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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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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주제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찍이 윤리성은 리더의 중요한 덕목으로 

일컬어져 왔지만 조직 행동 연구에서 윤리적 리더십을 변수로 개념

화하고 그 효과 및 선행요인, 조절 변수 등에 대한 다양한 실증적인 

연구가 본격화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흔히, 리더십의 본질

은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데,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 수행에 있어 올바른 규범을 준수하도록, 즉, 행위

의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리더십의 

본질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상사로부터

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로 스트레스를 겪는 직장인들에 대한 보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볼 때, 윤리적 리더십이 현실 조직에서 

그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널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인이 선행 연구자들이 윤리적 리더십의 효

과를 조절하는 다양한 상황적 변수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무자들이 윤리적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 결과와 현실의 괴리

를 느끼도록 한 것에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들과 사회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사회정보 처리 이론

(Social-information Processing theory)그리고 사회 교환이론

(Social Exchange Theory)에 근거해 리더의 윤리적 행위가 구성

원의 성과 및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와 이를 

조절하는 여러 변수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이러한 조절 변

수들을 1) 구성원 특성, 2) 사회적 맥락, 3) 직무 특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리더십 효과를 

증가시키는 조절 변수(Enhancer)로 구성원의 미래 지향적 성향(구

성원 특성), 구성원과 동료와의 교환 관계(사회적 맥락), 구성원의 

직무 통제(직무 특성), 그리고 리더십 효과를 감소시키는 조절 변수

(Neutralizer)로 구성원의 경쟁 성향(구성원 특성), 구성원이 인식

한 조직정치(사회적 맥락), 구성원에 대한 높은 직무요구(직무특성)

의 세 요인의 효과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7개의 가

설을 제시하고, 이를 31개의 국내 조직에서 검증하였다. 7개의 가설 

중 2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는데,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효과와, 직무 요구의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 매개된 조절 

모형을 통해 추가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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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및 연구 목적 

 

동양의 유교적 맥락 에서 ‘도(道)’란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질서이자,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었으며, 이는 수 천년 간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사회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근본이 되

어왔다.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도 희랍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윤리와, 인간이 이를 지켜야 할 규범적 

근거에 대해 논해왔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는 윤리에 대

한 오래된 인류의 관심을 읽을 수 있다.  

왜 윤리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오래 지속되어왔을까? 이와 관련

해서 여러 갈래의 대답이 가능할 것이지만, 상식적 차원에서 두 가

지 대답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윤리가 잘 지켜

지지 않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윤리가 지켜져야 세상에 이롭기 

때문이다. 조직 행위론 분야에서 경영자 및 기업 윤리에 대해 큰 관

심이 일어난 계기는 2000년대 초반 Enron사태와 함께 AIG, Xeorx, 

Fannie Mae와 같은 거대 기업들의 회계 부정을 포함하여 이윤 극

대화를 위한 각종 탈법적 행위를 했음이 밝혀진 이후였다(Michael 

E Brown, Treviño, & Harrison, 2005). 이후 미국 발 세계 경제 

불황이 초래된 이유 또한 기업 경영자들이 이윤추구에만 골몰한 의

사 결정을 했기 때문으로 지적되었으며(Stiglitz, 2010), 이들은 미

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극심한 타격을 줌으로써 윤리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앞선 예들이 경영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따른 극심한 ‘경제적 

피해’ 발생의 사례를 보여준다면, 국내에서 최근 국민적 트라우마

(trauma)를 초래한 ‘세월호사건’은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의 파장

이 단순히 경제적 파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많은 무고한 인명의 

희생과 국가의 경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법원 판결을 통해 본 세월호 사건은 선장, 항해사 등 선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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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잘못이 있었을 뿐 아니라 청해진 해운사의 사장, 상무 등 경영자

들이 무리한 선박의 증`개축 허용, 배의 복원성 악화를 보고받고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 고박을 독려하는 비윤리적 의사결

정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였음이 드러났다. 이 모든 사례들은 오늘

날에도 여전히 기업 윤리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세상 사람들이 윤리 준수의 필요성에 주목

하는 개탄할만한 현실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간헐적이나마 크게 부각되고 역사

적 맥락 속에서 지속되어온 윤리적 관심과 필요성의 공감은 조직 

행동 연구자들이 윤리와 관련한 리더의 역할, 구성원의 반응, 윤리

적 의사 결정과 같은 다양한 갈래의 연구를 수행하도록 이끌어왔다

(e.g., Bazerman & Tenbrunsel, 2011; Gino & Bazerman, 2009; 

Gino, Shu, & Bazerman, 2010; D. M. Mayer, Aquino, Greenbaum, 

& Kuenzi, 2012). 본 연구 또한 같은 맥락에서, 그리고 더욱 나아

가 윤리적 관심이 단순히 시류에 휩쓸려 반짝 부각되고 사라지지 

않기를 염원하는 취지에서, 리더의 윤리적 행동과 그에 따른 구성원

의 반응 및 행동에 주목하고 그 효과를 조절하는 다양한 맥락들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난 100년 동안 조직 

행위론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 ‘리더십’ 연구와 규범

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에 비해 기업에서 실무적으로는 많은 

경우 간과되어온‘윤리’를 접목하여 앞으로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환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윤리적 리더십이 실증적으로 어떤 상황적 맥락에 의해 효과가 조절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실무자들이 윤리적 리더십을 무조건 효과가 

없다거나 규범적으로 중요하지만 현실 상황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보는 인식의 개선에 집중할 것이다.  

Michael E Brown et al. (2005)은 윤리적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그 측정방법을 구체화하였는데, 이후 이들은 윤리적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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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에 대한 리뷰에서 현재까지 많은 윤리적 리더십 연구들이 Blau 

(1964)의 사회 교환 이론과 Bandura(1977)의 사회 학습 이론의 

이론적 기반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왔고 여러 선행요인들과 결과들이 

이에 따라 설명될 수 있음을 밝혔다(Michael E. Brown & Treviño, 

2006). 리더의 윤리적 행위의 결과로, 구성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성과 향상, 조직 시민행동 증가, 적극적인 문제 제기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는데(Brown et al., 

2005; Neubert, Carlson, Kacmar, Roberts, & Chonko, 2009; 

Toor & Ofori, 2009; Walumbwa & Schaubroeck, 2009, Brown & 

Mitchell, 2010), 이들 연구는 두 이론적 기반에 근거하여 연구자들

은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많은 실증적 연구들을 수행하였고 그 외

의 연구들도 마찬가지의 이론적 틀 안에서 윤리적 리더십의 선행 

요인과 결과, 그 매개 변수 및 조절변수들 대한 체계적 검증을 계속

해왔다(David M Mayer, Kuenzi, Greenbaum, Bardes, & Salvador, 

2009) 

현재까지 윤리적 리더십 분야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적었던 

것은 아니나, 윤리적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이나 카리

스마적 리더십과 같은 여타 다른 리더십 연구와 비교할 때, 최근에 

이르러서야 개념과 측정 방법 및 적용 가능 이론에 대한 체계적 검

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미개척된 영역이 많은 연구 분야이다. 이

에따라 앞서 제시한 두 이론 외에 다른 이론적 적용을 통한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 설명 가능 여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 조절 변수에 대해 포괄적

이고 체계적으로 실증 연구가 수행된 경우는 드물어 본 연구는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영역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적 틀을 수용

하면서 추가적으로 Salancik & Pfeffer(1978)이 제시한 ‘사회적 

정보 처리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윤리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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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 조절 변수들 중 특히 사회적 맥락이 고려된 조절 변수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정보 처리 이론의 설명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특정 조

건에서는 리더의 윤리적 행위가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거나 효과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 보고, 리더십의 상호작용

적 프레임워크(Hughes, Ginnett, & Curphy, 2002)에 근거하여 이

들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즉, 리더의 윤리적 행위가 구성원의 

성과 및 조직 시민행동의 증가를 더욱 돕거나 방해하는 변수들을 1) 

구성원 특성, 2) 사회적 맥락, 3) 직무 특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포

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며 이것이 윤리적 리더십 연구 및 실무자들

에게 주는 함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윤리적 

리더십이 시대적 관심에 따라 필요성이 규정되는 연구 주제가 아니

라 상황적 맥락과 조절 요인을 적절히 고려할 경우 현실에서 매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가)리더의 윤리적 행위가 구성원의 성

과와 조직 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재 검증하면서 나)그 효과를 조절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1)구성원 

특성, 2)사회적 맥락, 3)직무 특성의 세 차원에서 데이터를 통해 실

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다)또한 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써, 

과거 연구들에서 제시된 사회 교환이론과 사회적 학습이론뿐 아니

라 사회 정보 처리 이론을 적용하여 윤리적 리더십이 조절효과들과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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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2.1. 리더십 이론 

리더십이라는 주제는 플라톤이 활동했던 고대 그리스부터 현재

까지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논의와 탐구의 대상이었으며(R. Stogdill, 

1974; House & Baetz, 1979), 본격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되기 시

작한 것도 20세기 초로 현재까지 약 1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 다

양하게 연구되어왔다(Yukl, 2002).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만큼, 여러 학자들이 리더십을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해 연구함으로 인해 정의에 논란이 있기도 

했고(House & Baetz, 1979), 시간이 흐름에 따라 리더십 연구의 

초점이 점차 변화해오기도 했다(Barling, Christie & Hoption, 

2011).  

우선, 리더십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오늘날의 리더십 연구에서 

다소 합의된 바를 찾아 볼 수 있는데, 먼저, Yukl (2010) 은 리더십

을‚그룹이나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과업 행위에 동기부여를 하고, 그룹을 유지하거나 문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Yun, 

Cox, & Sims Jr.(2006)는 ‚개인적 영향을 미치는 과정: 즉, 한 사

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리더십은 발생한다.‛고 정의하

고 있다. 즉, 리더십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며, 이는 리더

의 행위로 인해 어떤 성과나 결과가 발생했는가에 따라 리더십이 

결정되는 수단적이거나 결과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원에게 영향

력이 행사되는 ‘과정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리더의 윤리적 행위 연구가 차지하는 연구로

서의 위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리더십 연구의 초

점이 변해온 과정을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초기 리더십 연구는 리더의 신체적 능력이나 정신적 특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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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에 주목하여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 혹은 뛰어난 리더와 그

렇지 않은 리더가 갖는 특질적 차이에 주목했다(House & Aditya, 

1997). 주로 1940년대까지 연구자들은 리더의 외모, 성별, 권위주

의, 지능, 자신감 등의 차이가 리더십의 차이를 낳는지에 대해 연구

했지만 1950년대까지의 실증적 연구들은 이러한 차이에서 리더십

의 일관된 효과를 찾아내지 못하였다(Barling et al.,2011). 하지만 

1970년대 개인의 특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론 및 측정 방법이 

심리학계에 등장하면서 다시 리더십 연구에서 리더의 고유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House & Aditya, 1997) 

리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일관적 결과를 보이지 않자 이후 리

더십 연구자들은 효과적인 리더의 ‘행위’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Stogdill, 1950)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

에도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리더의 행위에 주목한 

가장 선구적인 연구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에서는 리더의 행

동을 과업 중심, 사람 중심 리더십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관찰하였

는데(Fleishman, 1953; Stogdill & Coons, 1957) 이들의 연구가 

중심이 되어 많은 연구자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리더

의 특정한 ‘행동’이 미치는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다양한 샘플에

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여 이후 연구는 리더의 행동이 어

떤 ‘상황’적 제약 조건에서 특정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초점을 맞

추게 되었다(Barling et al., 2011). 

리더십 상황이론은 리더의 행동이 특정한 상황적 제약 조건과 

동시에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대표적인 연구는 피들러의 리

더십 상황이론을 들 수 있다. 가령 Fiedler(1967)는 리더와 구성원

의 관계, 성과 목표의 명확성, 공식적 권위나 파워의 정도라는 상황

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 행동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였는데, 이후 

경로-목표 이론(Path-goal theory)(House, 1971), 리더십 대체이

론(Substitute for leadership)(Kerr and Jermier, 1978) 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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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관점에서 리더십이 이해되어야 함에 주목한 연구이다.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리더의 행동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고 이들이 조

직 환경, 직무 설계,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주목했다(House, 1971). 리더십 대체이론은 상황을 리더십을 

무력화시키고 효과를 없애는 상황적 요소(Neutralizer)와 리더십의 

영향력을 대체하는 상황적 요소(Substitute)로 구분하여 다양한 상

황적 변수들과 리더십 효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론이다(Kerr and 

Jermier, 1978). 

이후 Jacobs (1970)는 리더나 구성원 한 쪽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임을 지적하며 사회 교환적 관

점에서 리더십 연구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의 연구자들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

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LMX 관점(Leader-member exchange)이

라고 한다. 양자의 관계의 질이 좋을 때 더욱 긍정적인 조직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보고 연구를 수행하는 관점인데, 리더와 구성원이 

관계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문제나(Gerstner & Day, 1997)실무

적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아니라 구성원을 

‘동시에’고려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Barling et al., 

2011). 

앞에서 설명한 리더십 연구의 초점 변화에 근거해 볼 때 본 연

구에서 리더의 윤리적 행위의 효과를 검토하는 맥락은 다음과 같다. 

우선 리더의 윤리적 행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리더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리더의 윤리적 행위가 어떤 상황적 제약 하에

서 효과가 제한되는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리더십 상황이론과도 

맥이 닿아있다. 더불어 리더의 행위에 따라 긍정적 조직 성과가 유

도되는데 있어 리더와 구성원의 교환관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직

접적으로 LMX를 측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에 

주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리더십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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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윤리적 리더십의 이론적 배경 및 현재

까지의 연구된 결과에 대해 논해보고, 왜 다른 리더십이 아니라 윤

리적 리더십을 연구 주제로 삼았는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2. 윤리적 리더십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리더십과 관련하여 윤리적 덕목의 중

요성에 대한 가벼운 언급들은 많이 있었지만 윤리적 가치가 리더십

에 있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J. B. 

Ciulla, 1999, Brown et al., 2006). 조직행위론 연구에서 오늘날 널

리 사용되는 윤리적 리더십을 선구적으로 체계화 시킨 연구로, 

Treviño, Hartman, & Brown(2000)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윤리적 

리더십 핵심 개념으로서 윤리적 ‘평판’을 제시하며, 윤리적 평판

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축, 즉 ‚도덕적 사람‛이라는 평가와 

‚도덕적 관리자‛라는 평판이 모두 갖추어져야 함에 주목했다. 이

들에 따르면, 윤리적 리더의 한 축인 ‚도덕적 사람‛이라는 차원은 

리더 스스로가 자신의 윤리적 특성, 도덕적 행동이나 의사 결정을 

통해 리더의 윤리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다른 

한 축인 ‚도덕적 관리자‛라는 평판은 스스로 구성원의 역할 모델

이 됨을 인지하고 윤리적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구성원들

에게 윤리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통하며, 적절한 보상과 규율을 통

해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들의 개념적 정립은, 이후에 Michael E Brown et al.(2005)가 이

를 중심으로 윤리적 리더십의 측정 항목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윤

리적 리더십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Brown과 그의 동료들(2005)은 윤리적 리더십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윤리적 리더십의 측정 항목을 구성하여 유효성

을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는데, 이들에 따르면, 윤리적 리더십은 

‚개인적 행동, 대인적 관계를 통해 규범적으로 적절한 행위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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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 그리고 구성원들과 상호 소통, 강화, 그리고 의사결정을 통

해 그러한 행위를 진작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Brown et al., 

2005; Brown et al., 2006). 

 

 

2.2.1. 다른 리더십 이론과의 비교 

윤리는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Greenleaf, 1977) 윤리

적 리더십 외에 다른 리더십 이론에서도 부분적으로는 리더의 윤리

적 행위를 담고 있으며, 윤리적 리더십과 이들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는 윤리적 리더십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Michael E. Brown and Treviño (2006)과 J.H. Ahn(2013)의 연구

에서는 이미 이들의 관계에 대해 논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정리

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추가적으로 이들이 다루지 않은 서번트 리더

십, 거래적 리더십 등과 윤리적 리더십을 비교하며, 윤리적 리더십

의 고유 특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진정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 Avolio, Luthans, and 

Walumbwa (2004)에 따르면, 진정성이 있는 리더란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진심으로 알고 있으며, 스스로와 

타인의 가치/도덕적 관점, 지식, 그리고 힘(strength)을 알고 있다

고 타인에게도 인식되고, 그것들이 작동하는 배경을 인지하고, 자신

감에 차있고, 희망적이며, 긍정적이고, 굳세고(resilient), 도덕적 특

성이 강한 사람을 의미‛한다. 개인적 특성에서 진정성 리더는 윤리

적 리더와 마찬가지로 사회를 고려하고 그들의 결정의 윤리적 결과

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윤리적 리더십

에서는 진정성과 자기 인식(self-awareness)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타인 인식(other-awareness)이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경우

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Brown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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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희생적 리더십(Self-sacrificial leadership). Choi와 Mai-

Dalton(1999)는 자기 희생적 리더십은 리더가 자기 희생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Choi와 Mai-Dalton (1998)에 

따르면 자기 희생이란 ‚1)노동의 분업에서, 2) 포상의 분배에서 그

리고/또는 3) 권력의 사용에 있어서 완전한/부분적인 포기, 그리고/

또는 영원한/일시적으로 개인적 이해관계, 특권, 후생을 미뤄두는 

것‛을 의미한다. J.H. Ahn(2013)은 자기 희생적 리더십이 권력 분

배, 역할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윤리적 리더십과 공통점이 있으나 자

기희생적 리더십은  희생적 행위와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점

에서 윤리적 리더십과 구분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다소 모호한 

구분이라고 보이는데, 윤리적 리더의 경우에도 규범적 기준에 따라 

자기희생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실천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둘의 차이점을 논함에 있어, 윤리적 리더는 규범에 따라 스스로 희

생 할 수도 있지만 윤리적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희생을 요구하

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윤

리의 실천을 강조하는 윤리적 리더십에서, 자기희생은 부분적 요소

라는 점이 자기희생적 리더십과의 주된 차이점이다.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 Greenleaf(1977)에 따르

면, 서번트 리더십은 ‚구성원 개인의 발전, 임파워먼트, 구성원의 

장기적 후생과 건강과 일관성을 갖는 집단 업무를 진작시킴으로써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돕는 것‛을 말한다. 서번트 

리더십에서는 자만심대신 겸손을 강조하고(Graham, 1991), 다른 

리더십과 달리 구성원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구성원

을 섬기는 측면을 강조한 리더십이다. 윤리적 리더십과의 공통점은 

리더 스스로가 본보기가 되어 구성원의 도덕적 인식을 불러일으킨

다는 점인데, 윤리적 리더십과의 주된 차이는 서번트 리더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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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관리자’로서 리더의 역할 중 도덕적 기준에 따라 상벌을 

부과하는 역할이 부재한 반면 윤리적 리더십에서는 명확히 존재한

다는 점이다.  

 

영적 리더십(Spiritual leadership). 영적 리더십은 ‚스스로와 

타인을 내적으로 동기 부여하는 데 필수적인 가치, 태도, 행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소명(calling)과 구성원으로서의 의식

(membership)을 통해 영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Fry, 2003). Fry, Vitucci, and Cedillo (2005)은 영적 리더십의 

범주를 정의함에 있어 3개의 범주로 나누었는데, 1) 이타적 사랑, 2) 

비전, 3) 희망/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영적 리더들은 윤리적 리더와 공통적으로 이타적이며, 타인에 

대한 관심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으나, 변혁적 리더처럼 예지적인 성

격을 보이며 신과 인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한다(Brown et al., 

2006). 또한 윤리적 리더십에서 강조되는 윤리적 규범에 따른 상벌

적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변혁적 리더십은 

‚의도된 변화의 달성을 향해있는 리더와 구성원의 공통 분모를 두

드림으로써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Burns, 1978)으로 정

의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진정성(Integrity)있고 높은 도덕적 감정

을 지니고 있는 리더는 변혁적 리더로 인식된다는 점을 보인 바 있

다(Parry & Proctor-Thomson, 2002; Turner, Barling, 

Epitropaki, Butcher, & Milner, 2002).  

분명, 윤리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타인에 대한 고려, 도덕

적 기준, 윤리적 의사 결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명확히 

구분되는 점도 존재한다. (Michael E Brown et al., 2005; Treviño, 

Brown, & Hartman, 2003). 윤리적 리더는 공개적으로 윤리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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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명확히 세우고, 상벌을 통해 구성원들이 윤리적 기준을 따르도

록 한다는 점에서 ‘거래적’인 특성을 보인다(Michael E Brown 

et al., 2005). 

 

거래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거래적 리더는 

‚구성원에게 보상이나 제제, 또는 공식적 권위나 지위적 권력을 사

용하여 구성원이 리더를 따르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Kanungo, 

2001)을 말한다. Bass와 Steidlmeier(1999)는 거래적 리더십의 

도덕적 요소를 논한 바 있는데, 거래적 리더십은 ‚타인에게 스스로

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존하고, 타인

이 사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데 기대어 각자에게 적절한 만큼을 

분배하고, 타당한 인센티브와 제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근

거를 찾을 수 있으나 여전히 ‚자기 이익을 위한 세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도덕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Burns(1978)는 극단적으로 거래적 리더십의 도덕

적 요소를 배제하였는데, 그는 변혁적 리더십이 ‚인간적 행위의 수

준을 향상시키고, 리더와 구성원의 윤리적 갈망을 높인다‛는 점에

서 윤리적이지만 거래적 리더십은 ‚사람을 조종하며(manipulative) 

자신에게만 몰두한다(Self-absorbing)는 점에서 도덕적이지 않다‛

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Keely(1995)는 오히려 변혁적 리더십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집단으로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강한 파벌의 

이익에 종속되도록 하는 것으로 비윤리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에게 ‚규칙, 권리, 책

임에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각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추구하게 한다

는 점에서 윤리적‛이라고 평하였다.  

분명히 거래적 리더십과 윤리적 리더십의 공통되는 부분은 존재

한다. 그것은 특정한 방향으로 구성원을 유도하기 위해 규칙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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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따른 상벌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Keely(1995)가 

보듯 거래적 리더십 자체가 윤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가 주장한대로 거래적 리더십이 

특정 정치적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

도록 장려하는 것이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

서는 윤리적일 수 있으나, 구성원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윤리적 선

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규칙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

런 점에서 윤리적 리더십은 개인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윤리적 수

단을 사용하도록 거래적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거래적 

리더십과는 구분된다.   

 

2.2.2. 선행 연구들의 이론적 기반 

윤리적 리더십이 긍정적 조직 성과를 가져온다는 연구들의 대부

분은 사회적 학습 이론(Bandura, 1977)과 사회 교환이론(Blau, 

1964)에 근거하고 있다(Brown & Trevino, 2006). 전자의 이론적 

설명은 구성원이 매력적이고 신뢰할만한 모델의 태도, 가치관, 행동

을 모방하고 주목하여 배운다는 점에서, 윤리적 리더가 타인을 공정

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구성원은 매력

과 신뢰를 느끼고 이에 따라 윤리적 리더의 행동을 모방하여 조직

에 긍정적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 설명이다.  

후자의 이론적 설명은 구성원들은 경제적 교환 관계 외에도 눈

에 보이지 않는 여러 교환 관계에 있으며 보상 규범(Norm of 

reciprocity)에 의해 관계가 이루어져있다는 점에 근거한 설명이다. 

즉, 윤리적 리더의 행위로 인해 구성원은 사회적 교환 관계에 있다

고 여기고, 공정한 대우와 보살핌을 통해 리더가 원하는 것 이상으

로 되돌려 주고자 하여 조직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다 준다는 설

명이다(Dirks & Ferrin, 2002; Konovsky & Pugh, 1994; 

Podsakoff, MacKenzie, Paine & Bachrach, 2000; Brow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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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vino, 2006).  

본 연구에서는 이와 함께 사회정보처리 이론(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을 적용하면 윤리적 리더십과 관

련한 현상들에 대해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관련된 논의를 발전시켜보고자 한다. 

각각의 이론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2.3. 사회 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윤리적 리더십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론 중 하나가 사회 학

습이론이다. Bandura(1986)에 따르면 사회적 학습은 1) 직접 학습

과 2) 대리 학습(Vicarious Learning)으로 나뉘는데, 특히 대리 학

습이란, 자신이 직접적으로 겪은 일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 결과로 어떤 보상-처벌을 

받는지에 집중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한다고 본다. 여기에서 

대리학습은 ‘ 롤 모델 ’ 을 통한 학습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Bandura(1977)은 ‚사람들은 자신이 보여주어야 할 적절한 행위, 

가치, 태도를 결정하기 위해 롤 모델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학습한

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리더의 행위와 관련하여 롤 모델을 통한 

대리학습을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본다. 첫 번째 차원은 리더 스스

로가 롤 모델이 되는 것으로 대개 선행 연구들은 그 영향을 받은 

구성원은 조직에 긍정적인 친 사회적 행동(예, 조직 시민행동)을 한

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리더의 윤리적 행위의 대상이 되

는 ‘동료’와 같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경우이다. 가령 리더가 

나의 행위에 대해 보상이나 처벌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나의 동료가 

특정 상황에서 리더에 의해 일정한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 경

우에 그것이 적절한 지 부적절한지에 대한 인지적 판단을 통해 구

성원의 행위 판단 기준이 확립되는 사회적 학습이 일어난다. 



 

15 

먼저, 리더 스스로가 롤 모델이 됨으로써 구성원의 학습이 일어

난다고 보는 첫 번째 차원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rown & Trevino(2006)는 윤리적 리더가 ‚롤 모델‛이 되기 용

이한 조건임을 제시함으로써 윤리적 리더십 연구와 사회 학습 이론

을 접목한다. 사회학습 이론과 관련해, Bandura(1977)는 롤 모델로

서 적합한 특성을 가진 사람은 ‚주의(Attention)’를 집중시키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인적 매력(Interpersonally attraction)이 중

요한 역할을 하며 재미있는 특성이 없는 사람(Those who lack of 

pleasing characteristics)은 무시되거나 거부된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Brown과 동료들(2005)는 ‚윤리적 리더는 다양한 기준

과 메시지가 혼재된 조직 환경에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윤리적 행위

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히 드러나도록 소통(explicitly communicate)

하고, 이에 따라 상벌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

므로 분명한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와 

더불어 ‚롤 모델은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매력적이어야 하며 신뢰

할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윤리적 리더가 그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구성원의 롤 모델이 되기에 용

이한 조건이 형성된다고 논증한다. 즉, ‚윤리적 리더는 규범적으로 

적합한 행위를 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따르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행

위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하며 자신이 말한 것

을 지키기 때문에 신뢰할만한 사람이며, 이타적이고, 구성원의 의견

에 열려있으며 구성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롤 모델이 되는 것‛이다(Brown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윤리적 리더가 스스로 롤 모델이 됨으로

써 구성원의 사회적 학습을 촉진하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고, 리더의 

윤리적 행위와, 그의 영향력 하에 있는 다른 ‘롤 모델’과의 상호

작용을 구성원이 인식할 때 발생하는 대리 학습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가 조절 변수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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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감소되거나 증가하는 조절 변인을 설명할 때 유용한 이론적 

설명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Bandura(1977)은 반드시 롤 모델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의 롤 모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서 다수의 동료들이 롤 모델의 후보가 될 수 

있는데, 리더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행동하는 데도 문제 

없이 회사 생활을 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상황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뒤의 가설 전개에서 구

체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2.4. 사회 교환 이론(Social Exchange Theory) 

사회교환 이론은 ‚사람은 자신에게 이로움을 제공한 대상에게 

보답하려고 한다‛(Adams, 1965; Blau, 1964)는 매우 간단하면서

도 강력한 논리를 담고 있는 이론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사회교

환 이론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호혜의 규범(Norm of 

reciprocity) ‛ 이다. 이러한 호혜의 규범에 따라 Bateman과 

Organ(1983)은 구성원의 만족이 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노력에서 

기인한 경우 그러한 노력이 자발적이고 뒤에 숨기고 있는 것이 없

다는 전제하에 되갚고자 하며, 대단한 성과나 창의적 문제 해결로 

이를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에 조직 시민행동과 같이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보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사회 교환 이론에서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 교

환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Foa와 Foa(1974)에 따르면 사랑, 지위, 

정보, 금전, 물품, 서비스의 6가지 교환 자원(Resources)들이 존재

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Economic) 자원과 사회정서적

(Socioemotional) 자원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프레임 워크에서 보

면, 윤리적 리더가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지

는 않는다 하더라도 구성원을 공정하게 대하고, 구성원과 열린 소통

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구성원으로 하여금 사회정서적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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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았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다.  

사회 교환 이론은 직무 환경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이해하는 데 

가장 영향력이 큰 이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Cropanzano & 

Mitchell, 2005) 특히 조직 공정성 연구와(Konovsky & Pugh, 

1994), 리더십 연구(Liden, Sparrowe, & Wayne, 1997)와 관련하

여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해온 점에 주목할만하다. Organ (1988)에 

따르면 구성원은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때문에 리더의 공

정한 대우는 구성원의 조직 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윤리

적 리더는 구성원을 공정하게 대할 것이고, 따라서 구성원은 윤리적 

리더와 사회적 교환관계를 발전시키게 되어 조직에 긍정적인 결과

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교환 이론을 뒷받침

하는 선행 연구들에서는,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직무 역할 행동

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예, Avey et al., 

2011; Piccolo et al., 2010).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교환이론의 이

론적 근거를 토대로 리더의 윤리적 행위가 구성원의 성과와 조직 

시민행동의 증가로 이어지는 기전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과연 리더가 보여주

는 윤리적 리더십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등등하게, 모든 상황에

서 동일하게 사회적 자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식할 것인가 하는 

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정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선호한다. 하지만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정의한 것을 다시 상기해보건대, 윤리적 리더십

이란 ‚개인적 행동, 대인적 관계를 통해 규범적으로 적절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구성원들과 상호 소통, 강화, 그리고 의사결정

을 통해 그러한 행위를 진작시키는 것‛이다(Brown et al., 2005; 

Brown et al., 2006). 이러한 정의에 입각해 볼때, 윤리적 리더가 

보여주는 규범적으로 적절한 행위가 ‘다소 맥락 의존적’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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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Brown et al., 

2005). 즉, 구성원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혹은 특정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규범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윤리적인 행위인가, 기업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답

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을 벗어난 이야기이므로 이곳에서 상세하

게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윤리적 리더십을 연구함에 있

어, 리더의 윤리적 행위가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조절 되는 이

유로 상황적 맥락과 구성원의 생각이 고려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현

상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윤리적 리더십 

연구가 구성원이 리더를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구성원 스스로

가 이로 인해 긍정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지만, 

구성원의 규범적 가치 기준에 따라, 그리고 구성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사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긍-부정적 판단이 변화됨으로써, 

애초에 예상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

해서는 뒤의 가설 전개 부분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2.5. 사회 정보 처리 이론(Social-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사회정보처리이론에 따르면 구성원들은 그들이 직무 환경에서 

직접 얻은 정보를 사용하여 사건을 해석하고, 적절한 태도를 형성하

고, 그들과 관련된 행위를 이해하고 결과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

(Salancik & Pfeffer, 1978). 여기에서 사회적 정보는 1) 과거 자

신의 행동, 그리고 2)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

보를 말한다.  

이는 욕구-만족(Need-satisfaction)이론에서 주지하듯 구성원

이 처음부터 개인적 특성에 맞는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그 욕구가 

충족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만족감과 태도, 새로운 기대가 형성된다

는 설명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구성원은 사회적 정보를 먼저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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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에 따라 자신의 욕구, 태도 및 행동을 이해하고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한 이론이다.  

Salancik & Pfeffer (1978)에 따르면 특히 구성원은 분명한

(Salient) 정보와 관련 있는(Relevant)정보에 의존하여 태도와 욕

구를 형성하는데, 분명한 정보란 개인이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관련 있는 정보란 특정한 태도와 정보가 대략적으로 

관련되어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런 분명하고 

관련 있는 사회적 정보를 얻는 곳은 사회적 맥락인데 동료와 직장 

상사가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은 1) 사회적으로 받아들

여질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의미

의 형성(Construction of meaning)을 제공하며, 2) 구성원이 특정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그 정보가 더욱 분명하고

(Salient), 개인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하며 그러한 행동

의 결과에 대한 논리적 결과를 제공한다. 구성원이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직

무는 복잡한 자극들로 구성되어있어 구성원들은 직무에 대해 어떻

게 반응해야 하는지 불확실하기에 사회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의존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히 잘 적응하기(fit in)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 태도나 욕구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Salancik & 

Pfeffer (1978)는 1) 직무나 과업 환경의 정서적 요소와 관련한 구

성원의 인식이나 판단, 2) 구성원이 특정 요소에 더욱 주의를 기울

이게 함으로써 특정 정보가 더욱 분명하게(Salient)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 3) 특정 정보를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고 정당화하느냐라는 

세 요소를 지적했다. 여기에서 정당화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수용할만한 정당화를 통해 그러한 행위에 의미를 부여

(making such behavior meaningful)하고 설명 가능하게 하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의 윤리적 행위가 구성원이 특정 요소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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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역할을 하며, 특정 정보를 해석하고 정당

화하도록 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정보 

처리 이론이 윤리적 리더십 연구에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구

성원의 동료 및 그를 둘러싼 조직 분위기가 리더의 윤리적 행위와 

함께 사회적 맥락으로 작용하며 리더의 윤리적 행위와 상호작용하

여 효과를 조절할 것으로 본다.  

윤리적 리더는 상사로서, 구성원에게 사회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윤리적 가치에 대해 구

성원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가치관이 드러나도록 분명히 언급하므로 

구성원이 윤리적 가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윤

리적 리더는 구성원에게 규범적 기준에 따랐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

벌을 제공하는 거래적 행위를 함으로써 구성원의 과거 행동을 ‚해

석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윤리적 리더가 구성원의 사회적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

는 구성원의 직무 관련 반응과 태도를 형성하여 구성원의 성과와 

조직 시민행동과 같은 역할 내, 외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뒤의 가설 전개 부분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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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설 전개 

 

3.1. 연구 모델  

 

본 연구의 모델은 다음의 표1., 표2.에 나타나있다. 먼저 표1에서

는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증

가시키는 조절변수(Enhancer) ’ 와 ‘ 감소시키는 조절 변수

(Neutralizer)’로 분류하여 이에 따라 각기 사회요인, 직무특성, 

개인 특성의 범주에 해당하는 조절 변수들을 나눈 것이다. 표1의 그

림은 전체 모델의 윤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으로, 가

설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표 2에는 사회요인, 직

무특성, 개인특성의 세 범주에 따라 효과를 각각 정적, 부적으로 조

절하는 변수들을 분류하여 가설1~7까지 함께 표시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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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리더십 효과를 증가시키는(Enhancer) 조절변수와 감소시키는(Neutralizer) 조절변수로의 분류에 따른 연구 모델 

 

 

 

 

 

 

 

 

 

 

 

 

 

 

 

 

리더의 
 윤리적 행위 

조직시민행동

(OCB) 

구성원의 동료와의 교환관계(CWX) 사회요인 

구성원의 직무 통제(JC) 직무특성 

구성원의 미래지향성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 

개인특성 

 

구성원의 조직 정치인식(POPS) 사회요인 

구성원의 직무 요구(JD) 직무특성 

구성원의 경쟁 성향
(Hypercompetitiveness) 

개인특성 

Enhancer 

Neutraliz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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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리더십 효과를 조절하는 사회요인, 개인특성, 직무특성의 세 차원의 분류에 따른 연구 모델 

 

리더의 

 윤리적 행위 

조직시민행동

(OCB) 

동료교환관계 

사회요인 

직무특성 

개인특성 

미래지향성 조직정치인식 경쟁성향 

직무통제 직무요구 

-.091 -.044 -.011 .097 

-.014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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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리더의 윤리적 행위와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 

Organ(1988)은 조직 시민행동을 ‚구성원의 재량에 따른 행동

으로, 공식적 보상 체계에서 직접적이거나 명확히 인정받지는 못하

지만, 그러한 행위가 모여 조직의 효과적 기능을 촉진시키는 것‛으

로 정의하였다. 그러한 행위는 도움,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 감수, 

충성심의 발휘, 조직 내부의 정보를 유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e.g., Organ, 1988; Philip M. Podsakoff, MacKenzie, Paine, & 

Bachrach, 2000). 

연구자들은 윤리적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도움 행동을 주는 등의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고, 공평하고 정당한 규범에 따라 행동함으로 

인해 구성원들은 리더와 사회적 교환관계에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보답하려 한다(Brown et al., 2006; Meyer et al., 2009)고 주지한 

바 있다. 이러한 다소 간명한 이론적 적용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의

문을 제기한다. 첫째는, 과연 저마다 ‘특질과 가치관이 다른 구성

원들이 모두 일률적으로’ 리더의 윤리적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사

회적 자원을 제공받았다고 인지하고, 그와 사회적 교환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고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둘째는, ‘조직의 

특성, 직무의 상황’에 따라 구성원들이 리더의 윤리적 행위의 진정

성이나 유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즉 [윤

리적인 리더의 행위= 사회적 교환관계 형성]으로 단순하게 제시된 

도식에 대해 더욱 면밀히 들여다보고, 과연 ‘어떤 인지적 작용을 

통해’ 구성원들이 리더의 윤리적 행위를 통해 호혜의 규범을 인지

하여 사회적 교환관계에 놓여있음을 인지하게 되는지 그 기전을 구

체적으로 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교환이론이 윤리적 리더십에 적용되는 바로 이 지점

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정보 처리 이론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사회 정보 처리 이론은, 구성원이 분명하고(Salient) 관련 있

는(Relavant) 메시지를 통해 수용할만한 정보의 정당화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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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일정한 태도를 형성하며, 이 과정에서 리더, 동료와 같은 사회적 

맥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이론이다. 특히 직무 환

경은 복잡한 메시지들이 혼재되어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구성원이 확신하기 어려울 때 사회적 

맥락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일정한 태도를 형성한다고 보는 이

론이다.  

일반적으로 직무 환경은 경쟁적이고, 구성원들에게 성과를 내도

록 요구한다. 이에 따라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느 정

도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인 지, 윤리적 기준을 사용

한다면 어떤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인지가 매우 불분명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윤리적 행위 자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구체적인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구성원마

다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가치관에 대해 논하는 것은 본 연구의 

관심을 벗어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상술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

지만 구성원이 리더의 윤리적 행위 자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

게 될 것인지를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윤리적 행위자체에 대해 

구성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스스로가 자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식해야만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들이 예측한 사회 교환 이론의 적

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성원이 상사의 윤리적 행위를 ‘불필요

한 것’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할 경우 윤리적 행

위 자체의 효과가 사라질 것이다.  

이에 따라 윤리적 리더십이 사회 정보 처리 이론에 따라 ‘어떤 

메커니즘으로’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윤리적 리더는 구성원에게 공정한 대우를 해

줌으로써 직접적으로 윤리적 행위가 바람직한 것이라는 정보를 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성원은 공정한 대우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리

더의 윤리적 행위를 통해 자신이 공정하게 처우 받았다고 인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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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윤리적 리

더는 구성원의 행동에 대해 윤리적 기준에 따라 보상과 처벌을 가

하는데, 여기에서 행동의 판단 기준이 ‘윤리적 기준’으로 설정됨

으로 인해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는 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정보를 얻게 되고 이에 따

라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행위 자체’에 대한 긍정적 태

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구성원들은 ‘윤리적 행위 자

체’가 정당한 것이며 바람직한 것이라는 정보를 자주 접하게 되고, 

이러한 바람직하고 좋은 것을 권장하고 몸소 모범을 보이는 윤리적 

리더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 정보 이

론은 윤리적 리더십이 사회 교환이론(Blau, 1964)을 통해 어떻게 

구성원에게 호혜적 규범에 따라 사회적 교환관계에 있음을 느끼게 

하는지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 설명을 제공한다.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 시민행동을 증가시키는 과정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사회 학습 이론을 통해 가능하다. 앞서 설명했

듯이 조직 환경은 수 많은 메시지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에 주목하고 학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알

기 어렵다. 앞서 Bandura(1977)의 사회 학습이론에 대해 설명하며, 

구성원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주목(attention)을 받

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상사는 위계 질서 상 위에 

있고, 목소리를 내기 더욱 용이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

원의 주목을 받기 용이하다. 또한 Brown과 동료들(2005)는 상사

가 매력적이고, 신뢰할만하며, 정당성을 가진다면 구성원의 롤 모델

이 되기에 더욱 적합성을 가질 것으로 보았는데, 윤리적 상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구성원을 보살펴주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올

바른 행위와 관련된 정보의 정당한 원천으로 간주됨으로써 모방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단순히 사적이고, 개인적으로 윤리적 행위

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윤리적 리더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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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소통하기 때문에 리더의 행위는 구

성원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 학습 이론에서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과 처벌이 구성원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을 촉진(facilitate)시키

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Bandura, 1977), 윤리적 리더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보상이나 처벌을 제공함으로써 이와 같은 학습을 촉진

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논리에 따라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

직 시민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리더의 윤리적 행

위를 통해 구성원과 직접적으로 교환관계에 놓인 것은 상사이지만, 

흔히 구성원에게 상사는 조직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구성원은 상사에게서 기인한 심리적 부채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조직 구성원이나, 조직 전체에 이로운 행동을 할 것이다. 즉,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사회 교환 관계 인식을 강화시킴으로써 조직 시

민행동을 하도록 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사회 학습 이론에 따라

서도 같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 리더가 윤리적 행위를 함으로

써 신뢰할 수 있고, 정당하며, 매력적이라고 인식한 구성원은 리더

의 행위를 모방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넘

어 조직 구성원 및 조직 전체에 도움이 되는 조직시민행동을 하도

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리더의 윤리적 행위는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즉, 리더의 윤리적 행위의 정

도가 높을수록 구성원의 조직 시민행동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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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리더십의 효과 조절 요인: 개인 특성, 사회 요인, 직무 특성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에게 미치는 효과로 인해 조직에 긍정

적인 영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이론적 설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현실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리더의 비 인격적 행동과 같은 정 반대 방향의 리더십(Abusive 

leadership)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

가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를 조절하는 구체적인 맥락들을 충분히 고

려하지 않음으로써 실무자들이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를 과소평가하

게 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조절변수들이 고려되지 못한 이

유는 왜인가? 그것은 윤리적 리더십이 실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보

다는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비교적 최근에 체계화된 개념이기 때문

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상황적 맥락에 따른 윤리적 리더

십의 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

해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는 더욱 베일에 가려지게 되어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어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윤리적 리더십 연구

는 사회적, 규범적인 필요성에 따라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 사실도 

한 측면으로서 작용한다고 본다. 즉, 귀납적인 과정에 따라 구성원

의 역할 내-외 성과를 증진시키는 리더의 행위를 추적하여 윤리적 

리더십의 실체를 연구하게 되었다기보다는, 규범적인 필요성에 따라 

윤리적 리더십 개념을 연역적으로 구축하고 연구가 시작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실제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직관적 확

신’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보다는 그 규범적 필요성에 공감하여 연

구에 착수함으로 인해 실제 효과를 증진시키고 감소시키는 구체적

인 맥락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게 된 측면이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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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윤리적 리더십 연구가 뒤집어 쓰게 된 ‘누명’을 벗어 던

지자는 것이다. 즉, 시대적 필요성이나 규범적 중요성에 의해서 윤

리적 리더십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심리적 부채의식이 동기가 되는 

연구가 아니라 실제 조직에서 상황적 맥락에 따라 그 효과가 조절

되지만 제대로 맥락을 고려하고 활용한다면 조직 구성원들에게 매

우 효과적인 리더의 행위 양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구성원을 둘러싼 

동료와 같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리고 구성원이 매일 접하는 직

무의 특성에 따라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더욱 증

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행 연구에서 포괄적으

로 다루지 않은 조절 변수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이들과 

관련된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3.3.1. 사회 요인: 구성원의 정치인식(Politics Perception)과 구성원

과 동료와의 교환관계(Coworker Exchange) 

 

앞서 사회 교환 이론 및 사회 정보 처리 이론과 관련하여, 구성

원은 윤리적 리더가 주는 정보(소통, 상벌 등)를 통해 윤리적 규칙

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리

더의 윤리적 행위를 경험하면서 리더와 사회적 교환관계를 형성하

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는 리더뿐 아니라 다른 조직 

구성원들도 리더와 같이 중요한 사회적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Salancik & Pfeffer 

(1978)는 구성원이 사회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사회적 맥락에 리

더뿐 아니라 동료도 포함된다고 주지한 바 있다. 구성원은 윤리적 

행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 리더를 사회적 정보 획득의 원

천으로 여길 수 있지만 ‘유일한’ 정보의 원천으로 삼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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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따라서 구성원이 리더의 윤리적 행위 자체가 조직 맥락에서 

적합한 것인지 부적합한 것인지, 혹은 윤리적 행위를 긍정적으로 바

라볼 것인지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보를 획득함

에 있어 동료를 포함한 조직 내의 다른 사람을 통해 최종적인 태도

를 결정할 수 있다. 

먼저 동료나 동료를 포함한 조직 내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 맥

락으로 작용하여 이들을 통해서도 사회적 정보를 얻는다고 할 때, 

윤리적 리더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다

음과 같다. 리더는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구성원들에게 윤리적 행위

를 할 것을 강조하지만 조직에서 리더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매

우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등의 조

직 정치가 난무하는 경우이다. 선행연구에서 조직정치는 다양하게 

정의되었지만(Drory & Romm,1990; Randall, Cropanzano, 

Bormann, & Birjulin, 1999),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정치 인식과 

가장 유사한 정의는 ‚조직의 목표를 희생해서라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촉진하는 제한 없는 영향력 행사의 시도‛(Drory & 

Romm, 1990; Ferris, Frink, Beehr, & Gilmore, 1995)이다. 즉, 구

성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갖은 권모술수를 부리고, 이로 인

해 조직 전체의 분위기가 윤리와는 거리가 먼 상황을 의미한다.  

리더가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더라도 다른 구성원들이 이에 따

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규범을 무시한다면, 구성원은 

사회적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 리더의 윤리적 행동 자체가 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아무리 리더 스스로가 

윤리적 행위를 하고, 구성원들에게 윤리적 기준에 따라 행동할 것을 

소통하며 이에 따라 보상과 처벌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구성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그 지점에서 리더의 

윤리적 행위가 ‚무효한 것‛이라는 정보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윤리적 행위가 좋다는 인식이 있고, 자꾸 상사가 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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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지만 구성원이 속한 조직에서 윤리란 그저 거추장스러운 것 

정도로 치부된다면, 구성원은 리더에 윤리적 행위에 대해 긍정적으

로 평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즉, 구성원은 리더가 윤리적 행위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의미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

을 것이고 사회적 교환 관계에 놓여있다고 인지하지 않게 될 것이

다. 이것은 사회 정보 처리이론과 사회 교환 이론을 적용한 설명이

고, 사회 학습 이론에 따라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사회 학습 이론에 따라 볼 때, 앞선 논의에서 ‚리더의 행위가 

정당하고, 매력적이며, 신뢰할만할 때‛ 구성원이 리더를 롤 모델로 

삼아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리더가 윤리적으로 행동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전반에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정치적인 사

람들이 난무하는 경우, 리더의 윤리적 행동을 본받는 것이 그다지 

매력적이거나 신뢰할만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가령 성공한 

프로젝트를 가로챈 사람이 승승장구하거나, 윗사람에게 아첨을 잘해

서 능력보다 더욱 높은 위치에 간 사람이 만연하고 그런 것이 당연

히 여겨지는 조직에서는 나의 상사가 윤리적 행위를 강조하더라도 

조직에서 그러한 행동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며, 상사가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어 상사를 매

력적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윤리적인 상사의 

행위를 본받지 않게 될 것이며, 자신의 입신 양명과 관계가 없는 역

할 외 행동이자 조직의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조직 시민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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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구성원이 파악한 조직의 정치인식은 리더의 윤리

적 행위가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할 것이다. 즉 구성원이 인식한 조직 정치인식이 높으면, 

리더의 윤리적 행위가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킬 것이다. 

 

앞에서 논한 경우와는 반대로, 사회적 맥락이 리더의 윤리적 행

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상황을 우리는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동료와의 교환 관계는 ‚동일한 상사를 둔 구성원들 

간의 교환 관계‛를 의미하며, 리더십과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이 많

이 되었지만 실증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Sherony and 

Green, 2002) 선행연구에서 동료와의 교환관계는 구성원의 직장에

서의 태도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논해진 

바 있는데(Seers, 1989) 같은 맥락에서 사회 정보 이론에 따라, 구

성원의 교환 관계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가 조절되는 과정에 대해 적절한 설명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본다.  

Sherony and Green(2002)에 따르면, 동료들과 교환 관계가 

좋다는 것은 직장 동료들과 효율적 업무 관계를 가지며,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스스로 희생을 해서라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 한 구성원이 자신의 상사가 윤리적 리더십을 보임

과 동시에 동료들도 이타적으로 행동하며 나를 위해주는 것을 경험

한다면, 상사가 구성원들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소통하고, 이

에 따라 보상과 처벌을 제공하는 윤리적 리더십이 자신이 속한 조

직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즉, 윤리

적 리더십과 함께 사회적 맥락인 동료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정보

의 원천이 되면서, 따라서 구성원은 리더의 윤리적 행위에 대해 긍

정적으로 태도를 가지게 되며 자신을 공정하게 대해주고 윤리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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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강조하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리더에게 호혜의 원칙에 따

라 긍정적인 행위로 보답하려 할 것이다.  

사회 학습 이론에 따라 생각해보건대, 리더가 윤리적 행동을 강

조하고 구성원의 동료들은 이타적으로 행동하며 자신과 효율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사회적 맥락에서 유추할 수 있게 되고, 리더의 행동을 더욱 신뢰하

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구성

원은 윤리적 리더를 롤 모델로 삼아 조직에 도움이 되는 역할 외 

행동인 조직 시민행동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3. 구성원과 동료와의 교환관계(CWX)는 리더의 윤

리적 행위가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

절할 것이다. 즉 구성원과 동료의 교환관계의 정도가 높

을 수록, 리더의 윤리적 행위와 구성원의 조직 시민행동

간의 관계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34 

3.3.2. 개인 특성 

- 구성원의 경쟁성향(Hypercompetitiveness)과 미래지향성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 

   

선행 연구들은 주로 리더의 어떤 개인적 특성이 윤리적 리더십

의 선행 요인이 되는지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으나 구성원의 특성

에 따른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 효과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가 아닌 윤리적 리더십의 수용자가 되는 구성원의 

개인 특성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구성원의 개인 특성에 

따라 ‘사회적 정보’인 리더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원이 ‘백지 상태’라면 상사의 윤리적 행위

를 해석함에 있어 상사에게서 주어지는 정보만을 수동적으로 받아

들이고 선입견 없이 해석하여 태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

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구성원이 ‘백지상태’일 것이라고 가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구성원 개인마다 특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에 따라 사회적 정보인 윤리적 리더의 행위

가 어떻게 해석 될 수 있는지를 논하는 것이 보다 현실을 잘 반영

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 정보 처리이론은 사람의 인지와 태도는 

사회적 맥락을 떠나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분명하고(Salient), 관

련 있고(Relevant), 믿을만한(Credible) 사회적 정보에 따라 형성

됨을 강조한 이론이다(Salancik & Pfeffer, 1978). 그런데 Zalesny 

과 Ford(1990)는 이러한 사회적 정보의 사용이 개인적 차이

(Individual Differences)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람의 특성이 다르

면 사회적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지한 바 있다. 이들은 13개의 선행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그 

예 중 하나로 업무에 대한 경험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 신호(Cue)에 

따른 경험된 대상에 대한 만족과 동기부여가 달라졌다는 연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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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으며, 또한 개인이 통제의 위치를 내부 혹은 외부로 인식하느

냐의 차이, 필드와 독립되어있는지(Field-dependence) 등의 여부

에 따라 사회적 정보를 가기 달리 처리하게 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와 주장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특

성에 따라 사회적 정보 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리더의 윤리적인 

행위를 해석하고 태도를 형성하는 양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이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원이 경쟁성향이 있는 경우에 윤리적 리

더십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갖게 됨으로써 리더십의 효과가 감소하

고, 구성원이 장기적인 미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성향이 있다면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됨으로써 리더십의 효과

가 증가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에 앞서 왜 구성원의 경쟁성향과 미래 지향 성향이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를 조절하는 변수로 고려할만한지를 논할 필

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직들은 경쟁적인 상황에 놓여있

으며, 생존과 시장에서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경쟁상대와 겨뤄야 

한다. 이는 단순히 거시적 차원에서의 기업 경쟁이 치열한 것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도 경쟁이 장려되고, 규범적으로 옳

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Mudrack, et al., 2012). 하

지만 이러한 경쟁이 지나치게 되면 갈등, 인간 관계의 문제, 정신 

건강의 악화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Glaman et al., 2002; Likert, 

1967; Tjosvold et al., 2006; Mudrack et al., 2012) 

물론 일단 정상적인 범주의 경쟁성향 자체는 윤리와 큰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일정 정도의 경쟁심을 갖고 있으며, 

경쟁 상황이라고 해서 누구나가 다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할 경우,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게 되기 때문에 윤리

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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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매우 경쟁적인 사람은 타인의 행복이나 허락에는 관심이 없고

(Ryckman et al., 1992) 돈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며

(Furnham et al., 1994),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다

치게도 한다(Ryckman, 2002) 

이러한 맥락에서, Mudrack과 동료들(2012)은 극심한 경쟁 성

향을 보이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구성원의 경

쟁 성향을 단순한 경쟁 성향인 ‘ 경쟁 성향

(Hypercompetitiveness)’과 개인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성장 

지향적 경쟁 성향(Personal Development Competitivenss)’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윤리적 판단(Ethical 

Judgement),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anism), 윤리적 이상주의

(Ethical Idealism)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

구에서는 발전 지향적이지 않은 단순 경쟁 성향을 가진 개인의 경

우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으며, 마키아벨

리즘과도 관계가 높았고, 윤리적으로 이상적인 원칙들에 대해 동의

하는 정도도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경쟁 성향이 강한 구성원이 리더의 윤리적 행위

라는 사회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하면 다음과 같다. 

Mudrack과 동료들(2012)의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쟁 

성향이 극심한 구성원은 윤리적인 원칙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낮

다. 이들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소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용인할 것이다. 하지만 윤리를 강조하는 리더는 경쟁에서 이기

기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에게 보상이 아닌 

처벌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리더의 행위는 경쟁의 결

과보다는 과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의 승리를 최 우선

으로 여기는 구성원에게 ‘승리를 위한 장애물’로 인식될 가능성

이 높다. 즉, 구성원은 리더의 윤리적 보상과 처벌을 경쟁에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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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며 윤리적 행

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구성원은 윤리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리더와 자신이 사회적 교환관

계에 놓여있다고 인식하지 못할 것이며, 이에 따라 윤리적 리더의 

행위는 구성원의 조직 시민 행동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학습이론에 따라 볼 때도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경쟁성향이 강한 구성원은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리더의 윤리적 요구 사항들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길 것이므로 윤리

적 리더를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이며, 리더가 요구하는 윤리

적 행위 기준을 모두 따라가다가는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리더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리적 

리더는 적절한 롤 모델이라고 판단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러한 구

성원은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이타적 행위인 조직 시민행동을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4. 구성원의 경쟁성향(Hypercompetitiveness)은 리

더의 윤리적 행위가 구성원의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즉 구성원의 경쟁 성향이 

높으면, 리더의 윤리적 행위가 구성원의 조직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결과를 고려하는 구성원의 

성향이 리더의 윤리적 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정보를 긍정적으로 해

석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본다. 

Barnes와 동료들(2002)에 따르면, 기업에서 윤리적인 실패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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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큰 원인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판단에서 기인한다. 기

업들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희생하면서도 단기적 이익을 내는 

데 치중하는데 이와 같은 결정은 궁극적으로 주주들과 사회에 해악

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Googins, 2002). 또한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계 

부정을 저지르거나 환경 오염을 저지르기도 한다(Nevins et al., 

2007).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근시안적인 관점의 의사결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에서 기업의 의사결정뿐 아니라 개인의 관

점에서도 장기적인 관점과 윤리적 행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존재한다. 먼저 선행 연구들에서는 구성원이 리더를 윤리적 리더라

고 인정하는 데 있어 리더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의사결정

을 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을 보인 바 있다(Trevino 

et al., 2003; Frisch & Huppenbauer, 2012) 이 유사하게, Nevins

와 동료들(2007)은 장기지향성이라는 속성이 개인의 윤리적 가치

관의 선행변수가 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는데, 결국 이들

의 연구는 모두 조직의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

라 장기적 안목을 토대로 미래 지향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윤

리적 결정과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는 미래를 고려

하는 구성원의 성향이 리더의 윤리적 행위에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

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먼저 사회 정보 처리이론과 사

회 교환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논리는 다음과 같다. 윤리적 리

더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윤리적 의사결정을 

장려할 것이다. 단기적인 성과를 중요시 하는 의사 결정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염두에 둔 결정을 내리도록 

장려할 것이다. 이렇게 제공된 사회적 정보는 미래 결과를 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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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강한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정당화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흡수될 것이며 구성원은 리더의 의견을 지지하고, 그러

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모범을 보이는 윤리적 리더에게 호

의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결과를 고려하는 성

향이 강한 구성원은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와 교환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게 되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

고자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 학습 이론에 근거해 볼 때에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리더가 구성원이 이미 옳다고 믿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의 윤리적 의사 결정을 제공하면, 구성원은 그의 의견의 정

당성을 쉽게 인정할 것이고, 그러한 의견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일상

의 행동을 통해 모범을 보이고 구성원들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소통

하는 모습에서 매력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은 윤리적 리더십

을 발휘하는 상사를 롤 모델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강화될 것

이므로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이타적 행동인 조직 시민행동을 더욱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미래지향성

과 윤리적 리더십, 그리고 조직 시민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5. 구성원의 미래지향성(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은 리더의 윤리적 행위가 구성원의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즉 

구성원의 미래지향성이 강하면, 리더의 윤리적 행위

가 증가할수록 구성원의 조직 시민행동은 더욱 증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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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직무 특성 

- 직무 요구(Job Demand)와 직무 통제(Job Control) 

 

우선 직무 요구(Job demands)란 힘든 과업 요구나 업무 관련 

요청, 그리고 업무 관련 시간 압박 등을 포함하는 업무 환경의 특징

으로 정의된다(Karasek & Theorell, 1990). 이러한 직무 요구는 

성공적으로 직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정신적, 정서

적 자원의 잠재적 고갈을 의미하며 주로 정신적, 신체적 긴장과 연

결되어 조직 행동 분야에서 연구되어왔다(Luchman & Gonzalez-

Morales, 2013). 그리고 직무 통제(Job control)란 근무 시간 동안

의 과업 및 행위에 대한 잠재적인 통제를 의미한다(Karasek, 

1979). 또한 직무통제는 주로 의사 결정 권한 및 업무 자유도로 표

현되며 이들은 과업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Luchman & 

Gonzalez-Morales, 2013)  

이러한 직무 요구와 직무 통제는 과업 환경의 중요한 두 영역으

로, 직무요구-통제 모델(JDC Model)이라 불리며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Van der Doef & Maes, 2010). 선

행 연구들은 주로 이들 두 변수를 함께 사용하여 스트레스, 직무만

족, 직무 몰입 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높은 통제와 낮은 직무 

요구가 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만족, 직무 몰입과 관련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였다(Taris & Kompier,2005).  

하지만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조직 시민행동과 직무특성

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는 현재까지 많지 않다(예, Bell & 

Menguc, 2002; Noblet et al., 2006). Bell과 Menguc(2002)의 연

구에서는 직무 수행의 자율성 정도를 나타내는 직무 자율성이 조직 

지원 인식과 조직 시민행동의 정적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준다는 점

을 확인했다. 이들의 논리 중 참고할만한 것은 조직 시민행동이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의 정도를 넘어선 역할 외 행동(extra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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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재량에 따른(discretionary)행동이라는 점에서 구성원이 그러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조직 시민행동이 

촉진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 구성원이 조직 시민행동을 

하고 싶어도 할 여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단순하지

만 강력한 논거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적용해볼 수 

있다. 

앞에서 개인 특성과 사회 요인이 맥락으로 작용하여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촉진하거나 저해한다는 가설의 논리는 모두 구성원

이 조직 시민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행위로 이어질 것이라

는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실제 행위가 발생하기 위해

서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개인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간이나 자신의 행위 통제 권한이 있

어야 한다. 직무 통제가 높다는 것은 조직에서 그만큼 자기 스스로 

업무의 처리 행위 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자신

이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업무 수

행 순서를 조절하거나 시간을 안배하며 의도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 구성원이 윤리적 리더와 교환관

계를 인식하거나, 윤리적 리더의 행위를 따르고자 하는 의도로 조직 

시민행동을 하고자 할 때, 직무 통제가 높은 구성원은 직무 통제가 

낮은 구성원에 비해 조직 시민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성원이 조직 시민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도, 

업무 관련 요청이 많아 이에서 기인하는 압박이 심한 경우 재량을 

발휘하여 조직 시민행동을 할 수 있는 현실적 제약이 발생할 것이

다.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지만 내 코가 석자라 너무 바

빠서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구성원이 역할 외 행동을 하고

자 하는 의도는 직무 요구의 정도에 따라 현실적 행동으로 연결되

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직무 요구와 직무 통제의 윤리적 리더십 조절 효과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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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처리이론을 적용하면 이와는 다른 대안적 설명도 가능하

다. 하지만 그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 직무 요구와 통제라는 직무의 특성과 윤리적 리더십, 조직시민행

동의 관계에 있어 사회 정보 처리 이론을 어떤 부분에 적용하는지

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Salancik & Pfeffer (1978)는 구성원이 직무의 특성에 대한 인

식이 분명하지 않을(ambiguous) 때 사회적 맥락을 통해 정보를 획

득하고 직무의 특정 부분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직무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지한 바 있다. 이들이 처음 이러한 이론

을 제시할 때 사회 정보의 영향을 받아 태도가 결정되는 것은 ‘직

무 특성’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무 특성에 대

한 구성원의 태도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특성 관련 변수들이 리더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구성원의 태도 

형성’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 정

보 처리 이론을 적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 특성에 관해 

구성원이 명확한 인식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로 인해 윤리적 

리더의 행위를 통해 전달되는 사회적 정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

는지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우선 직무 요구와 관련해 윤리적 리더십이라는 사회 정보를 

구성원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구성원이 인식한 

직무 요구가 높을수록 구성원은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구성원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리더가 ‘윤리적 기준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부담을 구성원에게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 윤리적 리더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평판을 중시하기 때문에 무조건 빠른 해결책을 따르지 

않는다(Brown, Trevino, & Hartman, 2003). 이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며, 구성원들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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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도록 상벌을 통해 유도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단기적 관점에서‘정의롭지 못하지만 손쉬운 방법’을 

통해 업무 처리를 가볍게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은 

리더가 구성원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하게 되어 리더의 윤리적 강조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윤리적 

리더십의 정도가 높더라도 구성원은 호혜적 관계에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약해질 것이다.  

반대로 직무 요구가 낮은 경우에는 윤리적 리더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여 윤리적 리더에 대한 긍정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리더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 

인정을 통한 사회학습을 발생시키며 조직시민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6. 구성원이 인식한 직무 요구는 리더의 윤리적 행위

가 구성원의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즉 구성원의 직무 요구 인식이 높으면, 리더

의 윤리적 행위가 구성원의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킬 것이다.  

 

 

직무 통제가 리더의 윤리적 행위라는 사회적 정보를 판단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직무 통제가 높다는 것은 자신

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는데, 이러한 선택 가능한 업무 처리 방식의 범주에는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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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도 포함된다. 물론 직무 통제가 높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업무 처리를 윤리적 기준에 맞게 할 지 여부가 결정되

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성원은 리더가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독

려하고 구성원의 행위에 대해 윤리적 기준에 따라 보상과 처벌을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행위를 장려한다’

고 믿게 될 것이다. 이는 리더가 하는 말과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

고, 신뢰성을 높이는 작용을 하여, 구성원이 리더와 사회적 교환관

계에 있다고 믿는 정도를 강화시킬 것이다. 또한 리더가 현실을 충

분히 고려하면서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리더로부터 매력을 더욱 느낄 것이고, 리더를 신뢰하게 되어 그를 

롤 모델로 삼으려 하는 사회학습의 과정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직무 통제가 낮은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방

식에서 구성원의 재량적 선택의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구성원이 

윤리적 고려를 반영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다시 말해 정해진 대로, 분부가 내려진 대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나름대로의 도덕적 판단을 내리더라

도 현실에 이를 반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은 리더

가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소통하고, 구성원들에게 장려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리더가 자신

이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한다고 판단하여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부

정적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구성

원은 리더로부터 얻은 사회 정서적 자원에 대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호혜적 관계에 대한 믿음이 약화될 것이다. 또한 리더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윤리적 행위를 요구한다고 여기게 되어, 윤

리적 리더가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는 믿을만하지만 ‘구성원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로서는 구성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는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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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7. 구성원이 인식한 직무 통제는 리더의 윤리적 행위

가 구성원의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즉 구성원의 직무 통제 인식이 높으면, 리더

의 윤리적 행위가 증가할수록 구성원의 조직 시민행

동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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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방법 

 

4.1. 설문 절차 및 대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위치한 31개의 서로 다른 국

내 조직에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조직 구성원과, 상사에게 

각각 다른 설문지를 배포하여 제공하였다. P. M. Podsakoff, 

MacKenzie, Lee와 Podsakoff(2003)에 따르면 서로 다른 정보원

으로부터 수합된 설문은 예측변수와 결과변수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고 동일반복 편의를 최소화 해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

사가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평가하고, 구성원은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 자신의 경쟁성향, 미래 지향성, 조직 정치 인식, 동료와의 

교환관계, 직무 통제, 직무 요구와 관련된 설문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을 위해 연구자는 각 회사에서 근무하는 서로 다

른 직급의 상사, 혹은 구성원에게 직접, 간접적인 방법으로 설문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다. 220 쌍의 설문을 상사와 구성원에게 각각 

배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쌍이 수거되었으며, 91.8%의 응답률

을 보였다. 이들 중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나 완성되지 않은 설문들

을 제외하여 최종 191쌍의 데이터가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상사 191명 중 남성은 153명(80.1%) 여성은 38명(19.9%), 

구성원 191명 중 남성은 124명(64.9%) 여성은 67명(35.1%)으로 

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구성원의 평균 

연령은 약 31세이고 표준편차는 6.5로 나타났으며, 상사의 평균 연

령은 약 39세이며 표준편차는 9.4로 나타났다. 이들의 최종 학력의 

경우 구성원 중 고등학교 졸업이 10명으로, 5.2%, 전문대 졸업은 

12명으로 6.3%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 졸업이 148명으로 77.5%

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대학원 졸업은 21명으로 11%였다. 상사

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4명으로, 2.1%, 전문대 졸업은 9명으로 

4.7%,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 졸업이 129명으로 67.5%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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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대학원 졸업은 45명으로 23.6%였고 기타 

응답자는 4명이었다.  

 

4.2. 측정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Brislin (1980)의 추천 방법에 

의해 영어로 된 문장을 한글로 번역하였다. 독립변수인 리더의 윤리

적 행위를 포함하여 조절 변수인 경쟁성향, 미래 지향성, 조직 정치 

인식, 동료와의 교환관계, 직무 통제, 직무 요구는 구성원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성원이 응답하였고, 종속변수인 구성원의 

조직 시민행동은 상사가 응답하였다. 모든 항목들은 7점의 리커트 

스케일로 측정하였다(예,‚ 1 =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7= 

매우 그렇다). 단, Woods(2006)에 따르면, 역워딩 된 항목

(reverse-worded items)들은 부주의한 응답자에 의해 요인 분석

에서 새로운 요인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해 

Barnette(2000) 등에 따르면 역으로 표현된 항목들은 모두 버리는 

것이 추천된다고 주지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설문 문항들을 요인

분석 한 결과, 역워딩 된 항목들이 요인을 불분명하게 흐리는 경향

이 있었기에 선행 연구의 추천에 따라 역워딩 된 항목들은 모두 제

외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에 최종 분석에서 평균하여 변수화하

였다. 따라서 미래 지향성은 10개의 항목 중 역워딩 된 항목을 제

외한 1에서 5까지의 항목을 최종 변수에 포함하여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고, 경쟁성향도 역워딩 된 항목을 제외하고 요인 분석을 실시하

여 적재량이 .32 미만인 항목을 제외하여 최종 14개의 문항을 경쟁

성향으로 변수화하였다(요인 적재량과 관련해서는 Tabachnick and 

Fidell, 2001의 제안을 반영). 마찬가지로 직무 요구의 경우도 역워

딩 된 항목 2개를 제외한 9개의 항목을 요인 분석하여 이들을 최종

적으로 변수화하여 결과 분석에 반영하였고 조직 시민행동도 역워

딩 된 3개의 항목을 제외한 11개의 항목을 변수화하여 분석 결과에 



 

48 

최종 반영하였다. 이들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표

3부터 표11까지의 결과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더의 윤리적 행위. 리더의 윤리적 행위는 Michael E Brown et 

al. (2005)가 개발한 10개 항목의 윤리적 리더십 측정 방법을 사용

하였다. 예시 항목은 ‚나의 상사는 윤리적 기준을 어긴 구성원들을 

규율 한다.‛, ‚나의 상사는 기업 윤리 또는 가치에 대해 구성원들

과 의논한다‛ 등이 있다.  

 

조직 시민 행동. 조직 시민행동은 (Williams and Anderson 

(1991))이제시한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측정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구성원은 조직에 소속된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함으로

써 조직에 도움을 주는 대인 중심 조직 시민행동(OCBI)을 하거나, 

결근을 적게 하는 등 일반적으로 조직에 도움이 되는 조직 중심 조

직 시민행동(OCBO)을 함으로써 이로움을 제공한다. 하지만 

LePine, Erez, 그리고 Johnson(2002)의 메타 분석과 리뷰에 따르

면 조직시민행동의 하위 범주들은 직무 만족, 조직 몰입, 공정성, 상

사의 지원 등 다양한 예측변수들과 동일한 관계를 가지며 사실상 

하나의 범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으며, Hoffman, Blair, Meriac, 

그리고 Woehr(2007)도 같은 맥락에서 조직시민행동은 두 요인으

로 나뉘어지지 않으며 사실상 한 요인으로 보고 연구하는 것이 적

절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Bommer과 

Dierdorff(2007)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Williams와 

Anderson(1991)의 OCBI와 OCBO를 하나의 범주로 평균

(average)내어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조직 시민행동은 사실상 구분되지 않은 같은 범주로 보고, 특히 역

워딩(reverse-worded items)된 항목들은 제외하여 총 11개의 항

목을 최종 항목으로 선정하여 이를 분석 결과에 반영하였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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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은 OCBI(‚부하직원은 동료의 문제나 걱정을 들어주는데 시간

을 할애한다‛), OCBO(‚부하직원은 회사의 소유물을 잘 지키고 

보호한다.)등이 있다. 

 

  경쟁 성향. 구성원이 얼마나 경쟁성향이 높은지를 파악하는 측정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Ryckman, Hammer, Kaczor 과

Gold(1990)이 제시한 26개의 측정 항목을 활용하되, 역 워딩된 항

목은 제외하였고, 요인 분석결과 적재량이 .32 이하인 항목을 제외

하여 최종적으로 15개의 항목을 결과에 반영하였다. 예시 항목은 

‚세상은 치열한 곳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다른 사

람이 나를 이길 것이다‛, ‚나는 논쟁에서 결코 지고 싶지 않다‛ 

등이 있다. 

 

미래 지향성. 구성원이 얼마나 미래 결과를 고려하는 안목을 지니

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 방법으로 Strathman, Gleicher, 

Boninger와 Edwards(1994)가 제시한 12개 측정 항목을 활용하였

다. 마찬가지로 역워딩 된 항목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개의 항목

을 결과에 반영하였다. 예시 항목은 ‚나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과 안녕을 희생할 수 있다‛ 등이 있다. 

 

조직 정치 조직의 정치적 분위기는 Hochwarter, Kacmar, 

Perrewe, & Johnson (2003)가 제시한 정치 인식(Politics 

perceptions)의 6개 항목을 모두 활용하였다. 예시 항목은‚이 조

직에선 자기 잇속만 차리는 행동이 빈번히 일어난다.‛,‚사람들은 

조직에게 좋은 일 보다는,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한다.‛등이 있다.  

 

동료와의 교환관계. 동료와 얼마나 효율적이고 만족할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동료와의 교환관계는 Sherony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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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2002)에서 제시한 6개의 항목을 모두 활용하였다. 예시 

항목으로는 ‚내가 업무 수행 도중 문제가 생기면 나의 동료들은 

개인적으로 그들이 가진 권한을 활용하여 나를 도와준다‛, ‚업무

에 있어서 나의 동료들은 매우 효율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등이 

있다.   

 

직무 요구 및 직무 통제. Yperen & Hagedoorn,(2003)에서는 직

무요구 11개 항목, 직무 통제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총 22개의 측

정 항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연구에 기반해 직무 

요구와 직무 통제를 측정하였다. 단, 직무 요구의 경우 역 워딩된 

항목 2개를 제외하여 9개의 문항을 최종 결과에 반영하였으며, 예

시 항목은 ‚나는 주어진 일을 빨리 해야만 한다.‛,‚나에게 주어

진 일이 너무 많다.‛등이 있다. 직무 통제는 11개 항목을 모두 결

과에 반영하였으며, 예시항목으로는 ‚나는 업무 처리 순서를 내가 

정할 수 있다.‛, ‚나는 업무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등이 있다.  

 

통제 변수. 본 연구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변수인 구성원과 상사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학력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연령은 나이를 

숫자로 표기하여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고, 성별의 경우 남성은 ①, 

여성은 ②의 코드를 부여 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 

결과에 이를 반영할 때는 연령은 연속 변수로 보고 그대로 활용하

였고, 남성을 0, 여성을 1로 변환하여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다. 또

한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①, 전문대 졸업자는 ②, 

대학 졸업자는 ③,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④의 코드를 부여하였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의 경우 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

과에 반영할 때에는 이들을 연속 변수로 보고 학력이 낮은 순서부

터 높은 순서까지 1~4까지 숫자를 부여하였으며, ‘기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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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최종학력이 초졸, 중졸, 혹은 고등학교 자퇴인 경우는 

①부터 ④까지 항목에 응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 해당될 것

으로 보고 0으로 처리하여 가장 낮은 학력으로 결과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임의적 코딩은 전체 인원 중 4명으로 1%에 해당하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

았으며, 실제 분석 결과 이들에게 1에서 5까지 어떤 숫자를 부여하

여도 본 연구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4.3.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종속변수는 조직시민행동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1

단계에서는 통제 변수로 구성원과 상사가 각각 기록한 연령, 성별, 

학력을 입력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 변수로 윤리적 리더십 측정 

항목을 입력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조절 변수로 설정한 6개의 항목

들을 6차례에 나누어 하나씩 입력하고 분석하였다(경쟁성향, 미래지

향성, 조직 정치 인식, 동료와의 교환관계, 직무 통제, 직무 요구).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각각의 조절변수와 독립변수의 상호작용 

변수를 입력하였다. 또한 조절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다중 공선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Aiken & West(1991)가 제시한 평균 중심화 

방법을 사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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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윤리적 리더십 요인분석 

Items 

Factor 

loading α 

1 

내 상사는..   

1. 개인적 삶에서 도덕적 행동을 실천한다 0.90 

.95 

2. 성공을 결과로 평가하지 않고 과정으로 평가한다.  0.87 

3. 구성원들이 해야 하는 말을 들어준다. 0.85 

4. 윤리적 기준을 어긴 구성원들을 규율 한다. 0.76 

5.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린다. 0.63 

6. 신뢰할 수 있다. 0.84 

7. 기업 윤리 또는 가치에 대해 구성원들과 의논한다 0.89 

8. 윤리와 관련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 0.84 

9. 구성원들을 최대한으로 이롭게 해주기 위한 생각을 한다. 0.81 

10.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옳은 방법인가‛를 묻는다. 0.86 

Eigen Value 6.85  

Pct of VAR (%) 68.5  

Cum of VAR (%) 68.5  

N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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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미래지향성 요인분석 

Items 

Factor 

loading α 

1 

1. 나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일상생활을 한다 0.81 

.83 

2. 나는 가까운 미래에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이라도 성취하기 위한 행동들을 한다. 0.81 

3. 나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과 안녕을 희생할 수 있다. 0.77 

4. 가까운 미래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0.79 

5. 어떤 행동을 할 때 덜 중요하지만 즉각적인 결과보다는 나중에 나타나지만 중요한 

결과를 더 고려해야 한다. 

0.69 

Eigen Value 3.00  

Pct of VAR (%) 59.96  

Cum of VAR (%) 59.96  

N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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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경쟁성향 요인분석 

Items 

Factor 

loading α 

1 

1.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내게 큰 힘을 준다. .38 

.87 

2. 나는 경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경쟁을 하려고 한다 .75 

3. 다른 사람들은 나와 경쟁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들과 경쟁한다 .79 

4. 내 경쟁자들이 그들의 성취에 대해 보답 받을 때 나는 질투를 느낀다 .63 

5. 나는 사교를 위한 게임이나 활동을 진지한 시합이나 갈등으로 만들기도 한다 .64 

6. 세상은 치열한 곳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길 

것이다 
.61 

7. 나는 내가 했어도 잘 했을 일을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61 

8.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방해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70 

9. 나는 운동 경기에서 졌을 때 정말로 기분이 좋지 않다 .57 

10. 나는 이미 다른 사람과 친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38 

11. 나는 논쟁에서 결코 지고 싶지 않다. .54  

12. 경쟁에서 지거나 실패하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낀다 .59  

13. 경쟁하는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다 .46  

14. 경쟁은 나를 더욱 향상시킨다 .44  

15. 경쟁에서 내 성과에 완전히 만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16  

Eigen Value 4.92  

Pct of VAR (%) 32.79  

Cum of VAR (%) 32.79  

N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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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경쟁성향 요인분석(최종) 

Items 

Factor 

loading α 

1 

1.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내게 큰 힘을 준다. .38 

.88 

2. 나는 경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경쟁을 하려고 한다 .75 

3. 다른 사람들은 나와 경쟁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들과 경쟁한다 .79 

4. 내 경쟁자들이 그들의 성취에 대해 보답 받을 때 나는 질투를 느낀다 .64 

5. 나는 사교를 위한 게임이나 활동을 진지한 시합이나 갈등으로 만들기도 한다 .64 

6. 세상은 치열한 곳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길 

것이다 
.61 

7. 나는 내가 했어도 잘 했을 일을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61 

8.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방해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70 

9. 나는 운동 경기에서 졌을 때 정말로 기분이 좋지 않다 .57 

10. 나는 이미 다른 사람과 친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38 

11. 나는 논쟁에서 결코 지고 싶지 않다. .54  

12. 경쟁에서 지거나 실패하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낀다 .59  

13. 경쟁하는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다 .46  

14. 경쟁은 나를 더욱 향상시킨다 .43  

Eigen Value 4.89  

Pct of VAR (%) 34.93  

Cum of VAR (%) 34.93  

N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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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동료와의 교환관계 요인분석 

Items 

Factor 

loading α 

1 

1. 나의 동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상당히 만족한다 0.68 

.92 

2. 나의 동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욕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0.70 

3. 내가 업무수행 도중 문제가 생기면 나의 동료들은 개인적으로 그들이 가진 

권한을 활용하여 나를 도와준다 

0.85 

4. 내가 동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나를 

도와준다. 

0.87 

5. 나의 동료들은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내가 없더라도 옹호해주고 정당화 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 

0.92 

6. 업무에 있어서 나와 나의 동료들은 매우 효율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0.83 

Eigen Value 3.95  

Pct of VAR (%) 65.88  

Cum of VAR (%) 65.88  

N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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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조직정치인식 요인분석 

Items 

Factor 

loading α 

1 

1. 이 조직에선 자기 잇속만 차리는 행동이 빈번히 일어난다. 0.89 

.95 

2. 사람들은 조직이 아닌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한다. 0.81 

3.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 0.91 

4. 사람들은 은밀하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일한다. 0.92 

5. 많은 직원들이 주류가 되기 위해 교묘하게 행동한다. 0.91 

6.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서로 배신한다. 0.80 

Eigen Value 4.60  

Pct of VAR (%) 76.67  

Cum of VAR (%) 76.67  

N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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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직무 요구 요인 분석 

Items 

Factor 

loading α 

1 

1. 나는 주어진 일을 빨리 해야만 한다 0.51 

.94 

2. 나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많다 0.78 

3. 나에게 주어진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0.66 

4. 나는 시간의 제약하에서 일을 한다 0.91 

5. 나는 서둘러 일을 해야 한다 0.87 

6. 나는 일이 밀려 있다 0.88 

7. 빠르게 일 처리를 해야 돼서 부담을 느낀다 0.91 

8. 업무량이 많아 부담을 느낀다 0.89 

9. 좀 더 여유 있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0.78 

Eigen Value 5.89  

Pct of VAR (%) 65.43  

Cum of VAR (%) 65.43  

N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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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직무 통제 요인 분석 

Items 

Factor 

loading α 

1 

1. 업무 수행 방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0.77 

.94 

2. 업무 관련 계획을 내가 세운다 0.72 

3.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완급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0.82 

4. 나는 일 처리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 0.57 

5. 업무 수행 중에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0.74 

6. 업무처리 순서를 내가 정할 수 있다 0.71 

7. 업무기한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0.83 

8. 나는 특정업무를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할 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0.85 

9. 나는 업무 수행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0.82 

10. 나는 업무를 스스로 계획할 수 있다 0.83 

11. 나는 업무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0.77 

Eigen Value 6.44  

Pct of VAR (%) 58.51  

Cum of VAR (%) 58.51  

N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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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조직시민행동 요인 분석 

Items 

Factor 

loading α 

1 

1. 부하직원은 다른 사람들이 업무가 많을 때 도움을 준다 0.75 

.94 

2. 부하직원은 다른 직원들이 결근했을 때 도움을 준다 0.87 

3. 부하직원은 요청하지 않아도 상사의 업무에 도움을 준다 0.81 

4. 부하직원은 동료의 문제나 걱정을 들어주는데 시간을 할애한다 0.85 

5. 부하직원은 새로운 직원을 돕기 위해 앞장선다 0.82 

6. 부하직원은 다른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인다 0.83 

7. 부하직원은 동료에게 정보를 잘 건넨다 0.82 

8. 부하직원의 직장에서의 규정된 것보다 더 오래 직장을 지킨다 0.65 

9. 부하직원은 출근하지 못할 때 항상 앞서서 미리 얘기를 해준다 0.64 

10. 부하직원은 규칙을 지키기 위한 비공식적인 규칙들을 잘 지킨다 0.69 

11. 부하직원은 회사의 소유물을 잘 지키고 보호한다 0.70 

Eigen Value 6.55  

Pct of VAR (%) 59.57  

Cum of VAR (%) 59.57  

N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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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과 

 

표12에는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

의 미래지향성, 동료와의 교환관계, 직무 통제와 양의 상관 관계가 

있으며, 경쟁성향, 조직정치인식, 직무요구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종류의 조직시민행동은 윤리적 리더십

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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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변수들의 기술 통계 표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연령(구성원) 30.99 6.48 1              

2. 성별(구성원) 0.35 0.48 -.152
*
 1             

3. 학력(구성원) 2.94 0.62 .051 .033 1            

4. 연령(상사) 39.08 9.41 .551
**
 -.125 -.007 1           

5. 성별(상사) 0.20 0.40 -.137 .211
**
 .004 -

.306
**
 

1          

6. 학력(상사 3.08 0.74 .205
**
 -.024 .148

*
 .163

*
 .014 1         

7. 윤리적 리더십 5.27 1.18 .072 .017 .009 .050 .009 -.156
*
 1        

8. 미래지향성 4.83 0.92 .019 -.017 .117 -.025 .022 -.077 .215
**
 1       

9. 경쟁성향 3.83 0.89 .023 -.126 .051 .045 -.013 .055 -.145
*
 .006 1      

10. 조직정치인식 4.12 1.42 .050 -.026 .202
**
 .012 -.002 .113 -.346

**
 -.038 .428

**
 1     

11. 동료지원의식 4.70 1.03 .041 .035 -.057 .019 -.115 -.024 .423
**
 .226

**
 -.063 -.385

**
 1    

12. 직무요구 4.27 1.21 .061 .128 .014 .054 .158
*
 .081 -.214

**
 -.024 .310

**
 .380

**
 -

.241
**
 

1   

13. 직무통제 4.42 1.07 .083 -.016 .150
*
 -.024 -.004 .000 .248

**
 .241

**
 .015 -.145

*
 .442

**
 -.182

*
 1  

14. 조직시민행동 5.30 1.02 -.084 .103 .002 -.128 .098 -.194
**
 .433

**
 .314

**
 -.223

**
 -.303

**
 .312

**
 -.215

**
 .186

**
 1 

주 * p < .05; ** p < .01 (양측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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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가설 검증 

 

표 13에는 본 연구의 가설의 검증 결과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그 이후로 

표14부터 19까지 총 6개의 표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각각의 조절 변수들이 

윤리적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나타

난 표준화된 베타 계수는 각각의 단계1에서 4까지의 결과로 나타난 모델1-4에 

표시되어있다. 먼저 가설1은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 시민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가

질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정적인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14부터 19까지의 모든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구성원 및 상사의 연령, 성별, 학력을 모두 통제하고 99% 신뢰수준에서 유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가설 2부터 7까지는 사회적 맥락, 개인 특성, 직무 특성이 각각 윤리적 리더십

과 조직 시민행동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먼저 가설 2는 사회적 맥

락 중 조직 정치 인식의 조절효과에 대한 것으로,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성원의 정치 인식이 약화시킬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3은 사회적 맥락으로, 동료와의 교환관계를 조절 효과로 고려한 것으로, 동

료와 교환관계가 좋을수록 리더의 윤리적 행위에 따른 조직 시민행동이 더욱 증

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분석 결과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4는 개인 특성 변수로써, 경쟁성향이 윤리적 리더의 행위와 조직 시민행

동의 정적 관계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5는 구성원의 미

래지향성이 윤리적 리더의 행위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았는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5도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6은 직무 특성 변수 중 직무 요구의 조절효과를 예상한 것으로, 직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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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높은 경우 구성원은 윤리적 리더십으로 인한 조직 시민행동을 덜하게 될 것

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표 18에서 보듯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6은 지지되었다. 가설 7은 직무 통제가 높을 경우 윤리

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의 정적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았는데,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7은 지지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7

개의 가설 중 2개, 1번 가설과 6번 가설이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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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가설 검증 결과 요약 

 

가설  결과 

가설 1 
리더의 윤리적 행위는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즉, 리더의 윤리적 행위의 정도가 높을수록 구성원의 대인 중심 조직 시민행
동(OCB)은 증가할 것이다. 

 
지지됨 

가설 2 
구성원이 인식한 조직 정치인식이 높으면, 리더의 윤리적 행위가 구성원
의 대인 중심 조직 시민행동(OCB)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약화될 것
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3 
구성원과 동료의 교환관계의 정도가 높을 수록, 리더의 윤리적 행위와 구성원

의 대인 중심 조직시민행동(OCB)의 정적인 관계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4 
구성원의 경쟁성향이 높으면, 리더의 윤리적 행위가 구성원의 대인 중심 
조직 시민행동(OCB)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약화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5 
구성원의 미래지향성이 높을 수록, 리더의 윤리적 행위와 구성원의 대인 
중심 조직시민행동(OCB)의 정적인 관계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6 
구성원의 직무 요구가 높으면, 리더의 윤리적 행위가 구성원의 대인 중심 조

직 시민행동(OCB)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약화될 것이다. 

 
지지됨 

가설 7 
구성원의 직무 통제가 높을 수록, 리더의 윤리적 행위와 구성원의 대인 중심 

조직시민행동(OCB)의 정적인 관계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66 

표 14.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간 구성원의 조직 정치 인식의 조절효과 검증 

변수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OCB) (상사측정)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단계 1: 통제변수     

연령(구성원) .016 -.024 -.013 -.011 

성별(구성원) .077 .067 .064 .061 

학력(구성원) .026 .013 .047 .035 

연령(상사) -.077 -.095 -.096 -.105 

성별(상사) .062 .049 .051 .049 

학력(상사) -.188
*
 -.109 -.106 -.111 

단계 2: 주 효과     

윤리적 리더십    .421
**
 .361

**
 .388

**
 

단계 3: 주 효과     

구성원의 조직 정치 인식   -.172
*
 -.141

†
 

단계 4: 조절 효과     

윤리적 리더십 × 조직 정치 인식    -.091 

F 값 1.923
†

 7.770
**
 7.740

**
 7.099

**
 

수정된 R2
 .028 .200 .221 224 

주 † p < .10, * p < .05; ** p < .01 (양측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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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간 구성원의 동료간 교환관계(CWX)의 조절효과 검증 

변수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OCB) (상사측정)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단계 1: 통제변수     

연령(구성원) .016 -.024 -.028 -.016 

성별(구성원) .077 .067 .057 .062 

학력(구성원) .026 .013 .026 .033 

연령(상사) -.077 -.095 -.083 -.099 

성별(상사) .062 .049 .075 .076 

학력(상사) -.188
*
 -.109 -.120

†
 -.119

†
 

단계 2: 주 효과     

윤리적 리더십    .421
**
 .345

**
 .346

**
 

단계 3: 주 효과     

구성원의 동료간 교환관계   .175
*
 .188

**
 

단계 4: 조절 효과     

윤리적 리더십 × 구성원의 동료간 교환관계    .097 

F 값 1.923
†

 7.770
**
 7.720

**
 7.149

**
 

수정된 R2
 .028 .200 .221 .226 

주 † p < .10, * p < .05; ** p < .01 (양측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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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간 구성원의 경쟁성향의 조절효과 검증 

변수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OCB) (상사측정)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단계 1: 통제변수     

연령(구성원) .016 -.024 -.026 -.025 

성별(구성원) .077 .067 .049 .048 

학력(구성원) .026 .013 .021 .020 

연령(상사) -.077 -.095 -.087 -.089 

성별(상사) .062 .049 .053 .053 

학력(상사) -.188
*
 -.109 -.106 -.107 

단계 2: 주 효과     

윤리적 리더십    .421
**
 .434

**
 .435

**
 

단계 3: 주 효과     

구성원의 경쟁성향   -.148
*
   -.147

*
   

단계 4: 조절 효과     

윤리적 리더십 × 경쟁성향    -.011 

F 값 1.923
†

 7.770
**
 7.592

**
 6.716

**
 

수정된 R2
 .028 .200 .217 .213 

주 † p < .10, * p < .05; ** p < .01 (양측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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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간 구성원의 미래지향성의 조절효과 검증 

변수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OCB) (상사측정)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단계 1: 통제변수     

연령(구성원) .016 -.024 -.031 -.037 

성별(구성원) .077 .067 .074 .076 

학력(구성원) .026 .013 -.015 -.012 

연령(상사) -.077 -.095 -.086 -.089 

성별(상사) .062 .049 .044 .046 

학력(상사) -.188
*
 -.109 -.094 -.090 

단계 2: 주 효과     

윤리적 리더십    .421
**
 .375

**
 .383 

**
 

단계 3: 주 효과     

구성원의 미래 지향성(CFC)   .226
**
 .227

**
 

단계 4: 조절 효과     

윤리적 리더십 × 구성원의 미래지향성    .044 

F 값 1.923
†

 7.770
**
 8.712

**
 7.770

**
 

수정된 R2
 .028 .200 .245 .243 

주 † p < .10, * p < .05; ** p < .01 (양측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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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간 구성원의 직무요구(Job Demand)의 조절효과 검증 

변수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OCB) (상사측정)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단계 1: 통제변수     

연령(구성원) .016 -.024 -.015 .003 

성별(구성원) .077 .067 .084 .088 

학력(구성원) .026 .013 .014 .012 

연령(상사) -.077 -.095 -.081 -.099 

성별(상사) .062 .049 .073 .088 

학력(상사) -.188
*
 -.109 -.106 -.121

†
 

단계 2: 주 효과     

윤리적 리더십    .421
**
 .389

**
 .410

**
 

단계 3: 주 효과     

구성원의 직무요구   -.140
*
 -.141

*
 

단계 4: 조절 효과     

윤리적 리더십 × 구성원의 직무요구    -.149
*
 

F 값 1.923
†

 7.770
**
 7.449

**
 7.349

**
 

수정된 R2
 .028 .200 .214 .231 

주 † p < .10, * p < .05; ** p < .01 (양측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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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간 구성원의 직무통제(Job Control)의 조절효과 검증 

변수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OCB) (상사측정)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단계 1: 통제변수     

연령(구성원) .016 -.024 -.033 -.035 

성별(구성원) .077 .067 .069 .068 

학력(구성원) .026 .013 .000 .000 

연령(상사) -.077 -.095 -.085 -.083 

성별(상사) .062 .049 .051 .049 

학력(상사) -.188
*
 -.109 -.110 -.111 

단계 2: 주 효과     

윤리적 리더십    .421
**
 .399 

**
 .396

**
 

단계 3: 주 효과     

구성원의 직무 통제   .089 .092 

단계 4: 조절 효과     

윤리적 리더십 × 구성원의 직무 통제    -.014 

F 값 1.923
†

 7.770
**
 7.042

**
 6.231

**
 

수정된 R2
 .028 .200 .203 .199 

주 † p < .10, * p < .05; ** p < .01 (양측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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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리더의 윤리적 행위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대한 직무요구의 조절 효과  

 

 
 

주.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직무 요구가 높은 경우에는 리더를 윤리적이라고 인식하더라도 대인 중심 

조직 시민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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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6.1 연구 요약 

‘ 윤리적 리더십’은 윤리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과 리더십 분야

에 대한 관심이 리더의 윤리적 의사 결정 및 행위를 요청하는 시대

적 상황과 맞물림에 따라 최종적으로 함께 도착한 종착역과 같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들은 윤리적 리더의 행위가 조직에서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그 선행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어떤 

상황적 맥락에 의해 그 효과가 조절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맥락, 개인 특성, 직무 특성에 따

라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가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검증해보았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회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과 

사회 학습이론에(Social learning theory)에 근거하여 구성원이 조

직에 도움이 되는 시민 행동을 하고, 성과를 높이며, 윤리적 의사결

정을 할 것임을 보인 바 있다. 본 연구는 같은 맥락에서 윤리적 리

더십이 두 차원의 구성원의 조직 시민행동을 증가시킬 것임을 예측

하였다. 더욱 나아가 사회 정보 처리 이론(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와 사회 교환 이론을 접목하여 구성원의 심리에

서 어떤 과정을 거쳐 리더십의 효과가 조절 될 것인지를 여섯 개의 

서로 다른 조절 변수와 관련하여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사회 교환 이론(Blau, 1964) 및 사회 학습 

이론(Bandura, 1977)의 설명에 따라 리더의 윤리적 행위는 구성

원의 조직 시민행동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분석 결과 

이는 지지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 예측한 6개의 조절 

변수 효과 중 하나인 직무 요구의 조절 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표 18에 따르면, 직무 요구가 높은 

경우에는 윤리적 리더십에 따라 구성원이 조직 시민 행동을 하는 

효과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예측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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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가 윤리적 행위를 할 때 직무 특성이라는 상황 맥락을 고려해

야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위계적 회귀 분석에 따르면 조절 변수로 예측하였던 변수들이 

리더의 윤리적 행위와 상호작용 없이도 직접적으로 조직 시민행동

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가령 

조직 정치인식은 조직 시민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표 14의 모델3에

서 보듯 베타계수는 -.172로 95%신뢰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와의 교환관계는 조직 시민행동을 증가시키며 이는 

표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델 3에서 베타 계수는 .175으로, 신

뢰수준 95%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성원의 경쟁 성향은 

대인 중심 조직 시민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표 

16의 모델3에서 보듯 베타 계수는 -.148로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함이 밝혀졌다. 그리고 개인 특성 중 구성원의 미래 지향성은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 베타 계수는 .226이고 이는 신뢰수준 

99%에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애초에 단순하게 윤리적 리더십

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조절 할 것으로 고려했던 사회 요인, 개

인 특성, 직무 특성 변수들이 보다 복잡한 양태로 관련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

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6.2. 추가 분석 

   본 연구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들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

지 않은 이유를 생각건대, 애초에 조절 변수로 예상하였던 몇몇 변

수들은 윤리적 리더십으로부터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을 

조절 변수보다는 매개 변수로 보는 것이 모델의 적합성을 더욱 높

여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앞서 조절 변수들로 제시한 일부 변

수들이 직접 조직 시민행동과 윤리적 리더십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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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조절 효과가 매개 변수를 통해 조직 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된 조절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를 논하기 전에 추가적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통해 분석하

였다.  

추가적 분석모델은 다음 페이지의 표2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의 모델은 Muller, Judd 그리고 Yzerbyt(2005)에 의해 

‘매개된 조절 모형’으로 명명된 바 있다. 본 모델에서는 윤리적 

리더십과 동료 교환관계의 조절효과가 조직 시민행동에 직접 영향

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정치인식을 통해 매개되어 영향을 미

치며, 또한 윤리적 리더십과 경쟁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는 조직 정

치 인식을 통해 매개되어 조직 시민행동을 조절 할 가능성이 있다

고 보고 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앞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1986)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또한 Preacher(2007)등이 제안한 SPSS macro 방법을 통해 

추가적 분석을 실시하여, 조직 정치 인식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고, 

예측 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

과가 조절변수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매개된 조절 모형전

체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결과적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의 결과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 정

치인식 간의 관계는 동료 교환관계 및 경쟁성향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되며(표 22, 23 참고), 조직정치인식은 리더의 윤리

적 행위와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함이 

확인되었다.  

SPSS macro 방법을 통한 분석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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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표25과 표26에서 각각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 정치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윤리적 리더십을 통제한 후에

도 조직 정치인식이 조직 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000개의 표본으로 부트스트래핑을 한 결과표인 표 

28에서 보듯 신뢰구간은 0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직정치인식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표 28및 2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모델의 유의성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부트스트래핑 결과 또한 

앞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조직 정치인식에 대한 

윤리적 리더십×동료교환관계의 조절 효과 및 조직 정치인식에 대한 

윤리적 리더십×경쟁성향의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 또한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는 동료교환관계가 낮은 경우(-1

표준편차)는 매개된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지만, 동료교환관계가 

보통인 경우와 높은 경우 조직정치인식을 줄임으로써 구성원의 조

직시민행동을 더욱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구성원의 경쟁

성향이 높은 경우(+1표준편차)에는 매개된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지만 경쟁성향이 보통이거나 낮은 경우에는 조직 정치인식을 낮

춤으로써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증가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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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추가 분석 모델 

 

 

 

 

 

 

 

 

 

 

 

 

 

 

주 † p < .10, * p < .05; ** p < .01 (양측 검정), 모델에 표시된 유의한 베타 계수는 표 23~25 에 굵게 표시된 값 

윤리적 리더십 조직정치인식 조직시민행동 

사회 요인 

.361
**
 -.172

*
 

-.177
**
 

154
*
 

동료교환관계 

개인 특성 

경쟁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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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OCB) 간 조직정치인식의 매개 효과 검증 

변수 

구성원의 조직 시민행동(OCB) 

단계1 단계2 모델3 

단계 1: 통제변수    

연령(구성원) -.024 .025 -.013 

성별(구성원) .067 .069 .064 

학력(구성원) .013 .083 .047 

연령(상사) -.095 -.083 -.096 

성별(상사) .049 .063 .051 

학력(상사) -.109 -.163
*
 -.106 

단계 2: 주 효과    

윤리적 리더십   .421
**
    .361

**
 

단계 3: 매개효과    

구성원의 조직 정치 인식  -.300
**
 -.172

*
 

F 값 7.770
**
 4.409

**
 7.904

**
 

수정된 R2
 .200 .112 .238 

주. N=191, 
† 

p < .10, 
*
 p < .05; 

**
 p < .01 (양측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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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정치인식 간 구성원의 동료 교환관계의 조절효과 검증 

변수 

구성원의 조직 정치인식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단계 1: 통제변수     

연령(구성원) .030 .063 .070 .048 

성별(구성원) -.028 -.020 -.004 -.012 

학력(구성원) .189
**
 .200

**
 .179

**
 .166

*
 

연령(상사) -.020 -.005 -.024 .004 

성별(상사) .000 .012 -.031 -.034 

학력(상사) .081 .016 .034 .033 

단계 2: 주 효과     

윤리적 리더십  -.349
**
 -.225

**
 -.227

**
 

단계 3: 주 효과     

구성원의 동료 교환관계   -.285
**
 -.310

**
 

단계 4: 조절 효과     

윤리적 리더십 × 구성원의 동료 교환관계    -.177
**
 

F 값 1.594 5.224
 **

 6.840
 **

 7.097
**
 

수정된 R2
 .018 .135 .197 .224 

주. . N=191, 
† 

p < .10, 
*
 p < .05; 

**
 p < .01 (양측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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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윤리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조직 정치인식 간 구성원의 경쟁성향의 조절효과 검증 

변수 

구성원의 조직 정치인식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단계 1: 통제변수     

연령(구성원) .030 .063 .069 .056 

성별(구성원) -.028 -.020 .028 .034 

학력(구성원) .189
**
 .200

**
 .179

**
 .192

**
 

연령(상사) -.020 -.005 -.025 -.001 

성별(상사) .000 .012 .001 -.001 

학력(상사) .081 .016 .010 .021 

단계 2: 주 효과     

윤리적 리더십  -.349
**
 -.295

*
 -.306

**
 

단계 3: 주 효과     

구성원의 경쟁성향   .379
**
 .356

**
 

단계 4: 조절 효과     

윤리적 리더십 × 구성원의 경쟁성향    .154
*
 

F 값 1.594 5.224
 **

 9,944
**
 9.746

**
 

R2
 .018 .135 .274 .293 

주. N=191, 
† 

p < .10, 
*
 p < .05; 

**
 p < .01 (양측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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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Process에 따른 조직 정치 인식에 미치는 윤리적 리더십의 영향력 분석 

 

 

 

 

 

 

 

 

 

 

 

 

 

 

주. N=191, Bootstrap 샘플 = 1000 

 

결과 변수: 조직정치인식 

변수 계수 SE t p LLCI ULCI 

윤리적 리더십 -.4190 .0836 -5.0148 .0000 -.5838 -.2541 

연령(구성원) .0138 .0191 .7246 .4696 -.0238 .0514 

성별(구성원) -.0600 .2014 -.2980 .7661 -.4573 .3373 

학력(구성원) .4599 .1640 2.8049 .0056 .1364 .7834 

연령(상사) -.0008 .0134 -.0570 .9546 -.0273 .0258 

성별(상사) .0412 .2657 .1550 .8770 -.4830 .5653 

학력(상사) .0309 .1511 .2047 .8381 -.2672 .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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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Process에 따른 조직 정치 인식에 미치는 윤리적 리더십의 영향력 분석 

결과 변수: 조직시민행동 

변수 계수 SE t p LLCI ULCI 

조직정치인식 -.1241 .0587 -2.1151 .0358 -.2398 -.0083 

윤리적 리더십 .3116 .0664 4.6909 .0000 .1806 .4427 

연령(구성원) -.0020 .0142 -.1428 .8866 -.0301 .0260 

성별(구성원) .1365 .1440 .9482 .3443 -.1476 .4206 

학력(구성원) .0782 .1251 .6256 .5323 -.1685 .3250 

연령(상사) -.0104 .0101 -1.0246 .3069 -.0304 .0096 

성별(상사) .1296 .1906 .6796 .4976 -.2466 .5057 

학력(상사) -.1460 .0882 -1.6564 .0994 -.3200 .0279 

주. N=191, Bootstrap 샘플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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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Process에 따른 조직정치 인식 매개 모형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변수 매개효과 계수 Boot. S.E. 
95%신뢰구간 

유의성 여부 Boot. LLCI Boot. ULCI 

조직정치인식 .0520 .0245 .0107 .1099 
유의함(0값 포함 하지 않음) 

주. N=191, Bootstrap 샘플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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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8. Process에 따른 매개된 조절 모형 부트스트래핑 결과 

 

 

 

 

 

 

 

 

 

 

 

주. N=191, Bootstrap 샘플 = 1000,  

통제변수: 구성원 및 상사의 연령, 성별 및 학력 

 

 

 

결과 변수: 조직정치인식 

변수 계수 SE t p LLCI ULCI 

윤리적 리더십 .6320 .4251 1.4867 .1388 -.2068 1.4709 

동료교환관계 .5868 .4443 1.3206 .1883 -.2900 1.4636 

윤리적 리더십  

× 동료교환관계 
-.1925 .0888 -2.1680 .0315 -.3676 -.0173 

윤리적 리더십 -1.2241 .3956 -3.0939 .0023 -2.0047 -.4434 

경쟁성향 -.6082 .5571 -1.0918 .2764 -1.7075 .4910 

윤리적 리더십  

× 경쟁성향 
.2236 .1029 2.1732 .0311 .0206 .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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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9. Process에 따른 매개된 조절 모형 부트스트래핑 결과 

독립변수 조절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조절 수준 

Bootstrapping Bias-Corrected 95% 신뢰 구간 

조건부 간접효과 

Boot 

간접효과 

Boot 
표준오차 

Boot 
LLCI 

Boot 
ULCI 

유의 검증 

윤리적 

리더십 

동료교환관계 

조직정치인식 조직시민행동 

낮음 

(평균-1SD) 
.0092 .0153 -.0138 .0518 n.s.(0값 포함) 

보통 .0338 .0175 .0074 .0793 유의함 

높음 

(평균+1SD) 
.0583 .0301 .0122 .1382 유의함 

경쟁성향 

낮음 

(평균-1SD) 
.0701 .0368 .0146 .1712 유의함 

보통 .0455 .0229 .0111 .1133 유의함 

높음 

(평균+1SD) 
.0209 .0186 -.0032 .0729 n.s.(0값 포함) 

주. N=191, Bootstrap 샘플 = 1000,  

통제변수: 구성원 및 상사의 연령, 성별 및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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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이론 및 실무적 시사점 

지금 우리는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

는 다소 역설적인 질문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경쟁이 중요시 

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조직 내 상사의 윤리적 행위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치 판단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적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상벌을 

제공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리더의 윤리적 행위는 강력한 상황 

맥락으로 작용하며 구성원에게 윤리적 행위가 바람직한 행위라고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본 연구에서는 논한 바 있다. 이는 

‘윤리 자체에 대한 구성원의 태도’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사회

정보처리 이론을 활용하여 설명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들이 유사

한 논리를 활용하고자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

행 연구들은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를 설명함에 있어 사회 교환이론

을 주로 사용함에 있어 조절 효과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하기 어려

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황적 맥락에 대한 고

려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는 사회 정보 처리 이론을 사회 교환 이

론과 접목시킨다면 향후 연구에서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조절 효과

를 보이는 데에 있어 보다 단단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설명이 가

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 세운 가설 7개 중 

다수가 지지되지 못하고 2개의 가설만이 지지된 실증적 검증 결과

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본다.  

앞서 제시한 가설 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직무 특

성과 관련하여 직무 요구만이 조절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을 제시함에 있어, 직무 요구가 많은 경우 윤리적 리

더의 행위가 구성원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사회 정보처리 이론 및 사회 교환 이론과 관련한 설

명으로, 단순히 윤리적 리더의 행위가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으로만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인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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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직무 특성은 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구성원의 반응과 

관련되어 많이 연구되었다는 점에도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

인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직무 요구가 많은 수록 스트레스가 증가

하거나 감정적 고갈이 가속화된다고 보고 연구를 수행하였다(Van 

der Doef & Maes, 2010). 이와 관련 지어 생각건대, 윤리적 리더

십이 단순히 구성원의 만족감을 증가시키거나 호혜의 보상 원칙을 

작동시킬 뿐 아니라 구성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수

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윤리 = 스트레스 완화‛ 라는 것은 쉽게 생각

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한 걸음 나아가 ‚윤리적 행위의 수혜 

= 스트레스 완화‛ 라는 연결 고리를 생각해보면 이는 한층 자연스

러워 보인다. 도덕은 감정인가, 차가운 이성의 영역인가 하는 논의

에 대해서는 서양 철학사의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만약 

도덕이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가슴속에서 정의를 갈망하는 

누군가는 혼란한 세상에서 도덕이 지켜지고 있음을 목격함으로써 

뜨거운 감동을 느끼고 바짝 긴장된 마음을 한시름 놓을 수 있지 않

을까? 본 연구는 이 둘의 이론적 접목 가능성을 발견한 점에 그쳤

지만 향후 연구가 이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

한 직무 특성 이론과 관련된 스트레스 이론과 윤리적 리더십의 이

론적 접점을 찾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리더의 윤리적 행위가 구성원의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각 변수들이 조절할 것이라

고 가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추가적 분석에서는 보다 복잡한 상호

작용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매개된 조절 효과’ 모형을 검증

하였다. 이에 따르면 동료 교환관계 및 경쟁성향과 윤리적 리더십의 

상호작용한 조절효과는 조직 정치인식을 통해 매개되어 조직 시민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는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조절, 매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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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함에 있어 사회 학습이론이나 사회 교환이론을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활용한 대로 단순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시사

한다. 

우선 추가 분석 모델에서 ‘매개’ 관계를 먼저 논하면,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 정치를 줄여줌으로써 구성원이 조직에게 보다 도움

이 되는 조직 시민행동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모델의 핵심이다. 이

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Randall과 동료들(1999)는 ‘타인

들이 이기적으로 행동(self-interested)하는 조직 정치가 높은 집

단에서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위험한 투자(risky investment)를 기

피하게 하여 조직 시민행동을 덜하게 만든다’고 하며, 조직 정치가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들의 논리도 역시 ‘교환관계’로 설명할 수는 있

으나, 윤리적 리더의 행위로 인해 구성원과 리더가 직접적 교환관계

를 형성하여 그 대상을 조직에게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설명이 요구된다.  

선행 연구의 논리에 따르면, 조직 정치 인식이 높으면 구성원은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자신의 공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므로 조직시민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기대이론

(expectancy theory)에 따른 설명으로, 자신의 노력이 원하는 결과

물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교환 관계에서 투입

을 줄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매개 관계

에 대해서 규명한 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적 설명 또한 현재까

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매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서는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에게 ‘어떤 매개를 통해 어떤 기대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매개 관계에서 윤리적 리더십 자체가 조직 구성원의 정치 

인식을 줄이는 것은 사회 정보 처리 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조직 정치 수준이 어떤지를 판단함에 있어 ‘상사’는 중요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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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맥락으로 작용함으로써 구성원의 조직 정치인식을 낮추는 것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또한 사회 정보 이론을 적용하는 이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추가 분석 모델의 ‘조절 효과’는 표 2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 우선 동료교환관계가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수준이거나 높

은 경우만 매개된 조절 모형이 조건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이

는 추가 분석 모델을 제시하기 전 본 연구에서 사회 정보 처리 이

론을 통해 윤리적 리더십의 행위가 사회적 맥락을 통해 구성원에게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사실을 지

지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윤리적 리더십의 행위가 ‘높은 동

료 교환관계’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더욱 강한 긍정적 효과를 미친

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경쟁성향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수준이거나 낮은 경우에는 매개된 조절 모형이 조건

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는데, 이 또한 본 연구에서 윤리적 리더십

의 행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인의 특성이 고

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준 결과라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본 연구의 원 가설을 실증하는 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않

았지만 약간의 수정된 모델을 통해 개인 특성, 직무 특성, 사회적 

맥락에 따른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 효과가 확인 된 것이다. 이는 앞

으로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를 조절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연구할 필

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 정보 이론을 활용하여 리더의 윤리적 

행위가 어떤 경우에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규명한다면, 지금까지의 윤리적 리더십 연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추가 모델을 포함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윤리적 리

더십이 증가해도 구성원이 직무로부터 중압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조직 시민행동을 덜 하게 된다. 또한 구성원이 동료 교환관계가 보

통 이상일 경우(좋을 경우)와 경쟁성향이 보통 이하인 경우(낮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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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윤리적 리더의 행위가 조직 정치 인식을 줄여주는 효과

를 강하게 함으로써 조직 시민행동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실무적

인 시사점을 생각해보건대, 리더가 윤리적 행위를 구성원들에게 요

구하며 그 효과를 기대하고자 한다면, 구성원의 직무 요구를 함께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행

동하면 구성원도 조직에 긍정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해서는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없다. 구성원이 처한 직무

의 상황이라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해야 리더십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의 경영자들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무 

경영자들은 동료 교환관계가 낮은 경우에는 추가적 모델이 유의하

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성원이 동료 교환관계가 좋은지도 함께 고려

하여 윤리적 리더의 행위와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민

해야 한다. 리더의 윤리적 행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동료의 교환관

계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리더의 윤리적 

행위의 효과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

에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구성원의 개인적 특성 중 

경쟁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추가 모델에서는 경쟁 성향이 보통 

이하인 경우에 윤리적 리더의 행위가 조직 시민행동을 증가시킨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실무자들은 구성원이 보다 덜 경쟁적 

성향을 갖도록 직무 환경 및 분위기를 협력적으로 조성하는 등의 

추가적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시사점들이 향하는 명제

는 바로 단순히 리더 혼자서만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고 실증적 결과들은 이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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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 중 하나는 많은 조절 변수들의 효과를 예측했지

만 지지된 가설이 ‘직무 요구’의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우선 결과

표를 통해 그 이유를 추정컨대, 이는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 시민행

동을 예측하는 정적 관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

각된다. 이미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 시민행동을 설명하는 부분이 매

우 크기 때문에 조절 변수와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가

적 설명력을 부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가 분석 모델을 통해 사회적 맥락으로서 동료 교환관계 

및 개인 특성으로서 경쟁성향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은 고

무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각 모델의 베타 계수를 통해 볼 때, 각 

모델들은 가설에서 예측한 방향대로 회귀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으며(이는 본 연구 뒤 편의 부록에 포함된 표 1~5

까지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에서 보듯,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 시민행동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

킬 것으로 예측한 변수인 구성원의 미래 결과 고려 성향, 직무 통제, 

구성원과의 교환관계는 모두 리더의 윤리적 행위와 및 조직 시민행

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경쟁성향, 직무 요구, 

조직 정치 인식은 리더의 윤리적 행위와 부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연구의 가설에서 제시한 방향성이 전반적으

로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며, 보다 복잡한 상호 관계 모델을 

설정하여 조절 변인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나타

낸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조절효과를 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

한 결과인 표 15~17까지의 모델3을 참고하면, 윤리적 리더십을 통

제하고서도 여전히 해당 변수들이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조직 정치 인식, 동료교환관계, 경

쟁성향, 미래지향성, 직무요구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변수는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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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리더십 자체가 조직시민행동을 설명하는 것에 추가적인 설명력

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들

이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이 아닌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와는 별개로 이들의 매개 

변수로서의 역할을 검증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추가 분석에 있어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 시민행동을 

‘조직정치인식’이 매개하고, 그 관계를 ‘동료교환관계’와 ‘경

쟁성향’이 조절함을 확인한 바 있다. 추가적 분석이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조직 정치인식의 

매개 변수로서의 기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이 리

더의 윤리적 행위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가정

하여 이들의 조절 효과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리더의 윤리적 행위가 구성원의 인식에 변화를 줌

으로써 변인들이 조직 시민행동과 ‘매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 정치인식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과 윤리적

리더십의 관계를 생각건대, 리더의 윤리적 행위로 인해 윤리적 리더

와 유사한 성향을 지닌 미래지향적 성향의 구성원은 조직에 잔류하

고, 지나친 경쟁 성향의 구성원은 조직을 떠남으로 인해 특정 조직

의 조직 시민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리더가 윤리적 행위를 함으로 인해 구성원들은 그를 역할 모델로 

삼아서 이타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서로 도움을 주거나, 혹은 리더와

의 교환관계를 동료에게 까지 확장하여 동료 교환관계를 확장하여 

조직 시민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과 더불어 본 연구가 지니는 태생적 한계는, 

Cook과 Campbell(1979)이 지적 한 바와 같이, 횡단적 연구를 실

시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및 조절 효과를 분석함으로 인해 ‚인

과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반대 인과 관계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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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인과성 문

제는 다소 큰 문제가 아닌 듯하나 이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모델 설정

을 통한 윤리적 리더십과 결과 변수 간의 매개, 조절 관계를 상세히 

규명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적용 가능성 및 그 밖의 새로

운 이론적 적용 가능 지점을 발견하여 기존의 윤리적 리더십 연구 

분야를 보다 발전적으로 진척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는 ‘리더십이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 그 자체’라는 맥락에서 윤

리적 리더십이 지니는 상징적, 규범적 중요성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서도 강건히 뒷받침 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험난한 삶에서 그 자

체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길을 걷는 숭고함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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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Appendix) 

표1.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 시민행동 간의 조직 정치인식의 조절 효과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베타 계수를 토대로 시각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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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 시민행동 간의 동료교환관계의 조절 효과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베타 계수를 토대로 시각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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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 시민행동 간의 경쟁성향의 조절 효과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베타 계수를 토대로 시각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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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 시민행동 간의 미래지향성의 조절 효과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베타 계수를 토대로 시각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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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 시민행동 간의 직무통제의 조절 효과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베타 계수를 토대로 시각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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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Appendix) 

설문 측정 항목 
 

윤리적 리더십 (Michael E Brown et al., 2005 참고) 

나의 상사는… 

1. 개인적 삶에서 도덕적 행동을 실천한다 

2. 성공을 결과로 평가하지 않고 과정으로 평가한다.  

3. 구성원들이 해야 하는 말을 들어준다. 

4. 윤리적 기준을 어긴 구성원들을 규율 한다. 

5.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린다. 

6. 신뢰할 수 있다. 

7. 기업 윤리 또는 가치에 대해 구성원들과 의논한다 

8. 윤리와 관련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 

9. 구성원들을 최대한으로 이롭게 해주기 위한 생각을 한다. 

10.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옳은 방법인가‛를 묻는다. 

 

동료간 교환관계(Sherony and Green, 2002 참고) 

1. 나의 동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상당히 만족한다 

2. 나의 동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욕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3. 내가 업무수행 도중 문제가 생기면 나의 동료들은 

개인적으로 그들이 가진 권한을 활용하여 나를 도와준다 

4. 내가 동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나를 도와준다. 

5. 나의 동료들은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내가 없더라도 

옹호해주고 정당화 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 

6. 업무에 있어서 나와 나의 동료들은 매우 효율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조직정치인식(Hochwarter, Kacmar, Perrewe, & Johnson, 2003 

참고) 

1. 이 조직에선 자기 잇속만 차리는 행동이 빈번히 일어난다. 

2. 사람들은 조직이 아닌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한다. 

3.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 

4. 사람들은 은밀하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일한다. 

5. 많은 직원들이 주류가 되기 위해 교묘하게 행동한다. 

6.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서로 배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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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성(Strathman et al., 1994 참고) 

1. 나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일상생활을 한다 

2. 나는 가까운 미래에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이라도 성취하기 

위한 행동들을 한다. 

3. 나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과 안녕을 희생할 수 

있다. 

4. 가까운 미래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5. 어떤 행동을 할 때 덜 중요하지만 즉각적인 결과보다는 

나중에 나타나지만 중요한 결과를 더 고려해야 한다. 

 

경쟁 성향(Ryckman, Hammer, Kaczor, & Gold, 1990 참고) 

1.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내게 큰 힘을 준다. 

2. 나는 경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경쟁을 하려고 한다 

3. 다른 사람들은 나와 경쟁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들과 

경쟁한다. 

4. 내 경쟁자들이 그들의 성취에 대해 보답 받을 때 나는 

질투를 느낀다 

5. 나는 사교를 위한 게임이나 활동을 진지한 시합이나 

갈등으로 만들기도 한다 

6. 세상은 치열한 곳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길 것이다 

7. 나는 내가 했어도 잘 했을 일을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8.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방해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9. 나는 운동 경기에서 졌을 때 정말로 기분이 좋지 않다 

10. 나는 이미 다른 사람과 친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11. 나는 논쟁에서 결코 지고 싶지 않다. 

12. 경쟁에서 지거나 실패하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낀다 

13. 경쟁하는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다. 

14. 경쟁은 나를 더욱 향상시킨다 

 

직무 요구(Yperen & Hagedoorn, 2003 참고) 

1. 나는 주어진 일을 빨리 해야만 한다 

2. 나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많다 

3. 나에게 주어진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4. 나는 시간의 제약하에서 일을 한다 

5. 나는 서둘러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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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는 일이 밀려 있다 

7. 빠르게 일 처리를 해야 돼서 부담을 느낀다 

8. 업무량이 많아 부담을 느낀다 

9. 좀 더 여유 있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직무통제(Yperen & Hagedoorn, 2003 참고) 

1. 업무 수행 방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2. 업무 관련 계획을 내가 세운다 

3.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완급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4. 나는 일 처리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 

5. 업무 수행 중에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6. 업무처리 순서를 내가 정할 수 있다 

7. 업무기한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8. 나는 특정업무를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할 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9. 나는 업무 수행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10. 나는 업무를 스스로 계획할 수 있다 

11. 나는 업무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조직시민행동 (Williams & Anderson, 1991 참고) 

1. 부하직원은 다른 사람들이 업무가 많을 때 도움을 준다. 

2. 부하직원은 다른 직원들이 결근했을 때 도움을 준다. 

3. 부하직원은 요청하지 않아도 상사의 업무에 도움을 준다. 

4. 부하직원은 동료의 문제나 걱정을 들어주는데 시간을 

할애한다. 

5. 부하직원은 새로운 직원을 돕기 위해 앞장선다. 

6. 부하직원은 다른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인다. 

7. 부하직원은 동료에게 정보를 잘 건넨다. 

8. 부하직원의 직장에서의 규정된 것보다 더 오래 직장을 

지킨다. 

9. 부하직원은 출근하지 못할 때 항상 앞서서 미리 얘기를 

해준다. 

10. 부하직원은 규칙을 지키기 위한 비공식적인 규칙들을 잘 

지킨다. 

11. 부하직원은 회사의 소유물을 잘 지키고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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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and leadership have long been subjects of interest for scholars. It is 

only recently that the empirical research on ethical leadership has captured the 

attention of scholars with the conceptualization of various antecedents, 

consequences, and mediators of the ethical leadership. In general, it is said 

that the essence of leadership lies in the „process‟ of the effect. In that, we can 

say that ethical leadership is truly the quintessence of leadership, because it 

guides followers to abide by the rules and principles, which in turn makes the 

„process‟ of deeds itself become the absolute objective. However, I doubt that 

the interest in the ethical leadership from people working in organizations is 

equivalent to that of the academy, considering the prevalent reports of the 

various forms of harassments and abusiveness from organizations. I think the 

important part of the reason why ethical leadership has not captured major 

attention in the field of practice is that the empirical ground for the research is 

still weak with its elaborate moderation effects having not yet been 

sufficiently considered. In other words, studies having not suggesting 

situational effects well enough, only saying „good brings to good‟ has not 

been good enough in reality for managers in practical sense. To address this 

problem, this research seeks to confirm various moderation effects of et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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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empirically, based on theories such as social learning theory, 

social-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and social exchange theory. Specifically, 

this research comprehensively looked into the moderators on three dimensions, 

such as 1) employee characteristics, 2) social context, and 3) job context. The 

variables can also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Enhancers‟ are the ones 

that help boost the effect of ethical leadership, and „neutralizers‟ are the others 

which hamper the good effect of ethical leadership. The effects of these 

moderators were hypothesized and empirically tested in 31 firms located in 

Republic of Korea. Two of the seven hypotheses were supported which 

include the main effect of ethic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job demand.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with „moderated-mediation model‟ and the result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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