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2 -

보육교사의 내  자기애  성향과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 냉소주의에 미치는 향 

민 하 ( 구가톨릭  부교수)․김  주(울산  교수)

조직 냉소주의는 조직에 해 환멸과 실망, 좌절감을 갖는 태도로 조직 구성원이 조직관행과 

제도의 부당함을 경험할 때 가지는 시각이다(Andersson & Bateman, 1997). 이러한 조직 냉소주

의는 조직변화 노력에 저항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조직 몰입이나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등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직무 특성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braham, 2000). 2013년 누리사업 실행 등 보육 환경 변화가 

제도적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 보육교사의 조직 냉소주의는 변화하는 보육 

환경의 적응을 제한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조직 냉소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개인적 변인과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환

경적 변인 측면에서 각각 탐색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조직 냉소주의 발현의 조기 예방을 위한 정

보와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경북 지역의 학 내 보육교사 양성원에서 보수교

육이나 승급교육을 받는 보육교사 중 10년 미만 보육 경력 교사 306명을 상으로 질문지 조사

를 실시하였다. SPSS WIN 19.0 프로그램의 단순 회귀분석, 중회귀분석 결과 첫째, 보육교사의 

조직 냉소주의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을 때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

교사의 조직 냉소주의는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높아질 때 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보육교사의 조직 냉소주의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보다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에 의해 보다 

많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교사의 조직 냉소주의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원

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영향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보육교사의 조직 냉소주의에 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영향은 교사 자신의 내현적 자기

애적 성향에 의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보육

교사의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높음과 낮음에 관계없이 보육교사의 조직 냉소주의를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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