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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과 교사가 갈등상황에서 대처하는 관리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으로는 325명의 서울지역의 보육교사가 참여했으며,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은 정기산

(2002)의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한 측정도구로, 갈등관리 특성은 백은영(2004)의 측정도구를 각각 사용하였다. 보육

시설의 시설장이 서번트리더십의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낼수록 그 조직에 속한 보육교사들이 갈등상황에서 갈등통합, 

갈등지배, 또는 갈등배려의 성향을 보이나 갈등회피나 갈등타협의 성향을 보일 가능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번트리더십과 갈등관리 특성과의 상관관계분석에 의하면, 갈등통합, 갈등지배. 갈등배려는 서번트리

더십의 하위요소 모두에서, 갈등타협은 공동체형성만 제외하고, 갈등회피는 비전제시와 도덕성에서만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번트리더십의 하위요소인 구성원성장과 인지를 강조하는 리더는 구성원의 갈등통

합의 성향을, 비전제시는 갈등지배를, 도덕성은 갈등회피를, 경청과 구성원성장은 갈등배려를 더 많이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이 조직의 갈등상황을 바람직하게 해결하는데 유의미

함을 시사하고 시설장 교육을 통한 실천방법 보급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주요어 : 보육시설장의 리더십, 서번트리더십, 갈등 리특성, 보육교사

* 본 연구는 2009학년도 국민 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국민 학교 부교수, 이메일: sjoung@kookmin.ac.kr

*** 교신 자: 한국  겸임교수. 이메일: jyk@ktc.ac.kr 

아시아교육연구 10권 3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09, Vol. 10, No. 3, pp. 145-169.



146  아시아교육연구 10권 3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조직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 조직의 규모나 조직의 유형에 계

없이 갈등은 보편 으로 발생하며 피할 수 없는 상이다. 최근 갈등이론은 조직행동을 해석하

는 측면에서 그 요성이 증 되고 있으며, 경 자들 역시 조직 내의 갈등문제에 큰 심을 보

이고 있다. 교육이라는 목 을 달성하기 한 교육조직에서도 갈등은 불가피한 상이며, 교육

장에서의 구성원의 갈등은 교육조직 원래의 목 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 계의 갈등은 조직의 생산성 하 는 조직의 괴 등 역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도 탐색, 동기유발을 진시키는 등 조직발 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유

국, 1992). 유아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가 인간 계의 갈등 리를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서 직무에서 받는 스트 스와도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피  갈등 리를 

하는 교사는 직무스트 스와 정 인 계를 보 고, 통합  갈등 리를 하는 교사는 부 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춘, 송미선, 2005). 이는 조직에서 인간 계에 있어서 갈등해결

의 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라는 조직에서도 보육교사들의 교육 이나 가치 의 차이, 태도나 인식의 차이, 

개인 인 이해 계, 의사소통의 부족, 상호기 의 차이 등으로 수많은 갈등이 계속 으로 일어

난다. 특히 어린이집은 다른 교육기 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인간 계가 한 조직이기 때문

에 다른 교육기  보다 개인 간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많다(박은혜, 2003; 윤 , 이무진, 1999). 

따라서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갈등 리 능력은 보육교사 개인의 발달과 어린이집 원래의 목

달성을 해 매우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은 그 문화나 운 방식이 리더십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조직이든 구조상 최고 책임자의 생각이 구성원들의 업무와 조직생활에 향을 미치

기 때문이다.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와 구성원의 계는 조직의 성패와 인간 계에 직 인 

향을 주기 때문에 조직의 최고 책임자의 리더십은 조직의 성패에 매우 요한 요소이다. 따

라서 조직에 요한 향을 미치는 리더에 한 이론 ․실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져왔다. 1980년  이후에는 개인의 가치와 다양성이 시되는 다원화사회로의 변화에 맞춰 다

양한 리더십 이론이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기 과 련하여서도 

외는 아니어서 유아교육기 의 리더십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배 희, 1998; 서지 , 서

숙, 2002a; 윤지 , 2006; 최남례, 2005). 

유아교육기 을 비롯한 의 조직에서는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환경에 응하고, 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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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환경에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에 해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지휘하

고 명령하는 피라미드식 체계의 통  리더십을 넘어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이

는 강압 이고 권 인 리더십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발 으로 조직의 발 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임하고 업무수행상의 장애를 제거해 으로써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 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  요구에 따라 등장한 것이 

변화주도와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리더십인 섬기는 리더십이다. 따라서 최근에 서번트리더

십이 기업과 교육 장, 종교계 등에서 새로운 안  리더십으로 떠오르고 있다(Spears, 1995). 

서번트리더십은 리더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에게 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이다

(Greenleaf, 1970). 서번트리더십에서 리더는 구성원을 섬기는 서번트(servant)로 생각하기 때문

에 명령하고 통제하는 통 인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서비스 정신이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Spears(1995)는 서번트리더십의 특징으로 경청, 공감, 치유, 인

지, 설득, 통찰, 비 제시, 청지기 의식,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등 10가지 요인을 제시하

다. 유아교육기 은 다른 교육기 과는 달리 조직구조가 단순하며, 주로 조직에서의 상호작용

에 따라 독특한 개성이 형성되고, 가정과 학교의 특징을 동시에 요구하며 세심함, 배려, 사랑, 

사, 가족과 같은 분 기가 강조된다(조인숙, 2005). 이러한 에서 볼 때 조직 내의 친화

인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서번트리더십은 유아교육기 의 질 인 향상을 해 매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최근 유아교육기 의 질 인 향상과 안정성을 해하는 요인으로 지 되는 

것이 교사의 잦은 이직이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의 잦은 이직은 보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어린

이집에 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기 의 입장에서도 교사채용이나 신입교사의 오리엔테이션에 

드는 시간과 노력의 손실을 가져오게 한다(Modigliani, 1993). Jordc-Bloom(1986)은 유아교육기

에서 교직원의 이직률이 매년 평균 30%에 이르고 이는 인간을 다루는 다른 문직과 비교해

볼 때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고하면서 이직의 심각성을 제기하 다. 그는 사기 하, 스트

스, 직무실증 등과 같은 갈등요소들이 이직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 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 의 경우도 유아교사의 이직률은 유아교육 장에서 매우 심각한 운

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교사들이 느끼는 갈등 요소들이 교사의 이직과 매

우 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서지 , 서 숙, 2002b). 윤지 (2006)도 최근 유아교육기

에서 교사조직에 한 행동 가운데 교사의 이직이 다른 기 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증가

하고 있고, 이러한 교사의 이직을 감소시키는 책을 강구해야함을 지 하고 있다. 그런데 교

사의 잦은 이직의 원인을 살펴보면 시설장이나 원장과의 갈등이 보육교사의 경우는 약10%, 유

치원 교사의 경우는 약6% 정도로 악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이외에도 시설장

의 지지가 부족하고 동료교사와의 계에서 갈등이 높은 경우 이직의 의도가 증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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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book, Howes, & Philips, 1993), 의사결정 참여와 문 인 성장의 기회가 많은 기 일

수록 교사의 이직 의도가 낮았다(Stremmel, Benson, & Poewll, 1993). 리더십과 련하여 교사

는 유아교육기 의 서번트리더십을 높게 지각할수록 이직 의도가 낮아진다(윤지 , 2006). 

교사의 개인 간 갈등이 직업 안정성과 기 의 질  향상을 해치는 이직의 큰 요인으로 작용

(서지 , 서 숙, 2002b; 윤지 , 2006; Jordc-Bloom, 1986)하고, 서번트리더십의 하 요인인 의

사결정참여 등을 보장하는 경우에 이직 의도가 낮아진다(Stremmel, Benson, & Poewll, 1993)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유아교육기 에서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의 요성과 교사의 갈등 리

의 능력의 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즉 보육시설이 그 본래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어린

이집 종사자의 두 심축인 시설장과 교사에 한 연구에서 시설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갈등

리에 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비해 보육시설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교사의 갈등 리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시설장

의 서번트리더십과 교사의 갈등 리특성과의 계를 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에 따라 보육교사의 갈등해결특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 하 요소와 보육교사의 갈등 리특성간의 상

계와 서번트리더십 하 요소가 갈등 리특성을 측하는 설명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 을 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에 따라 보육교사의 갈등 리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과 보육교사의 갈등 리 특성은 어떠한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 하 요소가 보육교사의 갈등 리 특성을 측하는 설명

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서번트리더십
서번트리더십을 처음 소개한 Greenleaf(1970)는 ‘서번트리더십’(servant leadership)은 타인을 

한 사에 을 두고, 종업원, 고객,  공동체를 우선으로 여기며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

기 해 헌신하는 리더십’이라고 정의하 다. 즉, 서번트리더십은 부하를 존 하고, 그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장을 돕고, 부서 혹은 조직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도

록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의미한다(Block, 1998; Senge, 1995; Smith, 1995). 한, Spears(1995)는 

서번트리더십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한 믿음에서 출발하며 리더의 권 는 추종자

로부터 기인한다는 민주 인 원칙에 입각한 리더십이라고 설명하 다. Sims(1997)도 서번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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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전통적 리더십 서번트리더십

관심

영역

* 일의결과

* 추진과정 및 방법

* 일의 추진 시 장애요인

* 추진 시 필요한 지원 및 코칭

가치관
*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가진 감독자

* 자기 기준에 의한 지시와 감독

* 사람을 믿고 수용하며 개방적 가치를 가진 코치

* 긍정적이고 유머 감각을 갖추려는 노력

사람

* 여러 자원 중의 하나

* 과제가 우선

* 사람은 시켜서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대상

* 가장 중요한 자원

* 사람이 우선

* 사람은 도와주어야 할 성공과 성장의 대상

관계의 질
* 복종

* 자신의 이미지 부각

* 존중과 관심

* 함께라는 공동체 이미지 강조

추진

방식

* 자기방식 중심으로 추진

* 부하는 상사가 원하는 대로 상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수행

* 상사 중심의 기준

* 추진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함

* 부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검토 및 평가하여 

활동 공유

* 다양한 추진방법을 인정

생산성

* 양적인 척도(시간, 경비, 생산량)

* 과제 중심의 사고 및 측정

* 결과중심의 사고

*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 정도

* 자발성에 기초한 권한 위임

* 구성원들이 필요한 일을 적기에 수행할 것이라

는 믿음

갈등

해결

* 갈등과 분쟁에 대한 조정

* 판단자의 입장에서 정리

*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도움

*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육성

시간

관념

* 스스로 시간이 없음

* 시간이 없어서 못함

* 스스로 시간을 만듦

*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시간을 할애

경쟁에 

대한 시각

* 내부 경쟁을 조작

* 경쟁 메커니즘을 고안하여 활용

* 모두 잘 할 수 있다는 신념

* 서빙을 통하여 커뮤니티 형성

* 부하의 성공방안 모색

평가
* 최종 결과 중심의 평가

* 재무적 성과 중심의 사고

* 노력에 대한 평가

* 일의 결과, 개개인의 성장 결과

출처 : 이 웅(2001)

<표 1> 통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의 차이

더십은 부하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 하고 그들의 창조  역량을 일깨워 주는 것

이라고 정의하면서 서번트 리더는 공유비 을 진하고, 학습자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아

주기 해 권력을 사용하며, 공동체와 력을 장려하고,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하며, 정직하게 의

사소통하며, 다른 사람을 고무시키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 다.

서번트리더십이 발휘되는 조직은 구성원의 일체화로 공감 를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런 조직은 구성원에게 내 인 의미를 부여하고 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성원으로 하여  창의성과 자율성, 공동체 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게 한다. 결과 으로는 구성원

의 성장을 진하여 조직의 발 을 가져오게 된다. 서번트리더십도 권 , 지 , 특권에 한 문제에 

심을 가지지만 이들은 주어진 권 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심을 갖는다는 (Laub, 1999)

이 다른 리더십과의 차이이다. 이와 같이 서번트리더십은 기존의 통  리더십과는 다른 리더십

을 의미한다. 다음 <표 1>은 통 인 리더십과 서번트리더십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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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구성요소

Spears(1995) 경청, 공감, 치유, 설득, 인지, 통찰, 비전제시, 청지기 의식,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Sims(1997) 솔직한 대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 공유비전의 촉진, 타인의 필요를 위한 노력 성장

Hunter(1998) 인내, 친절, 겸손, 존중, 이타주의, 용서, 정직, 헌신, 사랑

Boyer(1999)
부하에 대한 이해와 존중, 격려와 배려, 개방성, 도덕성, 권한 위임과 학습조장, 

관계와 공동체 형성, 신뢰

Laub(1999) 사람에 대한 존중, 구성원의 성장, 도덕성, 공동체 형성, 리더십 발휘, 리더십 공유

Wheaton(1999) 경청, 공감, 인지, 설득, 통찰, 비전제시, 치유, 팀웤반영, 청지기 의식

Adjibolosoo

(2000)

인격(정직, 겸손, 봉사), 관계(다른 사람을 돌봄, 임파워림, 개발시킴)

과업(비전제시, 목표설정, 학습), 과정(모델링, 협력, 의사결정의 공유)

Hardin(2003) 정직과 신뢰, 사랑과 존경, 봉사, 경청, 존경과 가치체계

Patterso(2003) 아가페사랑, 겸손, 이타주의, 비전, 신뢰, 봉사, 임파워먼트

이관웅(2001)
자신을 서번트로 인식,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사람이라는 인식, 늘 학습하는 태도, 경청과 

설득적 대화로 업무추진, 공동체 형성과 권한 위임

황인경(2001) 공감대 형성, 인지, 통찰, 비전의 제시, 청지기 의식,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정기산(2002) 공동체 형성, 경청, 인지, 비전의 제시, 성장, 도덕성, 공동체 형성

윤대균(2004) 공감대 형성, 비전의 제시, 성장, 도덕성, 공동체 형성

차현수(2004) 영향고려, 입장이해, 의견경청, 성장지원

김창호(2005) 감정과 정서이해, 개인의 성장발전 지원, 공동체의식 고양

최남례(2006)
상위요인 : 비전제시, 인간존중, 성장지원, 공동체 형성

하위요인 : 목표설정, 존중, 배려, 경청, 권한공유, 지원, 격려, 설득, 협력

출처 : 정성 (2007); 재인용

<표 2> 서번트리더십의 구성요소

서번트리더십의 구성요소에 해 처음으로 Spears(1995)는 경청, 공감, 치유, 설득, 인지, 통

찰, 비  제시, 청지기 의식,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의 형성 등 10가지를 제시하 고, 

Wheaton(1999)은 Spears(1995)의 구성원의 성장과 공동체의 형성만을 제외하고 웤 반 으로 

체하 으며, 나머지는 동일한 요소를 주장했다. 서번트리더십 척도를 개발한 Laub(1999)는 

서번트리더십의 구성요소로 인간존 , 성장지원, 공동체 형성, 진실성, 리더십발휘, 리더십공유 

등 6가지 역을 제시하 다. Adjibolosoo(2000)는 서번트리더십의 개념  분석틀을 제시하면

서 4개 하 역인 인격, 계, 과업, 과정으로 나 었다. 즉, 첫째, 인격 으로는 정직, 겸손, 

사(섬김)의 특성을 포함하고 둘째, 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돌 , 임 워링, 개발시킴의 

특성을 포함하고 셋째, 과업에 있어서는 비 제시, 목표설정, 학습(배움)의 특성을 포함하고 넷

째, 과정에 있어서는 모델링, 력(  형성), 의사결정공유의 특성을 제시하 다. 서번트리더십

의 구성요소에 한 선행연구를 개 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유아교육기 에 한 서번트리더십에 한 연구를 보면, 최남례(2005)는 서번트리더십과 교사

의 조직 헌신성간에는 높은 상 이 있어서 원장의 서번트리더십이 교사의 헌신성에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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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배려

지배 회피

타협

높음 낮음

상대의 

욕구충족대한

관심 정도

높은

낮음

자신의 욕구충족에 대한 

관심 정도

[그림 1] Rahim(1983)의 갈등 리 모델

고, 서번트리더십의 하 요인  도덕성, 공동체 형성, 리더십발휘, 리더십 공유 등의 순으로 교사

의 조직 헌신성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윤지 (2006)은 교사가 지각하는 기 장의 서번트리

더십이 교사의 이직 의도에 체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2. 갈등관리특성
갈등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나 집단은 처리방식을 가지게 된다. Thomas(1976)는 갈등을 리

하는 방법에 따라 건설 일 수도 있고 괴 일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다섯 가지 갈등처리의 

기본 양식을 제시하 다. 경쟁은 자신의 심사를 충족시키기 하여 상 방을 압도해 버림으

로써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응은 자신의 심사보다 상 방의 심사를 충족시키도록 

처리하는 방식이다. 타 은 양측이 상호교환과 희생을 통해 부분 인 만족을 취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처리하는 보편 인 략이다. 조는 양쪽의 심사를 모두 만족시키려는 방식이다. 회

피는 갈등문제로부터 물러나거나 이를 회피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상 방의 심사도 무시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본 인 방식들 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인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요인들에 의해 좌우하게 된다. 상황요인들은 결정의 요성, 갈등당사자의 

힘, 조직에서의 지  등을 들 수 있다(신유근, 1992). 

사회  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흔히 갈등해결 략, 갈등해결 양상 혹은 갈등 리

특성이라 한다. 갈등 리특성은 “ 인 계에서 인식된 갈등을 개인의 목표에 따라 해결하려는 

한 수단이나 다양한 방법”(Spivack, Platt, & Shure, 1976)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갈등 리

특성에 해 Rahim(1983, 1992)은 자신과 타인에 한 을 두 축으로 하는 모형을 구성하

다. 이들 두 차원은 갈등상황에서 개인의 동기 부여 인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통합, 배려, 

지배, 회피, 타 인 특성 등의 5가지로 구성된다. Rahim의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이 모형에서 통합은 갈등상황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악하고 종합 인 안을 제안하여 공

동선의 입장에서 갈등을 리하고자 하는 특성으로 자신과 타인에 한 심이 모두 높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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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리 특성이다. 이 특성을 가진 사람은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목표와 갈등하고 있는 상 방의 

목표 둘 다를 성취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며,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

서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상 방의 목표를 모두 성취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할 

때 비로써 만족을 느낀다. 그리고 긴장과 부정  감정이 완 히 해소된 시 을 갈등이 해결된 

시 이라고 생각한다. 시간 압력이 많지 않을 경우, 자신과 상 방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

를 원하는 경우, 쟁 이 매우 요한 경우 효과 인 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을 많이 할

애해야 한다거나 기술 인 어려움이 있는 방법이다.

배려는 갈등상황에서 타인의 심을 충족시키기 해서 자신의 심부분을 양보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특성이다. 이 유형의 사람은 상 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을 조화롭게 피해가야 하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 갈등이 지속되면 군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며, 상 와의 계가 단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인간 계를 보존하기 하여 자신의 욕구충족을 포기한다. 갈등의 쟁 이 자신에

게 요하지 않은 경우, 나 을 해 신뢰를 구축하기에는 효과 일 수 있지만 문제해결을 

해 무 많은 것을 포기하면 후회가 쌓일 가능성이 있다.

지배는 갈등상황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해결책을 강요하며 상 방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특성

이다. 이 유형의 사람은 갈등 해결에 있어서 자신이 가진 목표는 매우 요한 것이며, 상 의 

욕구나 상 와의 계는 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

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들은 승자가 되고 싶어 하며, 승리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회피는 의견불일치와 좌 을 공개 으로 표 하지 않거나 문제를 회피하여 갈등상황을 뒤로 

미루는 특성으로 자신과 타인에 한 심정도가 모두 낮다. 회피 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욕

구는 물론이고 그 자신의 욕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갈등이 야기되는 문

제를 멀리하며, 갈등을 야기하는 상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행동한다. 이들은 갈등에 해 노

력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고, 갈등에 처하기 보다는 문제 상황을 피해보려는 유형이다. 

갈등이 사소한 경우, 감정이 고조되어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한 경우,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얻

는 이익보다 손실이 큰 경우 효과 인 략일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의 바닥에 깔린 이해 계

나 의심, 오해는 사라진 것이 아니며 실제로 증가될 수 있다. 

타 은 양측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결정을 하기 해 상호양보를 하거나 재빨리 도 인 

방안을 찾고자하는 특성으로 양측이 조 씩 양보하면서 서로 부분 인 이익을 취하는 갈등

리특성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  일부분을 포기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

는 상 방에게 그의 목표 의 일부분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외부나 제삼자의 개입, 상 

는 표결의 방법을 동원한다. 이들은 공동의 이익을 한 합의 을 찾기 하여 어떤 것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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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주고받기 는 분할(sharing)등을 사용한다. 갈등해결에 있어 시간압력이 큰 경우 

는 일시 인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합한 갈등해결 략일 수 있지만 어느 편도 승자가 되

지 못하여 불만은 계속되고 갈등은 재발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개 사람들은 갈등에 처

하면서 이러한 다섯 가지 유형  어느 하나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갈등 사례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 사람에게 어느 략이 보다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유치원 교사의 원장  동료교사에 한 갈등 리 특성을 보면, 반 으로 유치원 교사들은 

배려 인 갈등 리와 통합 인 갈등 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계층에 따

라 유동 인 갈등 리를 하 고, 교사들은 원장과 교사에 한 갈등 리가 차이가 있었다(이윤

경, 1998). 이윤경의 연구에서 원장에 한 교사의 갈등 리 유형은 배려(36.7%)가 가장 많았고, 

회피(27.6%), 통합(20.6%), 타 (9.5%), 지배(5.5%)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료교사에 해서는 통

합 인 갈등 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 고, 계층에 상 없이 지배 인 갈등 리를 가장 게 사

용하 다. 김동춘과 송미선(2005)의 연구에서도 유치원 교사들의 갈등 리 유형을 보면 동료교

사에 해서는 통합유형, 원장에 해서는 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육 장에서 갈등

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그 내용도 복잡하다. 그러나 교육 장에서의 갈등은 교육행정가의 경

방식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조태 , 2004). 따라서 유아교육기 에서 갈등 리를 한 

시설장의 리더십은 매우 요한 요인(조태 , 2004)이라 할 수 있다.

3. 리더십과 조직원의 갈등관리 특성과의 관계
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갈등 리 특성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  등교사가 지각한 학

교장의 피그말리온 리더십과 교사갈등과의 계를 악한 연구에서는 등학교 조직 내에서 

희소자원이나 업무의 불균형 배분 는 처치, 목표, 가치, 인지 등의 차이로 인하여 교사들 둘 

는 그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 내에 일어나는 립작용에서 학교장의 피그말리온 리더십은 교

사의 갈등해소에 깊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등학교에서 교사 간 갈등은 교장의 

피그말리온 리더십을 높게 인식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수, 2006). 학교장의 피그

말리온 리더십이란 교사에게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리더의 역할(이병진, 

2003)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그말리온 효과는 리더의 기 나 칭찬이 구성원의 행동이나 목표달

성에 큰 향을 미쳐서 학교조직 내에서 학교장이 기 하는 로 교사가 능률을 보인다는 자

기충족  언을 의미한다. 이는 조직의 리더십이 그 조직구성원의 갈등 리 특성에 향을 미

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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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리더십과 조직 구성원간의 갈등연구에서, 상사가 부서의 규정을 강조하고, 시설․물

품 등에 한 약을 강조하고, 부서의 이익을 옹호하고, 업무의 내용과 방법에 하여 자세한 

지시를 하고 업무에 한 검을 자주하는 리더의 조직일수록 상사와의 의견 불일치, 업무처리

에 한 상사의 설명부족, 그리고 상사의 무시하는 행동 등으로 인한 갈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직원의 과오 시 책임을 추궁하고, 집단내의 토론을 권장하고, 처벌보다는 칭

찬이나 설득을 더 많이 사용하는 리더의 조직일수록, 상사와의 의견 불일치, 업무처리에 한 

상사의 설명부족, 그리고 상사의 무시하는 행동으로 인한 갈등이 감소하고, 동료들로부터의 업

무를 방해 받고, 권한 없이 책임과 의무만 강조하고, 동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제안을 무시함

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이 감소한다고 하 다(민윤기, 1999). 

김교정(2004)의 사회복지사 개인 간의 갈등 형성요인에 한 연구에서 갈등수 에 해 미치

는 향력은 의사소통 요인, 리더십 요인 에서 리더의 유인성, 인간성  자발성과 자신감 순

으로 유의미한 향력이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개인 간 갈등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  하나가 리더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조직의 원래의 목  달성을 해서는 

리더십과 그에 따른 갈등 리가 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등학교장을 상으로 교육행정리더십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 로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에서 강흥구(2009)는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교육행정 리더십의 향상을 한 선

결과제로 지 하 다. 이는 리더의 역할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갈등 리 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

을 지 하는 것이다. 그는 민주  의사결정을 통한 교육행정리더십 개선이 필요함을 지 하

고, 권한의 임과 하 자의 책무성 강화, 인간 계 수립, 자율장학과 평가 리의 개선 등 서번

트리더십의 요소를 학교장의 리더십 개선방안으로 제시하 다. 이는 교육 장에서 서번트리더

십을 갖춘 리더의 요성과 갈등조정자로서 리더의 역할을 확인 시켜주고 있는 결과이다.

학교 운동부 코치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지도자 신뢰와 지도효율성의 계에서 서번트리더

십은 지도자의 신뢰에 유의미한 향을 주고, 신뢰성을 매개로 지도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최 래, 원 신, 이경훈, 2006). 이는 서번트리더의 설득  도덕성을 통해 보여

주는 비 이 지도효율성에 향을 주어 서번트리더에 한 신뢰가 선수의 사기, 코치와 선수 

간의 계증진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서번트리더십과 조직유효성의 계

에 한 연구에서 서번트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

주, 2007). 서번트리더십이 객실승무원의 상사, 동료와의 계, 자기계발 등에 정 인 향을 

미쳐 직무만족감을 높이고,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서번트리더십의 하 요인은 헌

신과 비 공유 개별  심과 커뮤니 이션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서번트리더십이 조직

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 의도 등에 향을 미치는 연구(김성철, 2007; 배상욱, 윤 삼, 

한나 , 2009; 오종철, 양태식, 2009; 이재형, 송두석, 2006; 지 주, 2007; 최 래, 원 신,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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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구분 빈도수(명) 퍼센트(%)

설립
국공립 11 3.4 

민간 310 96.6 

자격

1급 교사자격증 0 0 

2급 교사자격증 11 3.4 

3급 교사자격증 310 96.6 

직위

현직교사 310 96.6

주임교사 4 1.2

원감 7 2.2

결혼상태
미혼 149 46.4

기혼 172 53.6

경력

4년 미만 300 93.5

5년 이상 10년 미만 15 4.7

10년 이상 15년 미만 1 .3

15년 이상 20년 미만 4 1.2

20년 이상 1 .3

<표 3> 연구 상자 특성

훈, 2006)에서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성과 등에서는 정 인 향을 미치고 이직 의도 등에서

는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것은 서번트리더십이 상사나 동료와의 계에 

정 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직무만족 등은 높이고 이직 의도를 낮추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서번트리더십의 하 요인인 개별  심이나 커뮤니 이션, 비 공

유 등은 갈등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하여 서울지역에 있는 직보육교사 321명이 조사에 참여하 다. 연구 상자의 

구체 인 특성은 교사들이 속해 있는 기 의 설립기 , 교사의 자격, 직 , 결혼상태, 경력, 학

력  나이 등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 가르치는 유아의 평균나이는 2.44(표 편차 

=1.53)세, 1인당 원아수는 8.78(표 편차 = 5.02)명, 보육기 의 학 수는 4.57(표 편차 = 2.83)

개, 총원아수는 44.23(표 편차 =17.7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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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구분 빈도수(명) 퍼센트(%)

학력

사회교육원졸 196 61.1

전문대졸 80 24.9

대졸 39 12.1

대학원졸 6 1.9

교사나이

21-30 38 11.8

31-40 72 22.4

41-50 44 13.7

51-60 65 20.2

61-70 102 31.8

<표 3> - 계속

서번트리더십 하위 요소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경청 1, 2, 3 3 .84

공감 4, 5, 6 3 .87

치유 7, 8, 9 3 .87

설득 10, 11, 12 3 .84

인지 13, 17, 30 3 .86

통찰 14, 15, 16 3 .84

비전제시 19, 20, 21 3 .86

구성원의 성장 18, 22, 23, 24 4 .85

도덕성 25, 27, 28, 29 4 .84

공동체 형성 26, 31, 32, 33 4 .90

계 33 .98

<표 4> 서번트리더십의 하  요소별 문항 번호  문항 수

2. 연구도구    
1) 서번트리더십 측정도구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을 측정하기 해 정기산(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인 33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체 33문항  하 요인별로 경청 3문

항, 공감 3문항, 치유 3문항, 설득 3문항, 인지 3문항, 통찰 3문항, 비 제시 3문항, 구성원의 성

장 4문항, 도덕성 4문항, 공동체형성 4문항이며, 체 33문항에 한 반응양식은 Likert식 5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의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

상자를 상 로 실시한 서번트리더십 측정도구의 각 특성별 Cronbach's ɑ계수에 의한 신뢰도는 

경청이 .84, 공감이 .87, 치유가 .87, 설득이 .84, 인지가 .86, 통찰이 .84, 비 제시 .86, 구성원의 

성장 .85, 도덕성 .85, 공동체형성 .90이다. 측정도구의 각 하 역별 문항구성 내역과 문항수

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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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 리특성 측정도구

보육교사의 갈등 리 특성을 알아보기 해, 백은 (2004)이 유치원교사의 갈등 리 특성을 

조사하기 해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백은 (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갈등 리 특성 

질문지는 Rahim(1983)이 자신과 타인에 한 심의 정도에 따라 5가지로 구성한 갈등 리특

성 척도(A Measure of Style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를 번안하여 직유치원교사

와 유아교육 문가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은 것이다. 갈등 리특성 질문지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갈등 리의 통합 인 특성 7문항, 배려 인 특성 5문항, 지배 인 특성 5문항, 

회피 인 특성 6문항, 타 인 특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한 평가는 5단

계 평정척도로 반응양식은 Likert식 5  척도로 ‘매우 아니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갈등 리특성 측정도구의 각 특성별 Cronbach's ɑ계수는 통합 인 특성이 .77, 배려 인 특

성 .72, 지배 인 특성 .72, 회피 인 특성 .75, 타 인 특성 .72이다(Rahim, 1983). 측정도구의 

각 하 역별 문항구성 내역과 문항수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갈등관리특성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통합적인 특성 1, 4, 5, 11, 21, 22, 27 7 .77

배려적인 특성 2, 10, 12, 18, 23 5 .72

지배적인 특성 8, 9, 17, 20, 24 6 .72

회피적인 특성 3, 6, 15, 16, 25, 26 7 .75

타협적인 특성 7, 13, 14, 19 4 .72

계 27

<표 5> 갈등 리특성별 문항 번호  문항 수

3. 연구절차
연구표본을 결정하는 방법은 연구자가 근 가능한 상을 상 로 자료를 수집하는 편의에 

의한 표집방법을 선택하 다. 이는 편의에 의해 표집된 상자들이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의 표성을 나타내는 구성원들의 집합이라고 단되었고, 설문지의 수집이 용이하 기 때문

이다. 연구표본은 K 학에서 실시된 3개월간의 2  승 교사자격을 한 연수과정에 참여한 

보육교사 다. 본 설문지는 승 연수 첫날 실시된 서면동의에 동의한 보육교사에게만 실시되었

다. 연구 상자들은 참여자가 많은 계로 다섯 학   무선으로 세 학 만 설문조사에 참여

하 다. 설문은 약 20분 동안 수행되었으며, 총 참여 상자 325명에게 배포되었으며, 이  불충

분한 자료로 여겨지는 4부를 제외한 321명의 설문결과만을 최종 자료 분석을 해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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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이 보육교사의 갈등 리 특성에 미치는 효과와 계를 살

펴보기 해, SPSS/Win 15.0을 사용하 다. 연구문제 1과 련하여, 직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이 보육교사의 갈등 리특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에 한 인식의 평균을 세 집단으로 나 어 최상  10%와 최하  10%를 제외한 

나머지 상자를 상 로 평균 수보다 높은 경우를 상 집단으로 평균 수보다 낮은 경우를 

하 집단으로 설정하여 독립변수 t검증을 실시했다. 연구문제 2와 련하여, 서번트리더십의 

하  요소들과 보육 교사의 갈등 리특성과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피어슨 상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문제 3과 련하여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의 갈등 리특성에 한 설명력을 

측하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서번트리더십이 갈등관리 특성에 미치는 영향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에 한 인식의 평균을 세 집단으로 나 어 최상  약 10%와 최하  

약 10%를 제외한 나머지 상자의 평균 수는 85.25 으며,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평균 수를 분리 (Cut Point)으로 나  두 집단은 서번트리더십의 열 개의 하 요소에서 유의

도 수  .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평균 을 사이에 두고 상 집단과 하 집단이 

이질집단임을 확인하 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이 높게 나타난 집단의 갈등통합 평균은 

23.90(표 편차 = 3.54)이고,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이 낮게 나타난 집단의 평균은 22.56(표 편

차= 3.86)으로 두 집단 간 평균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 2.91, p<.01). 시설

장의 서번트리더십이 높게 나타난 집단의 갈등지배의 평균은 13.95(표 편차 = 3.40)이고, 시설

장의 서번트리더십이 낮게 나타난 집단의 평균은 12.69(표 편차= 3.05)로 두 집단 간 평균차이

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 3.11, p<.01).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이 높게 나타난 

집단의 갈등회피의 평균은 17.92(표 편차 = 3.46)이고,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이 낮게 나타난 

집단의 평균은 17.68(표 편차= 3.73)로 두 집단 간 평균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54, p>.05).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이 높게 나타난 집단의 갈등타 의 평균은 12.88(표 편

차 = 1.86)이고,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이 낮게 나타난 집단의 평균은 12.47(표 편차= 2.0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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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번트리더십 

하위요소

서번트리더십이 높은 

집단 (n=130)

서번트리더십이 낮은 

집단 (n=126)
총합 t

경청
평균 10.30 7.30 8.82

14.13***

표준편차 1.74 1.65 2.26

공감
평균 10.23 7.21 8.75

13.49***

표준편차 1.77 1.81 2.34

치유
평균 9.70 6.17 7.96

17.34***

표준편차 1.64 1.62 2.40

설득
평균 10.02 6.54 8.31

15.96***

표준편차 1.61 1.88 2.47

인지
평균 10.04 7.69 8.88

11.93***

표준편차 1.56 1.59 1.96

통찰
평균 9.67 6.71 8.21

13.97***

표준편차 1.80 1.58 2.25

비전제시
평균 9.81 7.04 8.45

11.71***

표준편차 2.04 1.74 2.35

구성원성장
평균 13.38 9.14 11.30

16.59***

표준편차 2.13 1.95 2.95

도덕성
평균 13.46 9.44 11.48

15.18***

표준편차 1.95 2.29 2.92

공동체형성
평균 13.91 2.40 11.96

13.77***

표준편차 9.96 2.18 3.02

***p<.001

<표 6> 서번트리더십 상 집단과 하 집단  체의 평균과 표 편차  통계  차이 분석

서번트리더십이 높은 

집단 (n=130)

서번트리더십이 낮은 

집단 (n=126)
총합 t

갈등통합
평균 23.90 22.56 23.24

2.91**

표준편차 3.54 3.86 3.75

갈등지배
평균 13.95 12.69 13.33

3.11**

표준편차 3.40 3.05 3.29

갈등회피
평균 17.92 17.68 17.80

.54
표준편차 3.46 3.73 3.59

갈등타협
평균 12.88 12.47 12.68

1.70
표준편차 1.86 2.07 1.97

갈등배려
평균 17.21 16.33 16.78

2.54*

표준편차 2.59 2.91 2.78

**p <.01, *p <.05

<표 7> 서번트리더십에 따른 갈등 리 특성의 차이 

두 집단 간 평균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70, p>.05).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이 

높게 나타난 집단의 갈등배려의 평균은 17.21(표 편차 = 2.59)이고,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이 

낮게 나타난 집단의 평균은 16.33(표 편차= 2.91)으로 두 집단 간 평균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

하 다(t= 3.21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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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공감 치유 설득 인지 통찰
비전

제시

구성원

성장
도덕성

공동체

형성

갈등통합 .267** .120** .216** .196** .227** .151** .207** .259** .213** .151**

갈등지배 .234** .216** .258** .207** .253** .250** .308** .247** .251** .191**

갈등회피 .061 .007 .043 .081 .094 .083 .120** .096 .131** .090

갈등타협 .145** .120** .177** .192** .171** .125** .185** .178** .122** .095

갈등배려 .221** .131** .166** .200** .191** .157** .197** .225** .192** .148**

**p<.01

<표 8> 서번트리더십과 갈등 리 특성과의 상 계수 행렬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에서 시설장이 서번트리더십의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낼수록 

그 조직에 속한 보육교사들이 갈등발생의 상황에서 갈등통합, 갈등지배, 는 갈등배려의 성향

을 보이나 갈등회피나 갈등타 의 성향을 보일 가능성은 은 것으로 상된다. 

2. 서번트리더십과 갈등관리 특성과의 상관관계
보육교사의 갈등 리방식과 유의한 상 계를 보이는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의 하 요인은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갈등통합과 유의한 상 계를 보이는 서번트리더십의 특성은 경

청 .267(p<.01), 공감 .120(p<.01), 치유 .216(p<.01), 설득 .196(p<.01), 인지 .227(p<.01), 통찰 .151 

(p<.01), 비 제시 .207(p<.01), 구성원성장 .259(p<.01), 도덕성 .213(p<.01), 그리고 공동체형성 

.151(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지배에 유의한 상 계를 보이는 특성은 경청 .234(p<.01), 공감 .216(p<.01), 치유 

.258(p<.01), 설득 .207(p<.01), 인지 .253(p<.01), 통찰 .250(p<.01), 비 제시 .308(p<.01), 구성원

성장 .247(p<.01), 도덕성 .251(p<.01), 그리고 공동체형성 .191(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회피에 유의한 상 계를 보이는 특성은 비 제시 .120(p<.01)과 도덕성 .131(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타 에 유의한 상 계를 보이는 특성은 경청 .145(p<.01), 공감 .120(p<.01), 치유 

.177(p<.01), 설득 .192(p<.01), 인지 171(p<.01), 통찰 .125(p<.01), 비 제시 .185(p<.01), 구성원

성장 .178(p<.01), 그리고 도덕성 .122(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배려에 유의한 상 계를 보이는 특성은 경청 .221(p<.01), 공감 .131(p<.01), 치유  

.166(p<.01), 설득 .200(p<.01), 인지 .191(p<.01), 통찰 .157(p<.01), 비 제시 .197(p<.01), 구성원

성장 .225(p<.01), 도덕성 .192(p<.01), 그리고 공동체형성 .148(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변수인 경청, 공감, 치유, 설득, 인지, 통찰, 비 제시, 구성원성장, 도덕성, 공동체형성과 

종속변수인 갈등통합, 갈등지배, 갈등회피, 갈등타 , 갈등배려 간의 상 계수 행렬은 다음 <표 

8>과 같다.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과 보육교사의 갈등관리특성과의 관계  16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종속

독립 변인

변인

갈등통합 갈등지배 갈등회피 갈등타협 갈등배려

b ß b ß b ß b ß b ß

경청 .131 .093 0.072 .064 0.046 .004 0.041 .058 .249* 2.448

공감 -.142 -.105 -.084 -.076 -.340* -.285 -.163 -.231 -.281* -2.404

치유 .219 .162 .221 .201 -.131 -.110 .146 .210 0.061 .049

설득 0.022 .017 -.142 -.130 .156 .132 .160 .230 .159 1.425

인지 .308* .194 0.073 .057 0.057 .041 .126 .153 .134 1.267

통찰 -.417* -.291 -.035 -.031 -.066 -.053 -.165 -.222 -.201 -1.744

비전제시 0.04 .033 .378** .336 .158 .130 .101 .141 0.041 .394

구성원성장 .384** .360 0.049 .006 -.03 -.032 .115 .208 .192* 2.066

도덕성 .065 .063 .103 .121 .281* .304 -.057 -.106 0.049 .519

공동체형성 -.283** -.270 -.208* -.244 -.026 -.029 -.130* -.241 -.133 -1.619

상수 20.495 10.533 16.658 11.714 14.911

F 3.866*** 4.503** 1.931* 2.986** 3.580***

R² .112 .117 .054 .088 .099

Adjusted R² .083 .089 .023 .058 .070

*p<.05, **p<.01, ***p<.001

<표 9> 갈등 리방식에 한 서번트리더십의 다회귀 분석결과 

3. 갈등관리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서번트리더십의 하위요소  
서번트리더십의 하 요소가 보육교사의 갈등 리특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입력

비교를 통한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우선 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에 본 연구가 회귀분석을 사용하기 한 제를 충족시키는지를 알아보기 해 독립변수들 사

이의 다 공선성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량으로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잔차 간의 상호독립성에 한 가정을 진단하기 해 Durbin-Watson 통계값을 알아보았다. 서

번트리더십의 하 요소들은 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VIF값이 10을 넘지는 않았다. 

Durbin-Watson의 값을 알아본 결과, 갈등통합은 1.886, 갈등지배는 1.960, 갈등회피는 2.019, 갈

등타 은 1.960, 갈등배려는 1.96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더빈홧슨 통계량이 양의 자기상 을 

명해주는 값인 0보다는 2에 가까우므로 상호독립 인 것으로 명한 후 다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보육교사가 인지한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  갈등통합을 측할 수 있는 것은 인지, 통찰, 

구성원성장  공동체형성이었으며, 회귀방정식은 Y'(갈등통합)= 20.495 + .308X'1(인지) - 

.417X'1(통찰) + .384X'1(구성원 성장) - .283X'1(공동체형성)이고, 이들의 설명력은 11.2%(Adjusted 

R²=8.3%)이다. 조직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 방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지배하려는 성향

은 보육교사의 교사자질에서는 잘 측될 수 없는 갈등 리의 특성인 것으로 보인다. 갈등지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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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할 수 있는 것은 비 제시와 공동체형성이었으며, 회귀방정식은 Y'(갈등지배)= 10.533 + 

.378X'1(비 제시) - .208X'1(공동체형성)이고, 이들의 설명력은 11.7%(Adjusted R²=8.9%)이다. 갈

등회피를 측할 수 있는 것은 공감과 도덕성이었으며, 회귀방정식은 Y'(갈등회피)= 16.658 - 

.340X'1(공감) + .281X'1(도덕성)이고, 이들의 설명력은 5.4%(Adjusted R²=2.3%)이다. 갈등타 을 

측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형성이었으며, 회귀방정식은 Y'(갈등타 )= 11.714 -.130X'1(공동체형

성)이고, 이들의 설명력은 8.8%(Adjusted R²=5.8%)이다. 갈등배려를 측할 수 있는 것은 경청, 

공감, 구성원성장이었으며, 회귀방정식은 Y'(갈등배려)= 14.911 +.249X'1(경청) -.281 X'2(공감) + 

.192X'3(구성원성장)이고, 이들의 설명력은 9.9%(Adjusted R²=7.0%)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한 검증결과에 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에서 시설장이 서번트리더십의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낼수록 그 조직에 속한 보육교사

들이 타인과의 갈등상황에서 갈등통합, 갈등지배, 는 갈등배려의 성향을 보이나 갈등회피와 

갈등타 의 성향을 보일 가능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회피는 갈등을 리하

는 특성  의견불일치와 좌 을 공개 으로 표 하지 않거나 문제를 회피하여 갈등상황을 미

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Rahim, 1983). 한, 갈등의 바닥에 깔린 이해 계에서의 의심이나 

오해는 사라지지 않고, 실제로 증가될 수 있다. 한, 갈등타 은 갈등을 리하는 특성은 양측

이 원하는 것을 조 씩 양보하여 부분 인 이익만을 취하는 갈등 리특성이기 때문에(Rahim, 

1983), 어느 편도 승자가 되지 못하여 불만은 계속되고 갈등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의 

문헌연구에서 보고했듯이 해결되지 못한 갈등은 교사들의 스트 스를 증가시키고(김동춘, 송

미선, 2005), 내재 인 갈등의 증가로 직무나 인간 계에서의 불만족을 키울 우려가 있으며, 이

는 곧 이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Whitebook, Howes, & Philips, 1993). 따

라서,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은 보육교사들의 갈등회피 성향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보아 보육시설과 같이 소규모 조직에서의 구성원의 스트 스나 이직률을 이는데 유의

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된다. 

둘째, 서번트리더십과 갈등 리 특성과의 상 계분석에 의하면, 갈등통합, 갈등지배. 갈등

배려는 유의도 수  .01에서 서번트리더십의 하 요소인 경청, 공감, 치유, 설득. 인지, 통찰, 비

제시, 구성원성장, 도덕성, 공동체형성 10개의 항목에서 모두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타 은 공동체형성만 제외하고 모든 역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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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회피는 비 제시와 도덕성에서만 유의도 수  .01에서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정리하면, 

갈등통합, 갈등지배, 갈등배려는 서번트리더십의 하 요소 모두와도 모두 한 상 계를 

보이고, 갈등타 은 공동체형성의 요소만 제외하고 모두 한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갈등회피의 특성에서는 리더의 비 제시와 도덕성의 특성만이 상 계가 있고, 그 

외 서번트리더십의 하 요소와는 부분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서번트리더십의 하 요소를 통해 측할 수 있는 특정한 갈등 리특성에는 갈등통합, 

갈등지배, 갈등회피, 갈등타 , 갈등배려가 있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서번트리더십의 하

요소  구성원성장과 인지는 갈등통합에 정 인 측력을 공동체형성과 통찰은 부 인 측

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보육시설의 리더가 구성원성장과 인지를 강조하지만 공동체형성과 

통찰은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의 보육교사는 갈등통합의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다. 비 제시는 갈등지배에 정 인 측력을 공동체형성은 부 인 측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보육시설의 리더가 비 제시를 강조하지만 공동체형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의 

보육교사는 갈등지배의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도덕성은 갈등회피에 정 인 

측력을 공감은 부 인 측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보육시설의 리더가 도덕성을 강조하지만 

공감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의 보육교사는 갈등회피의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다. 서번트리더십의 하 요소  공동체형성만이 갈등타 에 부 인 측력을 가지고 있었

는데, 이는 보육시설의 리더가 공동체형성을 무시한다면, 그 조직의 보육교사는 갈등타 의 성

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청과 구성원성장은 갈등배려에 정 인 측

력을 공감은 부 인 측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보육시설의 리더가 경청과 구성원성장을 강

조하지만 공감을 덜 강조한다면 그 조직의 보육교사는 갈등배려의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이 에서 서번트리더십의 정 인 요소만을 본다면, 구성원성장과 인지를 강조하

는 리더의 집단에서는 갈등통합의 성향을 더 많이 측할 수 있고, 비 제시는 갈등지배를, 도

덕성은 갈등회피를, 경청과 구성원성장은 갈등배려를 더 많이 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보육기 에서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이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갈등 리에 어떠한 

향을 미치며, 서번트리더십의 어떠한 부분이 보육교사의 갈등 리특성을 어떻게 측할 수 

있는지 구체 인 모형을 제시하 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반 으로 시설장의 서번트리

더십은 보육교사의 갈등회피성향으로 인한 스트 스나 이직의 가능성을 일 수 있으므로, 보

육시설장의 집단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서번트리더십의 의미와 실천방법을 보 시킬 필요성을 

제안한다. 구체 으로는 서번트리더십의 하 요소  도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구성

원성장과 인지  경청 등의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구성원간의 갈등발생시 갈등통합이나 갈등

배려 등의 성향을 고무시킬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인지된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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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은 시설장 본인에 의한 측정이 아니라 보육교사의 찰에 

의한 간 인 측정이었다는 이다. 물론 시설장 본인의 자기보고식 측정도 객 성 상실의 가

능성이 우려되기는 하나, 보육교사 한 쪽에 의한 측정도 편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각 인 방면에서의 리더십 측정을 제안한다. 둘째, 인간의 갈등 리 

특성은 갈등의 상황이나 상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반 인 

상황에서의 자신의 갈등 리의 성향을 질문하는 것으로 인한 반응의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

을 배재할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갈등의 상황과 상을 구분하여 그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정교함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상

자  부분이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4년 미만의 보육교사들이며, 보육교사 3  자격증

을 소지하고 있고, 반 이상이 사회교육원 출신이기 때문에 표본 수집이 편 되었다는 제한 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기 에 소속되어 있고, 다양한 학력  경력을 소유한 보육교사

를 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강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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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Leader's 

Servant Leadership Identified by Teachers and Teachers' 

Conflict Management Characteristics*

1)Sunyoung Joung**⋅Jinyoung Kim***

The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rvant leadership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leaders and teachers' conflict management characteristics. 325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as subjects.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eader's servant leadership was measured by the instrument used in Jeong(2002). 

The conflict management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by the instrument used in Baik(2004). 

We investigated that the more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eaders have servant leadership 

characteristics, the more the members of their organization showed less conflict avoidance and 

conflict compromise but more conflict integration and consideration.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result, conflict integration, domination, consideration hav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ll of the sub-components of servant leadership. Conflict compromise has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ll of them but group formation. Conflict avoidance has significant correlation 

only with vision provision and ethics. It was predicted that leaders emphasizing the member 

support and recognition showed conflict integration; vision provision did conflict dominance; 

ethics did conflict avoidance; and listening and member's growth did conflict consideration. 

The study suggests that early childhood education leaders' servant leadership is significant 

in encouraging members to manage conflict situation desirably and also provides the necessity 

of spreading its practical method through leadership progra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leaders.

Key words: Early Childhood Education Leadership, Servant Leadership, Conflict Managemen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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