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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근무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기업 뿐 아니라

보육 현장에서도 요구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성과.
가 높아진다는 것은 보육의 질 향상을 의미하기 때문이

다 근무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다양한 측면.
에서 제안될 수 있으나 최근 인적자원관리에서는 조직

시민행동을 주요 주제로 제안하고 있다 공식적 보상체.
계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역할 외 행동으로서 조직의 효율적 효과적 기능을 촉,
진하는 행동을 뜻하는 조직시민행동(Organ, 1988;
Smith et al., 이 조1983; Willams & Anderson, 1991)
직 성과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Ilies et al.,
2007; LePine et al., 2002; Podsakoff et al 되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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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ed to define the paths through which director’s servant leadership, childcare center teacher’s organizational
committment and organizational cynicism affected teacher’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determined their
effect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545 teachers of the childcare centers located in Daegu and Kyoungbuk distric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19.0 and AMOS 8.0. The results showed 1) The director's servant leadership,
teacher's organizational committment and organizational cynicism influenced directly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2) The director's servant leadership influenced directly on teacher's organizational committment and
organizational cynicism. 3) The director's servant leadership influenced indirectly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by teacher's organizational committment and organizational cynicism.

Keywords: servant leadership, childcare center teach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ynicism,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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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조직시민행동은 직접적 또는 공식적 보상이 따르지

않지만 자발적 협력과 참여와 같이 조직의 효율적 기,
능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근무자의 자유 재량적

행동 을 의미한다 업무가 많아 곤란을 겪(Organ, 1988) .
고 있는 동료들을 도와주거나 결근한 사람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것처럼 조직과 관계된 업무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동료들을 도와주는 직접적

이고 의도적인 자발적 행위를 조직시민행동(Organ,
이라 할 때 조직시민행동이 보육교사 간에 많이1997) ,

나타날수록 보육교사의 조직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할

것이고 업무 성과는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
에서 보육교사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규명 및 변인 간 관계 규명은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

는 방안 마련에 궁극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보육교사의 조직시민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번.
트 리더십은 섬김 봉사 에 기초하여 근무자의 자발적( )
참여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둔 리더십이기 때문이다 조.
직시민행동이 직접적 또는 공식적 보상이 따르지 않지

만 자발적 배려나 도움 또는 정보 공유나 정서 공감과,
같이 조직의 효율적 기능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근무자의 자유 재량적 행동 이라는 사실을(Organ, 1988)
고려할 때 원장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서번트 리

더십은 근무자의 자유 재량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을

유발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어린이집 현.
장은 아니지만 학교나 호텔 및 공기업 등 다양한 조직,
현장에서 책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근무자의 조직시민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Greenleaf, 2002;
으로 보고Kim, 2013; Ryu & Cho, 2007; Shin, 2013)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영리 목적의 기업 조직과 달.
리 인성 교육 활동을 중시하는 어린이집(Baek & Youn,

의 경우 원장의 섬김 봉사 에 기초한2006; Choi, 2005) , ( )
서번트 리더십은 보육교사의 자발적 이타 행동이나 친

사회적 행동과 같은 조직시민행동을 설명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 보여진다 서번트 리더십.
은 책임자가 지원과 섬김 봉사 에 기초해 근무자에게( )
헌신하며 근무자들의 리더십 능력을 길러주는 리더십,
이 조직의 효율성 증진에 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시각

이 제안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부각되었다 리더로. ‘
서의 서번트 에서(The Servant as Leader)’

가 처음 제시한 서번트 리더십은 책임자Greenleaf(1970)
가 먼저 근무자를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근무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을 말한다

이와 같은 리더십은 책임자가 근무(Greenleaf, 2003).
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근무자를 리드해야 한다는 기

존의 리더십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서번트 리더.
십을 가진 책임자는 근무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고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공동체를 형

성하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시키려 노력한다 이러한 서.
번트 리더의 특성 때문에 책임자로부터 높은 서번트 리

더십을 경험한 근무자들은 자발적 참여행동인 조직시민

행동을 보다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Greenleaf,
되고 있다 그러2002; Kim, 2013; Ryu & Cho, 2007) .

나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시민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고는 하나 그

이상으로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자의 조,
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시민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직에 대한 태

도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것은 조직시민행동이 보상과 관계없는 조직원

의 자발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자발적 행동이라는 것은.
외부의 요구나 요청에 의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의

무 사항이 아니라 개인 자신의 결정에 기초한 선택 사

항이다 따라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유무나 고저와.
같이 개인 외적 환경에 의한 조건보다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교사 개인이 조직에 대

해 가지는 태도와 같은 개인 내적 요인에 의해 보다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 보여진다 즉 근무자의 자발.
적 행동의 주체는 책임자가 아니라 근무원 자신이다.
따라서 책임자의 서번트 리더십과 같은 환경 외적 조건

보다 서번트 리더십에 의해 형성된 조직에 대한 호 불,
호와 같은 근무자 자신의 개인 내적 요인이 조직시민행

동과 같은 근무자의 자발적 해동에 좀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번트 리더십과 연.
계되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조직에 대한 호 불호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조직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는 개인의

자발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몰입과 조직냉소주.
의는 조직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그리고 조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나타내는 각각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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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몰입은 조직의 역할과 조직 자체에 대한 강한 심리적

애착으로 근무자가 조직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

및 조직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나타내는 개념(Allen &
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조직냉소주의는Meyer, 1996) .

조직에 대해 환멸과 실망 좌절감을 갖는 태도로 조직,
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되는 개념(Zatzick

이기 때문이다& Iverson, 2006) .
이러한 조직몰입과 조직냉소주의는 각각 서번트 리더

십에 의해 정적 영향(Liden et al., 2008; Park & Lee,
과 부적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알려2014) (Brandes, 1997)

져 있다 또한 조직몰입과 조직냉소주의는 조직시민행.
동에 각각 정적 영향(Park, 2009; Podsakoff et al.,

과 부적 영향2000) (Abraham, 2000; Anderson &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Bateman, 1997; Choi, 2009)

있다 그러나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몰입과 조직냉소주.
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나 조직몰입과 조직냉소,
주의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는 조직을 관리하는 책.
임자의 입장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 근무자의 조직,
몰입을 증진시키는 것과 조직냉소주의를 제거시키는 것

중 어느 것이 근무자의 조직시민행동을 더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주의 입장에서 행동을 증진시키는 대표적 전략으

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제시되고 있다 원장이 보.
육교사의 조직시민행동 향상을 위해 조직몰입을 증진시

킴으로써 이타적 행동의 조직시민행동을 증진시키려 한

다면 정적 강화에 의한 전략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조직냉소주의를 약화시킴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의

조직시민행동을 증진시키려 한다면 부적 강화에 의한

전략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조직시민행.
동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서번트 리더십을 토대

로 보다 효과적인 조직시민행동 향상 방안을 정적 강화

와 부적 강화 가운데 선택하고자 한다면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중 어느

것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한

다 그리고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중 어느 것이 조.
직시민행동에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

보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원장의 서번트 리더.
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또는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에 의해 영향받는 조직몰입과 조

직냉소주의와 같은 교사의 개인 내적 요인을 통해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과 같은 연구모델. [Figure 1]
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Figure 1] Research model

연구문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보육교사의1〔 〕
조직몰입과 조직냉소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가?
연구문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보육교사의 조1-1)

직몰입과 조직냉소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1-2)

직몰입과 조직냉소주의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

떠한가?
연구문제 보육교사의 조직몰입과 조직냉소주의2〔 〕

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보육교사의 조직몰입과 조직냉소주의는2-1)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보육교사의 조직몰입과 조직냉소주의가2-2)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

가?
연구문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보육교사의3〔 〕

조직몰입과 조직냉소주의를 통해 조직시민행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3-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3-2)

직몰입과 조직냉소주의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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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3-3)
직몰입과 조직냉소주의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에 미

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는 과 같은 경로모형[igure 1]〔
의 모델 검증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
서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해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통해 제시된 연구결과는 어.
린이집의 효과적인 인적 운영 뿐 아니라 원장의 직무교

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Ⅱ

연구대상1.

대구경북 지역 내 어린이집에 재직 하면서 보수교육

이나 승급교육을 위해 대학 내 보육교사 양성원에 등록

한 어린이집 명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545
를 실시하였다 보수교육이나 승급교육을 위해 대학 내.
보육교사 양성원에 등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대구경북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

되어 있는 보육교사들로부터 연구 관련 정보를 보다 자

유로운 분위기에서 손쉽게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보육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과 같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이하1> . <Table 1> 30

가 명 세에서 세가 명 세138 (25.3%), 31 40 245 (45.0%), 40
이상 명 으로 나타났다 한편 년제 전문대학162 (29.7%) . 2

출신이 명 을 차지했다 민간 어린이집에 근275 (50.5%) .
무 교사는 명 이었으며 근무 경력은 년 미484 (88.8%) , 5
만이 명 을 차지했다 또한 명 미만 원아수360 (66.1%) . 40
가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는 명 이었264 (48.4%)
으며 명 이상 원아수가 있는 어린이집게 근무하는, 100
교사는 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90 (16.5%) .

인 명이 시간 미만의 근무 시간을 갖는 것으49.5% 270 9
로 나타났다.

연구도구2.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1)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을 측정하

기 위해 와 의 이타적 소명 감정Barbuto Wheeler(2006) ,
적 치유 지혜 설득 조직의 청지기 정신의 개 요인으, , , 5
로 구성되어 있는 서번트 리더십 척도를 본 연구의 대

상과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우리 원장님은. ‘
교사를 돕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우리 원장님’, ‘
은 교사들에게 매우 설득력이 있다 우리 원장님은 교’, ‘
사에게 업무에 대한 당위성을 잘 설명하신다 등의’ 23
문항으로 이루어진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점‘ (1 )’,
그렇지 않다 점 보통이다 점 그렇다 점 매‘ (2 )’, ‘ (3 )’, ‘ (4 )’, ‘
우 그렇다 점 의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응답(5 )’ 5 Likert .
가능 점수는 점 점으로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23 115∼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수준이 높

음을 의미한다 문항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는 로 나타났다Cronbach's .97 .α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Age

30 ≤ 138(25.3)

Education

High school 142(26.1)

31 40∼ 245(45.0) 2 years College 275(50.5)

40 > 162(29.7) University > 128(23.5)

Teaching
Experience

5 ≤ 360(66.1)
Establish-ment

Public 61(11.2)

5 > 185(33.9) Private 484(88.8)

Number of
Children

39 ≤ 264(48.4)
Work

Time(hr)

9 < 270(49.5)

40 99∼ 191(35.0) 9 10∼ 146(26.8)

100 ≧ 90(16.5) 10 > 129(23.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care Center’s Teachers
(n=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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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조직몰입2)

보육교사의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와Meyer
이 개발하여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 사용한Allen(1991)

척도(Kang & Kim, 2003; Ko et al., 1997; Kwon,
중 이 사용한 조직몰입의2001; Park, 2001) Park(2001)

척도를 본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나는 우리 원의 문제가 나 자신의 문제인 것처. ‘
럼 느껴진다 지금 원을 떠나고 싶지만 당장에 떠나.’, ‘ ,
는 것은 너무 어렵다 설령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해’, ‘
도 지금 원을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 등 정서적 몰입’ ,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 9
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점 그렇지 않다 점 보‘ (1 )’, ‘ (2 )’, ‘
통이다 점 그렇다 점 매우 그렇다 점 의 점(3 )’, ‘ (4 )’, ‘ (5 )’ 5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사Likert .
용하였으며 응답가능 점수는 점 점으로 응답 점수, 9 45∼
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조직몰입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문항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으로 나타났다.66 .

보육교사의 조직냉소주의3)

보육교사의 조직냉소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Park
의 인지 정서 행동의 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2001) , , 3

는 조직냉소주의 척도를 본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에서 발표되는 프로그램들은. ‘
대부분 전시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다 우리’, ‘
나라 어린이집에서 지닌 잘못된 문화를 우리 원 역시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원장님은 말하는 것과’, ‘
실제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등 문항으로 이루어진’ 47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점 그렇지 않다 점‘ (1 )’, ‘ (2 )’,
보통이다 점 그렇다 점 매우 그렇다 점 의‘ (3 )’, ‘ (4 )’, ‘ (5 )’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적인 문항은 역채점하Likert .
여 사용하였으며 응답가능 점수는 점 점으로 응, 47 235∼
답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조직냉소주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는 로 나타났다Cronbach's .94 .α

보육교사의 조직시민행동4)

보육교사의 조직시민행동은 의 조직시민행Choi(1994)
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는 평소에 문제에 부딪힌 동. ‘
료들을 도와준다 나는 평소에 원의 단합대회 야유.’, ‘ ,

회 회식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나는 업무상 요, .’, ‘
구되진 않지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강좌나 워크샵

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10
이 척도는 전혀 아니다 점 별로 그렇지 않다 점‘ (1 )’ ‘ (2 )’,
보통이다 점 조금 그렇다 점 매우 그렇다 점‘ (3 )’. ‘ (4 )’, ‘ (5 )’
의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응답가능 범위는5 Likert . 10
점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조직시민행50∼
동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항간 내적 합.
치도에 의한 신뢰도 는 으로 나타났다Cronbach's .80 .α

연구절차3.

대구경북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보육교사들

로부터 연구 관련 정보를 폭 넓게 수집하기 위해 보수

교육이나 승급교육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 내 보

육교사 양성원에 등록한 보육교사들에게 질문지를 배부

하였다 질문지는 보수교육이나 승급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배부하였으며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가 보육교사들

에게 응답 요령을 설명하였다 질문지에 대한 응답시간.
은 평균 분이 소요되었으며 응답된 질문지는 수업 종20
료 후 회수하였다 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으며 회. 600
수된 질문지 가운데 응답 자료의 결측치 값을 최소화하

기 위해 부실하거나 성의없이 응답한 자료는 제외하였

다 이에 따라 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545 .

자료분석4.

수집된 자료분석은 을 이용하여 평균 표SPSS 19.0 ,
준편차 상관계수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Pearson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Amos 8.0 χ2, GFI, RMSEA, TLI,
값을 살펴보았다 모델 적합도를 평가와 관련NFI, CFI .

하여 는 이상일 때 합당한 모형GFI, TLI, NFI, CFI .90
으로 에서 사이에 있을 때 합당한 모, RMSEA .05 .08
형으로 간주 하였다 한편 간(Browne & Cudeck, 1992) .
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과Bootstrapping

를 실시하였다Sobel Test .

연구결과.Ⅲ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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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를 분석 하기 전 변인 간 상관관계 및 변인,
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 .

의 문항 평균값을 보면 원장의 서번트 리더<Table 2>
쉽 보육교사의 조직몰입 조직냉소주의와 조직시민행동, ,
은 점 리커트 중 각각5 2.94(.96), 3.31(.11), 2.80(.68),

의 평균 표준편차 을 나타냈다 최대값 점 매3.46(.65) ( ) . 5 (‘
우 그렇다 을 받을 수 있는 점 리커트 척도임을 고려’) 5
해 볼 때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교사 자신의 조직냉

소주의는 점 보통이다 보다 조금 낮게 인식하는 반면3 (‘ ’)
교사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은 점 보통이다 보다3 (‘ ’)
조금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적 모델의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다

변인정규분포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에 나타<Table 2>
난 변인별 왜도는 미만 값 이 나왔으며 첨3 (SSI < 3.0) ,

도는 미만 값 이 나왔으므로 정규분포를10 (SKI < 10.0)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따라(Kline, 2005; Moon, 2009).
서 최대우도추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를 이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

다 모델 부합도 확인결과 에 나타난 바와 같. <Table 3>
이 의 값GFI > .90, TLI > .90, NFI > .90, CFI > .90
을 나타냈고 을 나타냈다 에서RMSEA=.08 . RMSEA .05

사이에 있을 때 합당한 모형으로 간주.08 (Browne &
함을 고려해 볼 때 은 합당Cudeck, 1992) , RMSEA=.08

한 모형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나 를 제외한, RMSEA
적합도 지수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델 부

합도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Variable servant leadership organizational
committment

organizational
cynicism

organizational
citizenship

servant leadership 1

organizational
committment .38** 1

organizational
cynicism -.69*** -.32*** 1

organizational
citizenship .40*** .42*** -.40*** 1

Mean(SD) 67.71(21.99) 29.79(5.87) 131.82(31.75) 34.56(6.48))

Min-Max 23-115 9-45 54-213 11-50

Mean(SD)/n 2.94(.96) 3.31(.65) 2.80(.68) 3.46(.65)

Min-Max/n 1-5 1-5 1.15-4.53 1.10-5

Skewness .09(.11) -.33(.11) .04(.11) -.06(.11)

Kurtosis -.63(.21) -.04(.21) -.53(.21) .26(.21)

Note *** p < .001

<Table 2> Bivariate correlation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between variables

model χ2 df p GFI RMSEA TLI NFI CFI

Total
model

4.9 1 .027 .99 .08 .96 .99 .99

Note GFI = Goodness-of-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TLI = Tucker-Lewis
Index, NFI = Normal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Table 3> Fit indices for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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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부합도 결과를 기초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모형 내 변인 간 경로계수의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에 나타난 추정된 모수치의 경로계수<Table 4>
를 기반으로 를 제시하였다 보육교사의 조[Figure 2] .
직몰입과 조직냉소주의에 대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문제 의 경우 추정된 모수1 ,
치의 경로계수를 의 비표준화된 추정치를 통<Table 4>
해 살펴보면 원장의 서번트 리더쉽은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β = .10, p 을 조직냉소주의에 부적 영향< .001) ,
(β = -1.02, p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001) .
표준화된 추정치의 절대값을 살펴보면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몰입(β = .38, p 보다 조직냉소주< .001)
의(β = -.69, p 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001)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조직몰입과 조직냉

소주의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문제 의 경우 보2 ,
육교사의 조직몰입은 비표준화된 추정치를 통해 살펴보

면 조직시민행동에 정적 영향(β = .33, p 을 조< .001) ,
직냉소주의는 조직시민행동에 부적 영향(β = -.04, p <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시민행동에.001) .
미치는 조직몰입과 조직냉소주의의 상대적 영향력을 표

준화된 추정치의 절대값을 통해 살펴보면 조직몰입, (β
= .30, p 이 조직냉소주의< .001) (β = -.21, p < .001)
에 비해 조직시민행동에 조금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

쉽과 보육교사의 조직몰입 조직냉소주의의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한 연구문제 의 경우 의 비표준화3 , <Table 4>
된 추정치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장의 서번트 리더쉽은

보육교사의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 영향(β = .12, p <
을 미치나 조직몰입과 조직냉소주의를 통해서도 조.01) ,

직시민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β = .08, p
으로 나타났다< .01) .

한편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직몰입과

조직냉소주의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의 상대적 설명력과 간접적 영향의 유의성을 표준

화된 모수치를 통해 살펴보았다 에 나타난. <Table 4>
바와 같이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직몰

입과 조직냉소주의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간접

적 영향(β 은 원장의 서번트 시더십이 조직시민= .26)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β 보다 상대적으로= .14)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 나타난 바와 같. <Table 5>
이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교사의 조직몰입을 통해 조

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β 은= .11) Sobel
결과 유의한 것으로 조직냉소Test (Z= 6.36, p <.001) ,

주의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β =
도 결과 유의한 것으.15) Sobel Test (Z= 3.93, p <.001)

로 나타났다. 테스트는 표준화된 계수와 표준오Sobel
차 수치를 투입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검증결과 값이Z

보다 크거나 보다 작으면 간접적 효과는 통계1.96 -1.96
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Preacher &
Hayes, 2004). 그리고 이들 전체의 간접적 영향(β =
.26, p 역시 결과 유의한 것으로< .01) Bootstrapping
나타났다.

Path
Unstandardized estimates Standardized estimates

SE CR
Total Direct Indirect Total Direct Indirect

servant→
committment .10 .10 .38 .38 .01 9.46***

servant→
cynicism -1.02 -1.02 -.69 -.21 .05 -22.50***

servant→
citizenship .12 .04 .08 .40 .14 .26 .02 2.60**

committment→
citizenship .33 .33 .30 .30 .04 7.45***

cynicism→
citizenship -.04 -.04 -.21 -.21 .01 -4.08***

Note ** p < .01, *** p < .001

<Table 4>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and effects decomposition for pa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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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

십과 보육교사 자신의 조직몰입 및 조직냉소주의의 설

명변량은 에 나타난 다중상관치[Figure 2] SMC
에서 알 수 있듯이(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26%

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교사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에 나타난 표준화된 추정치의<Table 4>
절대값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β
= .40, p 보육교사의 조직몰입<. 01), (β = .30, p <.

과 조직냉소주의001) (β = -.21, p 순으로 나타<. 001)

났다.

논의 및 결론IV.

대구경북지역 명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545
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의 긍정적 정서인 조직몰입과 부정

적 정서인 조직냉소주의를 매개로 살펴본 이 연구는 구

[Figure 2] The paths of director’s servant leadership, teach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ynicism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Path A B Indirect effect Sobel Test

servant citizenship→ .26(.11+.15) p < .01
(bootstrapping)

servant commitment→ →
A B

citizenship
.38 .30 .38×.30=.11 6.36***

servant cynicism→ →
A B

citizenship
-.69 -.21 -.69×-.21=.15 3.93***

Note *** p < .001

<Table 5> Indirect effect decomposition among path coefficient and Sobel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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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정식에 기초한 모형 검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

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보육교사의 조직몰입,

에 정적 영향을 조직냉소주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몰입보다 조직냉소주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보육교

사의 조직냉소주의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조직

몰입과 조직냉소주의가 서번트 리더십에 의해 정적 영

향(Liden et al., 2008; 과 부적 영향Park & Lee, 2014)
을 각각 받는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맥(Brandes, 1997)

상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목.
적으로 비영리적 측면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 교사도

영리 목적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무자와 같이 책임자의

서번트 리더십이 높을 때 보다 높은 조직몰입과 보다,
낮은 조직냉소주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가 제시한 배려 경청 공감 설득 등의 서Spears(1995) , , ,
번트 리더십의 하위 요소를 고려해 원장이 근무자인,
보육교사로부터 섬김을 받기보다 보육교사를 먼저 배려

하고 보육교사의 이야기에 기를 기울이며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육교사를 설득할 수 있을 때 보육교사의 어린

이집에 대한 보다 높은 조직몰입과 보다 낮은 조직냉소

주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한편 이 연구.
에서 고려할 것은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몰입보

다 조직냉소주의를 설명하는데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

낸다는 사실이다 즉 원장이 교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교사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도,
록 격려하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조직에 대한 교사의 정서적 유대감이

나 호의적 태도와 같은 조직몰입을 증진시키는데도 효

과적이지만 조직에 대한 교사의 불신이나 낙담 형성과

같은 조직냉소주의에 보다 큰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점은 책임자의 섬김에 기초한 신뢰와 믿.
음이 근무자의 긍정적 감정이나 정서를 강화하는데도

효과적이지만 부정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소시키는데 보

다 더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역으로 책임.
자의 헌신에 근거한 신뢰와 믿음이 의심될 때 근무자의

부정적 감정이나 정서는 긍정적 감정이나 정서보다 급

격하게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점은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인 원장들이 특별히 유념

해야 할 부분이라 보여진다.
둘째 보육교사의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적,

영향을 조직냉소주의는 조직시민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둘 변인이 조직시.
민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조직몰입이 조직냉소

주의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의 조직몰입이 조직시민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이 조직시민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과 조직몰입이 조직시(Park, 2009)
민행동의 결정 요인이라는 지적(Podsakoff et al., 2000)
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보육교사의 조직냉소주의가.
조직시민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조직냉소

주의가 조직시민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

구(Abraham, 2000; Anderson & Bateman, 1997; Choi,
를 지지하는 것이다 보육교사의 조직몰입이라고2009) .

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및 호의적

태도가 높을 때 보육교사들은 비록 공식적으로 보상되

지 않는 행동이지만 어린이집의 효율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사 간 이타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자발적으

로 수행하려는 의지를 높게 보였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인성 교육의 장이라 할지라도 비난과 비판 등 어린이집

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높아지면 어려움에 처한 동료

교사를 돕거나 협력하는 등 교사 간 호의적 관계 교환

의 의지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조직시민행동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서적 호 불호에 의,
해 영향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조직시민행동이.
공식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자유 재량의 자발적 행동이

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조직에 대한 호 불호의 정서,
가 중요한 동인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
나 여기서 유의할 것은 보육교사들의 조직시민행동은

정서적 불호인 조직냉소주의보다 정서적 호인 조직몰입

에 의해 보다 더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보육교사.
의 조직시민행동이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의

해 낮아지는 것보다 긍정적 정서에 의해 높아지는 힘이

더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집 책임자인 원.
장이 보육교사의 근무 외 자발적 자율 재량의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높이고 부정적 정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하지만 조직몰입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긍

정적 정서를 높일 수 있는 정적 강화 방안 마련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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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사의 조직시민행동은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으나 이러한 직접적 영향보,
다 조직몰입과 조직냉소주의를 매개로 한 간접적 영향

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시민행동은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높을 때 향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
와 같은 사실은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의 정적

관계를 보고한 연구 결과(Greenleaf, 2002; Kim, 2013;
와 일치되는 것이다 그Ryu & Cho, 2007; Shin, 2013) .

러나 중요한 것은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직시민행동에 직접 미치는 영향보다 서번트 리더십에

의해 형성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긍정적 태도 조직몰입( )
나 부정적 태도 조직냉소주의 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에( )
영향을 미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이다 이는 보육교사의.
조직시민행동은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유무나 고저보다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 형성된 바람직한 사회적,
심리적 분위기에 의해 경험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교사 자신의 긍정적 정서나 부정적 정서에 의해 보다

더 영향 받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는 원장.
이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 보육교사의 조직시민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려 노력하는 것보다 서번트 리더십

을 통해 보육교사의 조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높이거

나 또는 조직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일소시킴으로써 보

육교사 스스로 조직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 조직시민행

동을 자율적 의지에 따라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직접적 영향은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직몰입이나 조직냉소주의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원장의 서.
번트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조직몰입이나 조직냉소주의

에 비해 조직시민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조직몰입이나 조직냉소주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서 주의해야 할 것은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몰입

을 높임으로서 조직시민행동을 증진시키기보다 조직냉

소주의를 제거시킴으로써 조직시민행동을 좀 더 증진시

킨다는 점이다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
착이 높을 때도 나타나지만 조직에 대해 갖는 부정적,
신념 실망 좌절 부정적 생각이 낮은 상황에서 나타난, , ,
다고 했을 때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에 대한 몰,
입보다 조직에 대한 냉소주의를 불식시키는데 좀 더 영

향을 미침으로써 교사의 조직시민행동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시민행동은 조직몰입(Park, 2009;

이나 조직냉소주의Podsakoff et al., 2000) (Abraham,
2000; 에 의해Anderson & Bateman, 1997; Choi, 2009)
영향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직시민행동이 조.
직몰입의 강화를 통해 더 많이 나타나는지 또는 조직냉

소주의의 약화를 통해 더 많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

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원장.
의 서번트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직몰입보다 조직냉소

주의에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침으로서 궁극적으로 조

직시민행동을 높이는데 좀 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이는 보육교사의 조직시민행동 진작을.
위해 원장이 추구해야할 인적자원관리의 방향을 보다

분명히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조직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중 어떤 정서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뿐

이들 변인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

다 이는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 .
후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을 대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

함으로써 변인 간 선 후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는데 도

움을 주었으면 한다.

주제어: 서번트 리더십 보육교사의 조직몰입 조직냉소, ,
주의 조직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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