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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ofEthicalOrganizationalClimateandNormative

EthicalDispositionontheOrganizationalEffectiveness

-FocusingontheMediatingRole ofEthicalLeadership

Choi,KapYeol

Advisor:Prof.LeeKang-Ok,Ph.D.

DepartmentofBusinessAdministration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Thereisgrowingbeliefthatorganizationsaresocialactorsresponsible

for the ethicalorunethicalbehavior oftheir employees and several

constituencies.This trend is reflected in both the bases of legal

judgmentsagainstcorporationsandinthereactionsofsocietyatlargeto

corporatecrime.Consequentlyacademicshaveshownincreasingconcern

forunderstanding and managing organizationalnormativesystemsthat

mayguidetheethicalbehaviorsofemployees.

Therearemanyimportantfactorsinfluencingtheethicalpracticesand

ethicalbehaviorsofemployeessuchasbusinessethicsprograms,ethical

climatesandcultures,andethicalleaderships.Formanyyears,acommon

assumptions in organizationalbehavior research was that leadership

influence organizationalperformance and effectiveness.Severalresearch

concluded tha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s influenced more by

environmental factors than by people in top leadership positions.

Consequently,itisevidentthatleadershipdoeshaveanoticeableimpact

onorganizational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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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afew studiesindicatingthattheactionsoftopmanagement

have minimal or no significant influence on organizational ethical

behaviors,theroleofmanagementhasbeenstudiedextensivelywiththe

common and intuitive conclusion thatunethicaldecisions ofbusiness

executives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perceived attitudes and

behaviors of immediate supervisors,and senior management.Theses

research strongly supportstheconclusionsthattheethicalphilosophies

andvaluesofmanagementhavemajorimpactontheethicalchoicesand

behaviorsofemployees.

Thisdissertationpresentsimportantstepsinthedevelopingofamodel

in which ethicalorganizationalclimate and subjective normative

ethicalcommitmentdispositionsinfluencesontheperceivedorganizational

attractiveness and proactive behaviors through the mediating roles of

ethicalleadership.It examined the proposed modeland relationships

among samples ofwhite-collaremployees in Kwang-Ju,South Korea.

Participants completed a survey thatassessed the determinants(ethical

organizational climates and subjective normative ethical commitment

dispositions),meditator such as ethicalleadership,and organizational

outcomes(perceivedorganizationalattractivenessandproactivebehaviors).

Empiricalresearchresultsshowedthatallmeasuresinthismodelwere

psychometricallysoundandtheoreticallyuseful.Furthermore,asperceived

ethicalclimateandnormativeethicalcommitmentdispositionareperceived

asmorepositive,ethicalleadershipwouldbemoreperceivedaspositive.

The more ethicalleadership willbe increase,the more organizational

attractivenesswillbeperceivedandproactivebehaviorwillbebehaved.

Importantly,ethicalleadershiphasamediatingrolebetweenthedeterminants

andtheoutcomes,excepttherelationshipbetweennormativecommitment

dispositionsandproactivebehavior.



- viii -

Additionalresearch willbe required to understand more aboutthe

cognitiveprocessesinvolvedinperceivingethicalleadershipfrom different

vantagepointsinsideandoutsidetheorganization,andabouttherolein

influencing employee and organizationalbehavior.Itis hope thatthis

dissertationwillcontributetobetterunderstandingofthepotentialroleof

ethicalleadershipinenhancingthecorporatevaluesinKorea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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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문제제기 연구목

21세기는 산업경제시 에서 디지털지식경제시 로의 환을 가져 왔다. 통

산업경제시 는 기업의 생산기능을 받쳐주는 유형가치에 을 두어 왔으나,새로

운 디지털지식경제시 는 창조성과 도덕성과 같은 무형가치를 강조하고 있다.최근

수많은 우량기업들이 이와 같은 무형가치를 경시하여 경 기를 맞거나 도산하

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엔론(Enron),월드컴(Worldcom), 코(Refco)등은

산 직 자산 규모가 4조원 이상이 되는 거 기업이었으나 주가조작,횡령,뇌물

수수,분식회계 등 부정한 경 활동으로 인해 기업이 기를 경험하 다(홍정석,

2008;Brown& Trevino,2006;Desjardings,2009).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기업

의 윤리 경 활동의 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기업이 지속 성장을 유지하기 해서는 핵심 인 기업역량이 필요하며 무엇보

다 윤리 핵심역량이 조직 내 체화되어야 한다.이는 신경제시 의 생존부등식을

이루기 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Baker,Hunt,&

Andrews,2006), 한 기업이 비윤리 행 를 하는 경우 경쟁우 역량을 확보하

지 못하게 되어 경 상의 기를 경험할 수 있다.실제 윤리 경 활동을 하는

기업이 그 지 않은 기업보다 경 수익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이러한 단을

뒷받침하고 있다(Luria& Yagil,2008).윤리 경 활동이 기업 경쟁력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에 해 Baker,Hunt,& Andrew(2006)는 부정한 경 이 조직의 산

가능성을 높이고,윤리경 은 고객의 해당 조직에 한 충성도와 매력도를 높이고

제품에 한 구매의욕이 고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윤리경 을 효과 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첫째,윤리 제도화 차원

에서 윤리 로그램을 제정하고 략 으로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박헌

,이종건,2002;Brenner,1992;Ferrell,Fracedrich,& Ferrel,2002;Soutar,

McNeil,& Molster,1995;Jose& Thibodeaux,1999).이는 윤리경 을 한 내부

통제시스템으로서 윤리경 을 제도화 하고 이를 구성원 리 시스템으로 활용하

는 방안을 말한다(Brenner,1992;Jose& Thibodeaux,1999).둘째,윤리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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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함으로써 가능해 질 수 있다.윤리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이 윤

리 이고 도덕 이라고 공유할 수 있는 조직 가치 을 갖는 것으로서,넓은 의미

로는 제도화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 분 기나 윤리 리더십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 문화는 조직의 윤리 분 기나 윤리풍토 등을 포함하고 있

으며 윤리경 의 제도화와는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이상수,이승용,정인서,

2008;Babin,Boles,& Robis,2000;Brown& Trevino,2006).

윤리제도를 만들고 윤리 조직분 기를 형성하는 핵심 인 요인이 우리나라 기

업의 경우 경 자/ 리자의 윤리 행동을 가져올 수 있는 윤리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이는 윤리경 을 통한 기업의 지속 인 성장을 이루기 해서

는 윤리 문화를 창출해야 하는 에 이 맞추어지는데(Ferrelletal.2002)이

들 가장 핵심은 조직의 윤리 리더십에 있다(Brown& Trevino,2006)고 표

할 수 있다.

윤리 리더십에 한 개념 정체성을 확립하기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

으나 일 성 있는 결론은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다만 규범 인 에서 리더가

보여주어야 하는 당 인 행동(ought to behave)으로 개념화된다(Brown &

Trevino,2006). 리자의 윤리 리더십을 지각하는 구성원들은 정 인 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리더가 도덕 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단하게 됨으

로써 조직에 정 인 태도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그런데 윤리 이고 도덕

인 리더 행동을 기반으로 한 윤리 리더십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이

제시되고 있다(이명신,2009;Aronson,2001;Brown& Trevino,2006;DeHooh&

Hartog,2008;Kanungo,2001).하지만 윤리경 제도화의 효과성에 한 연구는

많은 연구에 의해 증명되고 있으나 윤리 리더십의 효과성을 규명한 연구는 제한

되어 있다(김정원,2006;이명신,2009;Beckeretal.2006;Brown& Trevino,

2006;Brown.etal.,2006).일부 윤리 리더십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김정

원,1996;김학수,정범구,2008;이명신,2009;Brown& Trevino,2006)윤리 리

더십에 한 이론 규명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윤리

리더십의 선행요인 결과요인에 한 충분한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이

명신,2009;Murphy,Smith,& Daley,1992).이와 같은 실 상황에서 윤리

리더십에 한 보다 체계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Cascio& Aguinis,2008).

윤리 리더십에 한 기존의 연구를 분석해보면, 기에는 윤리 리더십의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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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정직성과 같은 특질에 기 를 두고 이러한 특질을 보유한 리더를 윤리 리

더로 단하고 그 효과성을 연구해 왔다(Bass& Steindlmeier,1999;DenHartoget

al.,1999;Kirkpartrick& Locke,1991;Kouzes& Posner,1993).Trevinoetal.

(2000)은 다양한 산업분야의 경 자와 법부서 리자를 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윤

리 리더십은 경 자의 특질과 련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리더의 특질 패러다

임은 리더십 연구의 기 근법으로서 윤리 리더십과 련된 연구들도 윤리

리더의 특질이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향력의 정도를 윤리 리더십으로

간주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윤리 리더의 행 가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향을 미

치는가에 한 로세스를 규명함으로써 윤리 리더십을 설명하기도 한다.즉 기

존의 윤리 리더십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한 연구들을 보면 리더의 윤리 특질

과 행동에 기 하여 이러한 리더십이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향력을 행사하는가에

을 두고 있다.

둘째,윤리 리더십의 두 번째 연구 흐름은 윤리 리더의 선행요인과 결과변수

를 규명하는 것이다.기업의 윤리 활동이 가속되기 해서는 윤리경 에 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에 한 규명이 필요하다(Brown& Trevino,2006).조직 구성

원의 윤리 행동은 사회맥락에서 일어나는 상황 요인들에 의해 강하게 항을 받

게 되는데(백윤정,2008;Trevino,1986),이와 같은 상황요인은 윤리경 시스템 요

소와 연 (Soutaretal.,1995)되기도 하고,윤리 분 기와 같은 무형요소 에

서 설명되기도 한다(이상수 등,2008).하지만 윤리강령을 심으로 윤리경 제도

화 정도가 윤리 리더십이나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력에 한 연구는 보편 으

로 많이 이루어진 반면 윤리 분 기가 윤리 리더십을 인식하거나 조직 유효성

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이상수 등,2008;Babin

etal,2000). 한 윤리 리더십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제

시되고 있으나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윤리 리더

십의 역할과 기능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윤리 리더십에 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회 학습 이론을 토 로 하여 윤리 리더십의 선행변수와 결과

변수를 모델링하고,리더와 구성원의 교환 계 에서 윤리 리더십의 기능을

악하기로 하겠다. 한 연구 모델링을 이루는데 Bagozzi(1992)의 태도 이론(상황

요인의 평가 → 정서 반응 → 행동)에 기 를 두고자 하는데,이는 구성원의

에서 조직의 윤리 분 기의 상황 요인과 개인 성향이 윤리 리더십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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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며 한 윤리 리더십이 조직의 매력성을 단하게 하고

조직에 선행 인 발 을 도모하는 행동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첫째,

윤리 리더십의 개념을 체계화 하겠다.기존의 리더십 패러다임은 특성이론,행동

이론,상황이론으로 구별되고 최근의 리더십 이론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벗어나 다

양한 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기존의 리더십 이론과 연 시켜 윤리 리더십의

개념 거기 과 실증 거기 등을 문헌 연구를 토 로 정립하고 윤리 리

더십의 개념을 체계화하도록 하겠다.

둘째,윤리 리더십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2가지로 구별하여 이들의 향

력을 악하도록 하겠다.즉 윤리 리더십을 지각하는데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

는 조직 가치로서 윤리 조직분 기와 개인가치로서 규범 윤리몰입 성향을 구

별하고 이러한 2가지 가치 이 윤리 리더십을 지각하는데 어떠한 계성을 가지

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셋째,윤리 리더십을 지각하게 됨으로써 구성원들의 업무태도 행동에 어떤

향을 미칠 것인지를 규명하도록 하겠다.본 연구는 조직유효성 변수로서 구성원

들이 소속 조직에 해 가지는 매력성 정도와 선행 행동을 제시하고 이들의 기

능을 악하고자 한다.조직 매력성은 좋은 직장으로서의 우호 인 이미지를 의미

하며 조직몰입과 유사하면서도 보다 실무 인 태도변수가 되며,선행 행동은 조

직의 발 을 도모하기 해 자발 이고 극 으로 노력하는 행 를 의미한다.이

러한 조직매력성과 선행 행동은 조직의 순기능을 가져오는 변수라 할 수 있으며

조직유효성 변수로 인식된다.

넷째,윤리 분 기와 규범 윤리몰입 성향이 조직매력성과 선행 행동에 미

치는 향력에 해 윤리 리더십이 어떠한 매개 작용을 하게 될 것인가에 해

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 목 을 토 로 윤리 리더십의 모델을 체계화 할 수 있으며

한 우리 기업들의 윤리 발 을 해 추진되어야 하는 윤리 리더십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에

도 불구하고 최근 새롭게 그 요성이 강조되는 윤리 리더십의 개념 정체성을

이루고 한 윤리 리더십의 심리 로세스 모델을 체계화할 수 있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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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범 구성

본 연구에서는 윤리 리더십과 련 개념의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윤리

리더십의 개념들을 논의하고 구체 으로 윤리 조직분 기와 규범 윤리성향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들이 윤리 리더십에 미치는 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한 윤

리 리더십의 지각으로 인해 향 받게 될 조직매력성과 선행 행동과의 계성

을 규명하고,윤리 조직분 기와 규범 윤리성향이 이들 조직 유효성 변수에 미

치는 향력에 한 윤리 리더십의 매개역할 가능성을 규명하고자 한다.이와 같

은 연구범 를 실증 분석하기 해 문헌연구를 기 로 하여 모델링하고 설문지 조

사 방법에 근거한 통계 분석을 통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문제제기 연구의 목 을 밝히고 연구의 범 와 구성을 정하고

연구의 방향에 해 서술하 다.

제 2장에서는 다양한 개념들로 정의 되고 있는 윤리 리더십의 정의와 개념들

을 기존의 리더십 이론과 비교하여 서술하 다.이와 같은 이론 연구를 통해 기

존의 리더십 연구 흐름을 악하고 이러한 연구흐름 가운데 윤리 리더십이 차지

하는 치를 명확하게 단하고자 한다.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

는 윤리 리더십 결과변수들에 한 이론 논의를 검토하고 윤리 리더십과

의 계성을 범칙론 인 네트워크(nomologicalnetwork) 에서 설명하도록 하

겠다.

제 3장에서는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연구 가

설을 설정하 다.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등의 실증연구

차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 5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 다.

제 6장에서는 연구결과에 해 요약하고 본 연구의 시사 과 한계 앞으로

의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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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배경

제1 윤리 리더십

1.윤리경 의 이해

윤리경 을 단순하게 정의내리는 것은 어렵다. 한 윤리경 과 윤리 풍토 윤

리 분 기 등 다양한 기업윤리와 련된 개념들 간에 분명한 구별을 하기 어렵기

도 하다.하지만 일반 으로 윤리경 이란 기업의 경 활동을 운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태도나 행동,그리고 의사결정이 투명하고,정직하면서 공명정 한 경우

를 의미하며,의무론 인 이나 결과론 인 에서 해석되어지고 있다.최창

명(2005)은 윤리경 의 특색을 (1)경 의 의사결정의 도덕 가치기 ,(2)경 활동

의 옳고 그름에 한 식별 기 ,(3)행동규범의 제시기 ,(4)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보호에 심을 두는 응용윤리로 설명하고 있다.결국 윤리경 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윤리경 은 기업과 국가의 문화 특성의 차이에 따라 독특한 기업문화의 구성

인자로 자리 잡기도 한다.한 기업의 윤리경 활동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서부

터 마 활동에 이르기까지 그 실천 원리가 용되며,윤리경 의 평가는 기업

의 경쟁우 를 결정하는데 추 인 역할을 하는 핵심역량 요소가 된다.고객들은

윤리 인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고 기업의 명성이 높음과 동시에 존경받는 기업

(MostAdmired Companies)으로 평가하고 있다(Trevino,Hartman,& Brown,

2000).따라서 공정하고 도덕 인 경 활동을 하는 윤리경 기업은 좋은 기업문화

의 특성으로 명성이 높게 된다.

윤리경 의 개념을 이해하기 해서는 기업의 사회 책임 경 의 논 을 고려

해야 한다.첫째,기업은 사회 책임경 의 일환으로 윤리경 을 실천해야 한다는

이다.기업의 규범 인 윤리 은 통 인 윤리 원리에 근거를 두고 윤리경 을

한 제도화와 윤리 인 기업문화 윤리 리더십을 창출해야 한다는 당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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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다(Trevino& Weaver,1994).둘째,기업시민의 특징을 보인다.기업시

민은 최근 윤리경 의 개념을 체하고 있는데(Matten,Crane,& Chapple,2003),

다양한 이해 계자(직원,투자자,고객,지역사회,정부 등)에 한 기업시민으로서

책임활동을 의미한다(McAlister,Ferrell& Ferrell,2003).이는 기업이 외 인

에서 기업시민 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고 이는 이해 계자 이론의

에서 강조되고 있다.셋째,지속가능성의 에서 설명된다.기업의 지속가능성

은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그리고 사회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하다.즉 지속

가능경 은 기업의 윤리 활동이 기업의 경제 수익성과 친환경 경 을 동시에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논리이다.이는 기업윤리와 기업의 경제 이

익활동 간에 상충되는 일반 인식을 제거할 수 있어 기업윤리 활동에 한 정체

성 확보에 기 를 이루고 있다.

1)윤리경 의 단계별 성숙도

거시 인 차원에서 기업의 윤리 인 성숙도가 어느 정도 시 에 치하는지를

악함으로써 윤리경 윤리 리더십의 강도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

Reidenbach& Robin(1991)가 제시한 것처럼 윤리경 은 무도덕(amoralstage),

법단계(legalisticstage), 응단계(responsivestage),윤리 태동단계(emerging

stage),윤리선진단계(developedethics)로 구별될 수 있다.하지만 실증분석 연

구나 규범 인 연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윤리경 의 성숙도 수 을 평가한 경우

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다만 우리나라의 윤리경 의 정도는 아직 성숙한 수 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Ferrell,Fraedrichm & Ferrell

(2002)은 미국의 기업윤리 발 단계를 제시하 는데 기업윤리의 실용화 단계

를 거쳐 최근 기업윤리는 략경 의 차원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한 무형

가치로 강조되고 있어 제도 으로 성숙된 윤리경 수 을 보여주고 있다.

윤리기업의 경쟁력 차원은 윤리경 의 제도화와 윤리 기업문화 윤리 리

더십과 연 되어 설명되고 있다.김정원(2006)은 윤리 리더십의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이 의미있게 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윤리 리더십의 실행 원

칙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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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윤리경 의 기 원리

윤리 리더십을 이해하기 한 근원은 통 인 윤리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Desjardings(2009)는 윤리이론을 크게 3가지 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목 주의

,의무론 인 ,그리고 선(virtue)의 이 그것이다.첫째,목 주의

은 결과 윤리라고 표 되는데 옮고 그름이 모두 그 결과나 효과에 의해서

결정된다.거짓이라도 그 결과가 바람직한 것이면 거짓이 올바른 것으로 단되는

윤리 근을 말한다.따라서 윤리 의사결정 의도나 단보다는 윤리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어떠한 향을 창출시켰는가에 을 두는 공리주의

을 의미한다.

둘째,의무론 인 은 결과에 을 두지 않고 당연히 그 게 해야만 하는

규범 인 윤리 에 을 두고 있다.이는 기업이 사회시스템에 속해있는 하

부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은 이해 계자를 충족시키는 경 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론 으로 사회에 사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윤리 행동을 추구

해야 한다는 이다.

셋째,선의 은 목 주의 과 의무론 인 이 모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규칙과 원칙에 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개인이나 상의 본성이나 자질의

에 을 두고 있다.

김정원(2006)은 윤리 리더십을 이와 같은 윤리 이론과 연결시켜 설명하면서 공

리주의와 의무론 인 윤리 이론을 리더의 행 와 련시켜 보고 선의 을 리더

의 본성과 자질로서 간주하여 윤리 리더십을 행동 인 으로 볼 것인가 아니

면 성향과 본성의 으로 볼 것인가에 한 윤리 이론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따라서 윤리 리더십을 어떤 윤리 이론의 에서 설명할 것인가에 따라

그 유효성이나 바람직한 형태에 한 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Kanungo(2001)는 거래 리더십과 변 리더십을 목 주의 혹은 의무주의 인

윤리이론에 기 하여 구별을 시도하 는데 결론 으로 거래 리더십은 공리주의

목 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변 리더십은 의무주의 논리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그 이유는 첫째,거래 리더 행동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높은 만족

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추구하는데 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목 주의 윤리 이

론과 련 있다.둘째,변 리더 행동은 순수한 목 으로 사회 의무성에 기

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의무주의 윤리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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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윤리 리더십의 개념 근

1)윤리 리더십의 필요성

사회 윤리 문제와 기업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요하게 인식하는 세계 추세

와 련하여 최근 윤리 리더십에 한 연구가 차 이슈화 되고 있다(Brown&

Trevino,2006;Trevinoetal.2000).그 은 리더가 윤리 으로 경 을 실천하

면 결국 리더 자신의 도덕성과 신뢰뿐만 아니라 조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에 을 맞추고 있다.그러나 여 히 리더의 윤리 행동이나 리더십

의 계 는 윤리 리더십을 직 규명한 문헌이나 실증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윤리 리더십 연구 단계는 개념 정립 수 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도이다.

미국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설문응답자의 13%만이 경 자들에 해 믿음이 없

다고 응답한 바 있다(Harrisinteractive,2006).그 이유는 실제로 경 자들이 비윤

리 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기도 하지만 언론매체 등을 통해 윤리 인 리

더가 부각되기 보다는 비윤리 인 리더의 부정 행동 등에 을 두기 때문에

일반 으로 경 자에 해 불신할 수도 있다(Brown& Trevino,2006).따라서 비

윤리 행동에 한 인식도 요하지만 윤리 리더에 한 체계 인 연구를 필요

로 하고 있다.윤리 리더십에 한 연구는 리더의 윤리 행동과 도덕 의사결

정,윤리 조직 리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차 필수 인 것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지 은 윤리 리더십에 한 기단계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윤리

리더십의 기 가 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이론이나 리더십 이론은 이

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윤리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 선행연구들

이 수행되었다.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 로 윤리 리더십에 한 체계

인 규명을 이루게 됨으로써 향후 윤리 리더십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기존 리더십

이론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엔론의 산은 윤리 리더십과 한 련이 있다.엔론은 산 직 2001

년 11월 30일 경 진 수십 명이 5,500만 달러의 보 스를 받고 이틀 후 산보

호신청을 냈다고 한다.결국 엔론의 경 자들은 기업의 산이 투자자 종업

원 등의 다양한 이해 계자에게 미칠 장을 염려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

선 으로 고려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은 산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Jaff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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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ten(2002)은 엔론 사태는 미국 자본주의의 도덕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미국의 기

업윤리 을 의심 하는 요한 사건으로 규명하고,미래의 최고경 자는 분명한

윤리의식을 기본자격으로 해야 하며 기업 수익성과 경쟁력을 이루기 한 윤리성

을 강조하 다.

경 자의 기업윤리 은 엔론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그 역할이 요하다. 략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경 자의 역할은 기업의 윤리 활동에 경 자의 의식 행

동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기존의 연구들은 경 자의 가치 이나 철학은 종업원들

의 윤리 선택이나 행동에 주요 향을 미친다고 연구 결과를 밝히고 있다(Soutar

etal.,1994).더구나 기업문화 특성상 한국은 권한이 집 되고 경 자의 권한이 상

으로 높은 을 감안할 때 경 자의 윤리 은 기업의 윤리 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원(2006)은 윤리 리더십을 리더십의 개념 정의와 연 시켜 그 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구성원에게 향력을 행사

하는 과정으로 정의내리고,따라서 윤리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행동 모델이 되고

이러한 윤리 성향과 행동을 통해 향력이 행사되기 때문에 요하다고 설명하

고 있다.“ 향력이라는 과정의 본질과 부하들로 하여 서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공헌하게 할 필요성,그리고 조직 내의 가치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리더가 가지는

향력을 고려할 때 윤리는 리더십의 핵심요소가 되는 것이다.”(23쪽)Yukl(2002)는

윤리 리더십을 단하는데 개인가치,도덕발달의 단계,의도,선택의 자유,윤리

비윤리 행동의 사용, 향력의 유형 등 다양한 거기 등이 용되며,

윤리 리더십을 단할 때 행동이 도덕기 과 일치하는 정도와 개인이나 타인에

게 미치는 결과 등에 의해 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들의 견해를

보더라도 윤리 리더십을 단순하게 정의내리고 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다양

한 거기 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며,다만 단순하게 정리하면 리더가 직원에게 미

치는 향력이 타당하게 올바르게 인식되어 행동모델로서 감정 이가 가능하게 되

어 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Bass& Steindlmeier(1999)는 리더의 윤리성을 단하기 한 3가지 거 기

을 제시하고 있는데,이들에 의하면 리더의 윤리성은 ①리더의 윤리 특질,②리

더가 표방하는 비 과 로그램에 체화되어 있는 윤리 가치와 합법성,③리더와

추종자가 추구하는 사회 윤리선택과 행동의 로세스의 에서 설명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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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Brown& Trevino(2006)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윤리 리더십을 요

하게 강조하며 리더의 윤리 이고 정직한 행동은 구성원들에게 비 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이러한 행동 모델이 구성원의 행동 모델이 되어 윤리 행 가

이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따라서 윤리 리더십을 단하고 리더의 윤리성

혹은 윤리 행동을 인식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정 인 효과를 유발

시키고 이를 통해 조직에의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윤리 리더십 이론과 선행연구

1)리더십 이론의 흐름

다양한 학문 역으로부터 지속 인 심을 받아 온 주제가 리더십의 문제이다.

리더십에 한 정의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 으로 리

더십을 설명하는 기 인 틀은 리더와 부하직원의 특성 행동과 리더의 향력

행사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이상호(2001)는 경 학계의 주요 리더십 이론을 정

리하면서,리더십 연구를 리더 심 과 부하 심 ,교환 계 의

3가지로 구별하고 있다.첫째,리더 심 은 통 으로 연구된 특성이론,행

동이론,상황이론을 포함시키고,새로운 리더 심 이론으로서 체 리더십 이론,

셀 리더십 이론,변 리더십 이론 등을 들고 있다.둘째,부하 심 인

은 내재 리더십 이론,정보처리 과정 리더십,그리고 로맨스 리더십 등을 포함

시키고 있다,셋째,교환 계 인 은 리더십의 수직 이론과 개별화된 리

더십 이론으로 분류하고 있다.

리더십의 개념 근을 바탕으로 리더십에 한 연구 주제는 리더의 포지션 워

(positionpower),리더의 특성과 행동의 차이,부하직원의 특성, 향력 행사 과정,

상황 요인.그리고 리더의 출 과 리더의 효과성으로 분류되고 있다(Muchinsky,

2006).리더십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구주제와 이와 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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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리더십 연구 주제 내용

연구 주제 분석 단 련 변인 연구 이슈

직 워
조직에서의

역할과 포지션

향력 행사 략, 워의

사용

조직은 어떤 상황에서 강한 향력

을 사용하려고 하는가?

리더 개별 리더 성격특성,리더행동
어떤 특성과 행동이 효과 리더와

비효과 리더를 구분하는가?

부하
작업집단과

부하들
집단크기,부하의 경험

어떤 유형의 부하들이 보다 철 한

감독을 원하는가?

향력

행사 과정

상사-부하

계

향에 한 수용성,

향력 행사의 성질

어떤 상황에서 리더가 부하들에

게 향력을 발휘하기가 가장 수

월한가?

상황

리더십이

발생하는 환경

는 맥락

리더행동에 한 상황효과,

호의 인 상황을 정의하는

요인

서로 다른 상황이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리더

출 과

효과성

개인 는

집단
집단역동성과 개인 특성 개인이 어떻게 리더로 인정받게

되는가?

<자료 출처>유태용(2006),산업 조직심리학,590쪽.

리더십 이론의 패러다임은 크게 4단계로 구별할 수 있다.첫째,특성이론 패러다

임으로서,리더십 연구들은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다는 가정을 바

탕으로 두고 있다.리더십 특성이론은 유능한 리더를 설명하는 구별된 특징을 밝히

기 해 시도된다.연구자들은 높은 에 지 수 ,외형,공격성,자기 의지,설득력,

그리고 권 와 같은 모든 성공 인 리더들이 갖추고 있는 특성을 확인하기 한

노력으로 신체 ,정신 특성 는 자질을 분석하 다.많은 특성연구는 특성목록

들을 밝 내기 해 1930년 그리고 1940 동안에 실행되었다.

하지만 일반 으로 성공하는 리더들이 갖춘 특성,혹은 리더십의 성공을 보증하

는 특성들을 타당성 있게 제시되고 있지는 못하다.이인석(2003)은 소기업 경

자들의 성격을 Big5모델의 성격요인과 윤리 가치 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

을 검토한 결과 경 자의 윤리 가치 이 경제 성과에 향을 주지는 않지만

사회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 윤리 가치 을

보유한 경 자는 직원들과 커뮤니 이션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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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는 리더의 가치 과 행동은 경 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을 강

조하고 있다.

둘째,행동이론 패러다임을 들 수 있다.1950년 , 부분의 리더십연구는 실제

리더의 행동에 을 두는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모든 상황에서 최

고의 리더십 스타일을 찾아내기 한 연구들은 계속되었고,연구자들은 무능한 리

더들과 유능한 리더들의 행동차이를 밝 내는 시도를 하 다.리더십 행동이론은

유능한 리더,혹은 그들의 일의 본질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

는데 을 두는데,Mintzberg의 10가지 리 역할은 리더십 행동이론의 하나의

이다.행동 연구는 리더십을 이해하기 용의할 수 있는 행동 분류방법을 찾는

것에 을 두고 리더십 행동과 유능한 리더십의 수단 간의 계를 조사하고 있

다.하지만 모든 리 상황에서의 최고리더십스타일은이 일치하는 것은 없다.

셋째,환경 합 리더십 이론 패러다임을 들 수 있다.환경 합 리더십이론은 리

더,부하,상황에 기 한 한 리더십스타일을 설명하려고 시도되었다.환경 합

이론 패러다임은 상황요인,외부환경,부하들의 특성,실행된 일의 특성에 한

요성을 강조한다.

넷째,환경 합 패러다임은 통합 리더십 패러다임으로 환되는데,1970년

후반 이 패러다임은 모든 이론들을 통합시키기 해 시작되었다.통합 리더십이

론은 리더의 특성,행동,환경 합 이론들을 통합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연구자

들은 왜 추종자들이 집단의 성과,조직의 목표를 해 힘들게 일하고 몰입하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며, 한 유능한 리더들은 그들의 추종자들 행동에 어떻게 향

을 미치는지 설명하려 한다.이와 같은 통합 리더십 패러다임 에서 윤리

리더는 부하직원들의 태도 행동에 어떻게 향을 미치며, 한 조직의 제도화가

윤리 리더십 인식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고려되고 있다.

최근 리더십 이론 연구는 비 의 리더, 웅 리더,서번트 리더 등 다양한 형태

의 리더 유형을 통합화하는데 을 두고 있으며 리더의 내 행동과 계 행

동으로 유형화 하는 2분법 인 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한 1980년 반 이

후 변화주도 인 상황에 합한 리더십 모델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리더

의 특성,리더의 행동,상황을 총체 으로 고려하면서 변화와 신에 을 두는

리더십 모델에 을 두고 있다.그런데 최근 이러한 리더십 유형들은 윤리

특성과 행동에 을 두고 있는데,Burns(1987)는 변 리더십을 리더와 부하

들이 서로를 보다 높은 도덕성과 동기수 으로 끌어 올리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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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leaf(1977)는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 부하에게 사하고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윤리 인 이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반 으로 리더십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은

각자의 독특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윤리 인 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래 리더십과 변 리더십이 함유하고 있는 윤리 인 을 정리

하면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거래 리더십과 변 리더십의 윤리

거래 리더십 변 리더십

동기/의도 상호 이타성 도덕 이타성

내재된 규범 상호호혜 규범 사회호혜성 규범

자아 인지 자기 자아 자기 심 우리 자아 사회 심

타인과의 계 독립 상호의존

권리와 의무 개인권리 보호 행동에 가치성 사회 의무 충족 행동에 가치성

선의 본질 실용 선 이상 선

수단과 결과의

평가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 수단이 결과를 정당화

타인 향력 행동

략

공리주의 :사회 계약과 자원

교환

이타주의 :개인의 선 배양과

임 워먼트

윤리의 본질 결과주의 :목 을 시 의무주의 :의무를 시

<자료 출처> Kanungo,2001,264쪽

<표 2>의 내용을 요약하면 거래 리더십은 이기주의 인 이 강하며 변

리더십은 이타주의 인 속성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한 윤리와 도덕의 본질에

해서도 거래 리더십은 결과와 목 을 시하는 공리주의 인 근에 심을 두

고 있는 반면 변 리더십은 리더로서의 사회 의무를 요하게 고려하는 의무

론 인 을 시하고 있다.

진정 리더십(authenticleadership), 성 리더십(spiritualleadership),변 리더

십(transformationalleadership)은 최근 심의 상이 되고 있는 리더십 이론으로

서(Schermerhorn,Hunt,& Osborn,2008).진정 리더십은 진정성(authen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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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기인지(self-awareness)를 강조하고 다른 리더십 보다 거래 인 계를

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한 이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부하직원들에게도 자신의 가치 과 도덕 ,

지식 강 등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Avolio,Luthans,&

Walumbwa(2004)에 의하면 진정성을 지닌 리더는 부하들에게도 자신의 가치 ,도

덕 ,지식,강 등에 해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으로 표

할 수 있다. 한 자신이 속한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자신감이 있고 희망

이고 정 이며 쾌활하고 높은 도덕성을 지닌 을 진정성 리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박서 (2008)은 진정성 리더십이 부하직원들의 리더에 한 몰입과 정당성

을 인식하는데 독립 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실증 조사하고 있어 윤리 리더십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진정성 리더십의 순기능 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성리더십은 부하직원들에게 비 을 제시하고 희망과 믿음 등을 강조하는 리더

십 특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윤리 리더십은 도덕 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리더십은 공통 으로 윤리 리더십 역이 함축 으로 내포되어 있다.<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윤리 리더십은 련 리더십 이론 등과 유사성과 차이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 으로 공통되는 사항은 이타주의 행동과 윤리 의사결정,

그리고 정직성의 특성과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역할 모델링의 행동을 보여주는 행

동을 수행하는 리더로서의 특성을 들 수 있다.

<표 3>진정리더십, 성리더십,변 리더십과 윤리 리더십

윤리 리더십과 유사성 윤리 리더십과 차이

진정 리더십

-이타주의

-윤리 의사결정

-정직성

-역할모델링

-윤리 리더십 :도덕경 과 타인

의식을 강조

-진정 리더십 :진정성과 자기의식을

강조

성 리더십

-이타주의

-정직성

-역할모델링

-윤리 리더십 :도덕경 강조

- 성 리더십 :비 제시,희망과 믿음

을 강조

변

리더십

-이타주의

-윤리 의사결정

-정직성

-역할모델링

-윤리 리더십 :윤리 기 과 도덕

경 을 강조

-변 리더십 :비 ,가치,지 자극

등을 강조

<자료 출처> Brown& Trevino(2006)에서 참고

종합 으로 요약하면 리더십 연구의 흐름은 통 으로 리더의 효과성에 향을



- 16 -

미치는 특성과 행동 측면이 강조되었고 차 이러한 특성과 행동이 환경과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차원에서 리더십이 효과성이 시되어 왔다.그 다면 이와 같은

리더십 이론의 패러다임을 기 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표 인 리더십 이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윤리 리더십

기업의 목표가 윤리 의사결정과 련된 가치 과 행동양식을 창출하여 선한 기

업을 이루고 경쟁우 를 이루기 해서는 경 자의 윤리 리더십이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를 들어 미국 제약회사인 머크 사가 회성사충증(riverblindness)

과 련된 문제를 다룬 사례를 보면 윤리 리더십이 기업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떤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Velasquez,2002).윤리 리더십과 윤리

리더 행동은 기업의 윤리 문화를 창출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며 한 이와

같은 역할과 기능에 따라 윤리 리더십이 평가되기도 한다.

윤리 리더십에 한 개념 정의가 정착되지 못하는 가운데 다양한 에서

윤리 리더십을 추론하고 있다.첫째, 략 변화를 이루기 한 차원에서 윤리

리더십이 강조되기도 한다.단순하게 윤리 리더십을 도덕성을 강조하는데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윤리의식뿐만 아니라 신

을 통한 최상의 가치 창출로 이해 계자를 만족시키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시

장의 신뢰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경 자의 역량으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윤리 리더의 독특한 특성을 규명하는 이다.오랫동안 청렴성과 같은 개

인의 특성은 리더십 유효성에 한 인식에 요한 요소로 믿어져 왔으며,실증

연구들은 리더의 유효성과 리더의 정직,청렴성,진실성 인지 신뢰가 연 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Hartogetal.,1999).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Trevino

etal(2000)은 다양한 산업체의 임원과 감사부서 직원들에 한 인터뷰 조사를 통해

윤리 리더십과 연 된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조사하 다.이 조사에서 정직,신

뢰성,공정하고 원칙 인 의사결정,배려,공 사 생활에서의 도덕 행동 등이

윤리 리더십과 연 되는 개념으로 나타났으며,연구자들은 이를 ‘윤리 개인 측

면으로 구별하 다. 한 리더가 의사소통을 통하여 윤리를 조직에서 요하고 명

확한 의제로 만드는 것,보상시스템을 통하여 윤리 행동을 독려하는 것,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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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윤리 역할모델을 설정하여 부하직원이 모방하도록 하는 행 도 윤리 리

더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와 같이 윤리 리더가 부하직원의 윤리

행동에 향을 미치는 노력을 윤리 리자 측면으로 구분하 다.

윤리 리더의 개념 정체성을 구 하기 한 연구는 Trevinoetal.(2000)에

의해 이루어졌다.기본 으로 이 연구는 윤리 리더를 도덕 개인(moralperson)

과 도덕 리자(moralmanager)를 합친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개인 인 차원에

서 도덕 개인은 도덕 이고 윤리 인 특성,행동,의사결정을 보여주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도덕 리자로서 가시 인 행동을 통해 부하직원들에게 역할모델링

이 될 수 있어야 하며,윤리 인 경 을 추진하기 해 윤리 활동에 한 보상과

징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윤리 가치에 한 의사소통을 실행하는 정도를 보여주

어야 한다.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도덕 개인의 요건을 이루기 해서는 도덕성,정직성,신뢰성의 특성을,

올바른 행동,타인에 한 배려 심,부하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호 원활

한 화가 가능한 개방 체계 마련,도덕 행동과 같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며,

한 가치 입각한 의사결정,객 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사회에 공헌하는 의사

결정,윤리 의사결정 규칙을 따르는 의사결정 등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도덕 리자가 되기 해서는 가시 인 행동을 통한 역할모델링이 가능

해야 하며,조직 구성원의 윤리 성과 행동에 한 보상 징계의 구조 틀

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윤리와 기업가치에 한 지속 인 의사소통을 하는 리더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Trevinoetal.(2000)는 이와 같이 도덕 개인성과 도덕 리자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윤리 리더로 정의내리고,도덕 개인성은 약한 형태를 보여주

면서 도덕 으로 강한 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리더를 선 리더로 평가하고

도덕 개인성과 도덕 리성이 모두 낮은 경우는 비윤리 리더로 평가하 다.

하지만 윤리 리자로서 성향이 낮은 경우에는 도덕 개인성이 낮고 높음에

계없이 윤리 으로 립된 리자로 평가하 다.이와 같은 설명을 도식화하면 다

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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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윤리 리더와 비윤리 리더

Brownetal(2005)은 Trevinoetal(2000)의 연구를 토 로 실증 연구를 수행하

다.그들은 윤리 리더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측정도구를 면 방식을 통

해 개발하면서 여러 차례의 타당성 검증과 연계 변수에 한 실증연구를 수행하

으며,이와 더불어 윤리 리더십에 한 구조 정의를 내렸다.이들 연구자에 의

하면 윤리 리더십은 “리더의 행동과 인 계를 통하여 규범 으로 합한 행동

의 모범을 보이며,의사소통과 강화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하직원으로 하여

합한 행동을 하도록 진하는 것”을 의미한다(Brownetal.2005).

윤리 리더십에 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사회 학습이론을 근거로 하는 연

구 흐름과 통 윤리이론을 근거로 하는 연구 흐름으로 구별할 수 있다.

(1)철학 인 차원의 윤리 리더십

첫째,의무론 인 에서의 윤리 리더십을 살펴 볼 수 있다.의무론과 의무론

윤리학은 모든 사물이나 행동에 한 평가는 결과에 의해 결정되어지지 않고

특정한 의무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는 사실을 강조한다.의무론 근은 우리 행동

이 체 수익을 한 그들의 결과에 의해 항상 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리

주의를 비 하고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는데,이러한 의무론 인 논리를 주장하는

근거는 다양한 에서 찾아 볼 수 있다.의무론 인 차원에서의 윤리 리더십은

조직 리더십의 요한 책무로서 윤리 인 활동을 해야 하며 윤리 의사결정을 내

려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되는 의무감이 있다는 이다.

둘째,공리주의 이다.공리주의는 세계에 요한 향을 끼쳤고 특히

정치,경제, 정치에 향을 끼쳤다.공리주의 근본은 홉즈(ThomasHobbes),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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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Hume),Adam Smith에서 찾을 수 있으나 고 형성은 JeremyBentham

과 JohnStuartMill에서 발견된다.공리주의는 형 으로 체 이익을 극 화

하려는 정책 혹 다르게 봤을 때 많은 수를 한 큰 이익을 생산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이러한 행동이 목 을 달성하는 것은 좋고,그 지 못한 것은 나

쁘다. 체 이익을 향한 강조와 많은 수를 한 큰 이익을 생산하는 것은 직

으로 정치 엘리트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권 주의 정책을 반 한다.그러므

로 공리주의는 민주 제도,정책에 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한다.정부와 모든 사

회제도들은 모든 이들의 복지를 해 존재하고,군주,귀족,혹은 소수를 한 것이

아니다.이와 같이,경제는 많은 이들의 생활의 높은 기 을 제공하기 해 존재하

고,소수의 특권층의 부를 만들기 함이 아니다.즉 공리주의는 필연 윤리이다.

선행과 악행들은 행동들의 결과들에 의해 결정된다.공리주의자들은 모든 상황에

있어 옳거나 그른 행동은 없다고 보고.행동은 모두 결과에 의존한다. 를 들어,

거짓말은 그 자체에 있어 옳거나 그르지도 않다.거짓말은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발산할 상황이 있다.이 상황에서,거짓을 말하는 것이 윤리 으로

옳게 된다.

(2)사회 학습이론 차원의 윤리 리더십

사회 학습이론은 Bandura(1977)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서 왜 리더의 개인

특성과 상황변수가 부하직원들이 리더를 윤리 리더로 인식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개념 토 를 제공하고 있다.인간은 사회 환경에서 직 경험 혹은 리경

험을 통해서, 는 타인의 행동과 결과를 찰함으로써 학습하게 되며,조직의 구

성원들은 리더의 역할모델을 통해 윤리 행동에 향을 받을 수 있다.리더는 타

인에 해 명백하고 고도의 윤리 기 을 정하고 그들 스스로 이러한 기 을 따

름으로서 혹은 부하직원들의 윤리 행동에 양향을 주는 보상과 벌을 가함으로써

윤리 리더십을 보여 수 있다.

Brown& Trevino(2006)는 윤리 리더십의 개념을 정리하고 기존의 연구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윤리 리더십을 배양시키기 해서는 조직 내 윤리 리더의

역할 모델링을 효과 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사회 학습이론이

주장하는 리학습의 논리가 윤리 리더십에 용될 수 있는데 리더의 윤리 보

상 벌 혹은 로그램의 운 등은 부하직원들로 하여 윤리 행동과 비윤리

행동의 차이를 학습하고 단할 수 있게 된다.결국 리더는 리더가 보여주는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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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정성,배려하는 행동,그리고 공정한 업무환경을 창출하게 되며 사회 학습

이론에게 말하는 찰학습과 모방을 한 행동모델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이다.

Brown& Trevino(2006)은 윤리 리더십에 한 연구 모델링을 설정하는 기본

원리를 사회 학습 이론에 두고 <그림 2>와 같은 모델을 제시하 다.이들의 연

구 모델은 실증 으로 분석되어 그 효과성이 검증되지는 못했지만 기존의 리더십

연구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윤리 리더십의 로세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연구들을 토 로 하여 윤리 리더십에 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

과 개인특성 요인을 선행변수로 하고,구성원에게 미치는 향력에 한 결과 변수

를 제시하 다.이와 같은 연구 명제 모델링은 Bandura(1977)의 사회 학습이

론에 기 를 두고 있으며,이론에 의한 것처럼 상황 요인과 개인 특성은 구성

원으로 하여 윤리 리더십을 지각하게 하고 이러한 윤리 리더십의 지각은 리

더의 행동 모델이 되어 윤리 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친사회 행동이 강화되고

반생산 행동이 해될 뿐 아니라 직무에 한 만족과 동기부여 되면서 조직에

몰입하게 된다고 명제화 하고 있다.

<그림 2>Brown& Trevino(2006)의 윤리 리더십 모델

3)윤리 리더십의 구성 개념

윤리 리더십과 련된 첫 번째 연구 방향은 윤리 리더십의 개념 정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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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에 있다(Brown& Trevinos,2006).도덕 리더십의 에서 윤리 리더십

이 논의되어 왔지만 윤리 리더십을 정의내리고 평가하는 합한 방식에 해서

는 일치하고 있지 않다(Yukl,2002).윤리 리더십의 개념을 정의 내리는데 획일

인 기 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 리더를 단할 때 개인의 가치,도덕발달의 단계,

의도,선택의 자유,윤리 비윤리 행동의 사용, 향력의 유형 등 여러 가지

거기 이 사용된다.그리고 통 으로 윤리 리더십을 설명하기 해 다양한

거기 의 에서 윤리 리더와 비윤리 리더를 비교하기도 한다.<표 4>는

윤리 리더십과 비윤리 리더십을 차별화시키기 해 다양한 거기 의 에

서 비교하고 있다.

<표 4>윤리 리더십과 비윤리 리더십의 비교

거기 윤리 리더십 비윤리 리더십

워와 향력

사용 목
부하와 조직에 사의 목 개인 욕구와 경력 상승의 목

다양한 이해 계자

입장 처리

다양한 이해 계자들 사이

에 균형을 유지

개인 이익과 하게 련있는 이해 계

자에 한 선호

조직에 한 비

수립

부하들의 가치와 욕구에 기

한 비 수립
개인 비 을 조직 성공의 비 으로 단

리더행동의 도덕성
신 가치와 일 되는 방식

으로 행동

개인 목표를 달성하기 한 수단이 되는

것을 행동

리더의 결정과

행동에서 험감수

사명이나 비 달성을 해

개인 험이나 행동감수

리더에게 개인 험을 주는 결정이나 행

동을 피함

운 련 정보의

소통

사건,문제,행동조치에

한 련정보를 완 하고도

시에 노출함

문제 진 에 한 부하들 인식을 편향시키

기 해 속임수와 왜곡을 활용

부하들 비난이나

반 에 한 반응

문제에 한 더 나은 해결

책을 찾기 해 비 평

가를 장려함

어떠한 비 이나 반 도 지하고 억악함

부하의 기술과

자신감의 개발

부하 육성을 해 지도,후

견,훈련을 폭넓게 사용

부하를 리더에 의존시키기 해 육성의

요성을 깍아내림

<자료원:Yukl(2002)_이상욱 번역,476쪽의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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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리더십의 정의를 내린 연구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Brown &

Trevino(2006)는 윤리 리더십을 개인의 행동과 인 계를 통해 규범 으로

한 행동을 보여주고 부하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방간 의사소통,강화

의사결정을 통해 진시키는 을 강조하고 있다.부하직원이 상사에 해 윤리

리더십을 지각하게 되면 리더에 한 만족,리더 유효성의 지각,직무에 한 추구

인 노력,그리고 상사와 경 진에게 회사의 문제 을 알리고자 하는 의향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된다.그래서 윤리 리더를 정직하고,배려심이 높고 공정하고

균형있는 결정을 내리고, 한 윤리의식에 해 부하직원들과 자주 화하고 명백

한 윤리 기 제시 등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4)윤리 리더십과 조직성과의 계

윤리 리더십과 련된 두 번째 연구 흐름 방향성은 윤리 리더십과 조직

유효성 성과와의 계성에 한 것이다.“윤리 행 는 이익이 되는가?”이러한

연구 질문은 윤리 행 와 상사의 윤리 리더십의 효과성을 제시하기 한 기

가 된다.그런데 통 으로 리더십과 성과의 계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

다. 를 들면 Lieberson& O'Connor(1972)의 연구는 기업의 성과는 리더십보다

환경 요인에 의해서 더 향을 받는다고 가정하 으며,Salancik& Pfeffer(1977)

역시 성과에 미치는 리더십의 향력이 과 포장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그 이후 Weiner& Mahoney(1981)연구에서 리더십은 조직 성과에 상당한 향력

을 미친다고 증명하고 있다.결국 이와 같은 에서 볼 때 리더십의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부하직원들이 지각하는 상사 경 자의 윤리 리더십은 일반 으로 부하직

원들이 그들 리더에 해 만족하게 되고 리더의 효과성을 지각하게 되며 과 직

무 활동을 수행하려는 의향을 가지게 된다는 주장과 같이 리더의 윤리 행 와

리더십 효과성간의 정 인 계를 실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으

로 Enron사의 비윤리 행 는 수많은 이해 계자들에게 막 한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베어 마켓(약세시장,일반 으로 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나

는 하락이 상되는 시장)을 조장함으로써 주식시장,실물경제에 까지 손실을 끼

쳤다.기업 차원에서,Enron사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었고 Enron사의 회계감사

를 맡았던 ArthurAndersen사도 비윤리 행 로 인해 수많은 고객들을 잃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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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부분의 사업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개인 차원에서는,비윤리 행 로 수

백만 달러의 재산을 형성한 Enron사의 CEO KennethLay는 결국 비윤리 리

더로 인식되었다.

윤리 리더십과 련된 기존의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학수,정범구(2008)는 정부출연기 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상으로 윤리 리

더십이 상사신뢰와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에 한 실

증분석을 한 결과 윤리 리더십이 이들 변수에 모두 유효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혔다. 한 상사신뢰가 이러한 윤리 리더십과 조직유효성의 계에 매개역

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업의 리더는 부하직원들에

게 행동의 모델이 되는 윤리 행동을 해야 하며 부하직원들에게 의사소통을 통하

여 윤리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다.

Murphyetal.(1992)은 미국 서비스업체의 물품운송차량운 자 등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의 리더십은 구성원의 윤리 행동에 별로 향을 미치지 않으며,

윤리강령 등의 제도화 방안은 약간의 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그리고 회사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책임 리자의 윤리 이나 태도 등은 구성원의 윤리 행동에

향을 유의 으로 향을 미치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구성원의 윤리 행동에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결론 으로 기업의 윤리 제도화 정도가 윤리

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 따라서 윤리문화와 분 기를 형성하는데 윤리 제도

화 차원이 선행 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Brown& Trevino(2006)은 윤리 리더십의 연구 명제 모델을 제시하 는

데,윤리 리더십을 지각하는 종업원은 윤리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친사회 행동과 반사회 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정리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윤

리 리더십은 부하직원의 조직몰입,동기부여,만족도 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하 다.

DeHoogh& DenHartog(2008)는 다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리더의 사회 책임

성이 윤리 리더십에 미치는 등정 효과성을 실증 으로 확인했으며,윤리 리

더십은 경 자 (topmanagementteam)효과성과 부하직원들의 미래에 한 낙천

사고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윤리 리더십의 효과성을 검토한 실증 연구 결과는 부분 정 인

조직유효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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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리 리더십의 선행 변수

1.윤리 조직분 기 개념과 선행연구

1)윤리 조직분 기의 개념

윤리 조직분 기는 기업이 제도 으로 윤리 경 로그램을 수행한 결과에

의해서 지각되는 공유된 가치로서 고려할 수 있다.일반 으로 분 기(climate)는

회사의 정책, 차,그리고 행 등에 한 구성원의 공유된 지각이라고 개념화 할

수 있는데(Schneider& Reichers,1983),이와 같은 에서 보더라고 윤리 분

기를 악하기 해서는 윤리경 로그램의 제도화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한다.

윤리경 의 제도화는 경 기를 극복하기 한 기국면용으로 활용되는 경우

가 많았다(Murphy,1989). 를 들면 미국은 록히드 스캔들 이후 기업윤리 시스템

을 정착시켰고,다우 미컬의 실리콘 유방제품의 부작용,월스트리트의 내부거래

스캔들,엑손의 발데즈호 오일 유출 사건 등 기업의 비윤리 행동에 한 사회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윤리 로그램을 제도화하게 되었다.최근 엔론 사태로 인해

미국의 회계 련 법령의 제정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그 다면 이

와 같은 윤리경 의 제도화는 기업윤리의 문화를 형성하고 조직의 순기능을 유발

시키는데 작용할 것인가에 한 의문이 든다.

윤리경 의 효과성은 불량사과-불량바구니 이론을 근거로 한다(Brenner,1992;

Jose& Thibodeaux,1999;Trevino& Youngblood,1990).즉 실무 차원의 윤리

경 시스템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그 시스템이나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에

서 찾기도 하고(불량사과),아니면 사과가 효과 으로 자랄 수 없는 토양이나 조직

의 문제(불량바구니)로 설명하기도 한다.첫째,불량사과의 논리를 개인 특성

에서 강조한 표 인 연구는 Kohlberg(1969)의 인지 도덕발달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통제의 치나 마키아벨리즘과 같은 개인 특성 등이 윤리 행동이

나 윤리경 를 단하는데 향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둘째,불량바

구니의 논리는 조직요인에 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윤리규범이나 문화(Trevino,

Butterfield,& McCabe,1988),윤리분 기(Victor& Cullen,1968),윤리강령 등에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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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윤리경 이 성공하기 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 으로 균형을 이루어

야 하며 특히 윤리경 의 제도와 로그램,윤리 인 문화,그리고 경 자의 윤리

리더십 등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Brenner(1992)는 기업의 윤리경 활동이 효

과성을 이루기 해서는 창업자의 가치 역할,경쟁 환경압력,리더십 역할,조직

차원의 문제,그리고 기업윤리 로그램의 리성 등을 들고 있다.McDonald(2000)

은 윤리경 로그램을 제도화 하기 한 제언을 하고 있는데,①최고경 층의

극 인 심,②윤리강령에 직원들의 친숙할 수 있는 여건 마련,③종업원의 역할

을 규명한 윤리 정책의 제시,④윤리교육의 목 명확화 등을 포함한 12가지 제안

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은 윤리경 의 제도화의 유형과 운 방법을 시사하고

있다.

Bakeretal.(2006)은 기업의 윤리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2가지로 구별

하 다.첫째,개인 특성으로서,인간의 인지 도덕성 발 단계나 통제의 치,

혹은 인구통계학 인 특성 등을 들 수 있다.그러나 기존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이

러한 개인 특성이 윤리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경우는 일 성 있는 결론을 도

출하지 못하고 있다(Ford& Richardson,1994;Trevino,1986).둘째,윤리 행동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황 요인에 의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상황 요인이

란 보상시스템,규칙(Ferrell& Gresharn,1985),사회 학습이나 윤리 문화

(Babinetal.,2000)등을 들 수 있다.특히 이들 상황 요인 가운데 윤리경 과

련되어 최근 강조되고 있는 변수는 기업윤리 제도화와 련된 로그램을 들 수

있다.

기업윤리 로그램은 내재 인 차원일 수도 있고 외재 인 차원일 수도 있다.내

재 인 차원의 윤리 로그램은 윤리 인 문화나 분 기,인센티 시스템,승진정

책,성과측정 시스템과 리행동 등을 들 수 있으며,외재 인 윤리 로그램은 윤

리강령,윤리교육,직원 윤리 오리엔테이션 로그램.윤리 세미나,경 자 연설,윤

리 의사결정,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McDonald,2000).내재 요소의

유효성을 강조한 연구(Jose& Thibodeaux,1999)에도 불구하고 외재 요소는 기

업윤리 추진에 한 기업의 실태에 한 거기 치가 된다.그리고 이러한 외재

요소는 윤리경 을 이루기 한 제도화로 설명된다.

윤리경 의 제도화로 가장 보편 으로 용되는 기업윤리강령(corporateethical

code)은 기업의 미션과 혼용되기도 하지만(Pearce& David,1987),미션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직원의 윤리 행동지침을 구체 으로 표 한 것이다.Berenbeim(198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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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을 기업 반의 윤리 원칙을 표 하는 핵심 수단으로 보고,Stevens(1994)

는 윤리강령의 요성 인식과 함께 구성원에게 윤리강령 달성을 강조하 다.이는

기업윤리시스템을 제정함으로써 기업이 략 으로 윤리 경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구성원의 윤리 행동을 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윤리시스템의 제도화는 기업윤리를 단하는 요한 거기 이 될 수

있다.

윤리경 의 제도화는 구조 인 으로 논의되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 실행

여부가 윤리 행동이나 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하지만 최근 백윤정(2008)의 연구는 단순히 윤리경 의 제도화 도입보다 윤

리경 로그램의 지향성을 구별할 필요성을 강조하 는데,즉 제도화의 특성을

순응지향 통제시스템과 가치지향성 통제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비윤리

행동의 감소에 미치는 향을 검토한 결과 순응지향 통제시스템은 그 역할이 유

의하지 않은 반면 가치지향 통제시스템이 비윤리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이 연구는 윤리경 의 제도화를 규제 주에서 벗어나 가치를 강조

하는 로그램 특성이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을 일 수 있다는 을 실무 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 다면 이와 같은 윤리경 의 제도화가 윤리 분 기로 인식되는 가능성은

어떻게 단할 수 있을까?기업의 가치가 략 으로 활용되고 조직의 문화가 경

쟁력의 원천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최근 LG경제연구원은 ‘철

학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과 경 자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본원

으로 기업의 철학은 경 이념으로 작동하게 되고 이러한 경 이념은 조직문화

조직분 기를 형성하는데 기 인 틀이 된다.

윤리 분 기(ethicalclimate)는 ‘윤리 정도를 가진 형 인 조직의 행

차에 한 지배 인 지각’을 말한다(Victor& Cullen,1988). 한 이상수 등

(2008)은 윤리 분 기를 “기업에서 윤리 기 을 요구하는 다양한 업무,과업,

차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조직구성원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한

인지(3쪽)”라고 정의내리고 있다.이러한 윤리 분 기는 외부 에서 조직의

운 체계 인사제도 등 반에 걸친 조직문화 특성을 이해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내부 종업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 계자들에게 조직의 특성을 나타

내는 요한 척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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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윤리 조직분 기의 선행연구

윤리 조직분 기는 기업이 제도 으로 윤리 경 로그램을 수행한 결

기업의 분 기는 종합 으로 조직분 기로 설명되어 왔지만 최근 조직분 기 개념

은 무 비정형화 되어 있어 명확한 단이 어렵기 때문에,윤리 분 기를 포함하여

신 분 기,안 의 분 기,서비스 분 기 등 구체 으로 분류되고 있는 추세이다.

VictorandCullen(1988)은 조직이론과 윤리 지향성을 목시켜 윤리 분 기 측

정치를 개발하 는데 이들은 이러한 윤리 분 기의 기능을 규범 인 에서 강조

하고 있는데,윤리 분 기는 조직의 업무 활동에서 어떠한 것이 윤리 이슈가 되는

것인지를 단하게 하며 이러한 윤리 이슈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기 을 가지고서

근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규범 기 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123쪽 참고).결

국 규범 차원의 윤리 분 기는 명목 으로 제시되는 윤리경 제도화 차원이 쉽게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을 내포할 수 있는 강력한 기제로서 작동함을 시사하고 있다.

VictorandCullen(1988)은 윤리 분 기를 2개의 축으로 구별하여 9개의 윤리

분 기 유형으로 분류하 다.이와 같은 윤리 분 기 유형 가운데 이상수 등

(2008)은 요인분석을 통해 사회형,배려형,효율형,이익형,회사형의 5가지 유형의

윤리 조직분 기 요인이 창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구체 으로 사회형(타

인과 회사의 발 이나 지역사회 등에 책임을 갖는 유형),배려형(회사가 의사결정

을 할 때 직원의 생각을 고려하는 유형),효율형(업무상 문제해결이나 고객 심의

일에 효율 실행을 추구하는 유형),이익형(직원들이 개인 인 윤리 에 따라 행

동하고 이익에 심을 가지는 유형),회사형(경 자의 정책이나 추진 략에 수용

하는 유형)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표 5> 윤리 조직분 기 유형

분석수

윤리기
개인 차원 조직 차원 사회 차원

이기주의 자기이익형 회사 이익형 효율추구형

박애주의 우 정 형 이익형 사회 책임형

원칙주의 개인도덕형 회사규칙과 차 법률과 문강령형

<자료원> Voctor& Cullen(1998),TheOrganizationalBasesofethicalworkclimates,

AdministrativeScienceQuarterly,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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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윤리 분 기에 해 내부 종업원들이 그들 회사가 표방하고

있는 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Goodell(1994)은 4,000명의 종업원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들의 255가 ‘그들 기업이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해 윤리경

을 무시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들의 17% 정도가 ‘그들의 기업들이 기업목표를 달

성하기 해 비윤리 행 를 조장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이러한 연구 결과들

은 비윤리 분 기가 기업에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지만,역으로 모든 기

업의 분 기가 비윤리 이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 기업에서 윤리 행 를 이해하고 리하는 요한 메커니즘의 하나가

윤리 분 기이다.조직내에 윤리 분 기를 만드는 것은 윤리 행 의 실천을

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Schwepker,2001).기업의 윤리 분 기는 기업

의 윤리 가치와 기 행 를 규정하며 기업 구성원의 윤리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Wimbush& Shepard,1994).윤리 분 기는 업무 분 기의 한

측면으로서 기업에서 윤리 기 을 요구하는 다양한 업무,과업, 차 등을 수행

함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한 인지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윤리 분 기는 미시 인 에서 윤리 업무 분 기를 말하며,

이는 기업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이 기업 활동의 행이나 차에 동의하게끔 함으

로써 심리 으로 의미가 있는 형식으로 표 된 그들의 지각을 의미한다

(Schneider,1975).

윤리 분 기를 인식하는 종업원들의 성과 조직 유효성 정도는 일반 으로

정 인 연 성을 나타내고 있다.윤리 분 기를 인식하는 종업원은 자신들의

회사가 사회 책임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Vitell&

Hidalgo,2006) 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

이러한 윤리 분 기는 직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을 함양시키고(Akaah& Lund,

1994)업무와 련된 태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Huntetal.,1989).뿐

만 아니라 호혜 인 윤리분 기는 조직몰입과 정 인 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Cullen,Parboteech,& Victor,2003),조직의 윤리 인 분 기는 리자의 윤리

의사결정에도 향을 주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다(Flannery& May,2000).

윤리 분 기와 기업성과 간의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itell&

Davis(1990)는 MIS 문직을 상으로 윤리 분 기와 직무만족 간의 련성을 실

증분석한 결과 MIS 문가들은 최고경 층이 윤리 행동을 강조할 때 그리고 자

신들이 기업내부에서 윤리 행동과 성과간의 계를 인지할 때 직무에 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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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Victor& Cullen(1988)은 인쇄업체,은행,

화통신업체,그리고 제조업체를 상으로 조직체에서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의 윤리 분 기가 그들의 직무만족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한 결

과 배려형과 수단형의 윤리 분 기가 자사의 기업윤리에 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한 윤리 분 기는 스토랑 직원들의 서비스 성과

와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Luria&

Yagil,2008).

윤리 분 기의 지각이 구성원의 몰입 성과에 향을 미치는 계성을 단순

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통 으로 윤리 분 기의 지각은 몰입과 성과를 높여

주는데 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지만,Hunteretal.(1989)는 윤

리 분 기가 직 으로 몰입에 향을 미치지 않고 조 변수 등 계기능을 통

하여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 이들은 윤리분 기의 인식이 몰입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고 조직에 해 몰입하게 됨으로써 조직과 개인과의 일체감을 형성

하기 때문에 윤리 인 것으로 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Sharma,Borna,& Steams(2009)는 조직의 윤리 분 기 인식이 종업원 몰입과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해 구성원의 공정성 지각 정도가 조 작용을 하는 것으

로 결론내리고 있다.

윤리분 기의 향력에 한 연구는 Baker,Hunt,& Andrew(2006)에 의해 수행

되었다.이 연구는 윤리 분 기 인식은 조직구성원의 분배공정성과 차공정성에

향을 미치고 조직몰입을 통해 윤리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

다. 한 리더의 윤리 행동에 한 주 지각은 구성원의 스포츠맨십에 정

인 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윤리의 제도화나 윤리 분 기와 같은 상황 맥락에 해 구성원들

이 어떻게 주 으로 지각하게 되는가에 따라 조직이나 경 자에 한 평가를 차

별 으로 하게 될 것이다.즉 윤리 상황 맥락은 구성원으로 하여 리더가 윤리

인 행동과 윤리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단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한다.

2.규범 윤리몰입성향의 선행연구

개인의 특성 변수는 윤리 리더십과 계성이 있다.리더십의 특성이론은 개인

이 보유하는 특성이나 퍼스낼리티가 리더십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설명

되어 왔다.최근 이와 같은 리더십의 선행변수로서 특성요인은 5요인 퍼스낼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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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강조되고 있으며(Brown& Trevino,2006)이외의 특성변수의 역할에 한

연구는 높지 못한 편이다.

Trevino(1986)은 인간의 윤리 의식과 행동이 개인의 인지 발달에 의해 결정되

며 두 가지 변수인 개인 특성과 상황 특성이 행동과 인지 발달의 상 계에

향을 다고 보았다.개인 측면만을 고려할 때 윤리의식은 내 인 가치 으로

써 사회의 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다.그러나 개인의 윤리의식은 사회문화에

의해 형성되고 사회 인 기 나 습에 의해 학습되어진 고도로 사회 인 규범의

식이다.그러므로 개인의 윤리의식은 특정사회나 조직 구성원 간의 행 를 통제할

목 으로 설정한 습,태도 가치 에 의해 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개인의 윤리의식을 형성하는 가치 혹은 의식성향으로서 규범 윤

리몰입 성향을 들 수 있다.규범 윤리몰입 성향은 Meyer& Allen(1991)의 규범

조직몰입의 이론 근거를 이루는 규범성향을 기 로 하고 있는데 이를 설명하

기 해 몰입의 기본 개념과 그 이론 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몰입은 조직의 구성원이 해당 개체에 해 가지는 심리 일체감의 정도를 의미

하며 기의 몰입이론은 그 상을 조직에 한정시켰다(Mowday,Porter,& Steers,

1982;Randall,1990).조직몰입은 일반 으로 태도변수로서 인식되고 조직과 개인

간의 상호 교환 계 차원에서 개인이 조직에 해 제공하는 심리 계약 계의 구

성인자로 설명되어 왔으며,조직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몰입 요소는 지각된 조

직후원으로 설명되어 왔다(Mathieu& Zajac,1990).

하지만 몰입의 상이 조직에 한정되던 범주를 벗어나 차 조직 이외의 다양한

이해 계자로 범 가 넓어지게 되어 다 몰입의 개념이 정착되게 되었다

(Babakus,Yavas,Karatepe,& Avci,2003;Becker,1992;Becker& Billings,1993;

Herscovitch& Meyer,2002;Johnson,1999;Meyer,Allen,& Smith,1993;Morrow,

1993;Rechiers,1985).Morrow(1983)와 Reichers(1985)가 주장한 것처럼 몰입 상을

조직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조직을 둘러쌓고 있는 다양한 연합체(coalitions)와 개체

(constituencies)로 그 범 가 확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몰입의 상을 다양하게 양 으로 확 시킨 연구의 흐름과 함께 질

으로 몰입의 본질을 세분화 시킨 연구가 Meyer& Allen(1991)에 의해 이루어졌다.

Meyer와 Allen(1991)은 Porteretal.(1979)의 태도 조직몰입,Becker(1960)의 부

수 이론,WeinerandVardi(1980)의 규범 개념을 종합한 3요인 조직몰입을 체계

화 하 다.



- 31 -

첫째,정서 몰입은 당사자가 해당 개체에 해 욕구와 의향에 의해 자발 으로

몰입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며,둘째,지속 몰입은 매몰비용의 원리에 따

라 지 까지 지속 인 몰입 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러한 계를 종식하게 되면 발

생하는 기회비용 요소를 의식하며 안의 부재에 따른 계산 단으로 재 몰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셋째,규범 몰입은 몰입의 당 상태를 유

지해야만 한다는 심리 부담이나 의무감 때문에 몰입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들 3가지 몰입의 본질 가운데 규범 몰입은 정서 몰입이나 지속 몰입과

달리 선유성향의 의미가 높다.즉 규범 몰입은 환경이나 후천 으로 학습되기 보

다는 선천 으로 학습된 경향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며,따라서 태도변수 측면

보다는 가치 특성이 함유하는 정도가 높다.즉 몰입의 상을 윤리로 용시키고

한 몰입의 본질을 규범 으로 용한다면 규범 윤리성향이 된다.규범 윤리

성향은 개인의 성향으로서 행동과 사고의 기 을 윤리 인 측면에 두어야 한다는

당 성을 갖는 성향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규범 윤리성향이 높은 개인들은 자기통제가 높은 성향을 보이게 되며 매사에

세 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물론 규범 윤리성향이 낮다고 해

서 도덕 원칙과 철학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성향이 낮은 개인의

경우 도덕 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낮다고 볼 수 있다. 한 윤리 규범성향을

가진 개인은 상황을 계산 으로 단하기 보다는 자신의 윤리 규범에 근거하여

단하게 되어 비록 손실이 상되더라도 윤리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

이 높다.명백한 원칙과 규범을 고수하려는 사고방식과 가치 은 조직이 정하고 있

는 윤리 행동기 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되는데 따라서 이런 성향을 보유하는

경우 윤리 인 리더십을 경험하기 쉽게 된다.

제3 윤리 리더십의 결과 변수

1.윤리 리더십과 조직매력성

매력성은 어떤 물건이나 상 에 해 호감을 갖는 정도를 말하며 비슷한 태도,

가치 을 갖는 사람이나 조직을 좋아하는 정도를 말한다.조직매력성은 구성원이 소

속조직에 해 갖는 우호 평가로서 조직 정체성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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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직매력성은 우수인재를 유인하기 한 수단이 되며(Turban& Greening,

1996),구성원이 소속조직에 해 정 으로 종합 평가하는 구성개념으로 조직의

무형가치(hiddenvalue)요소가 된다.

조직매력성은 사회정체성 이론(Ashforth& Mael,1989)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Tajfel과 Turner(1985)는 범주화,동일시,비교를 통해 개인이 조직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을 하 는데 첫째,해당조직에 한 범주화를 통해 매력성을

느낀다는 주장이다.소속집단에 한 집단화나 범주화 등을 통해 내부 규범을 강조

하고 이를 통한 구성원들에 한 매력성을 느낄 수 있다는 논리이다.둘째,동일시

의 주장이다.개개인은 자신이 속한 것으로 지각하는 집단에 한 우리 의식을 느

끼고 동일시 한다는 것이다.셋째,자신을 평가하기 해 유사한 다른 사람과 비교

함으로써 매력성을 창출시킨다.

이와 같이 조직매력성은 범주화,동일시,비교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데 조직매력

성이 높다고 단할수록 조직 구성원의 경우 조직에 한 애착심과 함께 극 으

로 회사의 목표와 일체성을 유지하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뿐만 아니라 조직매력성

이 높게 되면 소속 조직에 한 정 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응집력 있는 행동

을 수행하게 된다.결국 조직매력성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조직에 순기능 역할을 하

게 되며 조직의 경쟁우 요인이 될 수 있다.

리더의 윤리 행동은 구성원에게 동기부여 요인이 되며 이러한 자극 요인은 부

하직원들로 하여 정 인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즉 부하직원에게 있어 윤리

인 리더로서의 지각은 윤리 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행동모델이 되고

한 리학습의 효과를 유발시켜 자신의 가치 과 인지체계를 정 인 방향으로

통제하게 된다.즉 윤리 리더의 인식은 직원들로 하여 자신이 소속해 있는 조

직에 해 정 이고 매력 인 직장으로 귀인시키게 하는 동인이 된다.결국 윤리

리더십은 조직매력성의 선행변수 역할을 하게 되며 윤리 리더십을 지각하게

됨으로써 조직매력성을 느끼게 된다고 명제화 할 수 있다.

2.윤리 리더십과 선행 행동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 으로 수행하게 되는 행동은 다양한 유형을 들 수 있다.최

근 산업경제시 로부터 지식경제시 로 환하게 되면서 창의성과 자발 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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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시 변화에 필요한 행동으로서 선행

행동을 들 수 있다.선행 행동은 자발 인 행동으로서 재의 상황이나 환경 등

을 자발 으로 개선하는데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Crant,2000).

선행 행동은 창의성이나 신 행동과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으나 특징 인

차이 은 자발성이 높다는 이다.자발 인 행동으로서 표 인 조직시민행동과

친사회 행동과 같이 선행 행동은 조직이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의무 인 행동

이 아님에도 극 으로 조직을 발 시키고 개선시키려는 행동으로 조직에 순기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행 행동은 단순히 창의 인 행동을 수행하고 신 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극 으로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보 하고

확산시키는 극 인 행동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선행 행동은 조직에 정 인

효과성을 높이는 변수로서 인식되고 있다(Bateman,1999).

선행 행동의 선행변수 결과변수에 한 논리 명제는 Crant(2000)에 의해

이루어졌다.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조직의 구성원이 선행 인 행동을 수행하게 됨

으로써 직무성과,경력성공, 정 인 직무태도,개인통제감,역할명료성 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직에 정 인 역할을 가져오는 선행 행동의 개념 범주는 극

인 행동,개인 자발성,역할효능감 그리고 책임행동으로 구별해볼 수 있다.첫째,

선행 행동은 극 인 행동의 특징을 보인다.환경변화를 단순히 수용하기 보다

는 극 이고 활동 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지향 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둘째,선

행 행동은 개별 극성을 보이는 행동이다.조직시민행동의 개념과 유사하게

선행 행동은 공식 인 직무요구의 범주를 벗어나더라도 조직의 발 을 도모하기

해서는 솔선수범하여 선행 으로 수행하는 행동 양식을 보이게 된다.셋째,역할

역의 자기효능감을 보여 다.선행 행동은 특정한 역의 역할에 해 수행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과 자신감이 내재된 행동이다.어렵고 도 인 목표에 해

더욱 극 인 행동을 수행하게 되며 비록 정 이지 못한 피드백을 받더라도 더

욱 동기부여 이를 극 으로 수행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넷째,선행 행동은

수행하는 행동에 해 책임을 지는 행동을 의미한다.이와 같이 선행 행동의 범

주는 단순히 신 이고 창의 인 행동의 범 를 넘어서 극 이고 자발 이면서

책임성을 보여주는 조직 순기능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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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조직의 발 을 도모하는데 필수 인 행동이며 이들 행동을 발 시키고 창

출시키는데 극 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윤리 리더의 행동은 사회학습이론의 논리에 따라 부하직원들에게 정 인 역

할모델이 되며 이러한 역할모델은 부하직원들에게 공식 인 업무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를 넘어서 보다 조직발 을 도모하고 신 변화를 추진하는 선행 행동에

정 동인이 될 수 있다.윤리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윤리 기 과 규범 으

로 한 행동에 심을 가지게 하는 매력 이고 합법 인 역할모델이 될 수 있

다.따라서 윤리 리더의 부하직원들은 리더와 동일시하려하고 동일한 행동을 모

방하려고 한다.

리더와 부하직원 간에는 경제 교환 계와 사회 교환 계를 형성하게 된다.

경제 교환 계는 동등한 균형성이 유지하는데 특징을 두고 있지만 사회 교환

계는 정 인 차원의 불균형성을 유지하게 된다.즉 Blau(1964)에 의하면 거래

교환 계와 사회 교환 계는 차별화될 수 있으며 경제 교환 계와 달리 사

회 교환 계는 체계 으로 규정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뢰와 상효규범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으며 한 사회 교환 계는 개인 의무감과 신뢰성을 유발시키게

된다.따라서 윤리 리더의 부하직원들은 사회 교환 계를 통해 리더와 신뢰와

공정정성을 지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 이상의 선행 인 행동을 수행

하려는 의향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논리성을 기 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윤리 리더십의 지각은 선행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부여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명제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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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모형 연구가설

제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윤리 분 기와 규범 윤리몰입성향이

윤리 리더십에 미치는 향력에 해 검토하고 윤리 리더십이 조직매력성 지

각과 선행 행동 등에 미치는 로세스를 규명하고, 한 윤리 조직분 기와 규

범 윤리몰입자 한다.

<그림 3>연구모형

제2 연구가설의 설정

1.윤리 조직분 기와 윤리 리더십의 계

윤리 조직분 기와 윤리 리더십에 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검토

되지 못하고 있다.윤리 조직분 기가 윤리 리더십에 미치는 향 계를 악

하기 에 기존의 연구들 가운데 윤리 조직분 기가 조직 유효성에 어떠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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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 로 윤리 리더십과의 계

성을 악하도록 하겠다.

윤리 조직분 기와 조직 유효성의 향력 계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집

되어 있으며 일반 으로 정 인 계성을 보여주고 있다.첫째,직무만족과 련

하여 조직이 윤리 인 활동을 추구하고 윤리 인 조직분 기를 인식할 수 있는 상

황을 제공하게 되면 구성원의 입장에서 직무에 한 만족도를 높이고 동기부여 효

과가 있다(Vitell& Davis,1990).최 환과 이형석(2007)의 연구는 은행직원들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리 조직분 기는 구성원의 직무만족을 높인다고 실증 결

론 내렸다.이상수 등(2008)은 윤리 조직분 기와 직무만족의 향력 계를 살

펴보기 해 소기업을 상으로 실증 조사한 결과 효율형과 사회형의 윤리 조

직분 기가 구성원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규명했다.업무상 문제해결을 이루

는 윤리 조직분 기와 타인과 회사의 발 지역사회에 한 책임의식을 가지

는 윤리 조직분 기는 직무만족을 높여주는 유의한 향력 변수로 증명되었다.

둘째,윤리 조직분 기와 조직몰입과의 계는 보편 으로 정 인 평가가 이

루어지고 있다.구성원들은 자신이 소속해 있는 조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업 행

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단하게 되면 소속 회사에 해 정 인 평가를 하게 되

고 이러한 정 인 평가가 조직과 일체감을 형성하게 한다.조직과의 일체감 형성

은 조직몰입을 유발시키고 따라서 윤리 조직분 기는 조직몰입과 정 인 계

성이 형성된다(최창명,2005).이학종과 이종건(2000)은 기업이 사회 규범을 수

하고 올바른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구성원의 보람감 인식과 함께 소속 조직

에 한 애착심을 갖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상수 등(2008)의 연구는 조직분 기

와 같은 조직가치가 개인 성향보다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력이 큰 것으로 조사하

고 있다.

윤리 조직분 기와 윤리 리더십의 계를 규명한 기존의 연구는 충분히 이루

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일부 연구에서 그 개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를 들면

Trevinoetal.(1998)은 조직의 보상시스템이나 직원들에 한 공정한 처우 개선,

윤리 조직분 기 등은 구성원들에게 리더나 조직의 윤리 행동으로 인식시키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이는 조직 구성원의 인식 에서 조직이 윤리 으로 행동

하고 있고 윤리 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하게 되면 리더의 특성이

나 행동이 윤리 이라고 귀인시키는 경향이 발생한다는 논리이다.Brown &

Trevin(2006)의 윤리 리더십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리를 바탕으로 가설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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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 하고 있다.즉 윤리 조직분 기를 포함한 조직문화 특성이나 윤리 상황

맥락의 존재는 리더의 윤리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다.

이와 같은 실증연구 이론 연구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1:윤리 조직분 기는 윤리 리더십에 (+) 향을 미칠 것이다.

2.규범 윤리몰입 성향과 윤리 리더십의 계

Trevino(1986)은 인간의 윤리 의식과 행동이 개인의 인지 발달에 의해 결정되

며 두 가지 변수인 개인 특성과 상황 특성이 행동과 인지 발달의 상 계에

향을 다고 보았다.개인 측면만을 고려할 때 윤리의식은 내 인 가치 으로

써 사회의 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다.그러나 개인의 윤리의식은 사회문화에

의해 형성되고 사회 인 기 나 습에 의해 학습되어진 고도로 사회 인 규범의

식이다.그러므로 개인의 윤리의식은 특정사회나 조직 구성원 간의 행 를 통제할

목 으로 설정한 습,태도 가치 에 의해 향을 받는다.

개인의 윤리의식은 일종의 가치 과 성향으로 나타나지며 윤리 인 생각과 규범

을 가지는 몰입성향을 들 수 있다.윤리 몰입 성향은 개인의 가치 이나 성향으

로서 규범 윤리 당 성을 보유하는 성향을 의미한다.규범 윤리성향이 높은 개

인들은 자기통제가 높은 성향을 보이게 되며 매사에 세 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성

향을 보이게 된다.물론 규범 윤리성향이 낮다고 해서 도덕 원칙과 철학이 부

족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성향이 낮은 개인의 경우 도덕 으로 행동을 하

는 경우가 낮다고 볼 수 있다. 한 윤리 규범성향을 가진 개인은 상황을 계산

으로 단하기 보다는 자신의 윤리 규범에 근거하여 단하게 되어 비록 손실이

상되더라도 윤리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명백한 원칙과 규범

을 고수하려는 사고방식과 가치 은 조직이 정하고 있는 윤리 행동기 의 범주

를 벗어나지 않게 되는데 따라서 이런 성향을 보유하는 경우 윤리 인 리더십을

경험하기 쉽게 된다.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규범 윤리몰입 성향과 윤리 리더십과의 계성을

추론할 수 있다.

H2:규범 윤리몰입성향은 윤리 리더십에 (+)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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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윤리 리더십과 조직 유효성의 계

윤리 리더십이 본 논문에서 조직 유효성 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조직매력성과

선행 행동과의 계성을 선행연구와 논리 명제를 바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 리더십과 조직매력성의 계는 일반 으로 정 인 연 성을 추론

할 수 있다.조직매력성은 소속 조직이 사회 으로나 종업원 개개인들에게나 모두

올바르고 공정한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게 됨으로써 기업 이미지가 증

되고 존경받는 기업의 이미지를 강화하게 된다.최근 국내 은행들과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와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 해 윤리경 을 실천하고 있으며 구체 으로 윤

리 리더십이 존재한다고 인식할 때 조직에 한 매력성이 제고될 수 있다.

둘째 윤리 리더십과 선행 행동의 계성의 계성을 직 으로 규명한 연구

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김태근(2008)의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리더의 공

정한 활동에 한 지각이 구성원으로 하여 자발 인 행동과 창의 인 행동을 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와 유사하게 윤리 리더십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구성원의 경우 리더가 윤리 인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공정하게 직원들을

우하며 바람직한 사회 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자발

이고 선제 인 행동을 동기부여 시킬 수 있다.이는 정후교(2005)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여 창의 이고 자발 인 행동을 도출하기 해서는 부하직원들에게 강압

인 행동을 요구하기보다는 리더의 도덕 인 행동이 선행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

으로 설명된다.

이상과 같은 논리에 의해 윤리 리더십과 조직매력성 선행 행동의 계성

에 한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3:윤리 리더십은 조직매력성에 (+) 향을 미칠 것이다.

H4:윤리 리더십은 선행 행동에 (+) 향을 미칠 것이다.

4.윤리 리더십의 매개 효과

윤리 상황 맥락으로서 윤리 조직분 기와 개인의 가치 성향으로서 규범

윤리몰입 성향 등의 독립변수가 조직매력성과 선행 행동과 같은 조직 유효성 변수

에 향을 미치는 계성이 윤리 리더십의 역할에 의해 매개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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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구성원들의 직무태도와 행동에 향 미치는 상황 요인이나 특성 요인

들의 직 인 효과성에 해 일부 연구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으나 조직은 계성

과 통제성이 제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조직의 운 이 리더와 리자에 의해 조

정된다고 볼 때 리더의 행동은 이와 같은 계성을 설명하는데 요한 블랙박스

역할을 하게 된다.Lewin(195)의 장(場(장)의 이론에서도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향을 미치는 상황 변수들은 인지와 사고체계를 거치면서 가능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Bagozzi(1992)역시 유사하게 자기규제(self-regulating) 로세스를 강조

하면서 상황에 한 모니터링이 반응행동에 연결되기 해서는 평가와 정서 반

응 등과 같은 인지 체계 과정을 거쳐서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이는 기존

의 계획된 행동(plannedbehavior)이론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주 규범이 단순

하게 행동 의향을 유발시킨다는 논리에서 발 된 것으로 이러한 논리성을 볼 때

윤리 조직분 기와 주 규범의 가치 이 행동과 조직에 한 태도를 형성하

는데 리더에 한 윤리 에서의 단이 매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추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과 논리를 바탕으로 윤리 조직분 기와 윤리 몰입성향의 독립

변수가 조직매력성과 선행 행동에 미치는 향력이 윤리 리더십에 의해 매개

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5a:윤리 조직분 기가 조직매력성에 미치는 향은 윤리 리더십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H5b:윤리 조직분 기가 선행 행동에 미치는 향은 윤리 리더십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H6a:규범 윤리몰입성향이 조직매력성에 미치는 향은 윤리 리더십에 의

해 매개될 것이다.

H6b:규범 윤리몰입성향이 선행 행동에 미치는 향은 윤리 리더십에 의

해 매개될 것이다.

이상과 같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 가설을 정리하면 <표 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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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가설설정

가 설 내 용

가설 1 윤리 조직분 기는 윤리 리더십에 (+)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규범 윤리몰입성향은 윤리 리더십에 (+)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윤리 리더십은 조직매력성에 (+)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윤리 리더십은 선행 행동에 (+)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a
윤리 조직분 기가 조직매력성에 미치는 향은 윤리 리더십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가설 5b
윤리 조직분 기가 선행 행동에 미치는 향은 윤리 리더십

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가설 6a
규범 윤리몰입성향이 조직매력성에 미치는 향은 윤리 리더십

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가설 6b
규범 윤리몰입성향이 선행 행동에 미치는 향은 윤리 리더

십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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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조사 방법

제1 변수 설정 설문지 작성

1.변수의 조작 정의

개념은 특수한 사실로부터 일반화된 추상 생각이나 념을 의미한다.이러

한 개념 에 과학 인 설명을 해 정의 내려진 추상 인 개념을 구성개념

(construct)라고 하고 구성개념 타당도는 측정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했는가 는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 인 개념이나 속성이 실제로 측정도구에 의해

하게 측정되었는가에 한 문제이다.즉 조작 으로 정의도지 아니한 인간의 심리

특성이나 성질을 심리 구성개념으로 분석하여 조작 정의를 부여한 후,측정 수

가 조작 정의에서 규명한 심리 구성개념들을 제 로 측정하 는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조작 정의(operationaldefinition)는 변수를 측정하거나 조작할 때 의미를 부여하

여 구체 으로 명시하는 것이다.즉 개념이나 구성개념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을 조작 정의라고 한다.이러한 정의는 추상화된 개념과 실세계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이를 진행시키는 구체 인 수단이 측정이다.수집된 자료는

즉 연구자의 본 연구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변수로서 윤리 조직분 기와 규

범 윤리몰입 성향을 들고 있고,매개변수이면서 윤리 조직분 기와 규범 윤리

몰입 성향의 종속변수가 되는 윤리 리더십을 들 수 있다.그리고 종속변수로서 조

직매력성과 선행 행동을 제시하고 이들 변수 간의 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독립변수로서 윤리 조직분 기와 규범 윤리몰입 성향을 사용하 다.

1)윤리 조직분 기의 조작 정의

윤리 조직분 기는 윤리 조직분 기는 최 환과 이형석(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5개 항목으로서 Hunteretal(1989)의 연구에서 사용된 윤리 가치 항

목들과 Trevinoetal.(1998)연구에서 사용된 윤리 환경 문항들 가운데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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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윤리 분 기로 인시할 수 있는 공통 인 문항들을 추출하여 사용하 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Valentine& Barnett,2002;Valentine& Fleischman,2004)에

서 윤리 가치에 한 척도가 기업문화의 윤리 구성요소로서 조직윤리 는 윤

리 작업 분 기를 측정하는데 효과 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언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윤리 분 기는 윤리와 련된 정책,실천,그리고 진행 차에

기 한 종업원들이 인식하는 윤리 작업 분 기를 말하며,직원 개인들의 윤리

의사결정에 상호작용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상황 인식으로 보았다.따라서

윤리 분 기는 조직구성원들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에 한 투명성에 한 평

가로서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원들도 윤리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한 보상 처벌의 유무를 통해 실제로 조직문화 속에서 기업의 윤

리 가치인식이 내재되어 있는지에 한 주 평가라고 할 수 있다.즉,‘우리

회사의 경 진은 종종 비윤리 인 행동을 한다’등을 포함하여 5개의 항목을 본

연구에서 윤리 조직분 기를 측정하기 해 사용하 다.모든 측정 항목들은

일반 으로 태도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해 사용되는 Likert7척도가 아닌 6

척도를 사용했는데,그 이유는 Likert5 혹은 7 척도가 립 항목을 보

유하고 있어 응답자로 하여 심화 경향을 유도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6

척도와 같이 짝수 척도를 사용하여 정확한 단을 바탕으로 응답을 할 수 있게

하기 함이다(Menon,2001).

최 환과 이형석(2007)의 연구에서 이들 윤리 분 기 측정치는 신뢰도가 .753으

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 으며 주성분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있음을 증명하

고 있다.

2)규범 윤리몰입 성향의 조작 정의

규범 윤리몰입 성향은 Meyer& Allen(1991)의 3요인 조직몰입 이론과 측

정치를 바탕으로 한 조직변화몰입 측정치(Herscovitch& Meyer,2002)에 기 하

여 윤리몰입 측정치(ethicalcommitmentquestionnaire)를 개발하 다.3요인 윤

리몰입 측정치에서 규범 윤리몰입 성향은 후천 으로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

거나 계산 으로 윤리 가치 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 정당성을 수용

해야 한다는 규범성에 기 를 두고 윤리 인 활동에 몰입하려는 개인 성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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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윤리 리더십의 조작 정의

윤리 리더십과 조직유효성 변수로서 조직매력성 선행 행동을 사용하 다.

윤리 리더십은 부하직원에게 역할모델이 되는 리더의 행동과 의사결정 측면을

심으로 하여 Brown etal.,(2005)의 연구에서 개발된 ELS(EthicalLeadership

Scale)10개 설문항목을 사용하 다.

10개 항목은 경 진의 윤리 행동,결과보다 과정 시,종업원 의견 경청,엄격

한 윤리 규정의 용,공평한 의사결정,신뢰성,윤리 가치 강조,윤리 업무

처리 방안 제시,부하직원에 한 심과 배려,올바른 단 노력 등을 기 로 하

고 있다.이와 같은 항목을 바탕으로 윤리 리더십의 조작 정의는 부하직원들에

게 윤리 인 행동을 수행하고 배려하고 심있으면 공평하고 공정한 단을 내리

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4)조직매력성의 조작 정의

한 무형가치의 성과 요소를 조직매력성으로 설명하고 이를 측정하기 해

회사나 업무에 한 자부심,신뢰감, 외 기업이미지 개선,일하기 좋은 직장,

성공을 한 자신의 노력,경 투명성 기업문화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7개

항목 측정치를 사용하 다.

5)선행 행동의 조작 정의

선행 행동변수는 Pitt(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내용을 활용하 다.선행

행동의 설문 내용은 새로운 생활방식의 모색,주도성,조직발 의 변화 모색,아이

디어 개진,아이디어 응성 강조,독창성,추진력 행동,새로운 방안 모색을 추구

하는 극 이고 자발 인 행동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2.설문구성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해 각 설문문항에 한 측정도구로서 기존에

타당성을 인정받은 다음의 설문지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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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설문의 구성

구분

변수명
설문항목 내용 문항수 원 천

독립변수
윤리 분 기

규범 윤리성향

5

4

최 환.이형석(2007)

Herscovitch& Meyer(2002)

매개변수 윤리 리더십 10 Brownetal.(2005)

결과변수
조직 매력성

선행 행동

7

15

정진철,최태희(2007)

Pitt(2002)

인구통계변수

성별,연령,직 ,

근속년수,업종,학력,

직군

3.표본선정 분석방법

본 연구의 표본은 주 남지역의 7개의 사기업 공기업을 상으로 리직과

사무직 사원을 모두 포함시켰다.7개 조직에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이

323부가 수거되어 81%의 회수율을 보 다. 한 이들 수거된 설문지들 가운데

23부는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 한 상태로서 이들을 최종 설문 상에

서 제외하 다.따라서 최종 설문분석을 한 자료는 300부이다.

본 연구를 해 수거된 설문은 사회과학 통계 로그램인 SPSSWIN 17.0을 사

용하여 분석하 으며,자료 분석을 해 사용한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성별 구성 비

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142명(51.1%)이고,여성은 136명(48.9%)이며 연령별로는 20

가 76명으로서 26.4%,그리고 30 가 142명으로서 48.0%,40 이상이 76명으로

25.6%를 차지하 다.이외에도 과장 의 간 리자가 61명(21.0%)이며 리 인

리자가 100명(34.4%),사원이 130명(44.7%)를 차지하 다. 직장에 근무한

근속년수는 부분 6개월에서 5년 이하가 46.5%,10년에서 15년 이하가 41.8%를

차지하 으며 15년 이상이 11.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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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표본 특성

구 분 빈 도 비 율

성 별
남 136 51.1%

여 142 48.9%

연 령

20 78 26.4%

30 142 48.0%

40 62 20.9%

50 14 4.7%

근무년수

6개월 미만 34 11.4%

6개월～2년 42 14.0%

2년～5년 63 21.1%

5년～10년 65 21.7%

10년～15년 60 20.1%

15년 이상 35 11.7%

직

사원 130 44.7%

리( 리자) 100 34.4%

과장( 간 리자) 36 12.4%

차장부장(상 리자) 16 5.5%

임원 9 3.1%

학 력

고졸 42 14.0%

문 졸 33 11.0%

졸 179 59.7%

학원졸 이상 46 15.3%

직 군

일반사무직 197 65.9%

업직 33 11.0%

기술직 17 5.7%

연구직 17 5.7%

기타 35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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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통계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을 해 Nunnally(1978)가

제시한 측정도구 타당화(measurevalidation)과정을 용하 다.그러기 해 먼

정화 차와 단일차원성 검정을 통해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지 못하거나 해하는

문항을 제거하기 해 문항분석(item analysis)을 실시하고,다음으로 제거되지 않

고 남은 문항들만을 가지고 내 일 성 검정인 Cronbach's 계수에 의한 신뢰성

검정을 하 고,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정하 다.

표본추출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참값과 오차의 두 부분으로 나 수 있다.이때

신뢰성 있는 척도가 되기 해서는 오차 역이 최소화되어야 한다.측정도구의 신

뢰성을 확보하기 해서 먼 정화 차를 시행하여야 한다(이형석,2006).정화 차

는 문항모집단 추출모형(samplingmodel)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이에 한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기 하여 특정 개념을 측정하기 한 문항과 그 문항을 제외한 나

머지 체 문항들 사이의 상 계수인 수정문항 체문항 간 상 계(corrected

item tototalcorrelation)을 확인한다.정화 차에서는 통상 상 계수가 0.3이상이면

측정문항이 특정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으로 간주

한다.

그 다음으로 정화 차를 수행한 후 제거되지 않은 측정 문항들을 가지고 비회

방식의 단일요인분석(unifactoranalysis)을 실시하여 측정문항들이 구성개념별로

하나의 공통요인으로 묶이는가를 확인한다.따라서 요인분석결과가 단일한 요인으

로 구성되어 나타날 경우에는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이 보장되었다고 보며,

그 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제거하게 된다.이를 해 각 구

성개념별로 측정문항들에 해 비회 (unrotated)방식의 단일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의 요인 부하량(factorloading)의 크기로 단일차원성을 검정할 수 있다(서

창 ,김 택,2001).

구성개념(construct)을 이루고 있는 측정문항들의 단일차원성 여부에 해

Churchill(1979)은 개별문항 체문항 간 상 계(item-to-totalcorrelation)와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와 같은 신뢰성 검정과 타당성 검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실증연구를

해 수거된 설문은 사회과학 통계 로그램인 SPSSWIN 17.0을 사용하여 분석

하 으며,자료 분석을 해 사용한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다.먼 ,인구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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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에 한 빈도분석(frequencyanalysis)을 실시하 으며,각 변수들의 구성요

인과 내 신뢰도 측정을 해 요인분석(factoranalysis)과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사용하 으며 신뢰성 검증은 Cronbach's  를 이용하 다.다음으로

가설검증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 계 분석(correlationanalysis)을 통해 변수들

간의 계성을 분석하고,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여 각 변수들 간의 가설을

검증해 보았다.자료 분석 방법과 통계기법을 정리해 보면 <표 9>와 같다.

<표 9>자료의 분석방법

구 분 분석내용 통계기법

표본특성 인구통계학 분석 빈도분석

변수구성 변수구성의 정성 요인분석

신뢰성 변수의 신뢰성 신뢰성분석

변수 계 변수간의 상호 계 상 계분석

가설검증 가설의 검증 회귀분석

 1.신뢰성 타당성 분석

1)신뢰성 검증

신뢰성(reliability)이란 측정하려는 결과를 얼마나 안정 이고,정확하게 측정하느

냐와 련된 측정의 일 성(consistency)을 의미하며,이는 동일한 개념에 해 측정

을 되풀이 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 신뢰성은 안정성,일

성, 측가능성,정확성,의존가능성 등으로 표 될 수 있다(채서일,2007).일반

으로 신뢰성이란 비교 가능한 독립된 측정방법에 의해 상을 측정하는 경우,동

일한 개념에 하여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내 일 성을 추정하는 크론바하(Cronbach)알 ( )계

수를 계산하여 신뢰성을 평가하 다.Nunnally(1978)은 탐색 연구 분야에서는

0.60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기 연구 분야에서는 0.80, 요한 결정

이 요구되는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0.90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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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Cronbach 값이 0.60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VanDeVen& Ferry,1980).본 연구에서는 <표 10>와 같이

신뢰성을 검증한 모든 항목의 Cronbach  계수가 모두 윤리 분 기를 제외하고

모두 .8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모형을 검정하기 에 조사된 설문문항이 본 연구에서 조

사하고자 하는 바를 올바르게 측정하 는지를 알아보기 하여,요인분석을 통한

문항들만을 이용하여 내 일 성을 고려한 신뢰도 분석을 하여 Cronbach 계

수를 이용하 다.

항목 총계 통계량을 보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하여 여러 개의 항목을 이

용하는 경우 각 항목별 신뢰성을 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

킴으로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Cronbach 계수에 의한 내 일

성 분석방법을 이용하 다.본 연구에서 윤리 조직분 기 신뢰도는 0.637이고,

규범 윤리몰입성향 신뢰도는 0.829, 윤리 리더십 신뢰도는 0.888,조직 매력성

신뢰도는 0.839,선행 행동 신뢰도는 0.938로 나타났으며 나타났으므로,최종 선

정된 항목들을 상으로 모델이 검증되었다.

<표 10>변수의 신뢰성 분석

변 수 문항 수 평 균 Cronbach 

윤리 조직분 기 3(5) 4.387 .637

규범 윤리몰입성향 4(4) 4.466 .829

윤리 리더십 5(10) 4.321 .888

조직 매력성 4(7) 4.341 .839

선행 행동 13(15) 4.321 .938

주)()안의 값은 타당도 검증 이 의 설문 문항수를 나타냄

2)타당성 분석

타당성(validity)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 는가를 의

미한다.이는 특정한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하여 개발한 측정도구가 그 속성

을 정확히 반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타당성은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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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 로 측정하 느냐를 의미하며,이는 검사도구의 목 에 한 합성에 해당

된다(채서일,2007).따라서 아무리 측정값들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측정된 값 자체가 다른 속성이나 다른 개념을 측정한 것이라면 아무 쓸모가 없다.

특히 타당성에서는 측정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 고,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 개념이 실제로 측정도구에 의해서 하게 측정되었는가를 의미하는

개념타당성이 요하다(APA,1994).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여러 변수간의 상호 계

로부터 공통변량을 구하고,측정치의 복성을 찾아 몇 개의 요인 군(群)으로 구분

하는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개념 인 타당성(constructvalidity)을 검토하 다.

요인분석은 다수의 변수들 간의 상 계를 기 로 많은 변수들 속에 내재하는

체계 인 구조를 찾아보려는 기법이다.이는 변수의 형태로 주어진 많은 정보를 쉽

고 간단하게 보다 은 수의 요인으로 제시해 주는 분석방법으로,과다한 정보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체 인 자료의 성격을 악할 수 있도록 한다(채서일,

2007).일련의 측된 변수에 근거하여 직 측되지 않은 요인을 확인하기 한

방법으로서 련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변수나 불필요한 변수들의 제거를 통하여

변수들을 축소하고 변수들의 특성을 악하며,나아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정하

는 목 을 가지고 있다.

요인분석결과 나타나는 요인 재치는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 계 정도를 나

타내는 것으로서 특정변수는 각 요인들의 요인 재치가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

요인을 결정하기 해서 측된 요인의 선형결합인 주성분 분석(componentanalysis)

과 함께,의미 있는 요인추출을 해 직교회 (orthogonal)방식의 하나인 베리맥스

(varimax)방식을 사용하 다.이를 이용하여 개별요인의 상 요도를 나타내는

아이겐 값(Eigenvalue)1.0을 기 으로 선택하 다.특히 변수 들 간의 상 계

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KMO(Kaiser-Meyer-Olkin)값은

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가 각각 .764,.842,.941로 높게 나타났다.

각각의 요인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윤리 조직분 기는 3개 문항으로 묶 으

며,규범 윤리몰입성향은 4개항목이 묶 다.매개변수인 윤리 리더십의 경우 5

개 항목이 하나의 항목으로 구분되었으며,종속변수인 조직매력성과 선행 행동은

각각 7개,10개 항목으로 묶 다.

요인분석 결과,각 항목들은 이론 으로 구성한 개념들과 높은 요인 부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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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loading)를 나타내므로,수렴타당성(convergentvalidity)을 확보했다고 말 할

수 있다.즉,새로 구성한 개념들은 선행 이론에 근거하여 구성하 기 때문에 내용

인 타당성(content validity)을 확보했고,요인분석을 통해서 이론 타당성

(constructvalidity)이 입증되었다.

먼 독립변수인 윤리 조직분 기와 규범 윤리몰입성향의 요인분석을 시행

한 결과 <표 11>과 같다.

윤리 조직분 기를 설명해주는 설명분산은 18.07% 으며,규범 윤리몰입성

향을 설명해주는 설명분산은 45.37%로 도출되었다.

<표 11>윤리 조직분 기와 규범 윤리몰입성향에 한 요인분석

설 문 항 목

요인 1 요인 2

규범

윤리몰입성향

윤리

조직분 기

윤리경 을 하지 않는 기업은 사회에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862 .056

윤리경 을 하지 않으면 죄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799 .121

윤리경 을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775 .143

윤리경 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다. .766 .239

우리 회사의 리자가 개인 이득을 해 비윤리
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밝 진다면 즉시 징계를 받
게 된다.

.250 .850

우리 회사의 리자가 회사의 이득을 해 비윤리

행동을 했다고 해도 즉시 징계를 받게 된다.
.225 .834

우리 회사에서 성공하기 해서는 나 자신의 윤리와
타 이 종종 필요하다.

-.005 .494

고유치

분산(%)

분산

3.176

45.371

45.371

1.265

18.070

6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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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윤리 리더십에 한 요인분석

설 문 항 목
요 인 1

윤리 리더십

우리 회사 경 진은 사생활에서도 윤리 으로 행동한다. .875

우리 회사 경 진은 성공의 단기 을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847

우리 회사 경 진 한 신뢰성은 높은 편이다. .843

우리 회사 경 진은 회사의 윤리나 가치 에 해 부하직원들
에게 강조하는 편이다.

.810

우리 회사 경 진은 회사 윤리규정을 어긴 부하직원에 해
엄격한 편이다.

.779

고유치

분산(%)

분산

3.458

69.154

69.154

두 번째로,매개변수로 사용되는 윤리 리더십의 요인분석 결과 윤리 리더십

은 5개의 항목이 하나로 묶 으며 그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었다.

윤리 리더십를 설명해주는 설명분산은 69.15%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조직매력성과 선행 행동을 요인분석한 결과 <표 13>

과 같이 조직매력성은 4개의 항목으로,선행 행동은 13개 항목으로 요인을 형성

했다.

조직매력성를 설명해주는 설명분산은 11.41% 으며,선행 행동을 설명해 주는

설명분산은 49.89%로 나타났다.

도출된 차원들의 내 신뢰성 검증을 한 신뢰도 검증(<표 10>참조)한 결과

Cronbach 값이 0.6을 과함으로써 각 문항에 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반

복 유사한 질문은 각 항목간의 상 계(Item toCorrelation)을 구해서 상 계가

낮은 값을 제거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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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조직매력성,선행 행동에 한 요인분석

설 문 항 목
요인 1 요인 2

선행 행동 조직매력성

나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면 업무에 극 으로 반
시키곤 한다. .806 .187

나는 기와 문제의식을 기회로 환시키는데 능력이있다. .806 .148

나는 어떤 일이 잘 진 되지 않으면 보다 극 으로

추진하는 편이다.
.803 .266

나는 재 상황을 개선시키기 해 새롭게 도 하곤 한다. .787 .287

나는 지 보다 나은 방법을 항상 추구하곤 한다. .766 .239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회를 빨리 포착하는 편이다. .755 .173

나는 주어진 기회를 잘 구체화시키곤 한다. .750 .315

내 아이디어가 업무에 실제로 반 되도록 극 노력한다. .738 .244

나는 매사에 독창 이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려고
노력하곤 한다. .709 .322

나는 어떤 일이 나와 맞지 않다고 단되면 이를 바꾸
려고 노력하곤 한다. .694 .097

다른 직원과 생각이 다르더라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극 추진하곤 한다. .683 .145

내 아디이어가 옳다고 생각하면 주 가 반 해도 추진
해간다. .643 -.027

나는 내 삶을 발 시키기 해 새로운 방법을 지속 으
로 모색하는 편이다. .622 .246

우리 회사는 투명하게 경 한다. .142 .817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성공을 해 극 으로 노력한다. .222 .802

우리 회사는 일하기 좋은 직장이다. .244 .787

우리 회사는 외 으로 기업 이미지가 좋다. .146 .780

고유치

분산(%)

분산

8.481

49.888

49.888

1.940

11.411

6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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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 계 분석

상 계분석(correlationanalysis)은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련성을 극

복하기 해서 사용된다.즉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련성이 잇는 지 여부와,

련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련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사용

하는 분석방법이다.

변수들간의 련성의 정도는 특정변수의 분산 에서 다른 변수와 같이 변화하

는 분산(공분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X와 Y의 분산을 각각 원으

로 표시하면 X와 Y가 공유하는 색깔부분,즉 원이 복되는 부분이 공분산이 된

다.따라서 공통으로 변하는 부분이 으면 두 변수의 계가 약하다고 하는 상

계라 낮다고 할 수 있다.

반 로 공통부분이 크면 같은 논리로 상 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공

통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상 계는 0이고 두원이 완 히 일치하면 상 계는 1

이 된다.상 계의 강도를 나타내주는 것이 상 계수이고 상 계수의 제곱을 결

정계수라고 하며,이 결정계수는 설명력을 의미한다.

상 계수는 두 변수간의 상 계를 나타내는 단순상 계수(simplecorrelation

coefficient)와 두 변수 이상의 변수간 상 계를 나타내는 다 상 계수(multiple

correlationcoefficient),그리고 다른 변수들의 상 계를 통제하고(다른 변수들과

같이 변화하는 부분은 제외하고)순수하게 두 변수간의 상 계를 나타내는 부분상

계수(partialcorrelationcoefficient)가 있다.상 계 수 r은 -1≤ r≤1의 값을

가진다.r값이 0에 가까울수록 상 계가 약한 것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강

한상 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결정계수인 r²는 상 계수를 제곱한 값으로서 두

변수의 분산을 설명해 주는 정도를 나타낸다.따라서 두개의 변수를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로 처리하게 되면 회귀분석에서의 결정계수인 r²와 동일하다(채서일,2007).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 간의 상 계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상호 련성

정도를 악한다.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에서 요인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

된 5개의 요인들에 한 상 계를 분석함으로써 변수들의 다 공선성 존재유무

를 알아보고,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미가 있는지 알아본다.변수들 간의 상

계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그 결과 연구단 들간에는 유의 인 정(+)의 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연구단 들을 추후 분석하여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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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간의 상 계 결과를 보면 윤리 분 기와 규범 윤리성향과의 계는

(.385),윤리 분 기와 윤리 리더십은 (.472),윤리 분 기와 조직매력성과의

상 계는 (.476)을 나타냈고,윤리 분 기와 선행 행동사이의 상 계는

(.312)을 나타냈다. 한 규범 윤리성향과 윤리 리더십은 (.553),규범 윤리성

향과 조직매력성은 (.472),규범 윤리성향과 선행 행동사이의 상 계는 (.312)

을 나타내고 있었다.이 가장 강한 상 계를 나타내고 있는 변수는 윤리 리

더십과 조직매력성이며 이 둘 간의 상 계는 (.616)으로 높은 상 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윤리 리더십이 강할수록 조직매력성에 강한 정(+)의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4> 체요인에 한 상 계 분석결과

평 균 표 편차
윤리

분 기

규범

윤리성향

조 직

매력성

선행

행동

윤리

리더십

윤리 분 기 4.387 .984 1.00

규범 윤리성향 4.466 .968 .385** 1.00

조직 매력성 4.341 .890 .476** .472** 1.00

선행 행동 4.142 .778 .312** .320** .477** 1.00

윤리 리더십 4.321 .940 .472** .553** .616** .474** 1.00

  *p<.05   **p< .0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a Listwise N=300

제3 가설 검증

1.윤리 조직분 기와 윤리 리더십에 한 향 검증

가설 1 윤리 조직분 기는 윤리 리더십에 향을 미칠 것이다.

윤리 조직분 기와 윤리 리더십과의 계를 검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즉 회귀분석은 두 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련성을 찾아내기 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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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분석기법으로 변수들 간의 계식을 찾아내고,이 계식의 정확도 등을 검

토하는 통계 방법을 가리킨다.따라서 표본으로부터 둘 는 그이상의 변수의 변

수 값을 알면,회귀분석을 통해 그들 간 계의 형태를 알 수 있다(홍두승,1998).

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주의해야할 은 일반 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연

구들은 측정될 변수의 수가 비교 많기 때문에 각 변수들간의 일정한 상 계가

존재하게 된다.따라서 독립변수들이 상호 독립 이지 못하거나 회귀계수들이 부정

확하게 추정되거나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게 된다.앞에서도 언 했듯이 다 공

선성(Multicollinearty)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Hairetal.,1995).

회귀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회귀분석에 용되는 요한 제조건 의 하나는

독립변수들이 상호 히 연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우리 는 일반 으

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특정 독립변수가 다른 모든 독립변수의 값을 불변으로 고

정시킨 상태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자 인 향력을 측정한다.그러나 만약 독

립변수들 간에 매우 강한 선형 계(linearrelationship)가 존재하는 경우 회귀계수

의 통상 인 해석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이러한 상황에서는 회귀계수의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자 인 향력을 제 로 반 하지 못하게 된다.다

공선성은 일반 으로 독립변수간의 상 계수가 높을 때 ( 를 들어,r>0.8 는

0.9)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상 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다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김두섭․강남 ,2008).

다 공선성이 존재할 때 생되는 문제 으로는 정상 인 회귀계수에 한 정확

한 해석이 어렵게 되며,이로 인한 추정 효율이 어들게 되고,추정된 회귀계수들

의 분산값이 비정상 으로 크게 나타난 다는 을 들 수 있다.따라서 다 공선성

이 높은 것으로 단되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매우 신 함을 요구하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다 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독립변수들간의 다 공선성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기 해 분산팽창요인(VIF:VarianceInflationFactor),공선조

건지수(ConditionIndex),계수의 분산비율(varianceProportions)등의 세 가지 방법

을 이용하여 공선성의 여부를 진단하 다(<표 15>참조).

다 공선성 진단결과 분산팽창요인(VIF)값이 부분 이상 인수 인 1에 근 하

으며 10을 과한 값은 나타나지 않았다.공선상태지수역시 허용치인 30보다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계수의 분산비율 한 0.90미만으로 나타난 본 회귀모형에 있

어 다 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airetal.,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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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독립변수에 한 다 공선성 진단결과

차 원
공선상태

지 수

분산팽창

요 인

분 산 비 율

규범 윤리몰입성향 윤리 조직 분 기

1.00 1.000 0.00 0.00

2.00 10.296 1.189 0.52 0.85

3.00 11.695 1.189 0.47 0.15

회귀분석의 제조건인 다 공선성의 진단결과 다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기에 윤리 조직분 기와 윤리 리더십과의 계를 검증하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인구통계학 변수의 향력을 통제하기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모형1에서는 인구통계학 변수의 향을 통제하 고,모형2에서는 선행변

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표 16>의 분석자료를 보면 본 가설 회귀식의 설명력은 R²값이 0.296%로 나타나 윤

리 조직분 기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윤리 리더십을 29.6% 정도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모형1과 모형2의 R²값이 차이(.143→.296)를 보이고 있으며,F값은

11.757(p=.000)을 보이고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즉 윤리 리더십에

윤리 분 기( =.416 p<.001)가 정(+)의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이는 윤리 조

직분 기가 강할수록 윤리 리더십이 높아지는 의미이며,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표 16>윤리 조직분 기와 윤리 리더십과의 회귀분석

구 분 변수 명

종속변수

윤리 리더십

모형1 모형2

 t VIF  t VIF

통제변수

(constant) 10.226 6.210

업종 .121 1.863 1.105 .111 1.876 1.105

성별 -.218 -3.232** 1.192 -.109 -1.729 1.269

연령 .028 .297 2.367 -.008 -.098 2.376

근속년수 .042 .470 2.129 .020 .242 2.132

직 -.190 -2.712 1.286 -.192 -3.013* 1.286

학력 -.131 -1.884 1.274 -.086 -1.344 1.287

직군 -.086 -1.322 1.105 -.051 -.864 1.113

독립변수 윤리 분 기 .416 6.973*** 1.134

R² .143 .296

F 5.358 11.757

⊿R² .153

***p<.001 **p<.01 *p<.05 는 표 화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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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규범 윤리몰입성향과 윤리 리더십에 한 향 검증

가설 2 규범 윤리몰입성향은 윤리 리더십에 향을 미칠 것이다.

규범 윤리몰입성향과 윤리 리더십에 한 향을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7>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앞서 분석한 윤리 조직분 기와 마찬가지로 모형 1에서는 인

구통계학 변수의 향력을 통제하기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모형2에

서는 통제변수와 함께 규범 윤리성향 변수를 함께 넣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 R²값이 0.380% 로 나타났으며,윤리 리더십에 ( =.511,p<.001)

로 정(+)의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가설 2의 경우도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

형1과 모형2의 R²값이 차이(.143→.380)를 보이고 있으며,F값은 16.961(p=.000)의 통계

유의성을 보여 다.즉,규범 윤리몰입성향이 강할수록 윤리 리더십이 높아진

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따라서 가설2도 지지되었다.

<표 17>규범 윤리몰입성향과 윤리 리더십과의 회귀분석

구 분 변 수 명

종속변수

윤리 리더십

모형1 모형2

 t VIF  t VIF

통제변수

(constant) 10.226 7.710

업종 .121 1.863 1.105 .048 .853 1.130

성별 -.218 -3.232** 1.192 -.172 -.973** 1.200

연령 .028 .297 2.367 .013 .160 2.444

근속년수 .042 .470 2.129 -.073 -.919 2.241

직 -.190 -2.712 1.286 -.201 -3.337** 1.291

학력 -.131 -1.884 1.274 -.156 -2.603* 1.275

직군 -.086 -1.322 1.105 -.058 -1.048 1.106

독립변수
규범

윤리몰입성향
.511 9.277*** 1.082

R² .143 .380

F 5.358 16.961

⊿R² .237

***p<.001 **p<.01 *p<.05 는 표 화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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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윤리 리더십과 조직매력성에 한 향 검증

가설 3 윤리 리더십이 조직매력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윤리 리더십과 조직매력성을 검증하기 해 윤리 리더십을 독립변수로,조직

매력성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가설1,2에서 처럼 모형1에서는 인구

통계학 변수의 향력을 통제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인구통계학 변수의

통제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8>의 분석 자료를 보면 윤리 리더십과

조직매력성의 계에 있어서 윤리 리더십은 종속변수인 조직매력성( =.613,

p<.001)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고 있었다.

회귀식의 설명력 R²값 한 모형1과 비교하여(.071→.393)설명력이 높아지고 있

음을 볼 수 있으며,F값은 18.059(p=.000)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다.

즉,윤리 리더십이 강할수록 조직 매력성은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

며 가설 3은 지지되었다.

<표 18>윤리 리더십과 조직매력성과의 회귀분석

구 분 변 수 명

종속변수

조직매력성

모형1 모형2

 t VIF  t VIF

통제변수

(constant) 10.603 4.670

업종 .034 .495 1.113 -.030 -.551 1.121

성별 -.134 -1.915 1.187 -.007 -.115 1.250

연령 .040 .401 2.376 .017 .213 2.368

근속년수 -.092 -.980 2.150 -.119 -1.562 2.130

직 -.139 -1.901 1.285 -.024 -.395 1.326

학력 -.188 -2.578* 1.287 -.100 -1.690 1.289

직군 -.069 -1.021 1.107 -.020 -.355 1.115

독립변수 윤리 리더십 .613 10.877*** 1.168

R² .071 .393

F 2.446 18.059

⊿R² 0.322

***
p<.001

**
p<.01

*
p<.05 는 표 화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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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윤리 리더십과 선행 행동에 한 향 검증

가설 4 윤리 리더십이 선행 행동에 향을 미칠 것이다.

윤리 리더십과 선행 행동과의 계에 한 향을 검증하기 해 인구통계

학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모형1의 값이 도출되었으며,통

제변수와 윤리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종속변수에 선행 행동을 넣어

모형2의 값을 도출하 다<표 19참조>.

그 결과 윤리 리더십과 선행 행동사이의 회귀식의 설명력 R²값이 모형1

과 비교하여(.254→.341)으로 설명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F값은

14.356(p=.000)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 값을 보이고 있다.즉 윤리 리더십

은 선행 행동( =.319,p<.001)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가설4는 지지

되었다.

<표 19>윤리 리더십과 선행 행동과의 회귀분석

구 분 변 수 명

종속변수

선행 행동

모형1 모형2

 t VIF  t VIF

통제

변수

(constant) 11.958 7.438

업종 -.041 -.672 1.112 -.077 -1.335 1.120

성별 -.286 -4.558*** 1.184 -.218 -3.583*** 1.246

연령 .253 2.844** 2.382 .243 2.896** 2.374

근속년수 -.129 -1.518 2.169 -.143 -1.792 2.149

직 -.202 -3.091* 1.285 -.142 -2.261* 1.327

학력 .030 .453 1.289 .071 1.148 1.289

직군 -.084 -1.391 1.102 -.057 -1.001*** 1.110

독립

변수
윤리 리더십 .319 5.421 1.166

R² .254 .341

F 10.871 14.356

⊿R² .087

***p<.001 **p<.01 *p<.05 는 표 화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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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윤리 리더십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윤리 리더십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기 해 3단계 매개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BaronandKenny,1986;VanDyne,etal.1994).

매개변수(mediatorvariable)의 의미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반드시 개입

(intervening)되어야 하는 변수를 의미한다.매개역할을 검증하기 해서는 1차 으

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 사이의 련성이 유의하여야 하고,매개

변수가 투입되었을 때,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이 비유의 으로 나타

나게 되면 완 한 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매개변수가 투입되었을 때에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이 여 히 유의하면서 그 값이 처음 값보다

작아질 때 부분 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완 매개와 부분매개 모두 매개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왜냐하면

매개효과 자체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3단계 매개 회귀분석 차는 첫째,매개변수가 독립변수에 회귀하고 둘째 ,종속

변수가 독립변수에 회귀되며 셋째,종속변수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에 동시에 회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1단계의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2단계의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3단계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독립변수의

효과가 3단계 회귀분석에서보다 2단계 회귀분석에서 더 클 경우 매개변수의 역할

이 검증된다(BaronandKenny,1986).

다시 말하자면,1단계는 독립변수(X)가 매개변수(M)에 미치는 향을 단순회귀

분석으로 살펴본 것이며,2단계는 독립변수(X)가 종속변수(Y)에 미치는 향을

단순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것이다.마지막으로 3단계(독립)과 3단계(매개)는 독립

변수(X)와 매개변수(M)가 종속변수(Y)에 미치는 향을 다 회귀분석으로 살펴

본 것이다.

회귀계수를 비교해야하기 때문에 회귀계수를 표 화시킨 Beta값을 이용하 다.

우선 매개의 향을 알아보기 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세 번의 회귀분석들이 유의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와 매개

변수를 측변수에 포함한 다 회귀분석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비교하여 후자

의 β값이 자의 β값보다 작아질수록 매개변수의 향이 있다고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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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매개가설을 검정하기 한 방법

필요한 회귀방정식 조 건

M =  ＋    ＋ .…………①

Y=  ＋    ＋    …………②

Y=  ＋    ＋   ＋  …③

1.회귀방정식①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

수에 통계 으로 유의해야 한다(  

이 유의해야함).

2.회귀방정식②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에 통계 으로 유의해야 한다(  

가 유의해야함).

3.회귀방정식③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

수에 통계 으로 유의해야 한다(  

가유의해야 함).

자료 :Baron& Kenny(1986)

주 1:　  은 독립변수,Y는 종속변수,M은 잠정 인 매개변수,  은 회귀식 ①에서의   

표 화 회귀계수,  는 회귀식 ②에서의   표 화 회귀계수,  은 회귀식 ③에서

의   표 화 회귀계수,  는 회귀식 ③에서의 M표 화 회귀계수를 의미함.

주 2:조건 3과 ③식에서   의 유의여부에 따라서 완 매개와 부분 매개로 나 수 있음.

＜그림 4>매개역할 검정방법의 도식화

필요충분조건1:①의 회귀계수( )가 유의해야함.

필요충분조건2:②의 회귀계수( )가 유의해야함.

필요충분조건3:③*의 회귀계수( )가 유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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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윤리 조직분 기와 조직매력성과의 계에 있어서 윤리

리더의 매개효과 검증

가설 5a 윤리 조직분 기가 조직매력성에 미치는 향은 윤리 리더십에 의

해 매개될 것이다.

윤리 조직분 기와 조직매력성과의 계에 있어서 윤리 리더십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기 해 이루어진 매개회귀분석 결과는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1단계는 독립변수에 해 매개변수를 회귀시킨 결과에서 얻은 회귀계수이다.

윤리 조직분 기가 매개변수인 윤리 리더십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이 계성은 <표 16>의 회귀식과 동일한 결과로서  값이

.416으로서 유의성 있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회귀식의 합도를 설명하는 결정계

수값은 .296으로서 이 모델식에서 변수들이 차지하는 비 은 29.6%로서 의미성이

있는 회귀식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볼 때 윤리 조직분

기가 윤리 리더십의 매개작용에 의해 조직매력성에 향을 미치는 결론을

도출하기 한 1단계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단된다.

2단계는 독립변수에 해 결과변수인 조직매력성을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조

직분 기가 결과변수인 조직매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p<.001).통제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 윤리 조직분 기가 조직매력성에 유의하게 향력을 미

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결론을 도출하기 한 회귀식은 <표 21>과 같다.회

귀식 결과 윤리 조직분 기는 조직매력성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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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윤리 조직분 기와 조직매력성과의 회귀분석

구 분 변수 명

종속변수

조직매력성

모형1 모형2

 t VIF  t VIF

통제변수

(constant) 10.603 6.483

업종 .034 .495 1.113 .028 .467 1.113

성별 -.134 -1.915 1.187 -.020 -.313 1.255

연령 .040 .401 2.376 -.005 -.056 2.386

근속년수 -.092 -.980 2.150 -.119 -1.405 2.154

직 -.139 -1.901 1.285 -.139 -2.128* 1.285

학력 -.188 -2.578* 1.287 -.139 -2.124* 1.299

직군 -.069 -1.021 1.107 -.033 -.548 1.114

독립변수
윤리

조직분 기
.462 7.574*** 1.128

R² .071 .260

F 2.446 9.848

⊿R² .189

***p<.001 **p<.01 *p<.05 는 표 화 회귀계수

이 계성은  값이 .462으로서 99%의 신뢰성 하에서 유의성 있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회귀식의 합도를 설명하는 결정계수값은 .260으로서 이 모델식에서 변

수들이 차지하는 비 은 26.0%로서 의미성이 있는 회귀식이라고 볼 수 있다.이

러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볼 때 윤리 조직분 기가 윤리 리더십의 매개작용

에 의해 조직매력성에 향을 미치는 결론을 도출하기 한 2단계 조건은 충족

한 것으로 단된다.

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양자에 해 결과변수를 회귀시킨 결과이다.즉

조직매력성을 결과변수로 하고 독립변수인 윤리 조직분 기와 매개변수인 윤

리 리더십을 동시에 회귀시킨 결과 윤리 조직분 기와 윤리 리더십 모두

조직매력성에 정 인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의

3단계 회귀단계의 회귀식에서 윤리 조직분 기와 윤리 리더십을 조직매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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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시에 회귀시켰을 때 윤리 조직분 기의  값이 .247이며,윤리 리더십

의  값은 .506으로서 이들 회귀모델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값은 .437

으로서 나타났다.

최종 으로 윤리 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서 3단계에서 매개변수

인 윤리 리더십은 결과변수인 조직매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p<.001),윤리 리더십과 선행변수인 윤리 조직분 기가 동시에 회

귀식에 투입되었을 때 조직매력성의 효과가 윤리 조직분 기만을 회귀식에 투

입했을 때 보다 작게 나왔다(2단계>3단계).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윤리 리더십

이 통제되었을 때 선행변수인 윤리 조직분 기에 2단계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완 매개가 아닌 부분매개를 하고 있다.

<표 22>윤리 조직 분 기와 조직 매력성과의 계에 있어서 윤리 리더십의

매개역할

매개변수 독립변수 회귀단계

종속변수

단조직매력성

표 화회귀

계수(β)
결정계수(R2)

윤리

리더십

윤리

조직분 기

1단계 .416*** .296

부분

매개
2단계 .462*** .260

3단계(독립)

3단계(매개)

.247***

.506***
.437

***
p<.001

**
p<.01

*
p<.05

와 같은 부분매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윤리 조직분 기가 독

립 으로 조직매력성에 향을 미치는 직 효과도 있으며,윤리 조직분 기

가 윤리 리더십을 통해 조직매력성에 향을 미치는 간 효과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결국 조직 매력성을 높이기 해서는 윤리 조직분 기 창출이 이루

어지거나 혹은 윤리 조직분 기를 이루면서 윤리 리더십을 강화시킬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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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윤리 조직분 기와 선행 행동의 계에 있어서 윤리 리더십의

매개효과 검증

가설 5b 윤리 조직분 기가 선행 행동에 미치는 향은 윤리 리더십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윤리 조직분 기와 선행 행동과의 계에 있어서 윤리 리더십의 매개역

할을 검증하기 해 이루어진 매개회귀분석 결과는 <표 24>에 제시되어 있다.

1단계는 독립변수에 해 매개변수를 회귀시킨 결과에서 얻은 회귀계수이다.

윤리 조직분 기가 매개변수인 윤리 리더십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이 계성은 <표 16>의 회귀식과 동일한 결과로서  값이

.416으로서 유의성 있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회귀식의 합도를 설명하는 결정계

수값은 .296으로서 이 모델식에서 변수들이 차지하는 비 은 29.6%로서 의미성이

있는 회귀식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볼 때 윤리 조직분

기가 윤리 리더십의 매개작용에 의해 선행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결론을

도출하기 한 1단계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단된다.

2단계는 독립변수에 해 결과변수인 선행 행동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조

직분 기가 매개변수인 윤리 리더십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p<.001).통

제변수를 통제한 이후 윤리 조직분 기가 선행 행동에 유의하게 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결론을 도출하기 한 회귀식은 <표 24>와 같다.

회귀식의 결과 윤리 조직분 기는 선행 행동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p<.01).

이 계성은  값이 .189로서 99%의 신뢰성 하에서 유의성 있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회귀식의 합도를 설명하는 결정계수값은 .285로서 이 모델식에서 변수

들이 차지하는 비 은 28.5%로서 의미성이 있는 회귀식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

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볼 때 윤리 조직분 기가 윤리 리더십의 매개작용에

의해 선행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결론을 도출하기 한 2단계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단된다.

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양자에 해 결과변수를 회귀시킨 결과이다.즉

선행 행동을 결과변수로 하고 독립변수인 윤리 조직분 기와 매개변수인 윤

리 리더십을 동시에 회귀시킨 결과 윤리 조직분 기는 유의한 향을 미치

지 못하 고,매개변수인 윤리 리더십만 정 인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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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표 24>의 3단계 회귀단계의 회귀식에서 윤리 조직분 기의

 값이 .066이며,윤리 리더십의  값은 .290으로서 이들 회귀모델식의 설명력

을 나타내는 결정계수값은 .344로서 나타났다.

최종 으로 윤리 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서 3단계에서 매개변수

인 윤리 리더십은 결과변수인 선행 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p<.001),윤리 리더십과 선행변수인 윤리 조직분 기가 동시에 회

귀식에 투입되었을 때  값에 있어서 선행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윤리 조직

분 기만을 회귀식에 투입했을 때 보다 작게 나왔다(2단계>3단계). 한,3단계

에서 매개변수인 윤리 리더십이 통제되었을 때 선행변수인 윤리 조직분 기

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는 <표 20>과 <그림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윤리 조직분 기와 선행

행동과의 계에 있어서 윤리 리더십은 완 매개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표 23>윤리 조직분 기와 선행 행동과의 회귀분석

구 분 변 수 명

종속변수

선행 행동

모형1 모형2

 t VIF  t VIF

통제변수

(constant) 11.958 1.112 8.920

업종 -.041 -.672 1.112 -.043 -.720 1.112

성별 -.286 -4.558 1.184*** -.238 -3.743*** 1.259

연령 .253 2.844 2.382** .234 2.674 2.393

근속년수 -.129 -1.518 2.169 -.137 -1.642 2.171

직 -.202 -3.091 1.285** -.203 -3.167** 1.285

학력 .030 .453 1.289 .054 .828 1.307

직군 -.084 -1.391 1.102 -.070 -1.168 1.109

독립변수
윤리

조직분 기
.189 3.128** 1.138

R² .254 .285

F 10.871 11.108

⊿R² .031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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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윤리 조직 분 기의 선행 행동과의 계에 있어서 윤리 리더십

매개역할

매개변수 독립변수 회귀단계

종속변수

단
선행 행동

표 화회귀계

수(β)

수정결정계

수(R2)

윤리

리더십

윤리

조직분 기

1단계 .416*** .296

완

매개
2단계 .189** .285

3단계(독립)

3단계(매개)

.066

.290***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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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범 윤리몰입성향과 조직매력성과의 계에 있어서 윤리 리더십의

매개효과 검증

가설 6a 규범 윤리몰입성향이 조직매력성에 미치는 향은 윤리 리더십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규범 윤리몰입성향과 조직매력성과의 계에 있어서 윤리 리더십의 매개역할

을 검증하기 해 이루어진 매개회귀분석 결과는 <표 26>에 제시되어 있다.

1단계는 독립변수에 해 매개변수를 회귀시킨 결과에서 얻은 회귀계수 이다.규

범 윤리몰입성향이 매개변수인 윤리 리더십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이 계성은 <표 17>의 회귀식과 동일한 결과로서  값이 .511

로서 유의성 있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회귀식의 합도를 설명하는 결정계수값은

.380로서 이 모델식에서 변수들이 차지하는 비 은 38.0%로서 의미성이 있는 회귀

식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볼 때 규범 윤리몰입성향이 윤

리 리더십의 매개작용에 의해 조직매력성에 향을 미치는 결론을 도출하기

한 1단계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단된다.

2단계는 독립변수에 해 결과변수인 조직 매력성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규범

윤리몰입성향이 결과변수인 조직매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p<.001).

통제변수들을 통제한 이후 규범 윤리몰입성향이 조직매력성에 유의하게 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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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결론을 도출하기 한 회귀식은 <표 25>와 같다.

회귀식 결과 규범 윤리몰입성향은 조직매력성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표 25>규범 윤리몰입성향과 조직매력성과의 회귀분석

구 분 변 수 명

종속변수

조직매력성

모형1 모형2

 t VIF  t VIF

통제변수

(constant) 10.603 8.219

업종 .034 .495 1.113 -.047 -.779 1.144

성별 -.134 -1.915 1.187 -.079 -1.269 1.196

연령 .040 .401 2.376 .025 .285 2.451

근속년수 -.092 -.980 2.150 -.198 -2.318* 2.263

직 -.139 -1.901 1.285 -.152 -2.359* 1.290

학력 -.188 -2.578* 1.287 -.212 -3.295** 1.289

직군 -.069 -1.021 1.107 -.039 -.661 1.108

독립변수
규범

윤리몰입성향
.489 8.277*** 1.085

R² .071 .289

F 2.446 11.239

⊿R²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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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규범 윤리몰입성향과 조직매력성과의 계에 있어서 윤리 리더십

매개역할

매개변수 독립변수 회귀단계

종속변수

단
조직매력성

표 화회귀계수

(β)

수정결정계수

(R2)

윤리

리더십

규범

윤리몰입성향

1단계 .511*** .380

부분

매개
2단계 .489*** .289

3단계(독립)

3단계(매개)

.263***

.467***
.436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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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성은  값이 .489로서 99%의 신뢰성 하에서 유의성 있게 나타났으며 이러

한 회귀식의 합도를 설명하는 결정계수값은 .289로서 이 모델식에서 변수들이 차

지하는 비 은 28.9%로서 의미성이 있는 회귀식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볼 때 규범 윤리몰입성향이 윤리 리더십의 매개작용에 의해 조직매력

성에 향을 미치는 결론을 도출하기 한 2단계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단된다.

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양자에 해 결과변수를 회귀시킨 결과이다.즉 조

직매력성을 결과변수로 하고 독립변수인 규범 윤리몰입성향과 매개변수인 윤리

리더십을 동시에 회귀식킨 결과 규범 윤리몰입성향과 윤리 리더십 모두 조직매

력성에 정 인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6>의 3단계 회

귀단계의 회귀식에서 규범 윤리몰입성향과 윤리 리더십을 조직매력성에 동시에

회귀시켰을 때 규범 윤리몰입성향의  값이 .263이며,윤리 리더십의  값은

.467로서 이들 회귀모델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값은 .436으로서 나타났다.

최종 으로 윤리 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윤리 리더십은 결과변수인 조직 매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p<.001),윤리 리더십과 선행변수인 규범 윤리몰입성향이 동시에 회귀식

에 투입되었을 때 조직매력성의 효과가 윤리 조직분 기만을 회귀식에 투입했을

때 보다 작게 나왔다(2단계>3단계). 한,매개변수인 윤리 리더십이 통제되었을

때 선행변수인 규범 윤리몰입성향에도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완

매개가 아닌 부분매개를 하고 있다.

와 같은 부분매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규범 윤리몰입성향이 독

립 으로 조직매력성에 향을 미치는 직 효과도 있으며,규범 윤리몰입성향이

윤리 리더십을 통해 조직매력성에 향을 미치는 간 효과도 존재함을 알 수 있

다.결국 조직매력성을 높이기 해서는 규범 윤리몰입성향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규범 윤리몰입성향을 이루면서 윤리 리더십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4)규범 윤리몰입성향과 선행 행동의 계에 있어서 윤리 리더십의

매개효과 검증

가설 6b 규범 윤리몰입성향이 선행 행동에 미치는 향은 윤리 리더십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범 윤리몰입성향과 선행 행동과의 계에 있어서 윤리 리더십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기 해 이루어진 매개회귀분석 결과는 <표 28>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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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독립변수에 해 매개변수를 회귀시킨 결과에서 얻은 회귀계수이다.독

립변수인 규범 윤리몰입성향이 매개변수인 윤리 리더십에 유의한 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이 계성은 <표 17>의 회귀식과 동일한 결과

로서  값이 .511로서 유의성 있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회귀식의 합도를 설명하는

결정계수값은 .380로서 이 모델식에서 변수들이 차지하는 비 은 38.0%로서 의미성

이 있는 회귀식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볼 때 규범 윤리몰

입성향이 윤리 리더십의 매개작용에 의해 선행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결론을

도출하기 한 1단계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단된다.

2단계는 독립변수에 해 결과변수인 선행 행동을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규범

윤리몰입성향이 결과변수인 선행 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p<.001).

통제변수들을 통제한 이후 규범 윤리몰입성향이 선행 행동에 유이하게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결론을 도출하기 한 회귀식은 <표 27>과 같다.회

귀식 결과 규범 윤리몰입성향은 선행 행동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표 27>규범 윤리몰입성향과 선행 행동과의 회귀분석

구 분 변 수 명

종속변수

선행 행동

모형1 모형2

 t VIF  t VIF

통제변수

(constant) 11.958 1.112 9.982

업종 -.041 -.672 1.112 -.094 -1.581 1.144

성별 -.286 -4.558 1.184*** -.262 -4.325*** 1.192

연령 .253 2.844 2.382** .275 3.163** 2.458

근속년수 -.129 -1.518 2.169 -.213 -2.540* 2.283

직 -.202 -3.091 1.285** -.201 -3.192** 1.289

학력 .030 .453 1.289 .012 .197 1.292

직군 -.084 -1.391 1.102 -.069 -1.188 1.103

독립변수
규범

윤리몰입성향
.260 4.497*** 1.086

R² .254 .324

F 10.871 13.178

⊿R² .070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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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성은  값이 .260으로서 99%의 신뢰성 하에서 유의성 있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회귀식의 합도를 설명하는 결정계수값은 .324로서 이 모델식에서 변수들

이 차지하는 비 은 32.4%로서 의미성이 있는 회귀식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결

과값을 바탕으로 볼 때 규범 윤리몰입성향이 윤리 리더십의 매개작용에 의해

선행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결론을 도출하기 한 2단계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단된다.

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양자에 해 결과변수를 회귀시킨 결과이다.즉 선

행 행동을 결과변수로 하고 독립변수인 규범 윤리몰입성향이 매개변수인 윤리

리더십을 동시에 회귀시킨 결과 규범 윤리몰입성향의 선행 행동과의 결과

에서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윤리 리더십만 유의한 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8>의 3단계 회귀단계의 회귀식에서 규범 윤리몰

입성향과 윤리 리더십을 선행 행동에 동시에 회귀시켰을 때 규범 윤리몰입

성향의  값이 .141이며 윤리 리더십의  값은 .237로 나타났다.

<표 28>규범 윤리몰입성향과 선행 행동과의 계에 있어서 윤리 리더십

매개역할

매개변수 독립변수 회귀단계

종속변수

단
선행 행동

표 화회귀계

수(β)

수정결정계

수(R2)

윤리

리더십

규범

윤리몰입성향

1단계 .511*** .380

완

매개
2단계 .260*** .324

3단계(독립)

3단계(매개)

.141

.237***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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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으로 윤리 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윤리 리더십은 결과변수인 선행 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p<.001),윤리 리더십과 선행변수인 규범 윤리몰입성향이 동시에 회귀식

에 투입되었을 때 선행 행동의 효과가 규범 윤리몰입성향만을 회귀식에 투입

했을 때 보다 작게 나왔다(2단계>3단계). 한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윤리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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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 통제되었을 때 선행변수인 규범 윤리몰입성향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규범 윤리몰입성향과 선행 행동과의 계에 있어서 윤리 리더십은

매개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가설들에 한 검증 결과를 정리

하면 <표 29>와 같다.

<표 29>가설결과 정리

가 설 내 용
채택

여부

가설 1 윤리 조직분 기는 윤리 리더십에 (+) 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2 규범 윤리몰입성향은 윤리 리더십에 (+) 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3 윤리 리더십은 조직매력성에 (+) 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4 윤리 리더십은 선행 행동에 (+) 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5a
윤리 조직분 기가 조직매력성에 미치는 향은 윤리 리더

십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지지

가설 5b
윤리 조직분 기가 선행 행동에 미치는 향은 윤리 리더

십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지지

가설 6a
규범 윤리몰입성향이 조직매력성에 미치는 향은 윤리

리더십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지지

가설 6b
규범 윤리몰입성향이 선행 행동에 미치는 향은 윤리

리더십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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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 연구결과 요약 결론

1.연구결과 요약

최근 기업을 둘러쌓고 있는 환경은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로벌 경쟁의 치열

함과 기술 환경의 측 불가능한 추세는 기업의 장기 략에 한 확신을 어렵

게 하고 있다.이와 같은 환경에서 기업이 장기 으로 생존할 수 있는 비결에 한

최 의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도덕 이고 윤리 으로 기업을 경 함으로

써 사회에 사하고 사회의 하부 시스템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존재하는

것만이 장기 인 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윤리 인 경 을 추구함에 있어 기업이 추구해야 할 략 인 방안은 다양한

에서 제시되고 있다.윤리 인 기업문화를 창출하고,윤리 인 제도화를 이루고

이를 실무 으로 용시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체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하지만

다양한 윤리경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기업의 윤리 경 활동을 이루기 한

가장 요한 고려사항은 윤리 리더십을 이루는 일이다.윤리 리더십은 경 학

인 에서 정직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부하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모델

을 실천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공통의 미션을 제공함으로써 향력을 행사하는 리

더십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최근 리더십의 연구 분야가 성과,인간 상황 심

에서 감(inspiration)을 부여하는 데 을 두고 있다.진정성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과 유사하게 윤리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직원의 계의 질을 건 하게 하

는데 을 두고 있다.그리고 이들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직원과의 계성의 비

을 리더의 자율 규제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즉,리더가 스스로 자신을 얼마나

잘 규제하고 타인에게 얼마나 모범 인 모델이 될 수 있는가에 리더의 핵심 인

자를 두고 있다.

본 연구 모델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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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조직분위기

규범적 윤리몰입
성향

윤리적 리더십

조직매력성

선행적 행동

.416

.511

.613

.319

.462

.189

.260

.489

윤리적 조직분위기

규범적 윤리몰입
성향

윤리적 리더십

조직매력성

선행적 행동

.416

.511

.613

.319

.462

.189

.260

.489

<그림 5>연구모형과 실증분석 결과

첫째,윤리 조직분 기와 규범 윤리몰입 성향은 윤리 리더십 지각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 분석 되었다.둘째,윤리 리더십의 지각은 조직

매력성 선행 행동 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 조사되고 있다.

일반 으로 윤리 상황 맥락과 윤리 개인가치의 선행변수들은 조직 구성원의

지각체계에 경 진의 윤리 리더십을 인식시키는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

고 있다. 한 윤리 리더 행동을 기 로 하는 윤리 리더십은 조직 매력성

선행 행동 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윤리 조직분 기 독립변수와 선행 행동 조직 매력성의 조직 유효성 변

수 등의 계성은 윤리 리더십에 의해 매개됨을 알 수 있다.이는 공정한 인사

제도 등을 실행함에 있어 그 효과성을 높이기 해서는 윤리 리더십이 요하

게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단하게 하고 있다. 한,규범 윤리몰입 성향이

윤리 리더십의 매개작용을 통해 조직매력성을 지각하는 반면에 규범 윤리몰

입 성향이 선행 행동에 향을 미치는데 윤리 리더십의 매개작용은 있지 않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는 규범 윤리몰입 성향과 같은 개인 성향은 리더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지 않더라도 직 으로 선행 행동에 향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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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 론

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해보면 우선 으로 윤리 리더십의 요성을

강조하고 싶다.선행연구에서도 윤리 리더십 활동을 수행한다고 지각하는 구성원

들의 경우 자발 이고 창의 인 행동을 발 시킨다고 증명한 바 있다(정후교,

2005;김테근,2008).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소기업 CEO를 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이며,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에서도 윤리 리더십은 구성원으로 하여

소속 조직에 한 매력성과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 조직의 발 과 창의

인 신을 이루기 해 선행 이고 자발 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결국 조직의 정 인 변화를 도모하고 구성원의 순기능 인 행동을 유도하기

해서는 윤리 인 리더십의 확보되어야 한다.

윤리 리더십의 요성 인식과 함께 이러한 윤리 리더십에 향을 미치는 선

행변수로서 윤리 조직분 기와 규범 윤리몰입성향을 들 수 있다.윤리 조직

분 기는 윤리풍토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조직의 윤리 가치와 문화 특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규범 윤리몰입성향은 개인의 독특한 가치 과 성향으로서 윤

리 활동에 한 의무 인 수가 내재되어 있는 특성이다.본 연구에서는 이들

독립변수 모두가 윤리 리더십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윤리 리더십을 통한 정 인 조직 유효성을 높이기 해서는 윤리경 제도화

활동을 통한 윤리 조직분 기 형성과 윤리 가치 을 보유한 직원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 윤리 리더십은 규범 윤리몰입 성향이 선행

행동에 향을 미치는 계성에 매개 작용을 하지 않을 뿐 윤리 조직분 기가

조직매력성과 선행 행동에 미치는 향력에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결론내리

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최종 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윤리 리더십의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다.조직 인 윤리분 기나 개인의 규범 윤리몰입 성향이

조직매력성과 선행 행동으로 연결되기 해서는 윤리 리더십이 매개작용할 때

그 효과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이다.우리 기업 사회는 리더의 역할과 기능이 높

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이루기 해서는 윤리

리더십이 제도되어야 한다.따라서 윤리 제도화에 을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윤리 리더의 행동이 구성원들에게 이되고 투 되어 정 인 태도와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을 때 조직이 발 하게 된다는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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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결과의 시사 한계

1.연구결과의 시사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윤리 리더십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구성개념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일 성 있는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윤리 리더십을 가치 과 특성의

에서 규명하기도 하고,윤리 의사결정의 에서 보기도 하는데 본 연구는

윤리 행동의 에서 윤리 리더십을 규명하 다. 한 윤리 리더십과

련한 제안 모델을 사회 학습 이론에 기 를 두고 상황 요인들이 구성원들로

하여 윤리 리더십을 인식하게 하는 동인이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결국

본 연구는 체계화되지 않은 윤리 리더십의 개념을 구체화 했다는 에서 의의

가 있다.

둘째,조직의 공정하면서 구성원들로 하여 동기부여와 후원인식을 가져오는 제

도 등은 구성원으로 하여 경 자의 윤리 리더십을 인식하는데 정 인 작용

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구체 으로 조직이 다양한 윤리 로그램을 제도화하

고 운 함으로써 형성된 윤리 조직분 기가 높을수록 구성원들은 리더의 윤리

리더십을 지각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뿐만 아니라 개

인의 규범 윤리몰입 성향은 역시 윤리 리더십에 정 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알 수 있다.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왜 조직이 윤리경 에 보다 극 으로

제도화하고 윤리분 기를 창출해야 하며,윤리 규범을 가지고 있는 신입직원을

선발해야 하는지에 해 실증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윤리 리더십은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는데 정 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사회 학습 이론에서 명제화 하고 있는 것처럼 리더의

윤리 리더십은 구성원에게 찰학습 리학습의 효과가 있고 역할모델로서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조직에 한 매력성과 조직을 한 선행 행동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따라서 고성과 조직 윤리 기업을 창출하고 조직

랜드 가치 명성을 높이기 해서는 리자의 윤리 리더십에 한 조직 차원

의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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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결과의 한계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첫째,본 연구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등을 모두 동

일한 상에서 측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동일방법의 오류(common method

bias)가 연구의 한계로 지 된다.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

하기 해 윤리 리더십에 한 측정은 부하직원들과 리더 스스로 측정을 차별

으로 함으로써 그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윤리 리더십의 개념 유형의 체계 인 분류가 선행되고 사회 학습

모델 주의 윤리 리더십 모델에 한 다양한 근이 필요하다.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윤리 리더십에 한 탐색 인 규명보다는 기존의 연구와 분류 방식에 의

존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한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 학습이론에 근거

하여 모델을 수립했다는 이다.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에서 연

구 모델을 수립하고 검증하고 한 윤리 리더십에 한 심도 있는 분류와 개념

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윤리 리더십의 유효성에 한 객 측정치 도입이 필요하다.본 연구

에서는 조직 유효성 변수로서 조직매력성과 선행 행동 등에 두고 있으며 모두

구성원의 주 지각에 의한 단에 의존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단은 윤리

리더십의 효과성을 해석하기에 부분 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보다 의미 있는 효

과성을 악하기 해서는 윤리 리더와 비윤리 리더 간의 유형 분류에 따라

해당 조직 부서의 객 성과지표와의 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소규모 표본 횡단 연구 설계의 문제를 들 수 있다.본 연구는 제조업

과 공공기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 지만 지역 집 된 역에 의존하고 있

어 본 연구 결과에 한 일반화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한 연구 시 을 단일

시 에 한정함으로써 상황 요인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다.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표본을 일정 산업에 한정시키거나 각 산업별 조사 상을

균등하게 하여 그 산업별 특성을 악할 필요가 있으며 한 장기 으로 종단 인

에서 연구를 추진하여 윤리 리더십의 선행요인과 결과변인의 계성을 규명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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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윤리운 방식 리더십에 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업경 에 한 직원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에 한

질문입니다.

재 우리나라의 경 방식은 한국 가치 을 고려하지 못한

서구방식에 기 를 두고 있어 쉽게 우리문화에 용하는데 어려

움도 있습니다.이러한 한계 에 직면하여 여러분께 우리 경 방

식의 발 을 한 생각과 단을 묻고자 합니다.

본 연구 결과는 박사학 취득을 해 학문 으로만 사용될

것이며,개인 신상에 한 정보나 답변 내용은 통계 수치로 환

되기 때문에 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연구 결과는 최종 으로 한국 가치 에 입각한 경 모

델을 구축하는데 사용될 것이며,이러한 연구를 통해 최종 으로

기업 경쟁력과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 가 될 것입니다.

2009.2.

☻ 연구담당자 :

조선 학교 경 학부 이강옥 교수(☏062-230-6821)

조선 학교경 학과 학원 박사과정 최갑열(☏011-62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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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그 지
않다

매우
그 다

1)
우리 회사 상사들은 직원들의 비윤리 행

동을 용서치 않는다.
①----②----③----④----⑤----⑥

2)
우리 회사에서 성공하기 해서는 나 자신

의 윤리와 타 이 종종 필요하다.
①----②----③----④----⑤----⑥

3)

우리 회사의 리자가 개인 이득을 해

비윤리 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밝 진다면

즉시 징계를 받게 된다.

①----②----③----④----⑤----⑥

4)

우리 회사의 리자가 회사의 이득을 해

비윤리 행동을 했다고 해도 즉시 징계를

받게 된다.

①----②----③----④----⑤----⑥

5)
우리 회사의 리자들은 종종 비윤리 인

행동을 한다.
①----②----③----④----⑤----⑥

6) 윤리경 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다. ①----②----③----④----⑤----⑥

7)
윤리경 을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못

하다.
①----②----③----④----⑤----⑥

8)
윤리경 을 하지 않는 기업은 사회에 무

책임하다고 생각한다.
①----②----③----④----⑤----⑥

9)
윤리경 을 하지 않으면 죄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①----②----③----④----⑤----⑥

문 1.○○님께서는 평소 회사생활을 하시면서 다음 의견에 해 어떠하다고 생각

하시는지 질문을 잘 읽으신 후,“ 그 지 않다”이면 1 ,“매우 그 다”

이면 6 등,1 에서 6 사이의 수에서 골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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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그 지
않다

매우
그 다

1)
우리 경 진은 사생활에서도 윤리 으로

행동한다.
①----②----③----④----⑤----⑥

2)
우리 경 진은 성공의 단기 을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①----②----③----④----⑤----⑥

3)
우리 경 진은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잘 경

청한다.
①----②----③----④----⑤----⑥

4)
우리 경 진은 회사 윤리규정을 어긴 부하

직원에 해 엄격한 편이다.
①----②----③----④----⑤----⑥

5)
우리 경 진은 공평하고 균형있는 의사결

정을 내리는 편이다.
①----②----③----④----⑤----⑥

6) 우리 경 진에 한 신뢰성은 높은 편이다. ①----②----③----④----⑤----⑥

7)
우리 경 진은 회사의 윤리나 가치 에

해 부하직원들에게 강조하는 편이다.
①----②----③----④----⑤----⑥

8)
우리 경 진은 윤리 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편이다.
①----②----③----④----⑤----⑥

9)
우리 경 진은 부하직원들의 생각에 해

상당한 심을 갖고 있다.
①----②----③----④----⑤----⑥

10)
우리 경 진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올바른

단에 한 의견을 구하는 편이다.
①----②----③----④----⑤----⑥

문 2.다음은 경 진에 한 질문입니다.○○님께서는 평소 우리 사장님(혹

은 부서장)이 다음과 같은 의견에 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잘 읽으신 후,“ 그 지 않다”이면 1 ,“매우 그 다”이면 6 등,

1 에서 6 사이의 수에서 골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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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직무태도  행동과 련된 질문들입니다. 

문 3.○○님께서는 평소 다음 의견에 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잘 읽으신 후,“ 그 지 않다”이면 1 ,“매우 그 다”이면 6 등,

1 에서 6 사이의 수에서 골라 주세요.

내 용 그 지
않다

매우
그 다

1)
나는 내 삶을 발 시키기 해 새로운 방법을 지
속 으로 모색하는 편이다.

①----②----③----④----⑤----⑥

2) 나는 새로운 일의 주도권을 남에게 양보하곤 한다. ①----②----③----④----⑤----⑥

3)
나는 항상 회사와 업무의 발 변화를 모색하곤
한다.

①----②----③----④----⑤----⑥

4)
내 아이디어가 옳다고 생각하면 주 의 반 에도 추
진한다.

①----②----③----④----⑤----⑥

5)
내 아이디어가 업무에 실제 반 되도록 극 노력
한다.

①----②----③----④----⑤----⑥

6)
나는 매사에 독창 이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
려고 노력하곤 한다.

①----②----③----④----⑤----⑥

7)
나는 어떤 일이 나와 맞지 않다고 단되면 이를
바꾸려고 노력하곤 한다.

①----②----③----④----⑤----⑥

8)
다른 직원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의미가 있는 일이
라면 극 추진하곤 한다.

①----②----③----④----⑤----⑥

9) 나는 지 보다 나은 방법을 항상 추구하곤 한다. ①----②----③----④----⑤----⑥

10)
나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면 업무에 극
으로 반 시키곤 한다.

①----②----③----④----⑤----⑥

11) 나는 재상황을개선시키기 해새롭게도 하곤한다. ①----②----③----④----⑤----⑥

12) 나는 주어진 기회를 잘 구체화시키곤 한다. ①----②----③----④----⑤----⑥

13)
나는 어떤 일이 잘 진 되지 않으면 보다 극
으로 추진하는 편이다.

①----②----③----④----⑤----⑥

14)
나는 기와 문제의식을 기회로 환시키는데 능
력이 있다.

①----②----③----④----⑤----⑥

15)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회를 빨리 포착하는 편이다. ①----②----③----④----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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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사는 일하기 좋은 직장이다. ①----②----③----④----⑤----⑥

2)
모든 직원들이 회사 성공을 해 극 으로

노력한다.
①----②----③----④----⑤----⑥

3) 우리 회사는 외 으로 기업 이미지가 좋다. ①----②----③----④----⑤----⑥

4) 우리 회사는 투명하게 경 한다. ①----②----③----④----⑤----⑥

5) 우리 회사의 기업문화는 개선되고 있다. ①----②----③----④----⑤----⑥

6) 회사나 직원들에 한 신뢰가 높다. ①----②----③----④----⑤----⑥

7) 회사나 업무에 한 자부심이 높다. ①----②----③----④----⑤----⑥

 ♣ 다음은 우리 회사와 련된 질문들입니다. 

SQ1.귀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

① 제조업 ② 융서비스업 ③ 건설업 ④ 유통서비스업

⑤ 공공서비스업 ⑥ 기타 ______________

 ♣ 인  기록사항
List 

No.

SQ3.

성/연 령

① 남성( ) ② 여성 ( )

① 10 ( ) ② 20 ( ) ③ 30 ( ) ④ 40 ( )

⑤ 50 ( ) ⑥ 60 ( )

SQ4.

재 직장

근속년수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2년 ③ 2 5년

④ 5 10년 ⑤ 10 15년 ⑥ 15년 이상

SQ5.

직

① 임원(부사장, 무,상무,이상) ② 상 리자(부장,차장)

③ 간 리자(과장 ) ④ 리자( 리 )

⑤ 그 외(구체 직 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

SQ6.

최종학력
① 고졸 ② 문 졸 ③ 졸 ④ 학원졸 이상

SQ7.

직 군

① 일반사무직 ② 업직 ③ 기술직 ④ 연구직

⑤ 그 외(구체 직군 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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