하라’에서는 학원의 창업을 꿈꾸는 이들

에게 학원 사업이 왜 유망한가를 설명하고 학원입지를 선택하는 방법, 학

원의 신설과 인수를 위한 시기와 자신에게 맞는 학원을 고르는 법을 설명

하였다. 또한 인테리어와 학원 마케팅, 강사의 채용에서 관리까지, 학원생

62) 박동욱, 『상담으로 성공하라』(서울: 미래와 경영, 2009), 43-345.

63) 박동욱, 『학원 창업으로 성공하라』(서울: 미래와 경영, 2008), 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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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학부모 관리, 학원 관리, 실속 있는 학원 경영법을 서술하고 학원창

업의 성공사례들을 소개하며 창업을 위한 마지막 점검 사항을 소개하였다.

유은석64)은 ‘21세기 교사를 위한 피아노 교수 전략’에서 학원 및 교습소

를 다루었는데 학원생을 위한 규칙, 학원 내 안전사고 예방 목록, 학습 상

황표와 안내문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한 학부모와의 대화 필요성을 주장하

였다. 또한 창의적 음악 활동을 위한 레슨실의 환경, 방학 중의 학원 운영

방안으로 레슨의 횟수를 줄이고 피아노 캠프의 개최․그룹 레슨 형태로의

변경․현장 학습 계획을 주장하였고, 레슨 경영인으로서는 정보화 시대에

맞게 노력해야 하고․교사의 인품․시간 관리, 피아노 음악인으로서의 자

세, 자기 평가의 순으로 서술하였다.

Thickstun65)은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형에게 학원의 깊은 인

상을 주기 위한 54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의 자격증, 학원 정책

과 문서 작업, 만족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증언, 상담, 교육, 세금 등 개괄적

인 것들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음악교육의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어

서 부분적인 것들을 우리의 학원과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원의 이름과 로고 만들기, 상담을 위한 브리핑 자료 만들기, 홈페이지 구

성, 재정과 레슨 등 중에서 보완하여 우리의 음악학원에 적용할 수 있겠다.

Klingenstein66)은 Studio 창업에서 필요한 학원의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

다. 또한 스튜디오 입지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학원과 집을 분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미적 개선을 위한 스튜디오 실내 공간 꾸미는 요

64) 유은석, 『21세기 교사를 위한 피아노 교수전략』(서울: 학지사, 2008), 42-68.

65) Karen Thickstun, “It’s all of your business,”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8/9 (2008), 50-51.

66) Beth Gigante Klingenstein, “It’s all of your business,”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12/1 (2004/200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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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등 학원의 입지와 환경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Galloway67)는 광고를 위한 방법과 광고 회사를 고르는 법 등을 소개하

며 학생들이 학원에 들어오지 않을 때 스튜디오를 유지하고 구축하는 방법

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무료 레슨 제공을 통해 피아노 교수법을 체험하

게 할 것, 어린 학습자가 없을 때는 기다리지 말고 성인을 유치하여 재정

의 빈 부분을 채울 것, 집에 쌓아 놓고 있는 안보는 책들을 싸게 학생들에

게 판매하는 방안들, 학생이 많지 않을 때 학생들에게 수업을 길게 해 줘

서 피아노를 더욱 재미있게 즐기게 할 것, 보다 효과적인 교습을 위해 교

사 스스로 배우기를 멈추지 않을 것, 전화 광고부 같은 구식의 광고 말고

온라인을 통한 광고하기 등 학생 유치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Thickstun68)은 세 명의 피아노 교사들과 2011년 MTNA 전국대회에서

주제 토론자로 참석해서 ‘과적인 비즈니스 전략’이란 주제로 의견을 나눈

것을 기고하였는데 주제와 관련한 조건으로 훌륭한 교육적 환경, 광범위한

네트워크, 훌륭한 멘토의 역할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은진69)에 의하면 ‘미국의 지역사회 음악교육기관과 피아노교육’에서 한

국과 같은 음악학원의 형태가 아닌 각 대도시에 지역사회 음악학교

(Community Music School)들이 대다수의 미국 청소년들과 아마추어 성인

음악교육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교육에서 다 하지 못하는

교육을 대신해서 시작한 것이 지금은 공교육과의 파트너쉽을 통해서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67) Lee Galloway, “How to maintain build your studio,”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3 (2012), 28-31.

68) Karen Thickstun, “It’s all of your business,”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10/11 (2001), 44-46.

69) 이은진, 위의 책,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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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살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음악학원 경영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논문들에서 학원의 경영보다

는 교육적 측면과 실태조사 중심으로 기초적인 빈도 분석을 하여 결론을

제시하는 연구인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가설

의 설정과 기술통계,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사용한

가설의 검증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단행본들의 내용이 음악학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 교과 중심의 입시학원 사례가 많았다.

셋째,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음악학교와 국공립 대학에서 운영하는 예비

과정(Pre-College Division)을 통해 만 2-3세에서 대학 입학 전까지의 연령

을 대상으로 한 전문 프로그램에서의 교육이 가능하고, Carnegie Hall70)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극장에서 공연 뿐 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음악 학교71), 개인 스튜디오 등 다

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음악

학원에서 가장 많은 피아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이나 큰 규모의

공연장 그리고 방과 후 학교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음악학원의 운영 요인

들과 직무만족과의 상관관계, 음악학원 운영 요인들과 재무적 경영성과 및

비재무적 경영성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직무만족과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

계를 종합 분석한 것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질 것이다.

70) http://www.carnegiehall.org 〔2013년 12월 17일 검색〕

71) 이은진, 위의 책,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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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의 설정

성공적인 학원경영 전략의 핵심은 바로 학원 경영자의 마인드와 역량이

다. 학원장이 경영자로서 마인드가 갖춰져 있고, 자기계발을 통해 체계적이

고 시스템적으로 학원을 운영할 역량이 준비되어 있고 실천하는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성공한 학원의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도 자신한테

맞지 않는다면 실패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내 학원에 맞는 시스템을 찾

고 체계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학원운영자에게 무엇 보다 중요한 일

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인 학원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요인으로 환경 개선 요인, 경영 특성 요인, 학원연

합회 회원유지, 강사의 질적 수준, 교재의 활용도, 원장의 운영마인드를 정하였

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학원에 맞는 시스템을 찾고 체계화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환경 개선 요인, 경영 특성 요인,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강사의 질적 수

준, 교재의 활용도, 원장의 운영마인드를 선행변수로 하고, 경영성과를 결

과변수로 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과 구조적인 경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아래〔그림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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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1

                                                                  가설 4

                                        가설 2, 3 경영성과 1
경영성과 2

직무만족
학원 운영 요인

환경 개선 요인

경영 특성 요인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강사의 질적 수준

교재의 활용도

원장의 운영마인드

〔그림 3-1〕 연구모형

일반적으로 학원 운영 요인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인식되고 있으며, 궁극적인 경영성과는 학원장의 직무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원 운영 전략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

지 학원 운영을 위한 논문들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에 의한 빈도 분

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학원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원 운영 요인인 환경 개선 요인, 경영 특

성 요인,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강사의 질적 수준, 교재의 활용도, 원장의

운영마인드를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와 관련한 기본적인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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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여기서,

 = 직무만족

 = 경영성과 1, 2 (재무적 요인, 비재무적요인)72)

 = 환경 개선 요인

 = 경영 특성 요인

 = 학원연합회의 회원유지

 = 강사의 질적 수준

 = 교재의 활용도

 = 원장의 운영마인드

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1. 음악학원의 운영 요인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

음악학원의 성공적 경영을 위해서는 여러 운영 요인이 필요하다. 음악학

원의 환경 개선 요인으로 창업, 학원의 입지 및 방음, 냉․난방 시설, 악기

의 상태 등의 요인과 경영 특성 요인으로 학원의 꾸준한 광고와 홈페이지

개설 및 활용, 차량운행 등, 학원연합회 회원 가입을 통한 학원 상호간의

정보 공유, 강사의 질적 수준에서 강사의 관리와 대우를 통한 성공적 학원

경영의 교두보 역할 제공, 원장의 꾸준한 교재 연구를 통한 학원생들마다

72)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를 재무적 요인과 비 재무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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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교재 권유, 그리고 꾸준한 자기 계발을 통한 발전으로 학원생들의

음악적 성장을 도우려는 학원장의 운영마인드가 필요하다.

원장은 학원경영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특

정의 학생들과 강사 등 학원 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과 학원의 환

경 개선, 교재의 계발, 학원생들의 교육성과 등으로 직무만족을 얻을 수 있

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음악학원의 운영 요인과 직무만족간의 관계

에 관한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 1>을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음악학

원 운영 방안이 학원장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정하였다.

<가설 1> 음악학원 운영자에게 학원 운영 요인은 직무만족에 영향

을 줄 것이다.

<가설 1-1> 환경 개선 요인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2> 경영 특성 요인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3> 학원연합회 회원유지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4> 강사의 질적 수준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5> 교재의 활용도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6> 원장의 운영마인드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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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학원의 운영 요인과 경영성과 1 간의 관계

음악학원의 운영 요인들은 교육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의 목표를 동

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요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환경상태가 좋은 음악학원이 입지조건까지 좋다면 학원생 유치에는 문제

가 없을 것이다. 또한 꾸준한 광고와 학원생들의 교육성과가 쌓이고, 강사

의 질적 수준이 높고, 학원장의 경영마인드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쌓고 있다면 더욱 학원생 유치를 위한 고민이 없을 것이다.

선행연구와 더불어 음악학원의 운영 요인들은 경영성과 1에 관하여 대체

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

설 2>를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음악학원의 운영 요인이 경영

성과 1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정하였다.

<가설 2> 음악학원 운영자에게 학원 운영 요인은 경영성과 1에 영향

을 줄 것이다.

<가설 2-1> 환경 개선 요인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2> 경영 특성 요인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3> 학원연합회 회원유지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4> 강사의 질적 수준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5> 교재의 활용도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6> 원장의 운영마인드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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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학원의 운영 요인과 경영성과 2 간의 관계

음악학원의 운영 요인들은 교육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의 목표를 동

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요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음악학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결국 학원의 경영성과 2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원장의 경영성과 2를 높일 수 있는 다

양하고 확장된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전문적인 상담 방법 및 상담의 기술

연구를 통한 학원생이나 학부모와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원장은

학습자와 학부모 그리고 강사의 필요와 욕구를 세밀히 파악하여 그들의 욕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하여 구성원들의 만족감에서

이루어지는 학원에 대한 신뢰감과 성취감 등이 학원 운영의 성공으로 이어

져 학원장의 경영성과 2에 유의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음악학원의 운영 요인과 경영성과 2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 3>을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음악

학원의 운영 요인이 경영성과 2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정 하에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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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음악학원 운영자에게 학원운영요인은 경영성과 2에 영향

을 줄 것이다.

<가설 3-1> 환경 개선 요인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2> 경영 특성 요인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3> 학원연합회 회원유지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4> 강사의 질적 수준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5> 교재의 활용도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6> 원장의 운영마인드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4. 직무만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

음악학원의 효율적인 운영 요인은 원장과 학생간의 긍정적 변화를 초래

함으로서 궁극적인 경영성과의 향상에 기여하고, 강사의 직무만족감 보장

을 통해서 학생 교육과 관리에 적극적일 것이며, 학부모와의 신뢰가 쌓이

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직무만족은 이러한 내부 고객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직무만족은 원장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만족

하는 정도와 직무와 관련된 감정적 태도, 학원생의 증가와 교육적 성과 등

다른 여러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직무만족은 학원 경영성과에 충

분한 보상이 미칠 것으로 보고 <가설 4>는 음악학원 원장의 직무만족 요

인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정하였다.

<가설 4> 음악학원 운영자의 직무만족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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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학원 운영 요인, 직무만족, 경영성과 간의 관련성과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는 연구자에 의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연구모형의 변수들에 대해 정의하고 그에

따른 측정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검정과정에서 제시되는 부문별 특

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각 요인의 변수들을 선정하고 설문

지의 구성 내용을 토대로 <표 3-1>과 같이 정의하였다. 각 변수들 속에서

문항의 구성은 환경 개선 요인 4문항, 경영 특성 요인 7문항,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2문항, 강사의 질적 수준 5문항, 교재의 활용도 2문항, 원장의 운

영마인드 4문항, 직무만족 4문항, 경영성과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설문 문항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

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1. 환경 개선 요인

학원을 개원할 때 창업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사항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학원 설립을 위한 진행이 수월해 진다. 개원하려는 지역의 관할 교

육청을 통한 확인이 필수이다.

또한, 학원의 입지는 학원생을 모집하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교

통편이 용이한 곳,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 등 학부형이나 학습자가 망설

임 없이 등록 할 수 있는 필수적 항목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인구 밀

집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학생 유치에 유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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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냉·난방 시설, 악기의 상태, 방음, 화장실의 상태 등 학원의 환경은

학원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박동욱73)은 “학원의 환경 설정이 학원 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요

인”이라고 주장하였고, Pearce․Robinson74)은 “환경의 영향력이란 경영자

의 의사 결정과 행동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조직의 구조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학원의 환경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환경개선 요인의

측정 항목을 학원의 창업 절차, 학원입지, 학원의 입지와 경영성과의 관계,

학원 환경의 상태로 총 4개의 문항을 선택하였다.

2. 경영 특성 요인

학원 경영을 위한 학원 정보 취득의 용이성, 학원 개원 후 꾸준한 광고,

학원 홈페이지의 활용, 발표회와 콩쿠르를 통한 경영성과 유도, 차량운행,

창업비용의 고려 등은 학원장에게 필수적 항목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학원

의 경영 특성 요인은 직무만족과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

요 변수이다. 옹선희75)는 학원 경영을 위해 교수법 연구, 자질 향상을 위한

자기 계발, 그리고 경영하기 위한 자기만의 마인드 구축과 경영 전략이 중

요하다고 하였다. Galloway76)는 광고의 방법, 광고 회사 고르는 법, 학원에

73) 박동옥, 위의 책, 26-43.

74) Pearce, J. A. & Robinson, R. S, Techniques for analyzing industries and
Competitors (New York: The Free Press, 1980), 80.

75) 옹선희, 위의 책, 62-64.

76) Galloway, 위의 책,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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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지 않을 때 스튜디오를 유지하고 구축하는 방법, 어린 학습자가 없

을 때는 성인을 유치하기, 학생이 많지 않을 때 학생들에게 연장수업을 해

줄 것, 교사 스스로 배우기를 멈추지 않기, 온라인을 통한 광고 등 학생 유

치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학원 정보 취득의 용이성, 학원 개원 후 꾸준

한 광고, 학원 홈페이지의 활용, 발표회와 콩쿠르를 통한 경영성과 유도,

차량운행, 창업비용의 고려, 학원 운영을 통한 경제적 자립도로 총 7문항을

선택하였다.

3.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학원연합회는 학원의 권익 보호와 성장과 관련한 정보획득을 필요로 하

는 학원 운영자에게 필수적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원연합회의 역할은

학원장에게 학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임무

를 수행하는데 있다. 학원의 애로사항이나 권익 신장을 위한 노력은 경영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규정하고, Bastein77)은 “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체나 협회에 가입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학원장 인

터뷰에서는 학원연합회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원연합회의 측정항목을 학원연합회의 신뢰도, 학원연합회 회비

의 적정성, 강사 연수가 학원 경영에 기여 수준을 측정하는 총 3개 항목으

로 선택하였다.

77) Bastein, 위의 책,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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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사의 질적 수준

강사의 현명한 채용과 관리는 학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

분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강사의 연속 근무 기간은 학원생들의 지속적

학습에 도움이 되며, 학생들과의 원만한 관계, 전공 강사 채용, 출근시간

엄수 등 학원 운영 요인에서 강사의 역할은 경영성과에 필수적 항목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강사의 채용과 관리는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변수이다. 김강희78)는 “강사의 빈번한 교체는 학원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윤정79)은 “강사의 직무만족으로 인한 긍정적 사

고는 학원장의 직무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강사를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 규정하고, 측정항목을 강사의 평균 근속 기간, 강사의 장려금 지

급 유무, 강사의 학원생과의 관계, 강사의 출근 시간 엄수, 자격 강사 채용

유무로 총 5문항을 선택하였다.

5. 교재의 활용도

학원운영 요인에서 송정이, 정완규는 교재 선택과 활용은 학습자에게 있

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학습자의 연령․수준․음악적 재능을

고려한 교재의 선택이 필수적 항목으로 정의 할 수 있다.

78) 김강희 외, 위의 책, 237-257.

79) 김윤정, “사설학원 경영자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강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

직의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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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원장 및 강사는 학생에 대한 학습능력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파

악하고, 학습자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재 선택 능력을 갖추어야 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재 선택과 활용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 규정하고 선행 연구를 참고로 학원의 신․구 교재의 활용도를 고전적

교재 사용, 신 교재(알프레드․어드벤처․피아노 석세스 등)의 사용 유무를

묻는 2개의 항목으로 선택하였다.

6. 원장의 운영마인드

원장의 운영마인드는 학원장의 직무만족과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정의 할 수 있다.

김지현80)은 학원운영에 있어서 ‘자기 계발은 성공의 열쇠’라고 주장하였

고, Uszler81)는 스튜디오 정책의 필요성, 상담 요령, 전문적 교육환경 만들

기 등을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기계발이 직무만족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규정하고 선행 연구를 참고로 설문의 문항을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 지도, 원장의 자기 계발 노력, 상급학교로의 진학, 학생들

의 외부교수로 부터의 교육 기회 부여를 확인하는 4개의 문항을 선택하였

다.

80) 김지현, 위의 책, 225-226.

81) Uszler, Marienne․Gordon, Stewart ·Smith, S. M, 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 (California, 2000), 조윤수․최소영 번역『피아노 교수법

최고의 길잡이』(서울: 뮤직필, 2003), 17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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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무만족

학원장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의 증가, 학습자의 교육성과, 환경 개

선 등 다양한 결과를 통해 직무만족을 얻을 수 있다. 현재의 직업에 만족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학원을 경영 할 의사가 있으며, 학원장이라는 직위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의식하고, 학원 경영을 통한 성취감이 충분하다

고 느끼는 것은 직무만족을 위한 필수적 항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박진

영82)은 직무만족을 위한 학원장의 역량 계발의 필요성, 이나영83)은 대학의

사회적 실무교육의 필요성과 실용적 교과 개설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규정하고 선행

연구를 참고로 현재 직업의 만족도, 사회적 지위, 학원 경영의 지속성, 학

원 경영을 통한 성취감으로 총 4개의 항목을 선택하고 측정하였다.

8. 경영성과

경영성과는 학원장이 지각하는 성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며, 음악학

원의 목표와 강사, 그리고 학습자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조직의 성과로

표현 할 수 있다. 음악학원의 증가와 학원의 대형화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

에 잘 적응하고 발전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학원만이 생존할 수 있는

필수적 항목으로 경영성과란 일정기간동안 음악학원이 달성해야 할 다양한

82) 박진영. “대학 취업 지도자의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68-71.

83) 이나영, “음악전공자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지향방안에 대한 고

찰,”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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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음악학원의 목표 달성 여부는 성과로서 표현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의 측정 지표를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정의하였다. 류진국84)은 경쟁 요인을 분석하고 정확한 전략을 통한

사업의 성공을 주장하였다. 효과적인 음악학원 운영 방안과 구성원 간의

직무성과를 통해 성공적인 학원 경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astein85), Thickstun86), Uszler87), 김강희88), 김지

현89), 박동욱90), 박지영91)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학원운영 방안과 직무

만족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영성과를 측정하였다. 경영성과 1(재무적 경

영성과)은 전년도 대비 원생의 변화, 전년도 대비 수입의 증가율 2항목으

로 선택하였고, 경영성과 2(비재무적 경영성과)는 전년도 대비 교습환경의

수준, 강사의 신뢰도, 학생들의 목표 성취도, 교사의 질 향상 4항목으로 총

6개의 항목으로 선택하였다.

84) 류진국,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요인 및 경쟁전략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85) Bastein, 위의 책, 21.

86) Thickstun, 위의 책, 44-46.

87) Uszler, 위의 책, 171-175.

88) 김강희, 위의 책, 237-257.

89) 김지현, 위의 책, 225-226.

90) 박동욱, 위의 책, 26-43.

91) 박지영, 위의 책, 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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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   수 조작적 정의
변수사용 

선행연구

환경 개선 

요인

학원을 창업하고 경영하기 위한 학원입지의 중요성과 
학원의 악기, 연습실, 냉·난방 등을 학원 환경으로 정
의 Bastein(1986) 

Pearce &

Robinson(1980)

Thickstun(2008)

Uszler(2003)

김강희(2010)

김윤정(2010)

박동욱(2008)

송정이(1990)

옹선희(2009)

정완규(1993)

경영 특성 

요인

학원운영을 위한 정보의 취득, 학원의 광고, 홈페이
지, 발표회와 콩쿠르, 차량운행, 창업비용 등을 학원
운영으로 정의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학원운영을 위한 학원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고 음악학원의 위기 극복을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기대하는 단체로 정의

강사의 질적 

수준

강사의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유효한 제도로 급
여수준, 보너스, 근무시간, 업무개선 등을 포함하는 
동기부여 활동으로 정의

교재의 활용도
학습자의 능력 향상과 흥미 유발, 지속적 음악활동을 
위한 교재의 선택과 활용방안으로 정의

원장의 

운영마인드

학원생 지도를 위한 꾸준한 공부와 자기의 실력 향
상을 위한 상급학교로의 진학, 마스터 클래스의 참가 
등의 활동으로 정의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단지 직무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따른 업무에 대한 만족, 사회적 지위의 
향상, 경제적 조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박진영(2008)

이나영(2011)

경영성과 1
학원의 경영 목표의 달성 혹은 초과 된 결과를 말 
할 수 있으며, 경영성과란 일정기간 동안 학원에서 
달성한 학원생의 인원증가로 인한 수입으로 정의

류진국(1992)

경영성과 2

학원의 교습환경 수준이 점점 좋아지고, 원장과 강사
의 교육의 질 향상으로 학원생들의 목표 성취도가 
높아지며, 그로인한 학원장 및 강사의 신뢰도가 높아
짐으로 인한 경영성과로 정의

박지영(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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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표본의 설계 및 자료수집

1. 표본의 설계

본 연구는 음악학원의 운영 요인, 직무만족, 경영성과에 관한 실증연구로

서 이를 조사․분석하기 위해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121개 음악학원 원장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 및 자료의 수집

방법은 표 <3-2>와 같다.

<표 3-2> 연구대상 및 자료의 수집방법

구    분 정리내용

연구대상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음악학원 원장

표본단위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음악학원 및 교습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영자

업체  수 121개 음악학원 및 교습소

조사기간
사전조사 : 2013년 5월 27일 - 2013년 10월 6일(133일)

본 조사 : 2013년 10월 10일 - 2013년 11월 10일(31일)

표본은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음악학원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표본

추출은 판단 표본과 편의 표본방식으로 추출하였다. 표본의 대상은 서울,

부산, 강원, 경기, 충청, 경상, 제주지역 등 전국 121개 학원장으로 선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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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설문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13년 5월 27일-2013년 10월 6일(133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였

다.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해 학

원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중요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본 설문조사에

서는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13년 10월 10일-2013년

11월 10일(31일)까지 실시하였다.

응답자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3>과 같으며, 성별로 여성이

118명으로 전체 응답자중 97.5%를 차지하며, 남성은 3명으로 2.5%를 차지

하고 있다. 운영경력은 1-5년이 49명으로 40.5%를 차지하고 6-10년은 31

명으로 25.6%, 11-15년은 16명으로 13.2%, 16-20년은 11명으로 9.1% 그리

고 21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학원장은 14명으로 11.6%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31세-40세 미만이 44명이어서 전체 36.4%로 가장 많았고,

41세-50세 미만이 41명으로 33.9%, 20세-30세 이하와 51세-60세 이하가

각 17명으로 14.0%를 차지했으며 61세 이상의 연령도 2명으로 1.7%를 차

지하고 있다. 학부전공별로는 피아노 전공자가 83명으로 68.6%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작곡 전공자는 10명으로 8.3%, 관현악 전공자는 9명으로 7.4%,

성악전공자는 7명으로 5.8%를 차지했으며 특기할 만한 것은 비 음대 출신

자도 12명으로 9.9%를 차지하고 있다. 연합회 가입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가

입했다는 응답이 68명으로 56.2%를 차지했고, 미 가입 학원도 53명으로

43.8%를 차지했다. 수강생 분포도의 경우 초등 1-2학년이 51명으로 42.1%

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초등 3-4학년이 39명으로 32.2%, 유치부가 12명

으로 9.9%, 초등 5-6학년이 9명으로 7.4%, 성인 수강생은 7명으로 5.8%를

차지했으며 중고생은 3명으로 2.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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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응답자의 특성요약

구    분 빈  도 구성비율(%) 누적구성비율(%)

성   별
남  자 3  2.5   2.5 

여  자 118 97.5 100.0 

운영경력

 1- 5년 49 40.5 40.5 

 6-10년 31 25.6 66.1 

11-15년 16 13.2 79.3 

16-20년 11  9.1 88.4 

21년 이상 14 11.6 100.0 

연   령

20-30세 17 14.0 14.0 

31-40세 44 36.4 50.4 

41-50세 41 33.9 84.3 

51-60세 17 14.0 98.3 

61세 이상 2  1.7 100.0 

학부전공

피아노 83 68.6 68.6 

성  악 7  5.8 74.4 

작  곡 10  8.3 82.6 

관현악 9  7.4 90.1 

비전공자 12  9.9 100.0 

연합회가입
가  입 68 56.2 56.2 

미가입 53 43.8 100.0 

수강인원

유치부 12  9.9  9.9 

초 1-2 51 42.1 52.1 

초 3-4 39 32.2 84.3 

초 5-6 9  7.4 91.7 

중고생 3  2.5 94.2 

성  인 7  5.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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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학원 운영요인을 여섯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경영성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에 대한 분

석결과는 학원장이 학원운영상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

적 고찰과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실증적 분석은 학원 운영 방안, 직무

만족, 경영성과 간의 관련성과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5.0과

AMOS Ver. 19.0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들의 분포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고 학원 운영 방안 요인, 직무만족도, 경영성과를 구성하는 변수들에 대

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 그리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모형92)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3-4>는 분석에 사용 된 통계방법이다.

92) 직무만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분석은 단순 회귀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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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통계방법

내   용 분석기법 비고

기술통계 빈도분석 SPSS 15.0

타당성, 신뢰성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AMOS 19.0

사용변수 간 관련성 분석  상관관계분석 AMOS 19.0

학원 운영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

회귀분석

(다중, 단순)
SPSS 15.0학원 운영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

직무만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자료를 통계프로그램인

SPSS 15.0을 이용하였으며, 가설간의 경로분석을 위해서 AMOS Ver. 19.0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된 통계분석기법으로는 <표 3-4>과 같이 빈도

분석, 요인분석, 다중(단순)회귀모형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3.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목적에 맞게 추출하

였고, 평가에 사용된 척도는 리커트 평가척도(likert rating scale)를 이용하

였으며, 5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

렇다 ⑤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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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범위를 학원 운영 특성 요인 분야는 환경 개선 요인, 경영 특성

요인,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강사의 질적 수준, 교재의 활용도, 원장의 운영

마인드 영역의 25개 문항, 직무만족분야는 직업만족도, 근무의 지속성, 사

회적 지위, 성취감 관련 4개 문항, 경영성과 1 분야는 재무적 성과로 2문

항, 경영성과 2 분야는 비재무적 성과로 4문항, 인구 통계학적 특성 분야 6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항목은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어진 것으로서

연구목적에 맞도록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측정항목과 문항 수는

<표 3-5>와 같다.

<표 3-5> 설문지의 구성

측정변수 측정항목 문항 수 척도유형 참고자료

학원운영

요인

환경 개선 요인

경영 특성 요인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강사의 질적 수준

교재 활용도

원장의 운영마인드

4

7

3

5

2

4

25
likert

5점 척도

소지선(2004)

옹선희(2009) 

직무만족

직업 만족도

근무의 지속성

사회적 지위

성취감

4 4
likert

5점 척도

Houser(2006) 

강태우(2008) 

김지현(2009)

경영성과
1. 재무적성과

2. 비재무적성과

2

4
6

likert

5점 척도

박동욱(2008)

전효숙(2005)

인구 통계적 특성 6 6 명목·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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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기술통계량

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원운영의 경영성과 1, 2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는 기준은 환경 개선 요인, 경영 특성 요인,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강사

의 질적 수준, 교재의 활용도, 원장의 운영마인드, 직무만족 등을 바탕으로

설문한 것으로 경영성과 1은 2항, 경영성과 2는 4항, 환경 개선 요인 3항,

경영 특성 요인 3항,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3항, 강사의 질적 수준 3항, 교

재의 활용도 2항, 원장의 운영마인드 4항, 직무만족 4항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학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학원운영으로 경영

성과의 극대화를 이룬 경험을 바탕으로 5점 척도에 의하여 매우 그렇다 5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통계량을 제시하였다.

표본에 포함된 학원장 설문자료에 대한 분석에 이용되는 주요 변수의 기

술통계량은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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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명 문항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환경 개선 요인

환경 1 1 3 5 3.281 1.057

환경 2 1 4 5 3.851 1.050

환경 3 1 4 5 3.669 0.940

 경영 특성 요인

경영 2 1 3 5 2.702 0.965

경영 3 1 2 5 2.050 1.061

경영 5 1 3 5 3.289 1.111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연합회 1 1 3 5 2.719 0.986

연합회 2 1 3 5 2.711 0.955

연합회 3 1 3 5 2.579 1.114

강사의 질적 수준

강사 1 1 4 5 3.719 0.990

강사 3 1 4 5 3.901 0.825

강사 4 1 4 5 3.884 0.842

교재의 활용도
교재 1 1 3 5 3.124 1.133

교재 2 1 4 5 3.479 1.166

원장의 운영마인드

마인드 1 1 4 5 3.636 1.027

마인드 2 1 4 5 3.835 0.862

마인드 3 1 3 5 3.124 1.161

마인드 4 1 3 5 2.628 1.131

직무만족

직무만족 1 1 4 5 3.777 0.862

직무만족 2 1 4 5 3.769 0.855

직무만족 3 1 3 5 2.909 0.933

직무만족 4 2 4 5 3.620 0.757

경영성과 1
경영성과 1 1 3 5 3.017 0.959

경영성과 6 1 3 5 3.008 0.955

경영성과 2

경영성과 2 1 3 5 3.231 0.869

경영성과 3 2 4 5 3.769 0.673

경영성과 4 1 3 5 3.471 0.806

경영성과 5 2 4 5 3.62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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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을 살펴보면, 환경 개선 요인의 시설 1은 평균이 3.291, 시설 2

의 평균은 3.851, 시설 3의 평균은 3.669로 3항목 모두 ‘보통이다’(3점) 정도

에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원을 개원할 때 창업관련 절차와

법규, 학원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학생 수, 지역주민 소득수준 등)과

지리적 위치(상권분석)를 보통수준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영

특성요인의 운영 2의 평균은 2.702, 운영 3의 평균은 2.050으로 ‘그렇지 않

다’로 나타나고, 운영 5의 평균은 3.289로 ‘보통이다’로 나타났다. 이는 학원

장들이 개원을 하면서 학원광고를 위하여 홍보물, 인터넷 광고, 효율적인

차량운영 방안으로 학원 운영 성과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보통수

준으로 광고하고 다른 학원이 학원차량을 운영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원연합회 회원유지여부에 관한 분석

에서는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1의 평균은 2.719, 연합회 2의 평균은 2.711,

연합회 3의 평균은 2.579로 ‘그렇지 않다’로 나타났다. 이는 학원장들은 학

원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또한 학원연합회에서 실시하

는 강사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사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강사 1의 평균은 3.719, 강사 2의 평균은 3.901, 강사 3의 평균

은 3.884로 나타났다. 이는 학원장들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사의 질적 수

준을 ‘보통이다’ 이상으로 검증하여 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수준을 갖춘 강사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교재의 활용도에서 교재

1의 평균은 3.124, 교재 2의 평균은 3.479로 ‘보통이다’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원교재를 고전적 교재를 사용하는 학원에

비하여 새롭게 출시되는 최신의 교재를 사용하는 학원 수가 약간 많은 것

으로 볼 수 있다. 원장의 운영마인드에서 학생교육 1의 평균은 3.636,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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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의 평균은 3.835, 학생교육 3의 평균은 3.124로서 ‘보통이다’ 이상으

로 나타나고, 학생교육 4의 평균은 2.628로 ‘보통이다’ 이하로 나타났다. 이

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장은 학생들의 음악성 계발을 위한 다양한 악기

교육과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꾸준한 자기계발, 그리고 세미나나 상급학

교 진학을 통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원생들의 교육성과(실력

향상, 상급학교 진학)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학생들을 전공분야 대학교수나 유명 피아니스트의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시

키고자 하는 관심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학생들이 아직 교수

레슨이나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 할 실력이 안 되거나, 남들에게 드러내길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1>의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의 측정치인 직무만족 1의 평균은

3.777, 직무만족 2의 평균은 3.769, 직무만족 3의 평균은 3.909, 직무만족 4

의 평균은 3.757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학원을 경영하는 학원장으로서 교육

관이 뚜렷하고, 학생들이 향상되는 모습 속에서 느끼는 보람, 또한 지속적

인 자기계발을 통한 즐거움으로 성과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학원장으로의 직함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수준 높은 직위로서

는 기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2>의 종속변수인 경영성과

1의 측정치인 경영성과 1의 평균은 3.017, 경영성과 6의 평균은 3.008로 ‘보

통이다’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원장들은 그들의 학원운

영을 위하여 노력한 만큼 학원생의 증가나 매출액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

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종속변수인 경영성

과 2의 측정치인 경영성과 2의 평균은 3.231, 경영성과 3의 평균은 3.769,

경영성과 4의 평균은 3.471, 경영성과 5의 평균은 3.653로 ‘보통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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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원장들은 학원의 환경수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강사의 신뢰도 및 실력이 높아지며, 학원생들의 각종 콩쿠르의 입상과 입

시에서의 좋은 결과로 학원운영에 있어서 성취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변수 간 상관분석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어느

정도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변화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으

로 변수간의 관련성을 의미한다. 즉 한 변수의 변화에 따른 다른 변수의

변화 정도와 방향을 예측하는 분석기법으로 상관계수는93) –1.0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진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사용된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다.

93) 상관계수는 등간척도 이상의 두 변수 중에서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 60 -

<표 4-2> 변수 간 상관분석 

 환경 개선
요인

경영 특성
요인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강사의
질적 수준

교재의
활용도

원장의 
운영마인드

직무만족 경영성과1 경영성과2

환경 개선
요인

1.000 

경영 특성
요인

0.089 
　

1.000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0.057 
　

0.190 
**

1.000 

강사의
질적 수준

0.179 
**

-0.031 
　

0.110 
　

1.000 

교재활용도 0.230 
**

0.139 
　

-0.025 
　

0.155 
*

1.000 

원장의 
운영마인드

0.123 
　

0.063 
　

0.197 
**

0.295 
***

0.116 
　

1.000 

직무만족 0.229 
**

0.017 
　

0.071 
　

0.327 
***

0.051 
　

0.339 
***

1.000 

경영성과 1 0.054 
　

0.056 
　

-0.015 
　

0.118 
　

0.069 
　

0.208 
**

0.306 
***

1.000 

경영성과 2 0.281 
***

0.143 
　

0.023 
　

0.289 
***

0.077 
　

0.350 
***

0.409 
***

0.341 
***

1.000 

*  p<0.1, ** p<0.05, *** p<0.01 

<표 4-2>를 살펴보면, 경영성과 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학원장 운영마인드, 직무만족으로 나타났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학원장 운영마인드 5%, 직무만족 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 개선 요인, 경영 특성 요인,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강사의 질적 수준, 교재의 활용도는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으므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학원장의

교육 성과와 자기계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학원장으로서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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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만족과 학원운영에 따른 성취감이 높을수록 학원생들의 수강인원

이 많아져 학원수입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영성과 2는 환경 개선 요인, 강사의 질적 수준, 원장의 운영마인드, 직

무만족, 경영성과 1 간의 모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원 수강생들은 학원의 지리

적 위치와 시설, 학원 강사와의 소통, 원장의 교수법과 학원경영의 만족감,

학원생들의 많은지를 고려하여 수강할 것을 결정하여 학원수강에 대한 목

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만족은 강사 질적 수준과 학원장 운영마인드는 유의수준 1%, 환경

개선 요인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원장이 학원을 운영하는데 따른 자기만족과 일에 대한 성

취감은 학원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강사들이 학원생들과 소통하며 실력을

검증받으므로 인한 신뢰, 자신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높아질 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 변수끼리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환경 개선 요인과 강

사의 질적 수준, 경영 특성 요인과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환경 개선 요인과

교재의 활용도, 학원연합회 회원유지와 학원장 운영마인드, 강사의 질적 수

준과 학원장 운영마인드이다.

변수들 간의 강한 선형관계에 의한 특정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자적

인 효과를 측정하는데 왜곡되어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

중공선성(VIF)을 체크한 결과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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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가설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측정도구들이 신

뢰성 있게 응답했는지 확인하였으며, 또한 연구에 사용된 이론적 구성개념

들이 적절하게 반영 되었는지 관련하여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를 위하여 개발한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살펴보고자

SPSS 15.0과 AMOS Ver. 19.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1. 타당성 검증

타당성은 측정된 관측치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정확하게 반영하

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평가방법에 따라 내용 타당성, 구성개념 타당성

및 기준 타당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여러 이론 변수들은

직무만족도와 경영성과에 대한 학계와 응용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이론 변수들의 측정

을 위한 변수들은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학원 경영을

위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

다. 각 요인들의 분석 결과는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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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요인분석  

설문항목 공통성 환경개
선요인

경영특
성요인

학원
연합회

강사의
수준

교재
활용도

원장의
마인드

직무
만족

경영성
과 1

경영성
과 2

환경 1 0.666 -0.017  0.047  -0.036  0.201  0.101  0.775  -0.062  0.081  -0.018  
환경 2 0.712  0.147 0.052 -0.105 -0.006 0.019 0.815 -0.034 0.059 0.092 
환경 3 0.676  0.267 0.176 0.072 -0.156 0.037 0.692 0.110 -0.079 0.213 
경영 2 0.706  0.080 -0.10

9 0.013 0.022 0.004 0.186 -0.004 0.789 0.175 
경영 3 0.659  0.033 0.167 0.198 0.139 -0.068 -0.058 0.150 0.703 0.215 
경영 5 0.611  0.053 -0.03

6 0.065 -0.117 0.012 -0.035 -0.059 0.744 -0.173 
연합회 1 0.824  -0.074 0.015 0.881 0.154 0.086 0.068 -0.050 0.019 -0.060 
연합회 2 0.795  -0.003 0.084 0.877 0.089 0.038 -0.019 0.087 0.044 0.002 
연합회 3 0.713  0.082 -0.03

5 0.808 -0.030 0.012 -0.139 -0.069 0.166 0.009 
강사 1 0.699  0.185 0.146 0.055 0.137 0.718 -0.126 -0.039 -0.266 0.135 
강사 3 0.818  0.110 0.190 0.054 0.066 0.859 0.020 0.146 0.052 -0.022 
강사 4 0.715  0.024 0.071 0.043 0.097 0.788 0.246 -0.025 0.095 0.086 
교재 1 0.765  0.038 0.083 -0.142 -0.021 0.119 0.095 0.105 0.089 0.833 

교재 2 0.769  -0.015 -0.07
7 0.084 0.133 0.029 0.108 -0.060 0.042 0.848 

마인드 1 0.700  -0.170 0.147 0.187 0.710 0.196 0.242 0.063 0.096 0.030 
마인드 2 0.703  0.059 0.082 0.010 0.772 0.146 0.128 0.116 -0.157 0.145 
마인드 3 0.681  0.390 0.067 -0.040 0.700 0.086 -0.144 -0.031 0.049 -0.043 
마인드 4 0.544  0.320 0.195 0.195 0.578 -0.085 -0.129 0.066 0.053 0.012 

직무만족 1 0.764  0.006 0.832 -0.042 0.101 0.137 0.131 0.135 0.002 -0.075 
직무만족 2 0.718  0.013 0.785 -0.068 0.165 0.080 0.201 0.149 -0.020 -0.017 
직무만족 3 0.625  0.298 0.690 0.184 0.035 0.089 -0.002 0.001 0.060 0.116 
직무만족 4 0.719  0.314 0.761 0.042 0.099 0.124 -0.066 0.078 -0.064 0.012 
경영성과 1 0.860  0.168 0.152 -0.057 0.096 0.040 -0.074 0.886 0.060 -0.029 
경영성과 6 0.869  0.151 0.134 0.023 0.049 0.031 0.036 0.905 -0.013 0.068 
경영성과 2 0.700  0.714 0.175 -0.002 0.146 0.069 0.122 0.295 0.172 0.034 
경영성과 3 0.711  0.734 0.031 0.013 0.096 0.344 0.191 -0.052 -0.014 -0.070 
경영성과 4 0.782  0.853 0.134 -0.079 0.033 0.000 0.082 0.042 0.142 0.005 
경영성과 5 0.615  0.653 0.242 0.089 0.139 0.026 0.061 0.279 -0.118 0.084 
아이겐값 667
설명력(%) 71.858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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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측정된 항목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용된 요인분석방법은 주성분분석 추출

모델을 사용하고, 회전방식은 varimax 방식을 채택하여 실시하였다. 탐색

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3>과 같이 9개 요인으로 묶였으며, 이들 각 요

인별 적재량(Factor Loading) 값은 0.60 이상으로 요인들이 적절하게 묶였

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들 9개 요인들이 설명하는 수준은 71.858%이고 아

이겐 값은 1.667로 나타났다. 요인 9개는 각각 환경 개선 요인, 경영 특성

요인,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강사의 질적 수준, 교재의 활용도, 원장의 운영

마인드, 직무만족, 경영성과 1, 경영성과 2로 확인되었다.

2.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측정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 앞서

측정변수의 신뢰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신뢰성이란 측정결과에 오차가

들어있지 않는 정도, 즉 분산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측정변수의 신뢰성은 통상 동일한 측정도구에 2회 이상의 측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 간의 차이를 분석하거나 대등한 두 가지의 측정도구를 이용하

여 동일한 측정대상을 동시에 측정하여 각 측정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적 일관성

(internal consistency)을 통해 신뢰성을 검정하였다. 내적 일관성이란 동일

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성을 저

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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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준으로 Cronhach's ɑ 계수를 이용하여 검정한다. 일반적으로

Cronhach's ɑ갑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사회과학에서는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한편, Cronhach's ɑ 계수가 0.5에서 0.6이면 비

교적 신뢰할 수 있으며, 0.7이상의 경우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94)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은 신뢰도 계수(Cronbach's ɑ)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94) Nunnally, J. C. Psychometric Theory(2nd ed) (New York: McGraw-Hil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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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변수의 신뢰도 

변수명 측정항목
전체와의

Correlation
제외시

 Alpha 값
Cronbach's 
Alpha 값

항목 수

환경 개선요인

시설 1 0.485 0.702 
0.720 

　
3　
　시설 2 0.623 0.539 

시설 3 0.523 0.653 

 운영 특성요인

운영 2 0.532 0.475 
0.659　

　
3　
　운영 3 0.497 0.535 

운영 5 0.393 0.666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연합회 1 0.750 0.712 
0.832　

　
3　
　연합회 2 0.746 0.721 

연합회 3 0.599 0.873 

강사의 질적 수준

강사 1 0.535 0.765 
0.771　

　
3　
　강사 3 0.700 0.580 

강사 4 0.586 0.712 

교재의 활용도
교재 1 0.544 .a

0.704 　 2　
교재 2 0.544 .a

원장의 운영마인드

학생교육 1 0.449 0.600 

0.667 　
　

4　
　

학생교육 2 0.580 0.533 

학생교육 3 0.462 0.595 

학생교육 4 0.340 0.671 

직무만족

직무만족 1 0.687 0.755 

0.821　
　

4　
　

직무만족 2 0.651 0.772 

직무만족 3 0.571 0.811 

직무만족 4 0.677 0.763 

경영성과 1
경영성과 1 0.768 .a 0.825　

　
4

　　경영성과 6 0.768 .a

경영성과 2

경영성과 2 0.699 0.755 

0.825　
　

4
　　

경영성과 3 0.591 0.804 

경영성과 4 0.707 0.751 

경영성과 5 0.604 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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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결과를 보면, 환경 개선 요인

(ɑ=0.720), 경영 특성 요인(ɑ=0.659), 학원연합회 회원유지(ɑ=0.832), 강사의
질적 수준(ɑ=0.771), 교재의 활용도(ɑ=0.704), 원장의 운영마인드(ɑ=0.667),
직무만족(ɑ=0.821), 경영성과 1(ɑ=0.825), 경영성과 2(ɑ=0.825)의 Cronbach's

ɑ가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변수 중 제거되는 변수 없이 모두 가
설검증에 사용하였다.

제 3 절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인 학원의 환경 개선 요인, 경영 특성 요인, 학원

연합회 회원유지, 강사의 질적 수준, 교재의 활용도 그리고 원장의 운영마

인드가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와 경영성과 1, 2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

다. 이들 가설검증을 위해 SPSS 15.0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음악학원의 운영 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현재 우리나라의 음악학원 운영성과는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학원 강사

등 근무환경도 열악해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음악학원 원장들이 악화요인

에 대한 개선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도 못하

는 실정이다. 학원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학원의 운영 요인이 학

원장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 68 -

음악학원 운영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학원 운영 요인 변수의 관

계 <가설 1>을 검증하였다.

 <가설 1> 음악학원 운영자에게 학원 운영 요인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1> 환경 개선 요인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2> 경영 특성 요인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3> 학원 연합회 회원유지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4> 강사의 질적 수준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5> 교재의 활용도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6> 원장의 운영마인드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표 4-5> 학원 운영 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변수 B 베타 t

(상수) 1.269 0.000 2.353  
**

환경 개선 요인 0.203 0.173 1.983 
**

경영 특성 요인 0.003 0.003 0.034 
　

연합회의 회원유지 0.002 0.003 0.034 
　

강사의 질적 수준 0.234 0.225 2.515 
**

교재활용도 -0.091 -0.062 -0.712 
　

원장의 운영마인드 0.248 0.269 3.011 
***

  0.162

  4.870
***

 종속변수 : 직무만족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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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을 살펴보면, 모형의 적합도는 F값 4.870으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16.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검증을 위한 모형설정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변수는 환경 개선 요인과 강사의 질적 수준은 유의

수준 5%, 원장의 운영마인드는 1%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학원장

의 직무만족에 환경 개선 요인, 강사의 질적 수준, 원장의 운영마인드가 유

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영 특성 요인과 학원

연합회 회원유지, 교재의 활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으로 <가설 1-1>

은 환경 개선 요인으로 첫째, 음악학원을 창업하기 위한 절차를 알고 있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창업을 위해서는 예산에 맞는 학원의 규모

설정, 학원의 신설과 인수 중 선택, 악기 선택 및 방음시설, 상담 자료와

차량운행, 교수법, 수강료와 공제(보험) 등의 창업 전 정확한 정보와 준비

가 필요하다. 둘째, 학원의 입지가 학원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번 연구를 위한 학원장 인터뷰에서도 100%의 학원장이 학원의 입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원을 개원할

때 창업관련 절차와 법규, 학원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학생 수, 지역

주민 소득수준 등)과 지리적 위치(상권분석)를 보통수준으로 고려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어 <가설 1-1>은 지지된다.

직무만족에 미치는 강사의 질적 수준의 <가설 1-4>는 강사의 질적 수준

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첫째, 강사의 근속 경

력이 1년 이상이라는 것은 학원장과 학생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어

있고, 강사의 근무조건 및 환경이 만족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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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학원운영에 있어서 강사의 채용은 학원장의 정확한 교육관과 채용기준,

그리고 꾸준한 관리와 금전적 보상, 유대관계 등으로 인하여 강사의 적극

적 업무수행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서 학원장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 것으

로 볼 수 있다. 즉, 학원장들은 강사들이 장기간 근무하고, 학생들과 관계

가 원만하며 출퇴근시간 잘 준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4>

는 지지된다.

원장의 운영마인드의 <가설 1-6>은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첫째, 피아노 외에 다양한 악기교육 체험과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음악성 계발과 원생확보에 유의적 결과를 준 것으로 판단된

다. 둘째, 학원장의 자기계발을 위한 꾸준한 학습은 학원생을 교습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계발을 위한 상급학교 진학으로 얻어지는 결과들이

학원장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셋째, 학원운영으

로 얻어지는 만족할 수입이 학원장이라는 직무에 만족한다는 영향을 준 것

으로 볼 수 있다. 즉,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장으로서 교수법에 대한 지속

적인 업그레이드, 학원생들을 위하여 교육성과(실력 향상, 상급학교 진학)

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설 1-6>은 지지된다.

반면, 경영 특성 요인과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여부는 양(+), 교재의 활용

도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1-2>,<가설 1-3>, <가설 1-5>는 기각된다.

따라서 음악학원을 경영하는 학원장의 직무만족은 환경 개선 요인, 강사

의 질적 수준, 원장의 운영마인드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학원장으로서 교육관이 뚜렷하고, 학생들이 향상되는 모습 속

에서 느끼는 보람, 또한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한 즐거움으로 학원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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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기를 원하며 성과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Thickstun95)의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사의 자격이 높게 평가될

수록 경영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음악학원의 운영 요인이 경영성과 1에 미치는 영향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음악학원은 학원생의 감소 추세로 운영하

는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원생이 줄어들어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어

려움을 호소하는 학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원생이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목표에 이르는 데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전의 광고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홍보물 제공 등 예전에 볼 수 없

었던 방법이 등장하기도 한다. 학원은 학원생이 증가하여야 학원 강사 등

근무자의 사기진작에 보다 효율적인 교육방법이 채택되는 계기가 될 것이

다. 또한 학원운영자의 수입에도 직결되는 효과로 나타나 학원생들이 느끼

는 분위기도 좋아져 더 많은 수강생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학원생이 등록

하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장의 운영방법,

강사의 질적 수준, 교재의 활용도,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학원장의 경영마

인드가 변해야 한다. 또한 학원 연합회와 교습소 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도

학원의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다뤄야 한다. 학원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운영만족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경영성과를 위하여 학원

운영요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요인이 학원의 경영성과 1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95) Thickstun, 위의 글,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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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원 운영자의 학원 운영 요인이 경영성과 1에 미치는 변수의 관련

성에 관한 <가설 2>를 검증하였다.

 <가설 2> 음악학원 운영자에게 학원 운영 요인은 경영성과 1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1> 환경 개선 요인은 경영성과 1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2> 경영 특성 요인은 경영성과 1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3> 학원 연합회 회원유지는 경영성과 1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4> 강사의 질적 수준은 경영성과 1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5> 교재의 활용도는 경영성과 1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6> 원장의 운영마인드는 경영성과 1에 영향을 줄 것이다. 

<표 4-6> 학원 운영 요인이 경영성과 1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변수 B 베타 t

(상수) 2.372 0.000 4.300 
***

환경 개선 요인 -0.139 -0.122 -1.327 
　

경영 특성 요인 -0.050 -0.054 -0.594 
　

연합회의 회원유지 -0.099 -0.135 -1.461 
　

강사의 질적 수준 0.112 0.111 1.176 
　

교재활용도 0.186 0.132 1.433 
　

원장의 운영마인드 0.221 0.248 2.637 
***

                       2.565
***

                      0.073

 종속변수 : 경영성과 1

*  p<0.1, ** p<0.05, *** p<0.01
* 경영성과 1 : 재무적성과(학원생의 증가, 수입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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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를 살펴보면, 모형의 적합도는 F값 7.3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2.565%로 통계적으로

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설정을 위한 모형 설정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 값을 살펴보면 원장의 운영마인드가

양(+)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원장의 운영마인드가 높을수록 재무적 성과를 의미하는 학원의

경영성과 1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 변수인 환경 개선요인, 경영

특성 요인, 학원연합회의 회원유지, 강사의 질적 수준, 교재의 활용도의 변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는 경영성과 1에 유의하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원장의 운영마인드가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결과로

나타나 <가설 2-6>은 지지된다.

반면, 강사의 질적 수준과 교재의 활용도 양(+), 환경 개선 요인, 운영 특

성 요인, 학원연합회 회원유지는 음(-)의 관련성을 보이지만 유의적인 결

과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 <가설 2-4>,

<가설 2-5>는 가설을 기각한다.

그러나 이번 분석 결과, <가설 2-6>은 음악학원 원장의 운영마인드(피

아노 외의 다른 악기지도, 학원생을 위한 꾸준한 공부, 상급학교로의 진학,

학원생의 마스터 클래스 참가)가 잘 갖춰져 있을수록 경영성과 1(재무적

경영성과)인 학원의 환경수준, 학원장 및 강사의 신뢰도, 학원생의 목표성

취도, 강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기술통계량

분석에서 대부분 학원운영의 재무적 경영성과 1을 ‘보통이다’ 이상 인식하

는 것과 환경 개선 요인, 경영 특성 요인,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강사의 질



- 74 -

적 수준, 교재의 활용도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선행연구에서 학원 사업의 성공요인으로 학원입지 선택 방법, 자신에게

맞는 학원을 고르는 법, 강사의 채용 및 관리, 학원생 관리, 학부모 관리,

학원 관리, 실속 있는 학원 경영법 등이 영향을 미친다.96) 이의 결과와 같

이 원장의 운영마인드(피아노 외의 다른 악기지도, 학원생을 위한 꾸준한

공부, 상급학교로의 진학, 학원생의 마스터 클래스 참가)가 경영성과 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음악학원의 운영 요인이 경영성과 2에 미치는 영향

정상적인 학원운영은 학원생의 증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학원생을 증가하기 위한 방안은 학원의 운영요인에서 찾아야 할 것

이다. 학원 운영 요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장의 환경 개선 요인, 강사의

질적 수준, 교재의 활용도,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학원장의 경영마인드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학원 운영요인이

경영성과 측정치의 비재무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음악학원 운영자의 학원 운영요인이 경영성과 2에 미치는 변수의 관련성

에 관한 <가설 3>을 검증하였다.

96) 박동옥, 위의 책, 1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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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음악학원 운영자에게 학원 운영 요인은 경영성과 2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1> 환경 개선 요인은 경영성과 2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2> 경영 특성 요인은 경영성과 2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3> 학원 연합회 회원유지는 경영성과 2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4> 강사의 질적 수준은 경영성과 2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5> 교재의 활용도는 경영성과 2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6> 원장의 운영마인드는 경영성과 2에 영향을 줄 것이다. 

<표 4-7> 학원 운영 요인이 경영성과 2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변수 B 베타 t

(상수) 1.526 0.000 3.691 
***

환경 개선 요인 0.196 0.213 2.502 
**

경영 특성 요인 0.102 0.136 1.615 
　

연합회의 회원유지 -0.044 -0.074 -0.874 
　

강사의 질적 수준 0.145 0.176 2.027 
**

교재활용도 -0.077 -0.067 -0.785 
　

원장의 운영마인드 0.237 0.326 3.753 
***

                          0.209

                         6.299
***

 종속변수 : 경영성과 2

*  p<0.1, ** p<0.05, *** p<0.01
＊ 경영성과 2 : 비재무적성과(교육환경수준, 강사의 신뢰도, 교육성과, 교육의 질) 



- 76 -

<표 4-7>을 살펴보면, 모형의 적합도는 F값 6.299로 유의수준 1%에서 유

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20.9%로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검증을 위한 모형설정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영성과 2의 비재무적성과에 유의적인 변수는 환경 개선 요인과 강사의

질적 수준은 각각 양(+)의 유의수준 5%, 원장의 운영마인드는 양(+)의 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비재무적 경영성과 2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환경 개선 요인, 강사의 질적 수준, 원장의

운영마인드로 나타났다. 반면, 경영 특성 요인은 양(+), 교재의 활용도, 학

원연합회 회원유지 여부는 음(-)의 관련성을 보이지만 유의적인 결과가 나

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3-1>의 환경 개선 요인에서 창업 절차와 정보, 학원

의 지리적 조건과 주변상권이 좋은 곳에 위치한다면 경영성과 2의 비재무

적 경영성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가설 3-1>은 지지된다.

<가설3-4>의 강사의 질적 수준 요인에서 강사의 오랜 근속 기간, 강사와

학생과의 원만한 관계, 강사의 출근시간이 잘 지켜지며 학원 운영이 된다면

경영성과 2의 비재무적 성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3-4>는 지지된다.

<가설 3-6>의 원장의 운영마인드 요인에서 피아노 외의 다른 악기지도

병행, 학원생을 위한 꾸준한 진로상담, 상급학교로의 진학상담, 학원생의

마스터 클래스 참가 추진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경영성과 2의 비재무적 성

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3-6>은 지지된다.

이 같은 결과는 기술통계량분석에서 경영성과 2에 대한 학원장의 인식도

는 “보통이다”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학원장들은 경영 특성 요인, 교재의 활용도, 학원연합회 회원유지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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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무적 성과인 교습환경이 좋아지고, 학원장과 강사의 신뢰도가 높아지

고, 학원생의 성취도가 높은 편이고,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는 기대에는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강희97)의 연구에서 강사의 빈번한

교체는 학원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결과와 같이 강사의 오랜 근무

경력이 경영성과 2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송정이98)의 연구에서 교재 선택과 활용은 학습자에

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교재의 활용도가 경영성과 2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 <가설 3-5>가 기각 되므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직무만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학원장은 학원생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교수법을 연구하고 실행하기 위

한 자기계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학원장들은 학원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도 자신의 위치에 맞는 직무개발을 통하여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할 것이다. 기대한 만큼의 효율적인 학생들의 교육성과가 나타나면 원

장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게 되어 학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길 원하고, 일

에 대한 성취감으로 학원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음악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은 원장의 직무만족에 긍정적 변화를 초래함으

로서 궁극적인 경영성과의 향상에 기여하는데 유의 할 것이다. 이는 원장

의 직무만족은 학원의 경영성과 1, 2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97) 김강희 외, 위의 책, 237-257.

98) 송정이,『피아노 연주와 교수법』(서울: 음악춘추사, 1996),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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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가설 4>를 분석하였다.

  <가설 4> 음악학원 운영자의 직무만족은 경영성과 1, 2에 영향을 줄 것이다. 

<표 4-8> 직무만족이 경영성과 1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변수 B 베타 t

(상수) 2.429 10.211
***

직무만족 0.323 0.409 4.889
***

                        0.160

                      23.9
***

 종속변수 : 경영성과 1

*  p<0.1, ** p<0.05, *** p<0.01 
* 경영성과 1 : 재무적성과(학원생의 증가, 수입의 증가) 

<표 4-8>을 살펴보면, 모형의 적합도는 F값 23.9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16.0%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검증을 위한 모형설정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경영성과 1의 유의적 변수인 직무만족(현재의 직업에 만족한다, 학원운

영을 계속 하고 싶다, 학원장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학원경영을 통한 성취

감을 느낀다)은 1%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 <가설 4> 직무만족이 경

영성과 1(학원생의 전년도 대비 증가, 수입의 전년도 대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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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박진영99)은 직무만족을 위한 학원장의 역량 계발을 통한

학원경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분석 결과 학원장의 직무만족(현재의 직

업에 만족한다, 학원운영을 계속 하고 싶다, 학원장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학원경영을 통한 성취감을 느낀다)이 경영성과 1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직무만족을 위한 원장의 자기계발이 필요하

다는 선행연구와 재무적 경영성과인 경영성과 1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결과

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표 4-9>를 통하여 직무만족이 경영성과 2에 미치는 영향의 회

귀분석을 하였다.

<표 4-9> 직무만족이 경영성과 2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변수 B 베타 t

(상수) 1.563  3.714  
***

직무만족 0.409 0.306 3.504
***

                        0.086

                      12.277
***

 종속변수 : 경영성과 2

*  p<0.1, ** p<0.05, *** p<0.01
＊ 경영성과 2 : 비재무적성과(교육환경수준, 강사의 신뢰도, 교육성과, 교육의 질)  

99) 박진영, 위의 책, 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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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를 살펴보면, 모형의 적합도는 F값 12.277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8.6%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설검증을 위한 모형설정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영성과 2의 유의적 변수인 직무만족(현재의 직업에 만족한다, 학원

운영을 계속 하고 싶다, 학원장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학원경영을 통한 성

취감을 느낀다)은 1%에서 유의적인 결과로 나타나, <가설 4> 직무만족이

경영성과 2(교습 환경의 수준이 매년 높아짐, 학원장과 강사의 신뢰도가

높다, 학원생의 목표 성취도가 높다, 교사의 교육의 질이 매년 높아진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박지영100)은 만족도(전공과

학원 운영 업종, 투자액수, 운영기간)의 요인으로 경영성과에 유의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직무만족이 비재무

적 경영성과인 경영성과 2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

구와 일치하였다.

100) 박지영, 위의 책, 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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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및 논의

일반적으로 경영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에 있다. 그러나 음악학원이 추구

하는 가치와 목표는 반드시 교육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창조적인 교육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이를 바탕으

로 하는 이윤 창출이 학원 경영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학원 경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요인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이러한 요인들이 학원장의 직무 만족과 경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 보았다. 이를 통해 학원장의 직무 만족이

높을 때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문항을 작

성하고 설문자료의 기술통계량분석,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분석방법은 직

무만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타당한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

석(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

멕스)을 실시하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서 사용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타

당한가를 위하여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타당한 변

수를 사용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원 운영 요인이 음악학원 운영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

계는 환경 개선 요인과 강사의 질적 수준, 원장의 운영마인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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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요인은 학원을 개원할 때 창업관련 절차와 법규, 학원생으로 등록

할 수 있는 대상(학생 수, 지역주민 소득수준 등)과 지리적 위치(상권분석)

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지지된다. 강사의 질적 수준은

강사의 근속경력이 길수록 학생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어 있고, 강

사의 근무조건 및 환경이 만족스럽고, 금전적 보상이 적극적 업무수행 동

기를 유발시킴으로서 학원장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4>는 지지된다. 원장의 운영마인드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장으로서 자기계발을 위한 꾸준한 학습으로 교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학원생들을 위하여 상담(실력 향상, 상급학교 진학)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설 1-6>은 지지된다. 반면, 경영

특성 요인과 학원연합회 회원 여부, 교재의 활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1-2>, <가설 1-3>, <가설 1-5>는 기각된다.

둘째, 음악학원 운영자의 학원운영요인이 경영성과 1의 재무적성과(학원

생 증가, 수입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학원장의 운영마인드 변수에서만 유

의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 1에 유의하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원장의 운영마인드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로

나타나 <가설 2-6>은 지지된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학원 원장의 운영마인

드(피아노 외의 다른 악기지도, 학원생을 위한 꾸준한 공부, 상급학교로의

진학, 학원생의 마스터 클래스 참가)가 잘 갖춰져 있을수록 경영성과 1의

재무적 경영성과인 학원생의 증가에 의한 학원수입의 증가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환경 개선 요인, 경영 특성 요인,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강사의 질적 수준, 교재의 활용도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3-1>, <가설 3-2>, <가설 3-3>, <가설 3-4>, <가설 3-5>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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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음악학원 운영자의 학원 운영 요인이 경영성과 2의 비재무적성과(학

원의 환경수준, 강사의 신뢰도, 학원생의 성취감, 교육의 질)에 유의적인 변

수는 환경 개선 요인과 강사의 질적 수준, 원장의 운영마인드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영 특성 요인, 교재의 활용도, 학원

연합회 회원유지 여부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 개선 요인의 창업의 절차와 정보, 학원의 지리적 조건과 주변상권이 좋

은 곳에 위치한다면 경영성과 2의 비재무적 경영성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가설 3-1>은 지지된다. 강사의 질적 수준 요인의 강사의 평균 근

무기간 준수, 강사와 학생과의 원만한 관계, 강사의 출근시간 준수를 지키며

운영한다면 경영성과 2의 비재무적 성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3-4>는

지지된다. 원장의 운영마인드 요인의 피아노 외의 다른 악기지도 병행, 교육

성과, 학원생의 마스터 클래스 참가 추진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경영성과

2의 비재무적 성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3-6>은 지지된다. 반면, 경영

특성 요인과 학원연합회 회원유지, 교재의 활용도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

나지 않아 <가설 3-2>, <가설 3-3>, <가설 3-5>는 기각된다.

넷째, 음악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은 원장의 직무만족에 긍정적 변화를 초

래함으로서 궁극적인 경영성과 1과 2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4>는 지지된다. 학원운영자의 직무만족요인(현재의 직업에 만

족한다, 학원운영을 계속 하고 싶다, 학원장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학원경

영을 통한 성취감을 느낀다)이 높아지면 경영성과 1의 재무적성과(학원생

의 전년도 대비 증가, 수입의 전년도 대비 증가)와 경영성과 2의 비재무적

성과(학원의 환경수준, 강사의 신뢰도, 학원생의 성취감, 교육의 질)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84 -

연구 결과 6개의 요인 중 환경 개선 요인, 강사의 질적 수준, 원장의 운

영마인드 3개의 요인이 학원장의 직무만족과 학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본 연구를 진행하며 느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재 교습하고 있는 학원생의 인원과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의 매출액을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소득금액의 정보

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학원장들의 성실하지 못한 응답으로 부득이 증

가 또는 감소로 표현하는 likert 5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로 측정 할 수밖에 없었다.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소득금액도 학원장의 자의적인 증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강사의 질적 수준 자료는 학원의 중요사항으로 여겨지므로 일방적

으로 학원장의 답변만을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측정요인의 강

사의 급여 수준, 강사의 학력, 부적격 강사의 채용 유무를 조사하려고 하였

으나 학원운영의 중요 정보내용으로 노출을 우려하여 설문에 회의적 반응

을 표현하여 마찬가지로 절대 값이 표현 안 되는 likert 5점 척도로 설문하

였다.

셋째,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피아노 전공 교수나 유명 피아니스트

의 마스터 클래스에 레슨 참여 여부와 횟수, 1회 레슨비를 조사하려고 하

였으나, 외부 레슨 사실을 알리기 회피하여 절대 값이 표현 안 되는 likert

5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표본인 학원장들을 직접 대면하여 주변에 위

치한 동종 학원 등에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연구에만 사용할 것을 설명하

면서 최선의 응답을 요구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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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질을 갖춘 원장과 강사가 학원 운영에 참여

하는 것은 성공적인 학원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효율적으로 학원을 운

영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과 과정에서 이러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학원 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직무관련 교과목인 학

원 경영, 사무 처리, 교재 연구, 다양한 교수법, 학원 현장 실습 등의 교과

목 수강을 통해 직무역량이 강화되어 대학을 졸업한다면 학원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리라 본다. 한편,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

장들을 위한 재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원연합회와 피아노 교

수법 전문 학회와의 연계를 통한 활동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아노 교수법 관련 전문대학원이 서울, 경기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도 활성화되어 학원장들의 재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학원 운영 요인으로 채택되었던 교재의 활용도

와 학원연합회는 분석 결과 수치가 낮아 요인에서 제외되어 검증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지만 교재의 적절한 활용은 학생들의 피아노 교육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에

서 빠진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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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management characteristic factors of

music academy on management efficiency

Dong Hun Park

Many piano beginners are receiving piano education through music

academy and the large number of graduates of the music colleges are

teaching students by founding their own music academy. However, the

education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music academy has not been

conducted systematically in the university courses; therefore, music

academy founders have faced many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ir music academy. Thus, this study aimed to seek

measures to operate a music academy in an efficient way by analyzing

the management characteristic factors that influence the operation of a

music academy.

To make the study more effective, the pre-survey for awareness was

conducted for the students of 14 universities for each regional area at

national level and the principals who were operated a music academy in

the form of questionnaire and interview. And after analyzing the

operation factors of a music academy based on these, the surve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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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for the principals nationwide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 of

each operation factor on job satisfaction and management outcome. The

operation factors of music academy consisted of environment

improvement factor, management characteristic factor, maintaining the

members of association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quality of

instructor, utilization of materials and management mind of principal.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the study set the hypothesis as to the

effect of each factor on job satisfaction and management outcome and

verified the hypothesis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it was analyzed that the three factors

of environment improvement factor, quality of instructor and

management mind of principal affected the job satisfaction and

management outcome of the principals. It would be critical to identify

the foundation procedure of a music academy for environment

improvement factor. Also it was found that it would be advantageous

for the location of a music academy to be at an apartment concentrated

area, the vicinity of an elementary school and an apartment shopping

center and the good facility of a music academy would be of help in

the management. As for quality of instructor, a long working period of

an instructor and paying subsidies in accordance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as well as amicable relationship between

instructors and students would be deemed helpful for th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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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as for management mind of principal, the efforts to improve

students' skills and the educational outcome such as educational

transition to higher educational schools and winning a prize at musical

competitions through teaching other musical instruments other than

piano and participating students in master classes of renowned

professors or pianists along with the efforts for various

self-developments such as teaching method study and graduate school

advancement and so on were found to be of help in the music academy

management.

In view of the analysis results, that qualified principals and

instructors participate in the music academy management will have an

absolute impact on the successful music academy operation. Thus, it

would be required to implement such preparation systematically in the

university courses in order for graduates of colleges of music to operate

a music academy in an efficient way without experiencing trial and

error. If students graduate from universities with improved job

competency through course offerings for a variety of work functions

related to music academy management such as music academy

management, office work handling, material research, various teaching

methods, music academy's practical training, etc., then they will be able

to operate their music academy more efficiently. On the other hand, it

would be imperative to seek measures for the association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which is currently a nominal organiz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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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 the role as an organization to give practical assistance to the

music academy management in cooperation with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for piano teaching method in order to further vitalize the

retraining for the principals who are currently managing a music

academy. Moreover, th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s in relation with

piano pedagogy should be vitalized in not only Seoul and Gyeonggi-do

but also many other regions in order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retraining for principals.

Lastly, utilization of materials and the association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which were selected as the music academy

operation factors were not verified since they were excluded due to the

low values of factor analysis result. However, one cannot deny that the

appropriate use of materials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iano

education for students.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follow-up studies

will implement an additional verification on the missing factors from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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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효과적인 학원 운영을 위한 제언

본 연구를 위한 사전 설문 조사에서 ‘졸업 후 음악 학원 경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대학생 444명 중 59.0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과목’ 조사에서

는 45.96%의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음악학원 경영’을 취업에 도움이 될 교

과목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서양음악 연구소에서 발표한 음대

생들의 취업 실태 조사에서는 “음악 대학생이 연주자나 교수가 되지 않고

자신의 전공을 살리면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직업이나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101)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피아노

전공자 대부분이 다양한 형태의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중 상당 수

가 학원장 혹은 학원 강사로 취업하는 현 상황에서 효과적인 학원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자는 학원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1995년에 학원을 개원하여

18년 동안 좌충우돌 하면서 학원을 운영해왔다. 다음에서 소개되는 제언들

은 본 연구에서 분석된 학원 운영 요인들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현재의 학원 운영자 혹은 미래의 학원 운영

자들이 성공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01) 민은기, “음악대학 졸업생의 취업실태 및 취업의식,” 『서울대학교 서양음악

연구소』2 (2003),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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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 환경

본 연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학원의 환경 특성은 학원의 경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원의 입지는 매우 중요한데, 학원장들의

설문 조사에서도 100%의 학원장이 학원의 입지를 ‘매우 중요하다’와 ‘중요

하다’로 응답하였다. 또한 14개 대학의 설문에서도 86.48%가 ‘매우 중요하

다’와 ‘중요하다’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은 그만

큼 임대료나 보증금, 혹은 분양 대금이 비싸 경제적인 부담도 동반된다. 따

라서 본인의 경제적 규모에 적합하면서 좋은 장소를 택하는 지혜가 요구된

다. 다음에서 제시되는 내용들은 학원 입지에 관련된 것들이다. 가장 이상

적인 장소는 소형 평대의 아파트 밀집지역, 초등학교 주변, 여러 학원이 몰

려 있는 지역 등을 꼽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장소에 학원이

입지하더라도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야 한다.

첫째, 초등학교 주변의 경우 방학 때는 쉬는 학원생이 많아지게 됨으로

방학 특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학원 수강생 수가 변동되지 않도록 미

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너무 오래 된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학원 수강 대상 학생들이

별로 없으며, 소형 임대 아파트의 경우 학원비 장기 체납자가 생기기 쉽다.

셋째, 건물의 위치는 어린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게 대로 변 보다는 이면도

로 쪽이 좋다. 건물을 임대 할 경우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상가를 계

약하기 전 밀린 세금이 있는지, 건물에 압류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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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육청마다 학원과 교습소의 허가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

한편, 학원의 창립 시기도 학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데 본 연구를 위한

사전조사로 이루어진 학원장들과의 인터뷰에서 33.33%의 학원장이 학원을

인수하였다고 하였고, 국내 유명학원의 한 원장은 인터뷰에서 “학원 창업

을 위한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수를 권하고 싶다”고

하였다. 음악학원의 신설이나 인수의 경우 신입생의 유동이 없어서 비수기

시점인 4-5월 또는 9-10월이 신설이나 인수의 최적기이다. 이 시기에 학원

을 창립하게 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홍보할 수 있어 신입생 확보에 대한

준비를 차분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원을 인수 할 경우 원생의 수에 따라

권리금이 결정되므로 유리하고 인수 후 원생의 퇴소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일단 학원의 입지가 결정되면 학원의 내부 구조를 어떻게 꾸밀 것 인가

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특히 첫 설계를 잘하면 학원을 운영하다가 다시

뜯어 고치는 번거로움과 금전적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므로 처음에 효과적

으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학원 내부 설계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첫째, 상담할 때 원생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102) 상담실에서 아이

들의 움직임이나 교습 상태를 확인 가능하게 설계해서 상담과 학원 내의

상태를 동시에 파악 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102) 김강희 외, 위의 책,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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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원을 들어서면 홀 중간에 그랜드 피아노를 배치하는 경우 학원

을 운영하는데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홀에 중간에 있는 피아노를 칠 경우

학원 전체가 소란스러워 교사, 학생, 방문객 모두에게 방해가 된다.

셋째, 직원 휴게실을 배치하고, 귀중품은 그 곳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효과적으로 내부 설계를 하고 인테리어에 치중을 해서 학원을 단장하더

라도 만약 연습실의 방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습에 매

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방음은 시공법에 따라 부분형103), 고

정형104), 부스형105)으로 나뉜다.106)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방음을 하지 않

는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없고 누군가 상담을 오더

라도 방음을 하지 않은 경우 시끄럽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상담에 집중

하기도 힘들다. 또한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은 교사의 건강에도 치명

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원의 성공적인 운영, 더 나가서는 교사와 학

생의 건강을 위해서도 방음은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103) 방음 시공 현장에 따라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면서 주 사용자의 패턴에 맞춤

형 방음시공을 하는 방법이자. 주로 낮에 가볍게 연습하는 장소에 시공한다.

104) 가장 오래된 방음 시공 방법으로 토목(목수) 공사를 기반으로 시공하는 방법

이다. 방음벽의 두께를 두껍게 하여 시공을 하는 방법으로 긴 시공기간을 요

구하며 추후 이전 설치할 경우 재활용 비율이 30-40%로 많이 떨어진다.

105) 부스형 시공의 장점은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이동 설치가 용이하다는 점이

다. 고정형이 30-40%의 재활용이 가능한 반면 부스형은 90-100%까지 재활

용이 가능하다.

106) 한국방음, “방음의 모든 것” 128 (서울: 마스트 미디어, 2013, 10),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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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 경영

본 연구에서 학원 경영 요인은 학원장의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원 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상담

상담은 성공적인 학원 경영의 첫 걸음이다. 등록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

해서 상담에 임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첫 이미지가 중요하므로

학원의 신발장이나 화장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상담자는 항상 복장

을 단정하게 입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상담실의 위치는 학원생들과 약간

격리 된 출입구 쪽이 좋다. 원장이 상담을 하는 시간에도 학원은 계속 운

영이 되어야 하고 강사들에게 학생들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게 주

의 깊게 살피도록 부탁해야 한다.

(1) 상담의 기본 원칙

첫째, 학원을 처음 개원해서는 학원생이 얼마 없기 때문에 상담하기 전

간단한 음료나 차를 접대하며 여유 있게 상담을 할 수 있지만, 학원이 어

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시간적으로 차를 마시며 상담 할 여유가 없게

된다. 하지만 원장은 절대 조급해 하거나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부형의 말은 최대한 많이 듣고 원장의 말은 최소로 하면서 원장의 소신

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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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담 중 전화가 걸려오면 당황하기 쉬운데 상담 중인 학부형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고, 통화가 길어질 수 있는 내용이면 상담 중임으로 다음

에 연락하겠다고 알리고, 연락처를 받은 후 상담에 임해야 한다. 또한, 전

화로 상담 예약을 할 경우 학원에 저학년이 없는 시간대에 맞춰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고, 전화기를 두 대 설치하여 상담에 주로 쓰는 번호를

만드는 것이 좋으며, 상담 주력 전화번호는 퇴근 시에도 착신 서비스를 해

놓는 것이 좋다.

셋째, 학원 전화는 되도록 상담을 주로 하는 교사나 원장이 받는 것이

좋다. 아이들의 학습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고, 학부형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상담이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마다 상담 일지를 작

성하여 학생들의 특이 사항을 학부모들에게 알려 줄 수 있어야 하며 학원

생의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학원 수강료의 흥정은 안하는 것이 좋다.

(2) 상담 자료 구비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다음에서 제시되는 항목들을 항시 구비해 놓으면

도움이 된다.

첫째, 교재 관련 내용

둘째, 수강료 관련 내용

셋째, 수강료 및 교재비 수납 방법

넷째, 원생 등록 카드 및 상담 카드

다섯째, 학원 1년 행사 소개

여섯째, 출결 현황 연락 체계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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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원  메인 페이지 구성 요소
남주희 학원소개 강사소개 분점소개 프로그램 입학안내 커뮤니티
달란트 학원안내 수강안내 교육안내 강사소개 게시판
맑은샘 학원소개 프렌차이즈 지점안내 공연안내 수강신청 커뮤니티
명륜 학원안내 수강안내 교육과정 강사소개 게시판 자료실

바다소리 학원소개 수업안내 운영시간 오시는길
수연 학원안내 갤러리 입시정보 진학현황 교육상담
수현 학원안내 교육과정 입시정보 게시판 공지사항 보도자료

폴심포니 학원소개 수강안내 교육과정 강사소개 게시판 향상음악회
프리지안 학원소개 강사소개 수강안내 입시정보 커뮤니티 상담문의
해바라기 학원소개 소식 수상경력 매스미디어 사진 동영상

희문 학원소개 정보마당 음악사전 Q & A 게시판

2) 학원의 홍보

가장 이상적인 홍보는 학원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생들이

학원의 수업에 만족하여 주변에 알리는 것이다. 하지만 학원이 포화 상태

인 현 상황에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

는 학원 홍보를 위한 주된 수단이 전단지, 간판, 학원 창문 썬팅, 현수막

등 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한 학원장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에서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대형 학원의 원장들은 모두가 인터넷을 활용한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광고를 한다고 하였고, 그로 인해 학원생 확보

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대형 학원의 경우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외국의

경우에도 인터넷을 활용하는 홍보가 일반적임을 볼 수 있었는데 국내 유명

학원 및 외국 학원의 메인 화면에서 관찰된 홈페이지 구성 요소는 <표

6-1>과 <표 6-2>와 같이 나타난다.

<표 6-1> 우리나라 음악학원 홈페이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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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 외국학원의 홈페이지 구성

스  학 원튜디오               메인 페이지 구성 요소메인 페이지 구성 요소

Clavier Music 

Studio107)

스튜디오

소개
교사소개

교습대상 

및 교수법

운영정

책

찾아오는 

길

Bellevue Piano 

Studio108)

스튜디오

소개
학원소개

교습대상 

및 교수법

수강방

법 및 

수강료

스튜디오

를 빛낸 

학생

찾아오는 

길

Hosanna Music 

Academy109)
학원소개

학원소개 

및 

원장소개

개설과목 

및 수강료

음악세

계 

교사채용

공고

찾아오는 

길

LA Music 

Academy110)
학원소개 학원소개 수업료

 사진 

앨범
동영상

찾아오는

길 

우리나라 음악학원의 홈페이지 구성은 학원소개와 강사소개, 교육과정,

수강안내, 학원위치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었고, 게시판을 통해 정보 소통의

역할을 했으며, 각 학원의 전략적 교습 대상을 위한 입시, 학원의 지점 소

개, 교수법, 앨범 등을 구성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홈페이지 구

성 요소도 우리나라의 음악학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구성과 별 차이가 없

어 보이는데, 학원소개, 교사소개, 수강료, 찾아오는 길 등이 공통적으로 있

고, 앨범, 동영상, 스튜디오를 빛낸 학생, 교사 채용 공고 등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곳도 있었다.

학부모나 학생이 학원을 찾기 전에 미리 학원의 정보를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다면, 상담 시 반복되는 질문을 피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는

등록 할 의사를 갖고 학원을 방문할 것이므로 상담이 수월해지고 등록할

107) www.clavierpiano.com 〔2013년 10월 10일 접속〕.

108) www.bellevuepianostudio.com 〔2013년 10월 10일 접속〕.

109) www.hosannamusicacademy.com 〔2013년 10월 일 접속〕.

110) www.lamusicacademy.org 〔2013년 10월 1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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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학원 홍보 방법인 전단지홍보,

간판, 현수막, 창문 썬팅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인터

넷을 활용한 광고를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는 학원 경영을 기대해 본다.

3) 원생 유치 및 관리

최근 수강 대상자가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면

서 원생관리가 과거에 비해 더 복잡해지는 추세이다. 유치부 원생들의 경

우 화장실을 데려가야 하는 등 교사의 세심한 보살핌이 요구된다. 따라서

유치부의 경우엔 되도록 초등부와 분리 된 시간으로 등원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흥미롭게 피아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원 수강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초등부 학생의 경우 학원에 장기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피아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수준별 특성에 맞는 피아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면 초등학교

에서 학원을 등록한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도 학원을 떠나지

않게 된다. 동시에 학교 수행평가에서 요구되는 피아노 외 다른 악기의 강

습,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도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를 위한 학원장 설문 조사에서 학원

의 발표회나 콩쿠르 참가가 학생들의 음악성 계발 및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가 된다고 하는 응답률이 1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유

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학원 수강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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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시스템을 갖추어 학생들을 교육 시킨 후 정기적인 발표회 개최, 콩쿠르

참가를 통해 실적을 쌓아가는 것은 학원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본인 학원만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은 학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많은 피아노 학원에서 유치부, 초등부 등 다양한 연령층의 학

원생들을 일률적 교재로 보편적인 피아노 교육을 한다. 외국의 경우 1 : 1

피아노 교육 외에도 달크로즈, 오르프, 코다이, 스즈키 등과 그룹지도와 오

케스트라 활동 등 다양한 음악 체험을 하게 한다.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

하는 시간 외에 이러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활용 한다면 추가적으로 원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학원의 침체기를 이겨내기 위한 음악

학원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원생 유치도 중요하지만 학원에 유

치된 원생의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특히 원장의 경영마인드는 원생 관리

에 매우 형향을 미치는데 다음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연구자가 원생관리를

위해 적용하는 항목이다.

첫째, 편애하는 행동과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둘째, 편부나 편모 등의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잘 배

려 해 주어야 한다. 학원의 안내문 작성에 있어서도 아이들을 배려한 글쓰

기가 중요하다.

셋째, 아이들을 훈육하는 경우가 생기면 꼭 원장이 그 역할을 맡아야하

며, 귀가할 때 까지는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꼭 풀어서 돌려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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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념일을 챙겨주는 것이 좋다. 아이들은 이벤트를 즐거워하며, 자

신의 기념일 전에는 피아노 학습효과도 좋고, 교사의 레슨에도 적극적으로

잘 따른다.

다섯째, 원생 대비 적정 인원의 교사를 채용하여 아이들에게 깊이 있는

레슨과 이론 지도, 상담이 요구 된다.

여섯째, 피아노 학원 교사의 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이나 학

부형들에게 신뢰를 깊게 쌓아 놓으면 쉽게 학원을 그만두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신입 원생들을 데리고 오거나 학원을 대신하여 긍정적 홍보를 많이

해 주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이나 강사의 너그럽고 친밀감 있는 태

도가 필수적이다

한편, 원생들의 안전사고 관리는 학원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다. 많은 원

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미처 살피지 못하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여 곤혹스

러운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하여 원장과 교사는 수시로 원생들의 지도가 필

요하다. 그리고 2008년부터 학원생들의 학원 내, 혹은 원 외 활동에서의 피

해 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회 가입이 필수이다. 만약에 있을 사고를 대

비한 안전교육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1) 화장실 사용 지도

아이들이 화장실에 간다고 나가서 한동안 안 들어오는 경우 즉시 화장실

을 확인 해 봐야 한다. 간혹 화장실 문이 이상이 있거나 다른 아이들의 장

난으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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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습실 사용 지도

아이들이 많이 있다 보면 장난을 한다든가 문을 빨리 닫다가 문틈에 손

가락이 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문에 매달리거나, 안과 밖에서 서로 밀

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행동은 자칫 열쇠 파손으로 연습실 안의 아이가 갇

혀서 놀랠 수 있다.

(3) 계단, 엘리베이터 사용 지도

학원에 많은 아이들이 출입 할 때 계단을 이용할 경우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주의 사항 수시로 교육 시켜 항시 안전사고에 적극 예방해야 한다.

(4) 다툼 예방 지도

학원생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교사가 적극 개입하여

누구의 편에 편중되지 않게 화해를 유도해야 하며, 학원 교습이 끝나고 밖

에 나가서까지 싸우지 않게 학원 내에서 상황이 종료되게 하여야 한다.

(5) 신발장 정리지도

신발은 들어 올 때 잘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신발장에 신발들이 어수선

하게 놓여 있으면 학원 이미지에 좋지 않다. 절대 남의 신발을 감추거나

버리지 못하게 교육 시켜야 하고, 분실 시 적극적으로 대처 해 줘야 한다.

(6) 차량 사고 예방 지도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안전 지도가 적극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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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하며 승하차 시, 차량을 기다리거나 할 때 원생들의 안전 지도를 해

줘야 한다. 학원 공제나 보험을 의무 가입이 필수이기도 하지만 학원에서

는 수시로 학원생들의 안전 교육에 신경 써서 학부형들이 원생들을 믿고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

4) 차량 운행

학원장들의 설문조사에서 ‘차량운행이 학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은 Likert 5점 척도에서 ‘보통이다’ 이상의 응답이 나왔다. 14개 대학의 설

문조사에서 ‘출강하고 있는 학원의 차량운행 유무’를 묻는 질문에 피아노

페다고지 석사과정 개설 대학의 경우 30.76%, 피아노 페다고지 석사과정

미 개설 대학의 경우 59.05%가 운행을 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학원 운

영에 효과적 차량 운행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임제 인력 활용으로 경비를 최소화 하자.

둘째, 다른 학원과 연계해서 운행을 할 수도 있다.

셋째, 차량 운행시간을 정시화 해야 학원 운영이 순조롭다.

넷째, 차량 운전을 학원장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섯째,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유의하면서 차량을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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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강료 관리

현행 학원법(제15조)은 학원의 수강료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감이 수강료 등의 안정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제15조 제4항)함에 따라 수강료조정위원회(시행령 제17조)가 시

도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111) 따라서 실제적으로 시도별로 계열별

수강료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매해별 수강료의 인상 또

한 주요물가지표정책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원장의 교육 경험과 능력, 학력에 맞게 수강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겠

으나 학원의 수강료는 각 소속 교육청의 관리를 받게 된다. 학원장들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학원생들의 수강료를 100%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으로 받

는다고 응답하였다.

수강료의 납부일은 지정해 놓는 것이 학원 운영에 유리하다. 대부분 등

록을 하려고 오는 학생들은 수시로 아무 때나 하게 된다. 등록일에 맞춰

수강료를 받게 되면 수강료 납부일이 분산 되어 계획적인 지출과 관리가

어렵다. 월 말이나 월 초, 혹은 중순으로 하는 등 일괄적인 수강료 납부 일

을 맞추는 것이 좋다.

한편, 학원은 1년에 한 번씩 1월에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개인 종합 소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5월 확정 된 신고 금액에 대한

종합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게 된다. 개인 종합 소득 산출이 어려울 경우

111) 최지혁․홍선이․김영철, 『학원법 정비에 관한 정책연구』(서울: 한국직업능

력개발원, 20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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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양해를 구하면 성실히 가르쳐 주며 작성을 자세하게 도와준다.

‘세무신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원장 인터뷰에서 확인 한 결과 88.88%

의 학원장이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으며 매 달 세무사에게 관리비를 지출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신고

했던 내용을 모아두면 세무 신고를 할 때 상당히 편리하다. 그리고 세금

신고 시 현금 영수증 발행 합산과 카드 매출 합산은 정확해야 하므로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와 물건 구입 영수증을 모아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원의 수강생 대장과 영수증, 출석부도 5년 동안 꼭 보관해야 한다.

3. 학원 연합회

학원장과 강사의 연수 프로그램은 매년 1회의 정기 연수 형식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꼭 참석을 해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 경영

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모든 과목의 학원들이 똑같은 강사에 의해 같은 주

제의 교육을 받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전문성을 살려 음악

이면 음악, 외국어면 외국어 등 각 전공별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이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를 위한 학원장들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서 응답자의 87.5%가

학원장 및 강사의 연수가 학원 경영이나 학원생 교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육 당국이나 학원 연합회가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원연합회와는 별도로 전공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학회들이 창

립되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원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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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교수학 관련 학회 중 가장 대표적인 학회는 한국피아노교수법학

회112)이다. 학술대회를 개최, 논문집 발행, 분기 발표, 렉쳐 콘서트 개최 등

으로 피아노교수학의 학문적 지평을 넓혀 가면서 피아노 교사로서의 자질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학원 운영

자들이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국 관련 학회들의 활

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MTNA113)는 모든 음악교사에게 전문 교사 및 그룹피아노 전문가

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MTNA의 회원·비회원 상관없게 모든 프

로그램을 공유한다. 또한 독립적 개인 피아노 스튜디오 교사에게 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팁도 제공하며, 세금, 보험, 은퇴 설계까지도 도와준다.

NCKP114)역시 음악교육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연구 개발 및 성공

적 음악교육 방법들을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통해 전파하고, 피아니스트,

음악교사, 음악 매니아를 위한 월간 저널, Clavier Companion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2년에 한 번씩 전국 50개 주의 피아노 지도자, 음악교육자, 음

악 관련 업체가 모여 음악교육과 관련된 회의를 한다. 그리고 개인과 기업

으로부터의 후원을 통하여 교사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아노 교사와 음악전공 학생들에게 세미나와 참관수업을 할 수 있게 진행

112) http://www.pianopedagogy.or.kr 〔2013년 11월 21일 접속〕.

113) MTNA는 개인교사, 음악교육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성장·발전을 도모하며,

미국 전역에 22,000여명의 회원과 500여개의 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개

인 및 기업의 후원을 받아 발전하면서 교사와 학생의 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http;//www.mtna.org 〔2013년 11월 21일 접속〕.

114) NCKP는 음악의 질 향상과 교사교육, 연령·성별·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

에게 예술적 학습 경험을 지원하는 방법과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뉴저지에 위치한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http;//www.keyboardpedagogy.org 〔2013년 11월 2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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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레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의 피아노 교사들이 한 목

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EPTA115)역시 워크샵, 세미나, 리싸이틀, 마스

터 클래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위한 콩쿠르, 페스티벌을 기획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학원연합회와 교수법학회가

협력하여 상생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에

게 도움이 되면서 학문적 발전도 이뤄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4. 강사

본 연구에서 강사의 질적 수준은 학원장의 직무만족과 경영성과 2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강사 채용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 지도 교사의 실력은 제1의 요건일 것이기에

강사의 채용은 더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력만으로 유능한 선생님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바로,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정이 따라 주어야 지속

적인 실력을 갖춘 일류 강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116)

115) EPTA는 유럽의 피아노 교사들의 협회로 세계 38개 회원국을 가진 단체이

다. http;//www.epta-europe.org 〔2013년 12월 8일 접속〕.

116) 김지현, 위의 책, 2009,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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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입장에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강사’117)가 필요하고, 학

생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인성이 필요하다. Bastein(1986)은 “성공적인 교사

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로 지식, 인품, 정열, 자신감, 인내와 사랑

그 밖의 개인적인 속성을 들고 있으며, 이런 자질 소유에 따라 훌륭한 교

사와 평범한 교사가 판가름 된다”118)고 하였는데, 본 연구를 위한 사전 인

식조사에서도 모든 학원장이 인품을 가장 처음 본다고 하였고, 55.55%가

학력, 44.44%가 용모였다. 다음은 연구자가 강사를 채용할 때 적용하는 강

사 채용 원칙들이다.

첫째, 전공 강사 채용하기

둘째, 교습 경력 확인하기(타 학원 근무 기간, 자격증, 학력 등): 같은 지

역의 타 학원 강사 경력이 있다면 그 곳 원장에게 미리 강사에 대한 정보

를 알 수 있고, 자격증을 확인하고 학원의 주력 교재나 특성화를 위한 특

정 교수법을 학원에서 적용하고 있다면 그 교육을 잘 감당할 강사를 채

용 하는 것에 용이하다.

셋째, 성실한 교사 채용: 원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이들이 잘 따르지 않

으면 원생들의 관리가 어렵다. 그럼으로 강사를 채용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잘 하는 온화한 교사가 바람직하다.

넷째, 근무 시간 및 급여 조건 상담: 강사의 근무 시간과 급여가 좋은 조

건이라면 강사의 이직률이 낮다.

다섯째, 역할 수행 상담: 원장이 상담에 자신이 없거나 자주 자리를 비워

야 하는 경우 거기에 적절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117) 김지현, 위의 책, 77.

118) Bastein, 위의 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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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사는 지역과 학원과의 거리 확인: 학원의 위치와 강사의 거주지

가 멀면 바람직하지 않다.

일곱째, 원장의 교육 철학 및 교수 방안에 적극 동참 의사 유무: 학원을

경영하는 원장의 교수 철학이나 교수방안을 따르게 한다.

여덟째, 강사 채용에 신중 할 것: 강사의 잦은 교체는 학원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

아홉째, 원생 대비 교사의 인원을 꼭 생각 할 것: 원생 인원에 비해 교사

의 수가 적으면 피아노 교습과 이론 교육에 소홀해지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는 학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 강사의 자격 강화

음악학원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교사의 자격을 전공자로 해야 한다. 강사

의 자격에 관한 법률119)에 의하면 어떤 학원의 어떤 교습 과목이라도 일률

적으로 강사의 자격을 같게 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담당 교습 과정을

전공한 자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학원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아노 학원의 강사는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에게 맡겨야 할 것이

고, 수학 전공자가 수학 강사를 하고, 컴퓨터 전공자가 컴퓨터 강사를 해야

할 것이다. 피아노 학원의 강사 일자리가 비전공자들에게 넘겨진다면, 비전

공자의 채용으로 일어나게 되는 잘못된 피아노 교육으로 초래되는 결과들

1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강사) 별표

3에 의거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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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스란히 원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어린이들

에게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 될 것이다.

3) 대학교 교육

‘대학 경쟁력은 곧 취업’120)이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학생들의 취업정보실

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 실정에서 김신용121)

은 “음악대학이 그동안의 전공 영역 교과목을 일부분 축소하더라도,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무형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교생 실습처럼 음대생에게도 음악학원에서의 실습을 통

해 졸업 후 학원 및 교습소를 창업하기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키

는 커리큘럼 개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조언하였다. 현행 유아교육과,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의 교과 과정에는 졸업 후 실전에 대비하여 보육

실습 혹은 교생실습을 하게 된다. 교생실습122)의 사전적 의미는 교사가 되

려는 학생이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경험을 통하여 익히고 연

습하기 위하여 교사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 임용이 되어 근무를 개시하기 전 수업

과 업무에 관한 전반적 사전 실습인 것이다.

다음은 보육교사의 실습기준을 <표 6-3>로 제시하였다.

120) 박진영, 위의 책, 68-71.

121) 한세대학교 취업지원센터 팀장과의 인터뷰, 2013년 10월 14일

122) http://terms.naver.com 〔2013년 10월 3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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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보육실습 실시 기준123)

구분 내용

실습 방법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실질적으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실습 기관
-보육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

실습 기간

-연속하여 4주, 160시간 실습이 원칙(1일 8시간)

※단, 실습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 

등 특정요일에만 실습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음

실습 시기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실습지도 교사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실습시작 당시)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실습시작 당시)

-실습지도 교사 1명당 3명 이내의 실습생 지도

<표 6-3>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실습 방법, 기관, 기간, 시기, 지도 교사

의 자격의 제한을 두어 실습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 실습의 공정성과 신뢰

를 쌓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한편, <표 6-4>은 교육대학교의 교육실습 운영계획을 제시한다. 교육과

정은 자율봉사실습,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

교에서는 졸업 후 실전 경험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123) 박은주, 『보육실습』(서울: 동문사, 201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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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교육대학교의 교육실습 운영계획124)

실습구분 실습시기 실습기간(주) 취득학점 실습학교

자율봉사 1-3학년 60시간 P/F 전국초등학교

참관실습 2학년1학기 1 P/F 부설초교 및 관내초교

참관실습 2학년2학기 1 P/F 부설초교 및 관내초교

수업실습 3학년2학기 4 2 부설초교 및 관내초교

실무실습 4학년1학기 4 2 부설초교 및 관내초교

계 10 4

음악 학원이야말로 가장 다양한 연령층과 각기 다른 레벨의 학원생들을

교습하게 되는 곳으로서 피아노 교사는 수업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상담에

대한 고민, 학원 운영에 대한 고민, 차량 운행, 강사, 문서, 마케팅, 세금 등

수많은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유아교육과나 교육대학교의 경우처럼 음악

대학에서 학원경영상 필요한 교육, 행정, 세무, 상담, 등 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대학 교과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습득 한 후 실습을 통해 현장에

서 직접 부딪치며 경험하게 한다면 졸업 후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될 많은

학생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학교와 학원

의 연계를 통한 실습의 장을 만들고 일정 기간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시

스템의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대학 당국의 취업률 상

승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124) www.cnue.ac.kr 〔2013년 9월 1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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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재

본 연구를 위한 권역 별 14개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출강

하는 학원에서 사용하는 초급과 중급 교재를 조사하였다. 초급의 경우

64.49%의 학원에서 바이엘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급의 경우 체르니를 74.46%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수미125)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수입 피아노 교재에 의존하고 국내에서 개발되는 피아노 교재에 인색한 교육 
현실에 타협하기 위해 결국 기존 교재를 짜깁기하는 식의 피아노 교재 출판은, 
결국 국내 피아노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21세
기,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습자들의 음악적 이해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피아노 교재 개발을 위한 국내 피아노 교육과 출판
업계 전문가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피아노 교사는 어떤 주어진 학습 단계의 학생에게도 욕구와 흥미 그리고

연주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 개개인이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또 각 학생의 현재와 미래의 연주 능력에 직접적

으로 관련 된 음악적 개념과 자료가 연결되도록 순서를 준비해 주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 안미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교사는 부단한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과거의 스승으
로부터 배운 그대로 가르치지 말고 스스로 연구하고, 교수법 과목을 통해, 혹
은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 ‘가르치라고 배운 대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126)

125) 권수미, 위의 책, 101.

126) 안미자, 『피아노 어떻게 배울까』(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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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선택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교사가 교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교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사

는 교수법적으로 뛰어난 새로운 교재들을 어떻게 학원에서 사용할 수 있을

지 그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표 6-5>은 국내 음악 관련 출판사와 전문 잡지사들의 홈페이지 주소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 6-5> 음악 관련 잡지사 및 출판사들

출판사 인터넷 주소

객석  www.gaeksuk.com

도서출판예솔  www.yesolpress.com

동진음악출판사  www.djmusic.co.kr

마스트미디어  www.mastmedia.co.kr 

뮤직트리  www.adventure.co.kr

상지원  www.sangjiwon.co.kr

세광음악출판사  www.sekwangmusic.co.kr

아름출판사  www.armusic.co.kr

에듀뮤직  www.educlassic.co.kr

음악세계  www.eumaksekye.com

음악저널  www.eumakjournal.co.kr

음악춘추사  www.eccs.co.kr

음연  www.eumyoun.com

일송미디어  www.ilsongmedia.com

일신서적출판사  www.ilsinbook.com

태림출판사  www.taer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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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교재들의 유형과 각 과정들을 파악 할 수도 있고, 음악

출판사와의 거래를 통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음악 신문이

나 월간 잡지를 구독하여 음악계와 학원계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학원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

개인레슨과 달리 학원에서는 한 명의 아이에게 장시간 동안 레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원의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학습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교재를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학

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은 성공적인 학원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

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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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자는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과에서 피아노 교수학을 전

공하고 있으며 음악학원 운영특성요인이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 조사는 음대생들의 졸업 후 성공적인 학원 혹은 교습소 경영

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 이며,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소 번거로우시겠지만 흡족한 연구 결과를 위해 솔직하고 정확하게

설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5월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과

피아노 교수학 박사과정 박동훈 올림

E-mail: hyunmugi@hanmail.net

H.P: 011-9079-8068

부록 2. 사전조사를 위한 설문

음악학원 운영특성요인이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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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권역별 14개 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

I. 설문을 위한 기초 조사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혹은 직접 기술하여 주십시오.

1. 본인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2. 본인의 학년을 적어 주십시오. ( 학년)

3. 본인의 나이를 적어 주십시오. ( 세 )

4. 본인이 처음 피아노를 배운 교습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학원 ② 교습소 ③ 개인교습 ④기타( )

5. 본인의 대학 입시 교육은 어디서 준비셨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학원 ② 교습소 ③ 개인교습

* ③번에 답변하셨을 경우 5-1번으로, ①②번에 답변하셨을 경우 6번으로

5-1. 개인교습을 받은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음악학원 원장 ② 음악학원 강사 ③ 교습소장 ④ 개인교습자

⑤ 대학 강사 ⑥ 대학 교수 ⑦ 기타( )

6. 본인의 출신 고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① 예술고 졸업 ② 일반고 졸업 ③ 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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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학생지도(개인교습, 혹은 학원출강) 경력에 관한 조사입니다. 해당하는 곳

에 √ 혹은 직접 기술하여 주십시오.

* 개인교습 경력자 - 현재 학생들을 개인교습 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해 본 경험이 있는

분(과거의 경험으로 답변)만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7. 개인교습을 하시다가 그만두게 된다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연습시간이 부족해서 ② 부모님의 반대로 ③ 학교 시간과 맞지 않아서

④ 몸이 힘들어서 ⑤ 레슨비가 작아서 ⑥ 기타

8. 몇 명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이상

9. 교습대상 분포도 조사입니다. 가르치는 학습자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1세- 4세 ( 명) ② 5세-7세 ( 명) ③ 1학년 ( 명) ④ 2학년 ( 명)

⑤ 3학년 ( 명) ⑥ 4학년( 명) ⑦ 5학년( 명) ⑧ 6학년( 명)

⑨ 중․고생 취미부( 명) ⑩ 중․고생 입시부( 명)) ⑪ 성인( 명)

10. 1회 평균 개인교습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30분 ② 60분 ③ 90분 ④ 120분

11. 학생을 지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본인의 집에서 ② 레슨실을 빌려서 ③ 학생 집으로 출장레슨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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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 학생을 일주일에 몇 회 교습하십니까?

① 주 1회 ② 주 2회 ③ 주 3회

④ 주 4회 ⑤ 주 5회 ⑥ 기타( )

13. 한 학생당 월 평균 교습비는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① 10-13만원 ② 14-17만원 ③ 18-21만원 ④ 22만원 이상

14. 개인교습을 통한 월 평균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10-25만원 ② 26-40만원 ③ 41-55만원 ④ 56만원 이상

15. 본인이 받는 교습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보통이다 ④ 적다 ⑤ 매우 적다

16. 지도하는 곡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미리 준비하십니까?

① 꼭 준비 한다 ② 준비 한다 ③가끔 한다

④ 어려운 것만 준비 한다 ⑤ 전혀 준비 안 한다

17.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초급교재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바이엘 ② 베스틴 ③ 알프레드 ④ 아마데우스 ⑤ 어드벤쳐

⑥ 하이비스 ⑦ 클라비어 ⑧ 피아노 석세스 ⑨ 기타( )

18.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중급교재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체르니 ② 명곡집 ③ 인벤션 ④ 째즈 피아노 ⑤ 부르크뮐러

⑥ 반주법 ⑦ 찬송가 ⑧기타( )

19. 본인이 생각하는 개인교습에서 효과적인 초급교재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① 바이엘 ② 베스틴 ③ 알프레드 ④ 아마데우스 ⑤ 어드벤쳐

⑥ 하이비스 ⑦ 클라비어 ⑧ 피아노 석세스 ⑨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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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본인이 생각하는 개인교습에서 효과적인 중급교재를 선택하여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① 체르니 ② 베스틴 ③ 알프레드 ④ 아마데우스

⑤ 어드벤쳐 ⑥ 소나티네 ⑦ 반주법 ⑧기타( )

21. 개인교습에서 교재를 선택 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은 무엇입니까?(복수 응

답 가능)

① 학생수준 ② 테크닉 ③ 즐거움

④ 전공유무 ⑤ 쉬운 독보 ⑥기타

22. 본인이 가르치고 싶은 관심교습 대상에 √ 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 기타일 경우 가르치고 싶은 대상을 직접 기술하여주십시오.

① 유아( ) ② 초등학생( ) ③ 취미부(중․고생)( )

④ 입시부( ) ⑤ 성인 ( ) ⑥ 기타 ( )

23. 본인은 개인교습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 별로 관심 없다 ⑤ 전혀 관심 없다

* 학원출강 경력자 - 현재 학원에 출강하시거나 과거에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만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24. 학원출강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연습시간이 부족해서 ② 부모님의 반대로 ③ 학교 시간과 맞지 않아서

④ 몸이 힘들어서 ⑤ 수입이 적어서 ⑥ 기타

25. 일주일에 몇 회 출강하십니까?

① 주 1회 ② 주 2회 ③ 주 3회

④ 주 4회 ⑤ 주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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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일 평균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① 3시간 ② 4시간 ③ 5시간

④ 6시간 ⑤ 7시간 이상

27. 급여는 어떤 식으로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까?

① 시간에 비례한 주급 ② 시간에 비례한 월급③ 원장님과 합의한 주급

④ 원장님과 합의한 월급 ⑤ 원장님 임의로 ⑥ 기타( )

28. 월 평균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① 20-30만원 ② 31-45만원 ③ 46-60만원

④ 61-75만원 ⑤ 76만원 이상

29. 본인이 받는 급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보통이다 ④ 적다 ⑤ 매우 적다

30. 본인이 출강하는 학원에서 사용하는 초급교재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바이엘 ② 베스틴 ③ 알프레드 ④ 아마데우스 ⑤ 어드벤쳐

⑥ 하이비스 ⑦ 클라비어 ⑧ 피아노 석세스 ⑨ 기타

31. 본인이 출강하는 학원에서 사용하는 중급교재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체르니 ② 명곡집 ③ 인벤션 ④ 째즈 피아노 ⑤ 부르크뮐러

⑥ 소나티네 ⑦ 반주법 ⑧기타( )

32. 본인이 생각하는 학원에서 지도하기에 효과적인 초급교재를 선택하여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① 바이엘 ② 베스틴 ③ 알프레드 ④ 아마데우스 ⑤ 어드벤쳐

⑥ 하이비스 ⑦ 클라비어 ⑧ 피아노 석세스 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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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본인이 생각하는 학원에서 지도하기에 효과적인 중급교재를 선택하여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① 체르니 ② 명곡집 ③ 인벤션 ④ 째즈 피아노 ⑤ 부르크뮐러

⑥ 소나티네 ⑦ 반주법 ⑧기타( )

34. 학원에서 교재를 선택 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레슨 시간 고려 ② 인원 고려 ③ 테크닉 ④ 실용

⑤ 실력과 흥미 ⑥ 수준 고려 ⑦ 쉬운 독보 ⑧ 기타( )

35. 학원에서 개인교습 외에 다른 수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①번에 답변하셨을 경우 35-1번으로, ②번에 답변하셨을 경우36번으로

35-1. 다른 수업은 어떤 수업인지 적어 주십시오.( )

예) 그룹지도, 단소, 리코더, 오카리나 등

36. 출강하시는 학원 원장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피아노 ② 작곡 ③성악 ④ 관현악기 ⑤ 비전공자

37. 출강하시는 학원 강사 분들의 전공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피아노 ② 작곡 ③ 성악 ④ 관현악기 ⑤ 비전공자

38. 출강하시는 학원은 차량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9. 본인이 학원을 개원하신다면 차량운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① 꼭 할 것이다 ② 할 것이다 ③ 상황을 봐서 결정 하겠다

④ 안하고 싶다 ⑤ 절대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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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진로 선택에 관한 조사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혹은 직접 기술하여 주십시오.

40. 졸업 후 진로를 결정 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1. 졸업 후 진로는 언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학 입학 전 ② 대학 1학년 때 ③ 대학 2 학년 때

④ 대학 3학년 때 ⑤ 대학 4학년 때 ⑥ 졸업 후 ⑦ 기타 ( )

42. 자신이 원하는 진로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보수 ② 사회적 인기도 ③ 안정성

④ 자신의 관심 분야 ⑤ 전공을 살리기 위함 ⑥ 기타 ( )

43. 졸업 후 본인의 관심 진로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국내 대학원 진학 ② 유학 ③ 개인 레슨 ④ 전공 무관한 직업 선택

⑤ 학원이나 교습소 개원 ⑥ 기타 ( )

44. 진로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매스컴 ② 학과목 지도교수 ③학교 취업 관련 기관 ④ 선배

⑤ 가족 ⑥ 친구 ⑦ 피아노 실기 지도교수 ⑧ 기타 ( )

45. 대학에서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수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적다 ⑤ 매우 적다

46 대학에서 수강하신 취업관련 교과목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취업과 음악 ② 취업 성공 전략 ③ 예술경영 인턴쉽 ④ 피아노 교수학

⑤ 컴퓨터 음악 ⑥ 경영학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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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교과 과정에 어떤 교과목이 있으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예술가 메니지먼트 ② 공연기획과 제작 ③ 회계관리 ④ 마케팅

⑤ 음악학원 경영 ⑥ 악기 구조학 ⑦ 컴퓨터 음악

⑧ ABRSM 교수법    ⑨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⑩ 국악 ⑪ 기타( )

48. 대학원을 진학 한다면 원하는 전공은 무엇입니까?(중복 응답 가능)

① 피아노 연주 ② 피아노 교수학 ③ 예술 경영 ④ 반주

⑤ 교육대학원 ⑥ 음악치료 ⑦ 기타

49. 본인이 원하는 희망하는 진로와 실제로 졸업 후 예상되는 진로에 ○표 해 주십시오.

희망진로 직업 예상진로
피아노 교사(개인/학원)

음악교사(초/중/고등학교)
피아노 교수(대학 교수/강사)

유아음악 교사
전문 피아노 반주자

교사교육 강사
기타 음악관련 활동(편•작곡/출판/공연기획 등)

전문 피아노 연주자(클래식/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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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다음은 전공자들의 직업 중 하나인 학원 경영을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혹은 직접 기술하여 주십시오.

50. 학원 및 교습소의 경영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①에 답변하셨을 경우 50-1번으로, ②에 답변하셨을 경우 51번으로

50-1. 학원 및 교습소 중 어떤 형태를 원하십니까?

① 학원 ② 교습소

51. 학원 개원에 있어서 학원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절대 중요하지 않다

52. 학원을 경영하며 기대되는 예상 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200 - 300 만원 ② 310 - 400 만원

③ 410 - 500 만원 ④ 510 - 600 만원 ⑤ 600만원 이상

53. 교습소를 경영하며 기대되는 예상 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100 - 200 만원 ② 210 - 300 만원

③ 310 - 400 만원 ④ 410 - 500 만원 ⑤ 500만원 이상

54. 음악학원 및 교습소 경영에 관한 교과목이 있다면 수강 신청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꼭 수강신청 하고 싶다 ② 수강신청 하고 싶다 ③ 보통이다

④ 수강신청 안 한다 ⑤ 절대 수강신청 안 한다

55. 학원을 개원 한다면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 서울, 경기 등)( )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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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원장 인터뷰 질문 내용

학원장 인터뷰

1. 현 위치에 학원을 창업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이유를 고려한 것입니까?

2. 학원의 창업비용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분양 받은 경우 분양가와 인테리어 및 악기와 시설 일체의 비용

① 분양가 -

② 악기 및 시설비 -

-임대의 경우 보증금과 월 임대료, 그리고 월평균 관리비

① 보증금 -

② 월 임대료 -

③ 월 관리비 -

3. 원장님께서 강사 채용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채용하시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

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4. 원장님 학원에서 전략적(학원의 특성화를 위한)학습 대상이 있습니까?

(예: 유아 피아노 교육, 입시, 초등생, 성인, 달크로즈 등... )

5.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원생들의 이상적인 피아노 학원 입문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 하십

니까?

6. 원장님 학원만의 차별화 된 교습 대상이나 프로그램 혹은 교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133 -

7. 원장님 학원에서 피아노 외에 다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8. 학생들에게 콩쿠르를 준비 시키는데 필요한 조언은 무엇이 있습니까?

9. 발표회 준비를 위한 조언은 무엇이 있습니까?

10.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 주실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이 있습니까?

11. 학원에서 개인 교습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2.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 하시는 광고 방법은 무엇입니까?

13. 학원 연합회 활동 유무와 연합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14. 학원장 및 강사의 연수 프로그램 진행 방향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15. 학원장들에게 권하고 싶으신 자기 계발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16. 대학생들의 졸업 후 학원 및 교습소 창업을 위해 권해주고 싶으신 얘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17. 학원에서 원장님의 역할과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18. 학원 경영 관련 정보는 어떻게 얻습니까?

① 콩쿠르에 대한 정보

② 교재에 관한 정보

③ 방음에 대한 정보

④ 피아노 관리에 관한 정보

⑤ 세무 신고에 관한 정보

(세무사에게 맡기신다면 관리비는 얼마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19. 음악대학에서 피아노 전공자들의 졸업 후 진로중 하나인 음악학원 및 교습소 경영에

관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미리 준비하고 연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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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자는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과에서 피아노 교수학을 전

공하고 있으며 음악학원 운영특성요인이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 조사는 음대생들의 졸업 후 성공적인 학원 혹은 교습소 경영

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 이며,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소 번거로우시겠지만 흡족한 연구 결과를 위해 솔직하고 정확하게

설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10월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과

피아노 교수학 박사과정 박동훈 올림

E-mail: hyunmugi@hanmail.net

H.P: 011-9079-8068

부록 3. 학원장 설문 조사 내용

음악학원 운영특성요인이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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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설문을 위한 기초 조사

1. 본인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원장님의 학원 운영 경력은 몇 년이십니까?

① 1-5년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년 이상

3. 원장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30세 ② 31-40세 ③ 41-50세 ④ 51-60세 ⑤ 61세 이상

4. 원장님의 학부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피아노 ② 성악 ③ 작곡 ④ 관현악 ⑤ 음대 출신이 아니다

5. 학원 연합회에 가입 하셨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6. 수강생 분포도 조사입니다. 수강 인원을 체크해 주십시오.

① 유치부 ( 명) ② 초 1-2 ( 명) ③ 초 3-4 ( 명)

④ 초 5-6 ( 명) ⑤ 중․고생 ( 명) ⑥ 성인 ( 명)

II. 운영에 관련한 조사

1. 다음은 환경 개선 요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원(교습소)을 개원할 때 창업에 필요한 절차 및 필요한

사항들을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원(교습소)의 위치는 아파트 상가, 초등학교 주변, 아파

트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지금 학원(교습소)의 위치가 학원(교습소)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원(교습소) 시설(악기 상태, 연습실, 방음, 냉· 난방, 화

장실 등)의 상태가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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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원(교습소) 경영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원(교습소)을개원하고꾸준히광고를통해학원홍보를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학원(교습소)의 광고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원(교습소)의 정기 발표회와 학생들의 콩쿠르 도전이 학

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차량 운행이 학원(교습소) 경영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학원(교습소) 개원을 위한 창업비용을 외부(은행, 가족, 친

지)의 도움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7. 지금 학원(교습소)의 소득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원(교습소) 강사의 평균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원(교습소) 강사에게 학원생 증가에 따른 장려금(추가

수당)을 지급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원(교습소) 강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가 원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원연합회에서 하는 일들을 신뢰하고 적극 동참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원연합회에 내는 회비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원장(교습소장) 및 강사의 연수가 학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경영 특성 요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3. 다음은 학원연합회의 회원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III. 교육 관련 조사

4. 다음은 강사의 질적 수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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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학원(교습소)의 강사는 출근 시간을 잘 지키고 성실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경우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강사를 비전공자나 무자격 강

사로 채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바이엘, 체르니 등 고전적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새로운 교재(알프레드, 어드벤처, 피아노 석세스 등)를 사

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피아노 지도 외에 다른 지도(그룹지도, 다른 악기, 교수법

등)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원(교습소)생의 교습을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학원(교습소)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상급학교로의 진학

을 고려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원생(교습소)들을 교수나 유명 피아니스트의 마스터 클

래스에 참가시키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원장(교습소장) 이라는 현재의 직업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원(교습소)을 계속 경영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원장(교습소장)이라는 직위가 사회적 지위에서 높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원(교습소)을경영하며일에대한성취감을충분히느낄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교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6. 다음은 원장의 경영마인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IV. 직무 관련 조사

7. 다음은 직무만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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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원(교습소) 원생의 인원은 전년도 대비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원(교습소)의 교습 환경 수준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원(교습소) 학원장(교습소장) 및 강사의 신뢰가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원(교습소) 학원생의 목표 성취도(콩쿠르, 입시)가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원(교습소) 선생님들 교육의 질이 계속 향상 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학원(교습소)의 전년도 수입에 비교하여 수입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V. 경영 성과 관련 조사

8. 다음은 경영성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설문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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