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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윤리경영은 조직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회와 학계의 높은 관심 대상이 되

어 왔다. 이러한 관심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된 연구 중 조직비리와 관련된 영역은 

비윤리 행동의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은 조직

은 물론 사회에도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재무성과

에도 직결된다. 그 동안 비윤리 행동의 선행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 특성

에 초점을 두거나 조직 환경에 초점을 둔 연구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개인특성이

나 조직 환경 어느 한 측면에 초점을 둘 경우 비윤리적 행동을 충분하게 설명하

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윤리적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

해 개인수준 요인과 조직수준 요인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였다. 동시에 구성원의 비

윤리적 행동을 유발하는 의사결정이 주로 조직 내 상황에서 발생되므로 윤리 프

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직 환경 측면에 주목하였다. 윤리 프로그램을 강조한 것은 

그 자체가 조직 요인이면서도 개인적 특성과 다른 조직적 특성요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윤리 프로그램은 조직의 윤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식적

인 제도와 활동으로 정의된다. 통제이론의 관점에서 조직의 윤리적 목표는 구성원

들이 윤리와 법을 준수하여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윤리 프로그램은 

이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통제장치라 할 수 있다. 윤리 프로그램은 1991년 조

직범죄 관련 연방판결지침의 발표로 미국의 조직들이 도입을 확대한 이후 국내에

서는 2000년대 들어 대내외 신뢰회복을 위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도입과 실행

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조직의 윤리경영에서 윤리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개념과 범위,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은 아

직 미흡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립을 시도하였다. 또한, 윤리 프로그램은 기업

의 사회적 성과, 경영자의 윤리인식, 윤리적 풍토 등과 같은 기존의 윤리경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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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 보다 조직의 윤리경영 정책과 실천의지를 동태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어 윤

리경영을 대변하는 변수로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그 동안의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은 개별 윤리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운

영 여부가 조직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아직까지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

양한 윤리 프로그램들의 도입 여부보다는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구성원의 인식

과 내재화를 통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윤리 프로그램이 구성원들의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기존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과 사회인지 모델 등을 

개념적 틀로 활용하여 비윤리 행동의 영향요인에 대한 통합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 프로그램을 보유나 단순한 특성보다 실행방식에 따라 2 가지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하나는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compliance oriented 

ethics program)으로서 제재나 조사, 감시, 징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조직이 원

하는 행동을 이끌어내며,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value oriented ethics 

program)은 조직의 목표 및 가치에 대한 공유, 상담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초점

을 둔다. 그 동안의 실증연구는 2 가지 윤리 프로그램을 측정하는 척도로 구성원

의 인식을 활용함으로서 조직 차원의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조직차원의 윤리 프로그램 실행

과 개인 차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을 함께 변수로 활용하여 보다 엄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공식적 윤리 프로그램 못지않게 윤리경영 추진에 비명시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상사와 동료의 역할은 물론 개인특성인 도덕철학을 포함하여 

통합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는 첫째, 조직 차원의 윤리 프로그램 실행은 구

성원의 프로그램 인식과 수용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비윤리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

지 못했다. 둘째,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은 비윤리 행동을 억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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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과 동료의 윤리행동, 이상주의적 도덕

철학은 비윤리 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 반면 상대주의는 비윤리 행동을 증가

시켰다. 넷째,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는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비윤리 

행동 간을 부분 매개하였고 다섯째, 이상주의는 가치 및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인

식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윤리경영 추진이 윤리 

프로그램의 도입과 실행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윤리경영을 위해서는 

가치 지향적으로 윤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윤리 

프로그램이 가치 지향적으로 실행되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요적 통제에서 벗어나 

구성원에 대한 상담, 구성원의 목표와 열망에 대한 지원, 공유가치에 대한 장려,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도움, 조직가치 이해도 제고와 같은 형태로 윤리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이 기대와는 달리 비윤리 행동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윤리적 활동과 관련하여 보상과 제재를 적절히 하지 

못하는데 기인된 것으로 보이므로 강화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조직 차원의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비윤리 행동을 직접 억제하지는 않고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수용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므로 윤리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 가치에 대한 효과적인 전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명시적으로 실행되는 윤리 프로그램과 함께 비명시적 윤리 관행이 중요한 

변수이므로 양자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청된다. 윤리경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명시적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업무일상에서의 

상사들의 윤리적 리더십 발휘, 특히 윤리적 관리자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다섯째, 개인특성으로서 도덕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상주의는 직접적으로도 비윤리적 행동을 억제할 뿐 

아니라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이 구성원에 수용되고 비윤리 행동을 

억제하는데 조절기능을 함으로서 조직차원에서 이러한 이상주의적 개인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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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청된다. 개인의 선천적인 특성이므로 

조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이러한 특성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며, 반대로 

상대주의의 성향에 대한 통제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윤리 프로그램, 비윤리 행동,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순응 지향적 윤  

        리 프로그램, 윤리적 리더십, 동료 윤리행동,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학  번: 2003-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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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조직의 윤리경영(ethical management)은 엔론, 월드컴 등 주요한 비리

(scandal)가 터질 때마다 사회와 학계의 높은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Carroll & 

Buchholz, 2003; Singh, 2006). 이러한 관심의 결과로 2010년에는 ISO 26000

이 제정되어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세

계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윤리경영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경영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

다(양세영 & 박오수, 2010). 이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윤리적 민감성(ethical 

sensitivity)을 제고하고 윤리를 제도화(Institutionalizing ethics)함으로서 비윤리 행

동을 방지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Vogel, 

1991; Weber, 1993; Litz, 1996).  

   윤리경영의 전략적 추진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조직의 윤리적 노력이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양세영 & 박오수, 2010). 

그러나, 지금까지의 윤리경영과 조직성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엇갈리는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Backhaus et al. 2002; Turban & Greening, 1996; Verschoor, 

1998). 이러한 결과는 변수와 척도(measurement)의 선정이 적절하지 못한데 기

인한다고 지적된다(Ullman, 1985; Griffin & Mahon, 1997; 양세영 & 박오수, 

2010). 특히, 성과지표로 주로 활용된 주가 수익률, 경상이익률, 매출증가율 등 

재무지표의 경우 객관적인 조직성과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별 지표별로 

다양한 재무적 의미를 갖고 있어 지표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며 경기요인, 

정책변화 등 통제가 어려운 외생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

관계의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Margolis & Walsh, 2001, 2003; 

Rowley and Berman, 2000; 박헌준, 권인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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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윤리경영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지표 등에 

비해 외생변수의 영향을 작게 받으며, 윤리경영의 실행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성원의 행동변화를 윤리경영의 성과지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윤리경영의 성과를 나타내는 행동지표로서 널리 활용되는 비윤리 행동

(unethical behavior)(Weaver et al., 1999; Low & Kalafut, 2002; 

Kish-Gephart, Harrison, & Trevino, 2010))을 사용하여 윤리경영의 성과를 실증

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은 조직은 물론 사회에도 심각한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Schwartz, 2001; Avey et al. 2011; Jackson 2008), 결

과적으로는 조직의 재무성과에도 직결된다. 베어링 은행 사건처럼 조직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경우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비윤리 행동도 자주 발생하면 사

회 전체적으로는 큰 손실을 야기한다. 미국의 경우 조직 구성원의 시간절도(time 

theft)로 인한 피해는 연간 1,770억 불에 이르고(McGee and Fillon 1995), 구

성원의 조직 물품 절도나 횡령은 최소 400억불에서 2,500억 불에 이른다고

(Taylor & Prien, 1998) 추정된다.   

  그 동안 비윤리 행동의 선행 영향요인(antecedents)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

지 접근으로 구분될 수 있다(Brass, Butterfield, & Skaggs, 1998: Trevino, 

Weaver, & Reynolds, 2006). 하나는 비윤리 행동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 환경

(organizational environment)에 초점을 둔 접근이다.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둔 

관점은 인지적 도덕발전(cognitive moral development), 도덕철학(moral 

philosophy), 성(gender)과 나이(age)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

(demographic variables)들을 비윤리적 행동의 선행 영향요인으로 연구하였다. 

조직 환경에 초점을 둔 관점은 조직의 윤리풍토(ethical climate), 윤리문화

(ethical culture), 윤리강령(code of conduct)과 같은 윤리 프로그램 등을 선행

요인으로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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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선행요인 연구는 개인특성이나 조직 환경 어느 한 측면

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비윤리적 행동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

는 한계가 있다(Trevino, 1986). 조직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은 고정된 개인적 특

성만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상황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기 때문

이다(Higgins, Power, & Kohlberg, 1984). 따라서, 비윤리적 행동을 제대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수준 요인과 조직수준 요인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

요하다(Trevino, 1986; Brass, Butterfield, & Skaggs, 1998). 

   본 연구는 조직적 환경을 중심으로 개인적 특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구성

원의 비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동을 유발하는 의사결정은 주로 치열한 조직 내 경쟁상황과 업무추진 현장의 

딜레마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조직경영 측면에서도 비윤리 행동을 막기 

위해 실질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영역은 조직 환경적 요인이므로 조직특성 요인에 

대한 연구가 더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Trevino, 1986).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조직적 특성요인 중에서도 특히 윤리 프로그램(ethics 

program)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윤리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조직 요인

이면서도 개인적 특성과 다른 조직적 특성요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또한, 윤리 프로그램은 90년대 이후 미국 조직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도입되

어 지금도 활발히 실행되고 있다(Trevino et al., 1999; 양세영, 2007; 양세영, 

박오수, 2010). Weaver, Trevino & Cochran(1999)의 연구에 따르면,  연방판

결지침 도입(1991년) 이후 미국 포츈(Fortune) 1,000대 기업의 98%가 공식적 

형태로 조직윤리 이슈에 접근하고 있으며, 78%가 독립된 윤리강령을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가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54%가 한명 이상의 

전담직원(ethics officer)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전경련

의 조사(2008)에 따르면 윤리 프로그램 중 윤리 강령은 2008년 300대 기업 중 

응답기업(124개사)의 98.5%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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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윤리교육(훈련)의 경우 1999년 25.5%에서 

2008년 91.3%로 크게 늘어났다(양세영 & 박오수, 2010). 

   하지만 그 동안의  윤리 프로그램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부

분의 연구들은 개별적인 윤리 프로그램의 도입 여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Schwartz, 2001). 이에 따라 윤리 프

로그램을 개별적인 윤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들을 모두 포함한 윤리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윤리 프로그램의 단순 운영 여부보다 윤리 프

로그램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과 내재화 여부가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Trevino & Weaver, 

200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여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들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윤리 프로그램이 조직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내재화가 어

떤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방식에 따라 분류된 가치 지향적 윤

리 프로그램과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Paine, 1994; Weaver, Trevino, & 

Cochranm 1999)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compliance 

oriented ethics program)은 제재나 조사, 감시, 징계와 같은 방식에 초점을 두

고,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value oriented ethics program)은 조직의 목표 

및 가치에 대한 공유와 몰입, 그리고 상담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둔다

(Weaver, Trevino, & Cochranm 1999). 그 동안의 2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실

증연구는 구성원의 인식을 척도로 활용함으로서 조직 차원의 윤리 프로그램의 실

행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조직차원

의 윤리 프로그램 실행과 개인 차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을 함께 변수로 활용하

여 보다 엄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윤리 리더십과 동료의 윤리적 행동과 같은 비명시적 요인도 비윤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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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명시적 프로그램과 비명시적 요인을 함께 살펴

보았다(Brenner, 1992; Jose & Thibodeaux, 1999; Singh, 2006). 개인적 특

성으로는 윤리 프로그램과 상호작용을 통해 비윤리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도덕철학을 포함하여 통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위한 준거의 틀로서 통제이론 모델,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개인특성-조직상황 상호작용 모델, 사회인지 모델(Social cognitive model) 등

을 활용하여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였고, 이에 따른 실증적 모형과 가설을 제시하였다.  

   윤리 프로그램과 비윤리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윤리경영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해 국

내 조직을 대상으로 검증한다는 것이며, 실무적으로 국내 조직들이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온 윤리경영이 윤리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전경련, 2007, 2008; 양세영, 2008; 박오수, 양세영, 2010)에서 윤리

경영의 효과성과 보완과제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영향을 살펴보고, 

개인특성과 비명시적 윤리관행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프

로그램과 비윤리 행동 간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

러 윤리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면 그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프로

그램 수용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매개역할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근거한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윤리 프로그램은 비윤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

치는가?

2)명시적 윤리 프로그램과 비명시적 윤리관행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비윤리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3)개인적 특성은 윤리 프로그램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어떤 역할을 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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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체계

  

   본 연구는 연구의 취지에 맞게 현재 윤리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17개 공기업과 민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기업은 매년 정부의 청렴도 및 

반부패 평가를 받기 때문에 다양한 윤리 프로그램을 통해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 대기업도 외환위기 이후 시장의 신뢰와 사회적 책임 수행 

차원에서 공기업 못지않게 다양한 윤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조직 차원에서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 특성과 구성원 차원에서 윤리 

프로그램, 비명시적 윤리 관행, 도덕철학에 대한 인식이었으며, 조사방식은 각각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비윤리 행동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개인차원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다수준 분석이라는 점에서 위계적 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활용하였다.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은 SPSS와 AMOS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조직특성과 고용규모의 

차이는 통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문제제기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연구범위 및 연구체계를 설명하였다. 제 2장은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먼저 윤리경영의 개념을 정립하였고 윤리경영과 성과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과 실증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윤리경영 

성과지표로서 비윤리 행동의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과변수로서 비윤리 

행동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 배경, 실증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였으며, 선행영향 

요인인 개인특성과 조직요인의 통합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조직요인 중 윤리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과 범위, 기원과 효과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비명시적 윤리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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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철학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증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였으며 윤리 

프로그램과 비윤리 행동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 3장은 제 2장에서 검토했던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실증연구의 

설계를 다루었다.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제시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을 서술하였다. 제 

4장은 연구방법을 상술하였다.

   제 5장은 실증분석 및 가설 검증을 다루었다. 먼저 표본추출과 자료수집 과정, 

표본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서 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결과를 

서술하였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HLM 

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하였다. 제 6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 연구의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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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고찰

 제 1 절 기업윤리와 윤리경영

 

  1. 기업윤리의 중요성

    기업윤리(business ethics)는 기업의 비리(scandal)가 터질 때마다 사회와 학

계의 높은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엔론(Enron)과 월드컴

(WorldCom) 등과 같은 대형 기업의 회계부정은 큰 파장과 함께 기업윤리를 세

계적인 과제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Carroll & Buchholz, 2003; Singh, 

2006). 이러한 관심의 결과로 UN, WTO, OECD 등 국제기관들도 반부패와 기업

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수립에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2010년에는 

ISO 26000이 제정되어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 윤리적 기준에 따라 

활동하지 않고서는 사회와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런 점에서 기업윤리는 구성원들의 법과 규정준수(compliance)를 통한 비윤리 

행동의 방지뿐 만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Ferrell et al, 2002; Verschoor, 

1998). 같은 맥락에서 Clarkson(1995, p 113)은 구성원들의 윤리적인 의사결정

과 판단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윤리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는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윤리는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평판의 훼손을 예방함으로서 효과적인 위기관리 수단의 역할을 한다고 지

적된다(Watson, 2007).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HRM) 측면에서도 조직 구성원의 

윤리적 민감성(ethical sensitivity)은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므로(Litz, 1996), 이

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윤리적 역량(ethical capability)을 제고시킴으로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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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고 있다(Buller & McEvoy, 1999).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업들은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윤리 시스템과 절차

를 도입함으로서 윤리를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Jose 

& Thibodeaux, 1999), 외부적으로는 소비자,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을 통해 만족도를 높임으로서 경쟁력을 제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Clarkson, 1995; Boatright, 2003; Singh, 2006; 양세영, 박오수, 2010). 

 

  2. 기업윤리의 개념과 윤리경영과의 관계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업윤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감대

가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념에 대한 합의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

황이다(Bagley,1999; 양세영, 2007). 윤리(ethics)는 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에 대한 판단기준이므로 기업윤리는 이러한 윤리문제를 기업경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Goodpaster, 1983). Nash(1993)는 기

업윤리를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을 윤리와 관련된 기업활동과 목표에 적용시키

는 원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Velasquez(2002)는 기업윤리를 ‘기업정책, 제도

와 행동에 적용하는 도덕적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기업윤리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윤리적 기준과 원칙을 기업의 상

황에 적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윤리는 강조 수준에 따라 개인 수준과 조직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수준은 경영자나 조직 구성원의 가치나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반면(Grands & 

Hayes, 1988; Nash, 1995), 조직수준은 기업 전체가 적용할 가치나 기업의 활동 및 정

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artels, 1963; Weiss, 1994; Velasquez, 

2002; Ferrell, 2002). 또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는 수준에 따라 사회 속에서의 

기업의 역할이나 조직의 정책에 초점을 두는 거시적(macro) 수준, 구성원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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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micro)수준, 양자의 갈등에 초점을 두는 중간

적(middle)수준의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Grands & Hayes, 1988).1)

   전통적으로 기업윤리에 대한 연구는 경영환경에서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 

도덕적 판단의 특성과 근거를 규명하는 규범적인(normative) 연구가 주류를 차지

해 왔다(Vitell & Davis, 1990). 하지만 기업윤리의 본질을 규범적(normative: 

what shoud be)으로만 접근하면 추상적이고 정태적인 분석에 치우쳐 다양한 윤

리적 행동(ethical behavior)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기술적

(descriptive: what is)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Handerson, 1982; Stajkovic & Luthans, 2001; 양세영, 2007). 또한, 기업윤

리에 대한 규범적인 접근은 그 고유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경영학 각 분야의 이론 

및 연구 결과들과 접목되지 못하여 바람직한 윤리 원칙과 기준에 근거한 행동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해 경험적인(empirical) 설명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Randall & Gibson,1990; Trevino & Weaver,1993; 

Werhane,1994; Stajkovic & Luthans, 2001) 2). 

   이러한 한계를 불식하기 위해 기업윤리와 관련하여 ‘윤리경영(ethical 

management)’이라는 용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윤리’와 ‘윤리경

영’은 현실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나, 엄밀한 관점에서 보면 기업윤

리(business ethics)는 원칙과 기준이라는 측면이 강한 반면, 윤리경영(ethical 

management, ethics management)은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근거로 실행하는 경

영행동이라는 측면이 강조된다(Carroll & Buchholz, 2003). 즉, 윤리경영은 규범

성을 포함하면서도 실천을 위한 구체적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1) Carroll & Buchholtz(2003)은 기업윤리를 윤리적 딜레마의 발생수준을 기준으로 개인
적 수준(Personal level), 조직적 수준(Organizational level), 산업적 수준(Industry 
level), 사회적․국제적 수준(Societal and International level)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반면, 기업윤리에 대한 계량적 변인분석은 인간의 윤리적 행위를 변수로 측정하려는 오류
를 범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Weick, 1979; Randall & 
Gibson, 1990; 양세영, 2007 )  



11

구분 기업윤리(business ethics)
윤리경영(ethical management, ethics 
management moral management, 
managing ethics) 

초점 기업 활동 관련 도덕적 기준과 
원칙

윤리적 기준과 원칙의 실천 과정과 
행동

대상 기업과 구성원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과 구성원

특성 규범성, 추상적, 정태적 실용성, 구체적, 동태적

(Handerson, 1982). 또한, 기업윤리가 기업과 그 구성원에 국한되는데 비해 윤

리경영은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과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범

용성이 있다. 기업윤리가 기업활동의 윤리적 기준과 규범체계를 연구하며 정태적

이고 규범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윤리경영은 이러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한 실행

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보다 동태적이고 기술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Handerson, 1982; Carroll & Buchholz, 2003). 또한, 윤리경영은 기업윤리를 

CEO가 주도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신뢰경영, 환경경영 등과 같이 전략적인 방향

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Ferrell et al, 2002; Verschoor, 1998; 양세영 

& 박오수, 2010).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윤리”보다는 “윤리경영”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고자 한다. 윤리경영의 개념 역시 동태성과 활동과정 측면을 강조하여 “조

직과 그 구성원이 도덕적 원칙과 기준을 경영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활동과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1> 기업윤리와 윤리경영

  3. 윤리경영의 성과와 비윤리적 행동 

   그 동안 윤리경영의 성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일관성 있는 결과보다는 변수

선정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Backhaus  et al. 2002; Turb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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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ing, 1996; Verschoor, 1998; 양세영, 2007). 이는 주로 윤리경영 변수와 

조직성과 변수에 대한 척도(measurement)의 적절성에 기인한다고 지적된다

(Ullman, 1985; Griffin & Mahon,1997; 박헌준, 권인수, 2004; 양세영, 2007; 

양세영, 박오수, 2010). 윤리경영이 다양한 내용과 수준을 내포하고 있는데 비해 

독립변수로서 윤리경영을 측정하는 척도는 사회적 성과, 환경투자 등과 같이 단일

한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조직 성과변수의 척도 역시 주가 수익률, ROE 등

과 같은 다양한 재무적 지표 중의 하나가 사용됨으로서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

의가 지속되고 있다(Ullman, 1985; Griffin & Mahon, 1997; 박헌준, 권인수, 

2004; 양세영 2007; 양세영, 박오수, 2010).

  

   3.1 윤리경영의 성과지표에 대한 2 가지 접근

   윤리경영과 조직성과 간 연구는 성과변수의 수준에 따라 미시수준(micro-level) 

연구와 거시수준(macro-level) 연구로 구별할 수 있다. 미시수준 연구는 조직 구성원

의 행동, 특히 비윤리적 행동을 성과변수로 접근하며, 거시수준 연구는 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접근한다. 

   미시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실증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는 조직의 윤리경영이 비

윤리적 행동(unethical behavior)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비윤

리 행동에 대한 연구는 선행영향 요인(antecedents)의 파악에 초점을 두고 개인

적 특성과 조직적 환경의 2가지 요인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Brass, Butterfield, 

& Skaggs, 1998; Trevino, Weaver, & Reynolds, 2006). 비윤리 행동에 미치

는 개인적 특성은 인지적 도덕발전(cognitive moral development), 도덕철학

(moral philosophy), 인구 통계학적 변수(demographic variables) 등이 제시되

었다(Trevino, Weaver, & Reynolds, 2006; Kish-Gephart, Harrison & 

Trevi�o, 2010). 그러나, 윤리경영 변수는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조직적 환경 요

인과 관련되기 때문에 미시적 관점의 연구는 주로 윤리문화(Trevino,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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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vino, Butterfield, & McCabe, 1998)와 윤리풍토(Trevino, 1986, 1990; 

Victor & Cullen, 1988)와 같은 조직 문화적 요인이나, 윤리강령(McCabe, 

Trevino, & Butterfield, 1996; Izraeli,1988; Peterson, 2002, Trevino, 

Butterfield, & McCabe, 1998)과 윤리훈련(Weber, 1990), 윤리관련 평가 보상

제도(Flannery & May, 2000) 등과 같은 조직의 프로그램이 비윤리 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되어 왔다. 예컨대 높은 수준의 윤리문화를 가진 조직은 다

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조직이 기대하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메

시지를 전달함으로서 구성원의 윤리적 행위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한다고 밝혀졌다

(Trevino, 1990). 

   또한, 비윤리 행동 외에 조직 구성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의 변화

를 성과변수로 보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Low & Kalafut, 2002). 윤리경영

에 대한 구성원의 인지적 평가(cognitive appraisal)나, 이직율과 업무만족도, 조

직몰입 등 구성원의 업무태도를 성과로 보는 시도가 관련사례라 할 수 있다

(Weaver et al, 1999; Mize et al., 2000). 윤리경영이 구성원의 업무태도 및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면 이는 조직의 재무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때문에(Weaver 

et al., 1999), 기업윤리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인지적 평가도 윤리적 성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시수준의 연구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윤리경영 변수로 사회적 책임 수행

과 관련된 기업의 사회적 성과(CSP: Corporate social performance)3)를 사용

하여 조직의 재무성과(CFP: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Brown & Perry, 1994;  Blackburn et al, 1994; Waddock & 

Graves, 1997; Orlitzky et al, 2003 등). Carroll(1979)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3) Wood(1991)는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사회적 책임의 원칙, 사회적 반응의 과정, 그리
고 사회적 책임 수행의 결과 등 3가지 구성요소(configuration)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
시하였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CSP관련 실증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는 사회적 책임 수
행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Wood의 모델은 윤리경영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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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시수준의 연구에서 사회적 성과가 윤

리경영의 변수로 사용된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사회적 책임 중 경제적 책임

과 법적 책임보다 윤리적 책임에 초점을 두고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자 했기 때문이다(Cochram & Wood, 1984; McGuire et al, 1988; Brown & 

Perry, 1995; Waddock & Graves, 1997).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CSP-CFP Link)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일관성 있는 결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Carroll, 2000; Griffin and Mahon, 

1997; Jones and Wicks, 1999; McWilliams and Siegel, 2001; Roman et al.,

1999; Rowley and Berman, 2000; Wood and Jones, 1995; Margolis & 

Walsh, 2003). 사회적 성과와 재무성과 간의 관계는 사회적 성과를 높게 달성하

는 기업이 재무적 성과도 좋다는 관점(good management perspective)에 따라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부정적이거나 유의미하지 않는 관계로 나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Orlitzky et al., 2003; Griffin and Mahon, 1997; 

Preston and O’Bannon,1997; 박헌준, 이종건, 김범성. 2001). 한편, 재무적 성

과가 높은 기업이 더 나은 사회적 성과를 나타낸다는 여유자원 관점(slack 

resources perspective)을 입증하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Waddock & 

Graves, 1997; 박헌준,권인수, 2004). 또한, 사회적 성과와 재무성과 간에 양방

향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도 나타나고 있다(Preston & 

O'Bannon, 1997; 박헌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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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윤리경영 변수 조직성과 변수 결과
미시적 접근
Weaver & Trevino
(2001)

윤리 프로그램의 지향성
(orientation) 비윤리 행동 (-) 영향

Mayer et al(2010) 윤 리 풍 토 ( e t h i c a l 
climate)단일 차원 비윤리 행동 (-) 영향

Vardi(2001) 윤리풍토(다차원) o r g a n i z a t i o n  
misbehavior

차원에 따라 
상이

Adams, Tashchian 
& Sore (2001)등
Clark(1998) 등

Vitell & Hidalgo
(2006)
Valentine & 
Fleischman (2007)

윤리강령의 존재

윤리강령의 존재

윤리적 가치,
윤리강령의 강제화

윤리강령의 존재와 전달

윤리행위 인식

비윤리 행위

조직효과성 관련 
윤리의 역할인식

직무만족

(+)영향

영향없음

(+) 영향

(+) 영향

거시적 접근
Moskowitz 평판 지수 주가 영향 없음Vance (1975)

Cochram & Wood 
(1984) Moskowitz 평판 지수 OE/Assets

OE/Sales (+) 영향

Aupperle 외(1985) 법 적 , 윤 리 적 , 재 량 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

R O A ( 장 , 단 기 ) ,  
ROA(장, 단기) (-) 영향

Wokutch & Spencer 
(1987)

기부(philanthropy)/Sal
es, 기업범죄 RO  ROA, ROS (+) 영향

Abbot  & Monson 
(1979)

사회공시
(Social disclosure) 평균 투자수익률 (+) 영향

Belkaoui(1976) 환경오염 방지 투자 시장초과 수익율 (+) 영향
Waddock & Graves 
(1997)

KLD 평가 지표 : 8가지 
CSP 속성 변수 ROA, ROE, ROS (+) 양방향 

Brown & Perry 
(1995)

Fortune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 환경)평가

R O A , 주 가 , l o g 
sales, 위험 (+) 영향

Wimbush & 
Shepard (1994)
Rao & Hamilton 
(1996)

윤 리 풍 토 ( e t h i c a l 
climate)

비윤리적 행동의 보고

profitability

주가

(+) 영향

(- ) 영향 

<표 2> 윤리경영과 조직성과 간 관계연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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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윤리경영 성과지표로서 비윤리 행동의 적합성

    거시수준 연구에서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주가 수익률, 경상이익률, 매출

증가율 등 재무지표는 가측성이 좋고 객관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연구자가 사용하는 지표

에 따라 결과도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 재무지표는 서로 다른 재무적 의

미를 함축하고 있어 해석이 상이하다. 예컨대, 주가 수익률은 시장 투자자들의 재

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데 비해 경상 이익률은 회계적 재무성과를 의미한

다. 주가 수익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투자자들의 평가에만 의존하고, 경상수

익률은 지난 기간의 재무성과로서 조직의 회계관행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문제점이 제기 된다(박헌준, 권인수, 2004). 

   둘째, 재무지표는 경기요인, 기업관련 정책 등 통제가 어려운 다양한 외생변수

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관계의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 

윤리경영이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결과가 나오더라도 어

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곤란하다는 것이다(Margolis & 

Walsh, 2001, 2003; Rowley & Berman, 2000; 박헌준, 권인수, 2004). 

   셋째, 재무지표가 윤리경영의 성과지표가 아니라 오히려 윤리경영에 영향을 미

치는 선행요인일 수 있다는 점이다. 재무적 성과가 뛰어난 조직들이 그렇지 못한 

조직들에 비해 윤리 시스템과 절차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가 더 많아 윤리경

영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경영이 재무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보

다는 좋은 재무성과가 높은 윤리경영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연구 결과들도 

나타나고 있다(Waddock & Graves, 1997; Margolis & Walsh, 2001; 박헌준, 

권인수, 2004). 이러한 한계들로 인하여 윤리경영의 성과지표로서 재무지표의 적

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Ullman, 1985; Griffin & Mahon, 1997; 

양세영, 2007; 양세영, 박오수; 2010).  

   이에 반해, 비윤리 행동(unethical behavior)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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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지표보다 윤리경영의 성과지표로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조직의 

성과와 관련하여 비윤리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

직의 대리인(agents)으로서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은 조직은 물론 사회에도 심각

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chwartz, 2001). 1995년 베어링 은행이나 2001년 

엔론의 파산사례는 모두 조직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동이 조직을 파괴적 상황에 

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사소한 비

윤리 행동이라도 구성원 전체를 합치면 조직의 상당한 비용손실로 연결된다. 예컨

대, 조직에서 흔히 발생하는 조직절도(theft)의 경우, 미국에서 연간 400억 달러

가 넘는 비용 손실을 가져다 준다고 추정되며(Zmeke, 1986), 횡령, 근무태만, 거

짓보고 등 다른 비윤리 행동들도 직접적인 비용 손실은 물론 이해관계자에게 피

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궁극적으로 비윤리 행동은 조직의 

재무성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비윤리 행동은 윤리경영에 의한 구성원의 행동변화와 관계되므로 인과관

계를 설명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Weaver et al., 1999; Mize et al., 2000; 

Verschoor, 1998; Low & Kalafut, 2002). 조직이 윤리경영을 추진할 경우 이를 

실천하는 주체는 구성원이므로 윤리경영의 성공 여부는 구성원의 인식과 수용에 

의해 영향 받게 된다. 윤리경영이 구성원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수용되어 비윤

리 행동이 감소하게 되면 이는 재무성과는 물론 직무만족도 등 조직 전반의 성과

로 연결된다(Weaver et al., 1999). 많은 윤리경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비윤리 

행동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 기인한다(Kish-Gephart et 

al., 2010).

   셋째, 비윤리 행동은 조직의 윤리경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음으로서 

재무지표에 비해 외생변수의 영향이 작기 때문이다. 물론, 비윤리 행동역시 조직

의 윤리경영 외에 인구통계변수나 조직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으나 이러한 요인들

은 실증분석 시 적절히 통제하거나  영향변수로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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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비윤리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1. 비윤리 행동의 개념

     비윤리적 행동(unethical behaviors)은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되는 도덕규범

(Moral norms)을 위반하는 조직구성원의 행동으로 정의된다(Kish-Gephart, 

Harrison & Trevino, 2010). 이러한 정의는 비윤리 행동을 사회적으로 비합법

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해로운 행동으로 보는 Jones(1991, p 

367)와 Kaptein(2008), Trevino et al.(2006) 등의 입장과 일관된다. Trevino 

et al.(2006)는 조직 내 비윤리 행동의 사례로 거짓말(Lying), 부정행위

(Cheating), 절도(Stealing)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Kish-Gephart, Harrison & 

Trevino(2010)은 이외에도 고의적 태업(Sabotage), 고객기만, 분식회계 등을 예

시하고 있다. 업무상 게으름과 같은 단순한 행동은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

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비윤리 행동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4) 

    비윤리 행동은 직장 내 일탈행위(Workplace deviance)와 반생산적 업무행동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ur), 그리고 법률위반행위(Illegal behaviour)

와 같은 개념과 많은 부분 유사성이 있지만 일정한 차이도 있다. 직장 내 일탈행

위는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되는 도덕규범(Societal norms)을 어긴 행위라기보다

는 조직 내 행동으로 조직 규범(Organizational norms)을 위반한 행위로 정의된

다(Bennett & Robinson, 2003; Sackett, Berry, Wiemann, & Laczo, 2006). 

Bennett & Robinson (2003)은 조직 내 일탈행위를 조직에 대한 일탈행위와 조

직 구성원 간 일탈행위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조직에 대한 일탈행위의 사례로는 

절도, 태업, 무단 지각 등이다. 조직 구성원 간 일탈행위로는 성희롱, 모욕, 폭언, 

신체적 공격 등을 포함한다. 비윤리 행동과 직장 내 일탈행위의 개념사이에는 중

4) 한편, 널리 인정되는 사회규범과 조직의 윤리규범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비윤리 행
동에 대한 엄밀한 개념정의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Beauchamp and 
Bowie, 1979:Cavanagh, Moberg, and Velasquez,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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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는 부분도 많지만, 모든 조직 내 일탈행위가 비윤리 행동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동은 조직 내 일탈행위라 하기는 어렵지

만 널리 수용되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며, 근무 중 잡담이나 업무태만과 같은 것

은 조직 내 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난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Dalal, 2005: Robinson & Bennett, 1995; Kish-Gephart, 

Harrison & Trevino, 2010). 

    한편, 반생산적 업무 행동(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ur)은 조직시민

행동(OCB)과 역상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Klotz et al., 2011; LePine 

et al., 2002; Organ & Ryan, 1995), “직접적으로 조직의 활동이나 자산에 해

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원들에게 위

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정의되고 있다(Fox et al., 2001, p 292). 반생산적 업

무 행동 역시 조직 내 일탈행위와 마찬가지로 비윤리 행동과 중복되는 영역은 있

지만 조직규범을 위반한 행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용된 규범을 어긴 

행위를 포함하는 비윤리적 행동과 구별된다. 

    법률위반 행위역시 비윤리 행동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나 차이도 있다

(Trevino & Nelson, 2007). 절도는 불법적이고 동시에 비윤리적 행위이지만  

거래관계자와 구성원들 사이에 고액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불법행위는 아니더

라도 조직의 윤리규정(Code of conduct)에서는 널리 금지하고 있는 비윤리 행동

이라고 할 수 있다(Kish-Gephart Harrison & Trevino, 2010). 

   본 연구에서는 비윤리적 행동(unethical behaviors)을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

되는 도덕규범(Moral norms)을 위반하는 조직구성원의 행동으로 규정한 

Kish-Gephart, Harrison & Trevino(2010)의 정의를 기초로 하되 구성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규범과의 관련성을 강조하여 조직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행

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성원의 개인적인 도덕성보다 조직윤리에 초

점을 두고 조직이 요구하는 윤리 기준의 준수여부를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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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연구자

비윤리 행동
(unethical
 behaviors)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되는 도
덕규범(Moral norms)을 위반
하는 조직구성원의 행동
-사회적으로 불법이거나 도덕
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행동

-Kish-Gephart
, Harrison & Treviño  
(2010)
-Jones(1991), Kaptein 
(2008), Trevino et 
al(2006)

직장 내 일탈행위
(Workplace
 deviance)

  조직 내 행동으로 조직규범
(Organizational norms)을 위
반한 행위

-Bennett & Robinson 
(2003),Sackett, Berry, 
Wiemann, & Laczo 
(2006)

반생산적 업무행동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ur)  

직접적으로 조직의 활동이나 
자산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
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

Fox et al.,(2001),
Klotz et al.(2011),
LePine et al.(2002),
Organ & Ryan( 1995)

다. 이런 점에서 직장 내 일탈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조직의 윤리규범

은 대부분 준법,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조직 내 행동에만 국한되지는 않고 사회적 규범과의 연관성도 고려한 점

에서 차이가 있다.

<표 3> 비윤리 행동과 유사개념

 

  2. 비윤리 행동의 선행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지난 30여년이 넘는 동안 개인이 조직에서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이유에 대

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윤리 스캔들에 따른 사회의 관심증가

로 관련 연구는 현저한 양적 증가를 보였다(Kish-Gephart, Harrison & 

Trevi�o, 2010; Tenbrunsel & Smith-Crowe, 2008). 이러한 연구들의 주요 

관심은 비윤리적 행동을 일으키는 선행요인들(Antecedents)에 집중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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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ss, Butterfield, & Skaggs, 1998; ; Trevino, Weaver, & Reynolds, 

2006).

   그동안 비윤리 행동의 선행 영향요인(Antecedents)에 대한 연구는 2가지 범

주로 접근되어 왔다(Brass, Butterfield, & Skaggs, 1998: Trevino, Weaver, 

& Reynolds, 2006). 하나는 조직에서의 비윤리 행동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Bad apples”)에 주목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조직 환경(Organizational environment: “Bad barrels”)에 초점을 둔 접

근이다.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둔 관점은 비윤리 행동이 조직 내 소수의 부적절한 

개인들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에 근거한다(Trevino & Youngblood, 1990). 그러

므로 연구목적을 개인적 차이가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두고 인지적 도덕

발전(cognitive moral development), 도덕철학(moral philosophy), 통제위치

(locus of control), 마키아벨리즘(Machiavelianism),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성(gender)과 나이(age)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

(demographic variables)들을 선행 영향요인으로 접근한다. 

   조직 환경에 초점을 둔 관점은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조직특성에 

관심을 두고 조직의 윤리풍토(ethical climate), 윤리문화(ethical culture), 윤리

강령(code of conduct)과 같은 윤리 프로그램 등을 선행요인으로 접근한다. 한

편, Kish-Gephart, Harrison & Trevino(2010)는 Rest(1986)의 윤리적 의사

결정 모델에 근거하여 전통적인 2가지 범주 외에 개인이 직면한 도덕적 이슈의 

특성(moral issue characteristics: “Bad cases”)을  비윤리 행동의 선행요인

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도덕적 이슈의 특성에 초점을 둔 관점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이 갖는 도덕적 강도(moral intensity)에 주목하여 비윤리 행

동이 가져올 잘못된 결과의 크기(magnitude of consequences)등을 고려하는 접

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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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개인적 특성(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Bad apples”)

    2.1.1 인지적 도덕발전(cognitive moral development: CMD)  

   그 동안 인지적 도덕발전(cognitive moral development: CMD)은 개인적 특

성 관점의 대표적인 연구대상이었다(Trevino,1986; Rest, 1986; Baucus & 

Dudley, 2005). 발달심리학자인 Kohlberg(1969)의 인지적 도덕발전 이론에 근

거하여 조직 구성원의 인지적 도덕발전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접근이다. 인지적 도덕발전 이론은 개인이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능력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설명하고 있으며, 개인의 최종적인 결

정보다는 도덕적 추론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Kish-Gephart, Harrison & 

Trevi�o, 2010; Rest, 1986). Kohlberg의 모델은 3 수준(levels)과 6 단계

(stages)로 구성되어 있으며, 1 수준별로 2 단계씩 연결된다. 제 1 수준(level 

1)은  전 관습적 수준(preconventional level)으로, 1단계는 개인이 처벌을 피하

고 타율적 순종차원에서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도구적인 목적과 거래

차원으로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 옳은 일을 하게 된다. 제 2 수준(level 2)은 

관습적 수준(conventional level)으로  3단계에서는 개인이 집단규범(group 

norms)에 의지하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옳다고 기대되는 일을 하게 되며, 

집단 상호간의 일치를 중시한다. 4단계에서는 사회적 일치와 체제유지 관점에서 

사회의 법과 규칙이 요구하는 것을 지킨다. 제 3 수준(level 3)은 원리적 또는 후 

관습적 수준(principled or post-conventional level)으로 5단계에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다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권리와 신념

을 고려하는 것이다. 6단계에서는 개인이 보편적인 윤리 원칙들을 확립하고 이 원

칙이 법과 규정과 어긋날 경우에도 자신의 원칙에 따른다(Colby & Kohlberg, 

1987). 인지적 도덕발전은 성인의 경우 일정한 단계에서 정지될 가능성이 높으나 

윤리적 훈련과 도덕적 추론의 경험이 늘어나면 더 높은 단계로 발전 할 수 있다

(Trevino, 1992). 반대로 높은 단계로 발전한 개인이 낮은 단계로 역진(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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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나 감옥과 같은 특별한 사회적 환경에서는 

단계역전(stage reversal)도 가능할 수 있다(Colby & Kohlberg, 1987; Hickey 

& Scharf, 1980). 대부분의 성인은 제 2 수준(관습적인)에 있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이 동료나 의미 있는 타자들(significant others)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3단

계), 법과 규정, 정책에 의해 좌우된다(4단계)(Trevino & Weaver, 2003). 그 

동안의 실증연구 결과는 조직 내 비윤리적 행동과 인지적 도덕발전 간에 의미 있

는 역(-)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예: Blasi, 1980; Trevino, 1992; Trevino 

et al., 2006)

    2.1.2  도덕 철학(personal moral philosophy: PMP)

   개인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처할 때 자신만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활용하

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덕철학이다. 도덕철학(moral philosophy)

은 개인의 특별한 규범적인 틀에 대한 선호나 신념과 관련된다. 개인의 도덕적 철

학(personal moral philosophy: PMP)은 윤리 이념(ethical ideology), 도덕적 

지향(moral orientation)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개인의 도덕 철학은 어떠한 

결정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시금석이 된다(Ferrell & Gresham, 

1985). 도덕철학은 개인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평가되며(Ferrell & Gresham, 1985; Hunt & Vitell, 1986; Bass et 

al.,1998), 특히 조직내 의사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Forsyth & Nye, 1990; Forsyth et al., 1988; Singhapakdi et al., 1994).  

    그 동안의 도덕철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상주의(idealism)와 상대주의

(relativism)라는 구성개념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Forsyth, 1980, 1992). 상대

주의는 “개인이 윤리적 의사결정의 기초로서 보편적인 도덕원칙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정도”로 정의된다(Forsyth, 1980,p176). 상대주의 정도가 큰 개인은 

도덕적 절대성을 거부하고 시간, 장소 그리고 문화라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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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판단을 한다(Forsyth, 1992). 조직관점에서 해석하면 상대주의적 특성이 강한 

구성원은 윤리적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시 보편적인 윤리적 원칙이나 규정이 아니

라 상황적 요인이 더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Forsyth, 1980). 

   이상주의는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은 일관되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라고 믿는 정도“로 정의 된다(Forsyth, 1980,p176). 이상주의적 개인은 윤리적 

행동은 윤리적 딜레마의 형태나 심각성과 관계없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5). 이상주의의 정도가 큰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

은 항상 회피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측면에서 이상주의적 특성이 큰 사람은 항

상 다른 사람의 복지(welfare)에 관심이 있다. 이상주의가 낮은 개인은 도덕적 행

동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 해가되

는 행동도 더 큰 유익이나 선(good)을 위해서는 때때로 필요하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Forsyth, 1992). 이상주의와 상대주의는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고 개념적으

로 상호 독립적이다(Forsyth, 1980; Karande et al., 2002).

   실증연구 결과, 상대주의 철학을 가진 개인에 비해 이상주의를 가진 사람이  

비윤리적 행위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크므로 이상주의는 비윤리 행동과 

역(-)의 관계를 갖는 반면 상대주의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

(Singh & Forsyth, 1989; Barnett, Bass, & Brown, 1994). 이상주의 정도가 

큰 개인은 윤리적으로 판단이 애매한 상황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낳

기 쉬우므로 보다 엄격하게 그런 상황에 대처하게 됨에 따라 비윤리 행동을 저지

를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2.1.3  마키아벨리즘과 통제위치

   마키아벨리즘(Machiavelianism)은 일반적으로 비도덕적 행동, 숨은 책략, 비

윤리적 과잉행위 등과 유사어로 쓰이나(Nelson & Gilbertson, 1991), 조직적 맥

5) 이러한 낙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상주의(idealism)“라 명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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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는 상호관계를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속

이는 행동으로 파악되고 있다(Christie & Geis, 1970). 마키아벨리즘이 영업상황

에서 불법 뇌물을 주는 행동과 연관된다는 실증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비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Hegarty & Sims, 1978, 1979). 또 다른 

개인적 특성으로 통제의 범위(locus of control)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Rotter, 1966; Trevino,1986). 통제의 범위는 개인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가 자

신의 행동에 기인하는가 아니면 외부 세력의 이해할 수 없는 작용에 기인하는 가

에 대해 갖는 신념과 관련이 있다. 내부(internal) 통제위치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기인한다고 보는 반면 외부(external) 통제위치는 

운명, 행운, 권력집단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본다. 내부 통제적 성향의 사

람은 비윤리 행동이 초래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비윤리 행동을 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부 통제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쉽

게 비난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으므로 비윤리적 행동을 저지르기 쉽다(Trevino, 

1086). 실증연구 결과는 통제위치와 비윤리 행동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

(O’Fallon & Butterfield, 2005)와 있는 경우(Jones, 1992; Trevino & 

Youngblood, 1990)가 엇갈리고 있다.

    2.1.4 인구통계 변수 등 기타 요인6)

   성과 나이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demographic variables)는 개인적 

특성으로 가장 널리 연구되어 왔다(O’Fallon & Butterfield, 2005). 성

(gender)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관심사였다

6)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은 개인적인 특성과는 다르나 부분적으로 기질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개인수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적인 특성요인으로 보기도 한다(Staw, 
Bell & Clausen, 1986; Weiss & Cropanzano, 1996). Adams(1965)의 형평이론
(equity theory)에 따르면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투입 대비 보상 비율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인식할 때 이를 만회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보상추구 행동을 한다면 비윤리 행동으로 귀결된다. 실증연구
에서는 직무만족과 직장 내 일탈행위 간에 역(-)의 상관관계가 지지된 사례가 있다
(Dalal, 2005; Judge, Scott, & Illie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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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rose & Schminke, 1999; McCabe, Ingram, & Dato-on, 2006). 여성이 

남성보다 타인에 대해 배려를 잘하고 행동을 삼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더 윤리적

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Gilligan, 1977), 성적(性的) 차이가 윤리적 의사결

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나이(age)가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도 일관성 있는 결과

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O’Fallon & Butterfield, 2005; Tenenbrunsel & 

Smith-Crowe, 2008). 그러나 인지적 도덕발전 이론이 시사하는 것은 개인이 나

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높은 단계의 도덕적 추론이 가능하

다는 것이므로 나이와 윤리적 의사결정 간에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

다(Trevino, 1992; Trevino & Weaver, 2003). 

   교육수준(education level)역시 윤리적 의사결정과의 관계 면에서 이론적인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고 실증연구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

나(Tenenbrunsel & Smith-Crowe, 2008),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인지적 및 사회적 발전 수준이 높고 행동결과에 대해 책임

성이 높으므로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성이 더 작을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Thoma 

& Rest, 1986; Dellaportas, 2006).

   Trevino(1986)는 전통적으로 연구되어 온 대상 외에 추가되어야 할 개인변수

(additional individual variables)로서 자아 강도(ego strength), 현장 의존성

(field dependence)을 제시하고 있다. 자아 강도(ego strength)는 정신분석학적 

개념으로서 개인의 신념의 강도 또는 자기 통제력과 관련된 척도이다(Trevino, 

1986). 자아강도가 높은 개인은 낮은 개인에 비해 충동을 더 자제하고 자신의 신

념을 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높은 자아강도를 가진 개인은 도덕적 인식

과 행동 간의 관계에 더욱 일관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Rest(1984)는 자

아강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시험 부정행위(cheating)를 덜 한다

는 실험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그 동안의 몇몇 연구는 자아강도의 요소로서 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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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집중력을 제시하였으며, Blasi(1980)는 높은 IQ와 도덕적 추론능력을 가진 사

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도덕인지-도덕행동(moral cognitive-action)간 일관

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장 의존성(field dependence)은  상황이 모호할 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정

보를 제공하는 관계자(referents)에 대한 의존도를 말한다(Witkin & Goodenough, 

1977). 현장 의존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안내해 줄 외부 관계자를 더 

많이 활용하는 반면 현장 독립적인(field independent) 개인은 더 자율적으로 판

단하고 행동한다. 윤리적 딜레마 상황은 본질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탈피하

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자에 의지할 가능성이 크다. 도덕적 인지발전 모델에

서 원리화(principled) 이전 단계에 있는 개인들은 자신의 윤리적 원칙이 정립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현장의 상사나 동료의 의견에 더 기울게 되므로 현장 

의존적이 된다. 현장 의존적인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도덕적 판단과 행동

사이의 일관성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추론된다(Trevino, 1986). 조직의 윤리경영 

관점에서 보면 개인적 특성을 강조 한 연구들은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에 대한 윤리훈련을 통해 인지적 도덕발전 수준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Penn & collier,1985; Trevino, 1992)

2.2 조직 환경(Organizational environment: “Bad barrels”)관점

   비윤리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개인적 특성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조

직의 경영자는 구성원 개인의 가치와 도덕발전보다 업무환경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관점에서 조직 상황요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Trevino, Butterfield & McCabe, 1998). 개인의 비윤리적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조직 환경으로는 조직의 윤리문화(Trevino, 1990; Trevino, 

Butterfield, & McCabe, 1998), 조직의 윤리풍토(Trevino, 1986, 1990; 

Victor & Cullen, 1988), 윤리강령(McCabe, Trevino, & Butterfield,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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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raeli,1988; Peterson, 2002, Trevino, Butterfield, & McCabe, 1998)과  윤

리 훈련, 윤리관련 평가와 보상제도(Flannery & May, 2000) 등과 같은 윤리 프

로그램 등이 연구되어 왔다. 

    2.2.1 윤리 문화와 윤리 풍토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된 가치와 신념의 공통집합으로 정의된

다(Deal & Kennedy, 1983; Schein, 1984; Smircich, 1983). 조직문화는 또한 

공통된 가치, 믿음, 전통으로 구성된 조직의 비공식적 통제 시스템이라고도 정의

될 수 있다(Deal and Kennedy, 1982). 윤리문화(ethical culture)는 조직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윤리적 행동를 증진시키고 비윤리 행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Trevino & Weaver, 2003). 윤리문화는 경영자들과 구성원들이 어떻게 비윤리 

행동을 예방하고 윤리적 행위를 조장할 것인가에 대해 갖고 있는 경험, 가정, 기

대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Kaptein, 2009). 

   한편, 윤리풍토(ethical climate)는 조직 내에서 윤리적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

져야 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유된 인식

(Shared perceptions)으로 정의된다(Victor and Cullen, 1987). 윤리문화

(ethics culture)와 함께 윤리풍토(ethics climate)는 조직 환경의 윤리적 특징을 

나타내 주는 개념으로(Trevino, 1986, 1990; Victor & Cullen, 1988), 유사개

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초기부터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개념도 차이가 있

다. Trevino et al.(1998)은 그럼에도 연구자들이 윤리문화와 윤리풍토간의 관련

성에 대해 깊이 있게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이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란

만 가중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윤리풍토가 인식된 조직 가치에 초점을 두는데 비

해 윤리문화는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공식, 비공식 조직 시스템에 초점

을 둔다고 차이를 구분하였다. 윤리문화가 규칙, 보상제도, 강령, 리더십, 의식, 스

토리 등 공식적 및 비공식적 통제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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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윤리풍토는 간접

적으로 구성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윤리풍토와 윤리문화는 다른 

점도 있지만 상호간에 연관성도 있다. 예컨대, 윤리문화는 윤리강령이라는 통제 

시스템과 관련되며, 윤리강령은 윤리 풍토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법과 규정 준수

(Victor & Cullen, 1988)와 관련됨으로서 윤리문화와 풍토 간에는 연관성이 있

다고 할 수 있다(Trevino et al., 1998).

   윤리문화는 윤리적 행동을 지지하고 이끄는 조직의 시스템, 관행, 절차에 대한 

인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구성 개념화 될 수 있다(Kish-Gephart, Harrison & 

Trevino, 2010). Trevino(1986)는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들이 인지적 도덕발전 

모델상의 관습적인 수준(제 2수준)에 있으므로 외부의 영향에 민감하고 그들의 

행동은 조직의 윤리적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윤리문화는 경영

자의 윤리적 리더십(Brown, Trevino & Harrison, 2005), 보상 또는 징계 정책

(Trevino et al., 1998)과 같은 조직 요소를 포함한다. 강한 윤리문화를 가진 조

직은 다양한 조직장치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기대되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

를 전달함으로서 윤리적 행위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한다(Trevino, 1990).

   조직 내 윤리적 풍토는 윤리적 가치와 기대행위를 정의함으로서 구성원의 윤

리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 내에 윤리적 풍토를 만드는 것은 윤리경영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윤리풍토 이론을 처음으로 체계화 했던 Victor & 

Cullen(1988)은 윤리풍토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윤리적 풍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2가지 독립된 차원인 윤리적 기준(ethical criteria)과 분석위치

(locus of analysis)로 나누었다. 윤리적 기준(ethical criteria)은 이기주의

(egoism), 박애(benevolence), 원칙(principled)으로 구성되며, 분석위치(locus 

of analysis)는 개인(individual), 지역(local), 세계(universial)로 나누어진다. 다

음으로 2개의 수준은 결합되어 9가지의 윤리풍토 유형을 구성한다(Victor & 

Cullen, 1988, p111-112). 나중 실증연구 결과 9가지 유형 중 5가지 유형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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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과 중요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검증됨에 따라(Victor & Cullen, 1988; 

Cullen, Victor & Bronson, 1993), 박애 기반의 차원(benevolence-based 

dimension)으로는 구성원들의 이타적인 돌봄을 특징으로 하는 “배려(caring)”형, 

이기주의 기반의 차원(egoism-based dimension)으로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을 추구하는 "도구주의(instrumental)" 형, 원칙기반의 차원(principle-based 

dimensions)으로 는 조직의 규칙과 정책을 준수하는 “규칙(rules)”형, 정부와 외부

기관의 규제와 기준 준수가 특징인 “법과 강령(law and code)”형, 개인적 윤리적 

원칙에 충실한 “독립(independence)”형과 같은 5 가지 유형이 제시되었다(Martin 

& Cullen, 2006). 실증 연구를 통해 Vardi(2001)는 이러한 조직의 윤리적 풍토

(ethical climate)가 조직 비리행동(organization misbehavior)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도구주의(instrumental) 풍토는 조직 환경이 이기심을 강조하고 개인의 이익

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비윤리적 행위와 정(+)의 관계를 나타낸다

(Barnett & Vaicys, 2000; Peterson, 2002). 원리형(규칙, 법과 강령, 독립)은 외부 

규정과 개인의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고 배려형은 이해관계자를 존중하기 때문에 비윤

리 행동과 역의 관계를 보여준다(Victor & Cullen, 1988; Wimbush & Shepard, 

1994). 

   Mayer et al(2011)는 Victor & Cullen(1988)의 윤리풍토 연구에 대한 선구

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실증연구들마다 윤리

풍토를 측정하는 척도로 서로 다른 차원과 유형을 활용하고 있어 척도의 적합성

과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Victor & Cullen(1988)의 다차

원 척도가 조직의 실제적인 윤리 풍토를 파악하기 보다는 마땅히 지향해야 할 윤

리풍토의 관점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윤리풍토 

연구가 조직 수준의 집합적 풍토 인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심리적 풍토라고 지적

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그는 조직의 집합적 윤리풍토를 측정하기 위

해 단일 차원의 척도를 개발하여 실증연구에 활용하였다. Martin & Cullen 



31

(2006)은 윤리 풍토와 조직행동 결과에 대한 메타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윤리 

풍토는 조직의 역기능적 행동 발생에 역(-)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2.2.2 윤리적 리더십(ethical leadership)

   주요한 조직비리와 관련하여 리더의 윤리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관심

이 증대되고 있다(Brown & Trevino, 2006; Davis & Rothstein, 2006; Sama 

& Shoaf, 2008; Mayer et al., 2009).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의 윤리적 판단과 

행동에 있어서 상사와 같은 의미 있는 타자들(significant others)의 행동을 주목

하게 된다(Kohlberg, 1969; Trevino, 1986). 이렇듯 업무현장에서 조직 내 리

더들이 구성원들의 윤리적 인도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에도 윤리

적 차원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Ciulla, 2004; Brown et al., 2005). 

리더십에 있어서 윤리적 차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변혁적 리더십

(transformational leadership)과 카리스마 리더십(Charismatic leadership)영역

에서 다루어졌다(Bass & Avolio, 2000). 이 두 가지 리더십 유형은 각각의 고유

특성이 있으나, 개념적으로는 때때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유

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Bono & Judge, 2003; Conger, 1999; Shamir, 1999; 

Brown et al., 2005). Burns(1978)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는 “자신과 추종자의 

가치체계를 정렬하여 중요한 도덕적 원칙을 따르도록 추종자에게 영감을 주고 고

무하는”사람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영감적 동기부여(inspirational motivation), 

이상적 영향력(idealized influence), 개별적 배려(individual consideration), 지

적인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과 같은 4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Bass & Avolio, 1993), 이 중에서 이상적 영향력이 윤리적 측면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Brown et al., 2005). 이상적 영향력은 변혁적 리더가 추종자들

이 닮아가는 역할 모델로서 올바른 일을 하고 동시에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동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과 관련된다(Avolio, 1999, p. 43).  그러나, 변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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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와 카리스마 리더가 이타주의보다 이기심에 의해 동기화 되거나, 권한을 부적

절하게 사용한다면 비윤리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Bass, 1998; Howell, 

1988; Howell & Avolio, 1992; House & Aditya,1997). 윤리적 리더는 명확

한 행동기준을 세우고 구성원들이 그것을 준수하도록 통제한다는 점에서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도 중요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Gini, 

1998). Trevino et al(2003)은 윤리적 리더가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행동기준 설정, 평가, 보상과 처벌과 같은 거래적 리더십과 관련된 것을 사

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윤리적 리더는 추종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 변

혁적 리더십 접근과 거래적 리더십 접근을 모두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리더의 정직성(honesty), 온전성(integrity)7), 신뢰성(trustworthiness) 

등도 윤리적 리더십과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Den Hartog et al., 1999; 

Kouzes & Posner,1993). 이러한 리더의 특성들(traits)은 분명 윤리적 리더십

과 연관은 있으나 윤리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많은 특성 중의 하나의 측면만을 나

타내기 때문에 동일한 구성개념(construct)이라고는 할 수 없다(Howell & 

Avolio, 1992; Brown et al., 2005). Trevino et al(2000)은 정직, 신뢰와 같

은 특성은 윤리적 리더십의 “도덕적 개인(moral person)”측면 만을 반영하고, 

구성원들의 윤리적인 책임을 촉구하는 행동과 같은 “도덕적 관리자(moral 

manager)”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보았다. 

   Brown et al(2005)는 선행연구들이 윤리적 리더십에 대해 부분적으로 접근하

고 있어 윤리적 리더가 어떤 모습인지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윤리적 리더십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

7)“integrity”는 사전적으로 1)사람에 대해서는“도덕적 원칙에 있어서 올곧고 정직한 성품
(quality of being honest and firm in one’s moral principles)”2)사물에 대해서는“전
체적이고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state of being whole and not divided)”라는 의미로 해석
된다(Oxford Collocations Dictionary for students of English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일반적으로는“온전성 또는 성실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언행
일치와 같은 인격적 특성을 포함하므로 사물의 통합적 속성을 적용하여 “通全性”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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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적 학습이론을 기초로 보다 종합적인 윤리적 리더십의 구성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윤리적 리더십은 “개인적 행동과 대인 관계 

그리고 쌍방향 소통, 강화(reinforcement), 의사결정을 통해 추종자에게 규범적으

로 적절한 행동을 보여주고 촉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Brown et al., 2005, p 

120). Brown et al(2005)은 윤리적 리더십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도덕적 개인(moral person)”으로 온전성(integrity),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공정성, 신뢰 등을 내용으로 하며, 둘째는 “도덕적 관리자

(moral manager)”로서 소통, 보상과 처벌, 윤리적 기준의 강조, 윤리적 행동의 

역할 모델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들은 이러한 요소를 근거로 윤리적 리더십 척도

(ELS: ethical leadership scale)를 개발하였는데 실증을 통해 구성개념의 타당

성이 입증되고 있다.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

연구에 의하면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리더 만족도, 리더 효과성, 구성원의 역

할외 활동(맥락적 성과) 그리고 문제를 경영층에 제보하는 의사 등과 같은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oh & Boo, 2001; Brown et al., 2005; 

Piccolo et al., 2010). 비윤리 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윤리적 리더십이 비윤

리 행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조직적 특성요인으로서 평가되며 실증연구 결과도 윤

리적 리더십이 비윤리 행동과 역(-)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Stead et 

al., 1990; Viswesvaran et al., 1998; Koh & Boo, 2001; Albaum & 

Peterson, 2006; Mayer et al., 2009)  

    2.2.3 동료의 윤리 행동

   조직 내 동료집단(peers)의 행동과 태도는 리더와 같이 개인의 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Trevino, 1986,1992; Vitell et al., 1993; Zey-Ferrell & 

Ferrell, 1982; Zey-Ferrell et al., 1979). Zey-Ferrell & Ferrell(198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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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관련 역할조 구성(role-set configuration)개념을 통해 관계 타인

(referent others)의 행동이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

는데 관계 타인 중 조직 밖의  타인보다 조직 내 동료집단이 비윤리 행동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밝혔다. Trevino(1986)는 비윤리 행동의 조직 환경 

요인으로 관계 타인(referent others)을 제시하였는데, 관계타인 중 동료집단은  

특히, 문화수준이 낮은 조직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수

준이 낮은 조직은 집단 규범구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주위의 관

계 타인(referent others)으로서 동료집단이 제공하는 규범에 의존하게 된다

(Schein,1984). 반면, 강한 조직문화를 가진 조직은 구성원의 행동을 지도하는 

집단의 규범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가치와 목표, 신념체

계를 공유하며, 이는 개인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돕는다(Higgins, Power, 

Kohlberg, 1984).

   관계 타인이 개인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조직 내 학습모

델의 존재가 윤리적 또는 비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학습 이

론(social learning theory)과 연관된다(Rosenhan, Moore & Underwood, 

1976). 동료집단의 영향력을 사회적 학습이론을 통해 살펴보면  동료들의 윤리적 

행동은 구성원 자신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영향력 있는 역할 모델이 된다. 역할 

모델을 통한 학습은 사회적 학습이론이 강조하는 대리적 학습(vicarious 

learning)의 관점에서도 설명된다. 구성원들은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서 조직의 규범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학습하게 

된다(Bandura, 1977, 1986). 윤리적 역할 모델과의 관계는 역할모델과의 상대적

으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요청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윤리적 

역할 모델로서 경영자나 상사보다 작업집단 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동료들이 더 

영향력 있는 역할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Walker, Pitt, Hennig, & Matsuba, 

1995). 이런 점에서 Trevino(1986)는 조직 구성원의 윤리적 행위를 유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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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적절한 관계타인을 윤리적 모델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

다. Zey-Ferrell, Weaver & Ferrell(1979)의 마케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결과는 동료들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 자기 보고식 비윤리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많은 실증연구들이 구성원의 동료집

단 윤리행동에 대한 인식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Loe et al., 2000; O’Fallon & Butterfield, 2005).

    2.2.4 윤리 프로그램

   윤리 프로그램은 조직상황 요인으로 뒤늦게 연구대상이 되었지만 조직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

로 고려된다(Trevino & Weaver, 2003). 조직이 실행하는 윤리 프로그램으로는 

윤리규정(Code of conducts), 전담조직(Ethics committees or departments)과 

전담직원(Ethics officer), 내부 신고제도(Help line or Hot line), 훈련 프로그램

(Training programs) 등을 들 수 있다. 윤리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조직업무의 

특정영역들과 관련된 비윤리 행동을 방지하는데 성공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Ferrell et al., 1998).  

    윤리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연구대상은 윤리강령(codes of conduct)으로서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지도하는 도덕적 표준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것

(Schwartz, 2001)으로 정의되며, 다른 프로그램들의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Langlois & Schlegeimilch ,1990). 윤리강령은 윤리문제의 중요성과 조직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행동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서 비윤리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Somers, 2001; Trevino & Brown, 2004). 그러나 그 동

안의 실증연구는 엇갈리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윤리강령의 존재가 비윤리 행동

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Hegarty & Sims, 1979; McCabe et al., 

1996; Izraeli,1988; Peterson, 2002, Okpara, 2003)가 있는 반면 의미있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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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Brief, Dukerich, Brown, & Brett, 1996; 

Cleek & Leonard, 1998)도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들은 윤리강령의 단순한 보유 보다 윤리강령 내용의 실질적인 적

용이 비윤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McCabe et al., 1996; 

Trevino & Weaver, 2001). 조직이 윤리강령의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명확히 전

달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방식으로 규정 위반자를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Trevino, 1992). 실증연구 결과 윤리강령의 집행 강화와 피드백 노력은 비윤리 

행동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McCabe et al., 1996; Trevino & 

Weaver, 2001; Paolillo & Vitell, 2002). 또한, 윤리강령은 윤리경영을 추진하

는데 필수적인 프로그램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강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우 형식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된다(Verschoor,1998; Scalet, 2006). 

   윤리교육(ethics training)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윤리적 문제를 인식시키고 윤

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며 윤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핵심 프로그램이다(Mayhew & Murphy, 2008). 윤리훈련이 구성원의 윤리적 행

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Gautschi III & 

Jones, 1998; Wu, 2003; Desplaces et al., 2007; Shaub, 1994; Eynon et 

al., 1997), 윤리강령과 마찬가지로 윤리훈련의 효과도 제한적이거나 긍정적 효과

가 없다는 연구도 있어 결과가 혼재된 상태이다(Weber, 1990; Adkins and 

Radtke , 2004). Weber(1990)는 윤리훈련이 학습자의 윤리적 인식과 도덕적 

추론능력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개선 효과는 매우 짧은 기간만 

존재한다고 밝혔다. 

   윤리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조직 구성원들은 경영자 및 동료들과의 소통을 통

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윤리적 이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구성원의 비윤리 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된다(Trevino, 1986; Vitell et all.,1993; J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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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bodeaux, 1999; 양세영, 박오수, 2010). 이 외에 윤리담당 조직과 담당자

(ethics department/council & ethics officer), 내부신고제도(whistleblowing 

or hotline) 등 프로그램의 존재와 비윤리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사례는 극히 드

문 가운데 제한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Izraeli & BarNir,1998; Miceli et 

al.,1991).

   그동안  윤리 프로그램과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는 개별 윤리 프로그램의 도입

과 실행여부가 조직의 윤리적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Schwartz, 2001; 백윤정, 

2008). 이에 따라 윤리 프로그램의 존재여부 만으로는 비윤리 행동에 대한 영향

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Verschoor, 1998). Trevino & 

Weaver(2001)는 개별 윤리 프로그램의 존재와 특성보다는 실행이 이루어지는 

조직적 맥락과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직 차원의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 방식과 구성원의 수용

성 등 조직적 맥락의 접근이 윤리 프로그램이 구성원의 행동과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설명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윤리 프로그램의 존재 

유무와 특성 중심의 연구를 탈피하여 윤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조직적 맥락과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2.5 추가되어야 할 조직 환경 요인  

   Trevino(1986)는 전통적으로 연구되어 온 대상 외에 추가되어야 할 조직 환

경 변수(additional organizational variables)로서 직무적 배경(job context)을 

제시하였다. 비윤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직무배경으로는 강화대책

(reinforcement contingencies)과 직무적 압력(job pressures)이다. 강화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모든 행동은 결과(consequences)의 산물이다. 이러한 이론적 함

의를 적용하면 조직은 구체적인 보상과 처벌대책을 통해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에 



38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egarty & Sims(1978)의 실험실 연구에 따르면 비윤리 행동에 더 높은 보

상을 하게 되자 피실험자들은 비윤리적 행동을 더 많이 시도하게 되었으며 

Trevino, Sutton, & Woodman (1985)의 연구에 따르면 윤리적 행동은 처벌하

고 비윤리적 행동은 보상받는 방향으로 조작된 상황이 주어지자 실험 대상자들은 

비윤리적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행동이 가장 많이 나

타난 경우는 비윤리적 행동이 명백하게 처벌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실험연구 결

과들은 조직 내에 강화대책이 존재하고, 특히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 또는 비윤리

적 행동이 각각 명확하게 보상 또는 처벌이 이루어질 때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윤리적 행동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반드시 윤리적 행동을 증가시키지는 않고 오히려 보상이 윤리적 행동의 본질적 

가치를 손상시킨다는 연구결과(Trevino & Young blood, 1990; 백윤정, 2008)

도 있어 보상과 윤리적 행동 간의 관계는 복잡하다고 지적된다(Trevino et al., 

2006).

   직무적 압력(job pressures)은 조직 구성원이 직무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직면

하는 비용(cost), 시간(time), 자원(resource), 경쟁(competition)적 여건과 관

계된다. Rest(1984)는 구성원이 업무상황에서 윤리적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요구되면 그 상황을 재평가하고 방어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시간

적 압박이 심한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거의 주의하지 못

함으로서 윤리적 행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Staw & 

Szwajkowski(1975)는 업무 자원이 부족한 직무상황에서는 부족한 자원을 확보

하기 위한 경쟁의 압력으로 비윤리적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직무적 여건에 따라 윤리적 행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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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덕적 이슈의 특성(moral issue characteristics: “Bad cases”)관점

   개인이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ethical dilemma)에 포함된 특성역시 비윤리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된다(Kish-Gephart, Harrison, & Trevino, 

2010). Jones(1991)에 따르면 개인 특성과 조직 환경 외에 도덕적 이슈가 갖는 

특성에 주목해야 하며, 이는 상황이 갖는  도덕적 강도(moral intensity)를 고려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 강도는 6가지의 특징적인 요소로 구성된다. 먼저, 결

과의 크기(magnitude of consequences)는 비윤리 행동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

과의 크기를 말하며,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동료

집단이 동의하는 정도를 말한다. 시간적 즉각성(temporal immediacy)은 비윤리 

행동의 결과가 실현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결과의 가능성

(probability of effect)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말한다. 근접성

(proximity)은 비윤리적 행위가 주는 피해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물리

적 근접도를 말하며 영향의 집중성(concentration of effect)은 주어진 크기의 비

윤리적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부작용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도덕적 

강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한 책임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윤리 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Jones, 1991). 

Kish-Gephart, Harrison, & Trevino(2010)는 도덕적 이슈의 특성은 직접적인 

비윤리적 행동보다 비윤리적 의도(unethical intention)에 더욱 관련 된다고 지적

하고 있다. Jones(1991)의 이론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점차 지지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개인적 특성이나 조직적 특성에 비해 다양한 연구는 진행

되지 않고 있다(May & Pauli, 2002; Nill & Schibrowsky, 2005; Paolillo & 

Vitel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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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비윤리 행동의 선행영향 요인

자료: Kish-Gephart, Harrison, & Trevino(2010)의 메타 연구결과를 수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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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선행요인

개인접근

Ashkanasy et al. (2006)
Bancroft (2002)
Barnett et al.(1994)
Bay & Greenberg (2001)
Burnfield et al. (2005)
Fox & Spector (1999)
Greenberg (2002)
Henle et al. (2005)
Lasson & Bass (1997)
Mastranglo & Jolton (2001)
Perlow & Latham (1993)
Ponemon (1992)
Street & Street (2006)
Trevino & Youngblood 
(1990)
Zagenczyk et al. (2008)

성, 연령, 근무년수 등 인구통계
인지적 도덕발전
도덕철학
인구통계
직무만족
통제위치, 직무만족
인지적 도덕발전
도덕 철학, 인구통계
인지적 도덕발전, 인구통계
인구통계
통제위치, 인구통계
인지적 도덕발전
마키아벨리즘, 통제위치, 인구통계
인지적 도덕발전, 통제위치

마키아벨리즘,인구통계

조직접근

Adams et al. (2006)
Aquino(1998)
Baker et al. (2006)
Rotting & Koufteros(2007)
Izraeli (1988)
McCabe et al. (1996)
Peterson (2002)
Salmans(1987)
Somers (2001)
Vardi (2001)

윤리적 풍토
윤리적 풍토
조직문화
윤리문화
윤리강령 존재
윤리강령의 존재, 강제력
윤리강령의 존재
윤리교육
윤리강령의 존재
윤리적 풍토

<표 4> 비윤리 행동에 대한 선행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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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윤리 행동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와 과제

   기존의 비윤리 행동의 선행요인 연구는 개인특성이나 조직 환경 어느 한 측면

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개인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인지적 도덕발전(사

례: Trevino & Youngblood, 1990; Greenberg, 2002)이나 개인의 도덕철학(사

례: Barnett et al., 1994; Henle et al., 2005), 인구통계변수(사례: Bay & 

Greenberg, 2001; Mastranglo & Jolton, 2001)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직 

환경에 초점을 둔 연구는 윤리문화나 윤리 풍토 (사례: Vardi, 2001; Adams et 

al., 2006; Rotting & Koufteros, 2007), 윤리 강령과 같은 윤리 프로그램(사례: 

Izraeli , 1988; McCabe et al., 1996; Peterson, 2002)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인특성이든 조직환경이든 어느 한 쪽에 초점을 둔 연구는 비윤리적 

행동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Trevino, 1986).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조직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조

직 환경을 강조하는 연구는 개인특성의 영향을 감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Trevino, 1986; Brass, Butterfield, & Skaggs, 1998; 백윤정,2008). 또한, 개

인 특성이나 조직 특성 중 하나의 관점으로만 접근하기에는 조직 구성원의 윤리

적 의사결정은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 구성원의 윤리적 행

동은 고정된 개인적 특성만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상황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Higgins, Power, & Kohlberg, 1984). 따라서, 비윤리적 행

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수준 요인과 조직수준 요인을 통합적으로 접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Trevino, 1986; Brass, Butterfield, & Skaggs, 1998). 

   개인 특성과 조직 특성의 통합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특성보다 조직 

환경적 특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동을 유발하는 의사

결정은 주로 치열한 조직 내 경쟁상황과 업무추진 현장의 딜레마 상황에서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조직 상황적 요인을 보다 중점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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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Trevino(1986)는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조직특성 요인에 대한 연구가 더 

강조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윤리 행동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하나 조직관리 목적 측면에서 보면 비윤리 행동을 막기 위해 실질적으

로 통제가 가능한 영역은 조직 환경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에도 불구

하고 그 동안의 비윤리 행동에 대한 선행요인 연구는 구성원 개인특성 차원을 중

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조직적 요인 차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

한 상황이었다(Jose & Thibodeaux, 1999).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적 관점에서 

비윤리 행동을 살펴보되 조직적 요인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조직적 특성요인 중 윤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윤리 프로그램은 비윤리 행동의 조직특성 요인 중 윤리적 리더십과 동료의 영

향력과는 달리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

며, 윤리적 문화와 풍토에 비해 보다 가시적이고 구속력 있게 구성원들에게 작용

하기 때문이다. 윤리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조직 요인이면서도 개인적 특성과 다

른 조직요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윤리강령은 조직이 지향하는 가

치와 규범을 제시함으로서 윤리문화와 풍토를 구성하는 기초로 작용하며, 구성원

의 바람직한 행동방향을 천명함으로서 윤리적 리더십과 동료의 윤리행동에도 영

향을 미친다. 

   윤리 프로그램은 기존의 윤리경영 성과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사회적 성과와  

윤리적 풍토 등과 같은 기존의 윤리경영 변수들보다 조직의 윤리경영을 동태적으

로 더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실증연구 방법 측면에서도 강조 될 필요성이 있다

(양세영, 2007; 양세영, 박오수, 2010). 사회적 성과가 윤리경영의 결과에 치중

한 데 비해 윤리 프로그램은 기준과 과정에 중점을 두며, 윤리적 풍토는 비명시적

이고 비공식적 특성을 가진데 비해 윤리 프로그램은 가시적이고 공식적인 제도로

서의 특징을 갖고 있어 구성원들에 의해 인지적 평가가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 윤

리경영을 조직과 그 구성원이 기업윤리를 경영현장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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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개인특성/조직특성 변수

Kish-Gephart et al.(2008)

Trevino et al.(1998)

Marta et al(2004)

Vitell(2003)

(개인)도덕철학, 통제의 위치, 직무만족, 인구통계
(조직)윤리풍토, 조직문화, 윤리강령의 존재, 
     윤리강령의 강제력

(개인) 직무만족
(조직) 윤리풍토, 조직문화

(개인) 도덕철학
(조직) 윤리문화

(개인) 도덕철학
(조직) 윤리문화

과정으로 정의한 만큼 윤리 프로그램은 이러한 정의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윤리 프로그램 중심의 통합적 연구가 보다 설명력이 크고  

타당성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조직 환경요인으로서 비명시적인 요인인 윤리 리

더십과 동료의 윤리적 행동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명시적 윤리 프로그램 못지

않게 비명시적 요인도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비윤리 행동을 조직

요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명시적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되

기 때문이다(Brenner,1992; Jose & Thibodeaux, 1999; Singh, 2006).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명시적 윤리 프로그램 또는 윤리적 

리더십 등과 같은 비명시적 조직요인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Brenner, 1992; Singh, 2006). 

<표 5> 개인특성-조직특성의 통합연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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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윤리 프로그램의 선행연구

 

1. 윤리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조직은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제도와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윤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Lindsay et al., 

1996; Weber, 1993). 조직은 구성원들의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윤리를 조직 활동과 시스템에  내재화하려는 하는 노력을 이미 20C 초반 현

대적 기업의 발전과정에서부터 추진해왔다(Clark, 1916; Vogel, 1991; Wever, 

1981,1992). 1930년대 대공항과 록히드 사건(1976년) 등 윤리적 스캔들을 거

치면서 비윤리 행동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윤리강령과 같은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청되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갖추게 된 것은 

조직 비리를 방지하려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1991년 제정된 「미국 연방판결지

침(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SG」를 통해서다8)(Joseph, 2003; 

Stansbury & Barry, 2007; 양세영 & 박오수, 2010). FSG는 기업은 물론 공공

기관과 비영리단체 등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조직이 효과적인 윤리 프로그

램을 구축하고 적절한 주의(due care)를 기울인 경우 연방법규를 위반하였다 하

더라도 형벌이나 벌금의 감면이 가능하고, 반대로 윤리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증벌이나 증액이 가능하다(Hess, Mcwhoter & Fort, 1994). 

    이러한 FSG는 조직의 부패통제와 윤리수준의 제고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 조

치로 평가받고 있다(Izraeli & Schwartz, 1998).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동 지침

이 제시하고 있는 양형상의 인센티브 때문에 윤리강령의 문서화, 담당부서의 설치 

등 윤리 프로그램 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8) 1986년 발표된 국방산업 윤리경영 자율추진 체제(The defense industry initiative: 
DII)가 최초로 윤리 프로그램의 내용과 범위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으며, FSG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다(Kurland, 1993). 그러나, DII는 조직이 갖추어야 할 윤리 프로그
램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일부 방위산업 기업들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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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man, 1999; Lando, 1999; Greenlee & Bukovinsky, 1997). 

    그러나, FSG는 외형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공식적인(formal) 요소를 강조함

으로서 실질적으로 조직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 요소를 간과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지침이 요구하는 구성요소의 설치에만 관심을 가질 뿐 프로그램의 실효

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되었다(Hess, Mcwhorter 

& Fort, 2006; 양세영, 박오수, 2010). 이에 따라 FSG는 2004년 효과적인 윤

리 프로그램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지침은 조직

들이 높은 윤리수준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요구되는 최저한의 기준충족에 급급하

다는 시행상의 문제점에 주목하여 조직비리에 대한 조사와 공시, 보고 장치를 강

화하는 한편 윤리적 조직문화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

였다(Kasher, 2009; USSC, 2004). 

   미국에서는 FSG가 시행된 1991년 이후 조직 내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가 실질적으로 늘어났다(Weber, 1993; Weaver, Trevino & Cochran, 1999; 

DeMarr). Weaver, Trevino, & Cochran(1999)의 연구에 따르면, 연방판결지침 

도입이후 미국 포츈(Fortune) 1,000대 기업의 98%가 공식적 형태로 조직내 윤

리이슈에 접근하고 있으며, 78%가 독립된 윤리강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30%가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54%가 한명 이상의 전담직원

(officer)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비영리 조직윤리 전문기관인  

윤리자원센터(Ethics Resource Center)의 2003년 전국 윤리경영 실태조사

(National Business Ethics Survey)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회

사가 성문화된 윤리강령, 윤리훈련, 윤리담당 조직, 내부 신고시스템 등 윤리 프로

그램의 4대 핵심요소 중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12%에 불과

하다고 밝혔다(Joshep, 2003). Weber와 Wasieleski(2013)는 미국 윤리담당임

원협의회(Ethics & Compliance Officers Association: ECOA)의 1,200여개  

회원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원 조직의 98%가 윤리강령을 보유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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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임직원에 대한 윤리 훈련도 98%가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FSG운영의 효과가 나타났고, 둘째, 2001년 엔론(Enron)사건 이후 사회적

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셋째, 회계투명성과 기업개혁을 위해 

제정된 샤베인즈-옥슬리(SOX)법이 윤리 시스템의 강화를 대폭 요구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사회의 감시기능 강화, 기업들의 대

내외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 등으로 윤리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양세영, 박오수, 2010).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2008)에 따르면  윤리 프로그램 중 윤리강령은 2008년 300대 기업 중 응

답기업(124개사)의 98.5%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21.8%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윤리교육(훈련)도 1999년 25.5%에서 91.3%

로 크게 늘어났다(양세영, 박오수, 2010). 

2. 윤리 프로그램의 개념과 기능

2.1 윤리 프로그램의 개념

   이처럼 조직 현장에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조직마다 고유의 특성과 전략

에 따라 다양한 윤리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범위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은 미흡한 상황이다

(Brenner, 1992; Singh, 2006).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프로그램”은 “특정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행할 일들의 계획” 또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행하는 행동과 관련된 계획이나 시스템”으로 풀이 된다9). 라틴어 어원은 

“programma”로서 공적인 알림(a public notice)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전적, 

어원적 의미를 적용하면 윤리 프로그램은 윤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되는 

9) a plan of things that are done in order to achieve a specific result, a plan or 
system under which action may be taken toward a goal.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program (2013.12.15.)



48

행동들과 관련된 계획이나 시스템으로서 조직 내 공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윤리 프로그램에 대해 처음으로 개념정립을 시도한 것은 윤리의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of ethics)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Purcell, 1977; 

Weber, 1992; Jose & Thibodeaux, 1999). 기업들은 윤리적 문제를 윤리강령 

제정,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 담당 임원의 선임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도화

함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며(Austin, 1994; Gellerman, 1989; Murphy, 

1989;Weiss,1994), 윤리 프로그램은 이러한 윤리의 제도화의 산물로서 파악될 

수 있다(Weber, 1992; Jose & Thibodeaux, 1999). Weber(1992, p419)에 

따르면 윤리의 제도화는 윤리를 구성원의 업무활동과 매일매일의 의사결정 과정

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윤리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명확한 접근을 시도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론적 접근보다 오히려 미국 연방정부 주도로 도입된 FSG라 할 수 있다. 

FSG에 따르면 조직이 효과적인 윤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것은 다음 8가지 요

소를 제대로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조직의 범죄행위를 탐지하고 예방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Standards and procedures) 2)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 권한, 책임 및 예산(Responsibility, resources, and authority for 

program) 3)프로그램 운영을 점검하는 담당직원(Personnel screening related 

to program goal)  4)전 임직원에 대한 윤리훈련(Training at all levels) 5) 프

로그램 효과에 대한 감독,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Audit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program effectiveness) 6)악의성 없는 내부 신고시스템

(Non-retaliatory internal reporting systems) 7)윤리경영을 촉진하는 보상 및 

제재수단(Incentives and discipline to promote compliance) 8)유사한 위반행

위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step to respond to 

and prevent further similar offenses)이다(Desio, 2004). 이러한 윤리 프로그

램을 구축하고 적절한 주의(due care)를 기울인 조직에게는 형량상의 인센티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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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는데, '적절한 주의'라 함은 제시된 8가지 프로그램을 얼마나 구비하고 효과

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와 관련된다(Alexander & Arlen, 1999; Kahan & 

Posner, 1999; 양세영, 박오수, 2010). 

   이론적인 차원에서 Brenner(1992, p 393)는 윤리 프로그램(corporate 

ethics program)을 “조직행동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value), 정책

(policy) 그리고 활동들(activities)”로 정의하여  FSG와는 달리 윤리 프로그램

을 매우 포괄적으로 보았다. 그는 모든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윤리 프로그램

(ethics program)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

다고 지적하였다. 

   Brenner(1992)의 정의와 같이 윤리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한다면 

일반적인 경영활동과의 구분이 어려워 엄밀한 분석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Singh, 2006; 양세영 & 박오수, 2010).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윤리 프

로그램을 “조직이 윤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하는 공식적(명시적) 실천 

계획(plan)과 제도,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윤리 프로그램의 기능

   윤리 프로그램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조직 구성원에게 준수해야 할 윤리적 의

무를 알리고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다(Joseph, 2003; Stansbury & Barry, 

2007). 윤리 프로그램은 조직 구성원이 공유된 윤리 기준에 순응하도록 함으로서 

규정준수는 물론 윤리적 열망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Paine, 1994; Weaver & 

Trevino, 1999). 

    이러한 기본적 기능을 근거로 Boatright(2003)은 윤리 프로그램이 주는 효

능을 4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윤리 프로그램은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을 예방

하여 조직의 직접적인 손실은 물론 평판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윤리 프

로그램은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조직이 새로운 환경에 원칙을 갖고 대응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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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윤리 프로그램은 외부 이해관계자

에게 기업이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에 대해 몰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한다. 넷째, 윤리 프로그램은 조직이 구성원들의 윤리

적 비리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 프로그램의 기능은 기업의 성과제고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된다

(Donaldson & Preston, 1995; Gatewood & Carroll, 1991; Quinn & 

Jones,1995). 윤리 프로그램은 조직이 사회의 윤리적 기대에 맞게 결정과 행동을 

하도록 함으로서 조직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Wartick & Cochran, 1985; 

Wood, 1991). 이런 점에서 윤리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조직성공에 기

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Ashforth & Gibbs, 1990).

 

3. 윤리 프로그램의 분류

3.1 구성요소에  따른 분류

   Brenner(1992)는 윤리 프로그램은 명시적 요소(explicit components)와 비

명시적 요소(implicit components)로 구성되며 이를 각각 명시적 윤리 프로그램

과 비명시적 윤리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명시적 프로그램은 윤리헌장, 윤리위

원회, 윤리훈련, 윤리정책 가이드라인, 교육교재, 세미나, 윤리 감독 및 집행 조직, 

윤리 감사, 행동조사 절차 등과 같이 윤리경영 활동(managing ethics)과 직접적

으로 관련되며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비명시적인 프로그램은 기업문화,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보상시스템, 인사 및 

성과 평가제도 등과 같이 조직 활동에 내재되어 있으며(inherent) 사실상 윤리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말한다(Brenner, 1992; Jose & Thibodeaux, 1999; 

Singh, 2006). 

   Weaver, Trevino & Cochran(1999) 역시 윤리 프로그램을 공식적인



51

(formal) 것과 비공식적인(informal) 것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는데, 공식적인 프로

그램은 조직이 외형적으로 드러나게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비공식적인 프

로그램은 형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비명시적 프로그램은 윤리경영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보다 더 폭넓은 조직목표

에 초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윤리 프로그램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

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비명시적 프로그램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 중 윤리적 

맥락을 가진 부분만을 검토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증분석과 척도개발

에도 도움이 된다(Jose & Thibodeaux, 1999; 양세영 & 박오수,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명시적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탈피하여“비명시적 윤리관행

(implicit ethical practice)”으로 새롭게 개념화하려고 한다. 비명시적 윤리경영 

관행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윤리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조직 활동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윤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말하며, 윤리문화

와 풍토, 윤리 리더십, 윤리적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이 윤리적인 맥락을 가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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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명시적 프로그램

(explicit programs)

윤리헌장 또는 강령(code of ethics/conduct) 
윤리교육(ethical training)
서약제도(pledge of ethics)
윤리적 성과 인사반영제도
전담조직 및 임직원(ethics office /officer)
내부신고제도(help line or hot line)
강제장치(enforcement mechanism) 
최고경영자의 정기적인 윤리 메시지 전달 등

비명시적 윤리 관행

(implicit ethics 

practice)

최고경영자 및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ethical 
leadership) 
윤리적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윤리적 조직문화와 풍토(ethical corporate culture 
& climate)
동료들의 윤리적 행동(peer’s ethical behavior)

<표 6> 윤리 프로그램의 분류

자료: Brenner(1992)의 구분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3.2 실행방식(추진전략)에 따른 분류 

   Paine(1994)은 윤리경영은 추진하는 전략의 특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윤리경영을 운영하는 전략을 순응기

반 전략(compliance based strategy)과 온전성 기반전략(integrity based 

strategy)으로 나누었다. 순응기반 전략은 법규위반 방지를 위해 감시와 감사, 제

재를 강조하는 접근이고 온전성 기반 전략은 윤리적 리더십과 의사결정, 회사가치

의 공유를 강조하는 접근이다. Paine(1994)은 두 가지 전략이 상충적인 것이 아

니라 어떤 접근을 더욱 강조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았다. 즉, 온전성 기반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도 순응기반 전략의 내용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

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가치와 상담을 강조하는 온전성 기반 전략이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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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Compliance based strategy Integrity based approach strategy

접근 방법 감시,감사,통제, 제재 교육, 리더십, 조직 시스템과 의사결
정 과정, 회사가치의 공유

기준 실정법, 규제 회사가치와 구성원의 윤리적 열망, 사
회적 의무

활동

법과 규제기준의 개발
훈련과 전달
비윤리 행동에 대한 신고 및 관리
조사와 감시
통제,감사,감독
기준의 강제화

회사의 가치와 기준개발의 유도
공유가치의 개발
윤리를 회사 시스템으로 통합
가이드와 상담, 대화,구성원의 윤리적 
열망 지지 
가치실천의 성과를 평가

교육 내용 법과 규제 기준 및 시스템 의사결정과 가치

(legal compliance)과 감시, 제재를 강조하는 순응기반 전략보다 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순응기반 전략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

하는데 비해 온전성 기반 전략은 구성원의 공감과 자율적인 통제를 유도하기 때

문이다. 

 <표 7> Paine의 윤리경영 추진 전략구분 

자료:Paine(1994), Managing for Organizational Integrity, HBR (1994,March-April)
내용을 수정 정리 
  

   Weaver, Trevino, & Cochranm (1999)는 Paine(1994)의 개념과 통제이론

을 적용하여 윤리 프로그램이 갖는 통제 지향성(orientation)에 따라 윤리 프로그

램을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compliance-oriented program)과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value-oriented  program)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윤리 프로

그램은 기업 구성원의 윤리적 실천을 유도하고 윤리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기

여할 목적으로 도입되지만 운영의 강조점과 방향성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진다

(Stansbury & Barry, 2007; Greenberg, 2002).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은 규정 

위반행위의 탐지와 감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은 상담과 소통, 교육을  통해 윤리적 행동에 대한 가치공유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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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문화구축을 강조한다.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이 윤리 프로그램

을 가치 지향적으로 인식할 경우가 순응 지향적으로 인식할 때보다 윤리 프로그

램이 구성원의 행동과 태도에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Trevino & Weaver, 

2001).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과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이 상호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조직의 필요에 의해 동시에 규칙, 책임, 그

리고 제재 장치를 강조하는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Trevino, 1990; Weaver, Trevino, & Cochran, 1999). 조직에 따라 윤리 프로

그램을 더욱 가치 지향적 또는 순응 지향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각 지향성을 

결합하여 균형적으로 윤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 Weaver & 

Trevino(1999)와 Trevino, Weaver, Gibson, & Toffler(1999)의 연구에 따르

면 양자를 결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단일한 지향으로 윤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Weaver & Trevino(1999)가 윤리 프로그램의 지향성과 구성원의 태도 및 행

동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구성원이 윤리 프로그램에 대해 가치 지향

적으로 인식할 때는 물론  순응 지향적으로 인식할 때도 공통적으로 구성원의 윤

리문제에 대한 민감도, 윤리적 상담에 대한 접근의도를 높이며, 비윤리 행동을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성원의 조직몰입, 윤리적 온전성

(Integrity), 나쁜 소식을 상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신뢰감, 윤리적 의사결

정에서는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윤리 

행동을 신고하려는 의도는 구성원이 윤리 프로그램에 대해 가치 지향적과 순응 

지향적으로 동시에 인식할 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도 분석(usefulness 

analysis)에 의하면 가치 지향적으로 인식될 때가 순응 지향적보다 프로그램의 효

과성에 대한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이 더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aver & Trevino,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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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에 몰입된 경영자들은 가치 중심적 접근을 강조하고 그 결과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Weaver, Trevino, & Cochran, 1999a). 

경영자는 모든 조직 구성원이 비윤리 행동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동의하고 기대한

다면 조직 정의(organizatonal justice)관점에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조하는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의 도입에 나서게 된다(Trevino & Ball, 1992; Trevino, 

1993).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은 윤리적 행동에 대한 보상(rewards)과 위반 행

동에 대한 처벌(punishment)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구성원들의 윤리

적 행동에 적절한 보상이 있으면 조직이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윤리적 행동이 늘

어나게 된다(Ashkamasy, Windsor, & Trevino, 2006; Trevino & 

Youngblood, 1990).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제재는 같은 맥락에서 구성원의 비윤

리적 행동을 감소시킨다(Jones, 1995; Trevino, Weaver, & Reynolds, 2006). 

이러한 접근은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과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Baucaus & Beck-Dudley, 2005; 

Trevino, 1986). 조직 구성원들은 윤리 관련 행동에 대해 다른 구성원들이 받는 

보상이나 처벌을 통해서 윤리적 또는 비윤리적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을 시행될 때 강화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윤리적 행동에 대한 학습해소(unlearning)가 나타날 수 있으며,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제재가 약할 경우는 제재가 없는 경우보다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이 약화

될 수 있다(Tenbrunsel & Messick, 1999; Baucus & Beck-Dudley, 2005; 

백윤정, 2008). 가치 지향성 없는 통제활동은 단지 비윤리 행동에 대한 탐지 및 

처벌을 위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은 직무현장에서 

윤리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화해주며 구성원들이 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

을 증대 시켜준다(Weaver & Trevino, 1999).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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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theory)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조직이 자신의 목표를 지원(support)한

다고 인식할 경우 교환적으로 조직의 제도나 정책을 지지하게 된다(Eisenberger, 

Fasolo, & Davis-LaMastro, 1990). 

   실행방식에 따라 윤리 프로그램을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과 순응 지향적 프로

그램으로 분류한 것은 개별 프로그램의 특성을 탈피하여 조직맥락에서 윤리 프르

그램을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과연 프로그램 자체가 내재적으로 지향성

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될 수 있다. 동일 프로그램도 조직의 운영방

침에 따라 가치 지향적일 수 있고 순응 지향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향성은 윤

리 프로그램의 내재적인 특성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Weaver, Trevino, & 

Cochran, 1999). 

   또한, 개별 프로그램과 조직 내 프로그램 전반의 지향성 간의 구분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가치 지향적으로 운영 된다 하더라도 다른 프로

그램들이 순응 지향적으로 실행된다면 조직전체 차원에서는 윤리 프로그램이 순

응 지향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증분석 차원에서도 기존 연구

는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과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의 척도로 구성원의 인식

을 활용함에 따라 조직차원의 실제 운영방식과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조직차원에서 가치 지향적으로 윤리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구성원들이 순응 

지향적으로 인식할 경우 조직의 프로그램 운영 실체와 구성원의 인식간의 괴리가 

나타나 윤리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한 해소는 적절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엄밀한 연구를 시행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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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리 프로그램의 기원과 효과 

 

4.1 통제이론(control theory) 관점

4.1.1 통제이론의 일반적 고찰

   통제(control)는 경영활동의 핵심적인 측면의 하나로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지며(Simon, 1957), 조직의 협동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결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

다(Barnard, 1938/2001). 통제는 조직내 협동을 유도하여 복잡한 제품과 서비스

의 생산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경영과 조직 맥락에서의 통제 개념은 일반

적으로 일관성(consistenc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과 관련되어 있다. 통제

는 조직의 모든 기능이 조직의 정책과 일관되게 집행되게 만들고 계획초기 단계

에 확립된 조직목표가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경영자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라는 

특징을 갖는다(Garrison & Noreen, 1997). Lawler와 Rhode(1976)에 따르면 

조직이 통제 시스템을 수립하는 이유는 경영진과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정

(coordination)하려는데 있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제장치(control 

mechanism)는 조직내 문제행위들(problematic behaviors)에 대한  탐지, 점검, 

조사, 제재를 통해 조직의 사고와 실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기대된다(Vaughan, 

1990). 

   통제는 피통제자의 이해와 참여의 정도에 따라 참여적 통제(enabling control)

와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로 나누어 질수 있다(Adler & Borys, 1996; 

Stansbury & Barry, 2007). 참여적 통제는 통제과정에 대한 피통제자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 참여적 통제에서는 피통제자인 구성원들이 통제과정에 대한 개념적 

이해 뿐 아니라 통제의 목적과 실시간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참여적 통제는 또한 

경영진과 직원 사이에 높은 수준의 목표 일치성(goal congruence)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반면 강압적 통제는 직원의 이해는 물론 참여를 배제한 가운데 

직원의 행동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한 과정설계에 초점을 둔다. 이에 따라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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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원사이에 목표일치성은 낮으며 상호간 이해갈등이 크다.

   통제는 조직운영에 있어 필수 불가결하고 조직과 구성원의 긍정적인 성과 창

출 관점에서도 필요한 경영활동이지만 통제가 행사되는 방식에 따라 부정적인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Stansbury & Barry, 2007). Stansbury & Barry(2007)

는 통제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점으로 강요식 주입(indoctrination)의 문제점, 

정치적 이용(politicization)의 문제점, 구성원 역량의 약화(atrophy of 

competence)를 지적하고 있다. 강요식 주입의 문제점은 통제자의 권위에 의지하

여 사고체계의 다양성과 상대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으려는 행태로 나타난다

(Stansbury & Barry, 2007). 경영자의 권위에 근거하여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통제는 허용된 사고의 범위를 제한하고 논리적 추론을 제약한다(Tan, 2004). 통

제가 주입식으로 강요된다고 인식될 때 조직 구성원들은 저항(reactance)을 나타

낸다. 저항은 실제 저항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결

과적으로 통제역할을 방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조직 구성원들은 

그들의 기존 행동과 사고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인식할 때 통제행위에 대해 무비

판적으로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개인들이 조직 내에서 행동할 자유와 실행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저항은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

는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통제의 필요성을 강압적인 방법 보다는 설득을 통해 전

달할 경우 조직구성원들의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다(Brehm,1966; Snyder & 

Wicklund, 1976; Worchel & Brehm, 1970). 통제가 보다 권위적이고 적대적으

로 실행될 경우 저항은 더욱 커진다(Brehm,1966; Brehm & Weinraub, 1977).  

   Falbe & Yukl(1992)는 압박, 특정집단과의 결탁(coalition), 통제의 정당성에 

대한 공식적 천명 등과 같은  딱딱한(hard) 접근전략 보다 협의, 감화력 있는

(inspirational) 호소, 타협적인 설득과 같은 부드러운(soft) 접근전략이 통제에 

성공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강압적 통제보다 참여적 통제가 저항

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참여적 통제의 경우에도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59

가치와 통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유사할 경우에는 저항이 적으나  충돌이 될 경우 

사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의 저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Stansbury & Barry, 2007). 

   정치적 이용의 문제는 책임의 전가와 관련된다. Adler & Borys(1996)는 통

제가 피통제자에게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가 있다고 지적

한다. 책임의 전가를 통해 경영진은 비난을 모면하고 피통제자의 문제점을 제기하

여 통제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도 한다. 통제가 이러한 정치적 목적

으로 활용된다고 인식되면 구성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저항은 커진다(Trevino et 

al., 1999). 정치적 이용의 문제는 통제가 경영진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에 이용

되는 등 역기능적으로 실행된다고 구성원이 인식할 때 나타난다(Cropanzano, 

Howes, Grandey, & Toth, 1997). 이러한 인식은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 

감소, 이탈행동(withdrawal behavior), 혁신감소 등의 조직문제를 유발한다

(Ferris & Kacmar, 1992; Cropanzano et al., 1997; Parker et al., 1995). 

   역량의 약화(atrophy of competence)의 문제점은 통제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불명확한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Adler & Borys(1996)는 강압적 통제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조직구성원들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반면 참여적 통제는 대응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강압적 통제와 참여적 통제는 모두 위에서 지적한 통제의 3가지 부작용과 연

관된다. Stansbury & Barry(2007)에 따르면 경영진과 직원 사이의 이해갈등

(conflicting interests)이 클 때 강압적 통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적을 때는 

참여형 통제가 주로 이루어진다. 통제가 주는 부작용으로서 강요(주입)에 대한 저

항은 어떤 형태의 통제이든 늘어날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통제의 범위를 줄이는 

경우에만 저항도 감소한다. 정치적 이용에 대한 저항은 강압적 통제와 더불어 늘

어나는 반면 참여적 통제와 더불어 감소한다. 따라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참

여형 통제만 시도되거나 강압적 통제와 함께 참여형 통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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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적 통제는 역량의 약화를 심화시키고 참여형 통제는 이를 감소시킨다(도 2 참

조).    

 <도 2> 통제의 영향

자료: Stansbury & Bary(2007), “ Ethics program and the paradox of control”의 

      내용을 수정인용, +,-은 영향의 크기를 나타냄

    4.1.2 통제이론과 윤리 프로그램

   통제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윤리 프로그램은 조직의 통제 목적에서 생성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로 하여금 윤리와 법에 순응하

도록 행동을 표준화시키고 조직 내부의 규율과 구성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종의 통제장치(organizational control system)로서 윤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다(Weaver, Trevino & Cochran, 1999). 윤리 프로그램

은 특정 상황에서 조직 구성원 각각이 다른 구성원의 행동에 대해 안정적인 기대

를 갖게 하는 표준화된 행동을 형성한다는 목적 측면(Simon, 1957)에서 통제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Weaver, Trevino & Cochran,1999). 통제 시스템은 그 

범위(scope)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범위는 공식화(formalization), 전문화

-

+

+
-

-

+
+
+

참여적 통제 강요(주입)에 대한 저항

정치적 이용에 대한 저항

역량의 약화강압적 통제

경영자와 직원 간 
이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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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zation) 등을 통해 통제가 이루어진 정도를 의미한다(Bendix,1956; 

Edwards, 1979). 윤리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면 윤리강령은 기업의 가치와 윤리

적 행동에 대한 기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러한 윤리강령과 정책들은 윤리 전담

부서 직원이나 윤리 책임자와 같은 전문화된 직원에 의해 관리된다. 이런 점에서 

윤리 프로그램의  범위는 조직의 윤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는지에 

의해 좌우된다(Weaver, Trevino & Cochran, 1999). 

   통제장치로서 윤리 프로그램은 조직 내 비윤리 행동의 발생 억제라는 명백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기 쉬운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통제의  

특성에서 살펴본 강요(indoctrination)의 문제점, 정치적 이용(politicization)의 

문제점, 구성원 역량의 약화(atrophy of competence) 등 역기능이 윤리 프로그

램에도 나타날 수 있다(Stansbury & Barry, 2007). 특히 강압적 통제를 주로 

하는 조직은 윤리 프로그램도 동일한 성격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내부신고 

시스템을 예로 들면 강압적 통제를 주로 하는 조직은 규정준수 여부를 제보하는 

시스템(Hotline)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참여적 통제를 시행하는 조직은 상담중심

의 제보시스템(Helpline)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통제장치로서의 윤

리 프로그램의 역기능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역기능은 조직 내 공유가치(shared values)를 반영한 윤리 프로그램에

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경영진이 천명한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정당화하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경영자의 권위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가치를 수용하게 된 구성

원들은 사고범위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Tan, 

2004). 통제로서 윤리 프로그램이 갖는 강요의 문제점은 또한 구성원의 도덕적 

상상력(moral imagination)을 가로막는 것과 관련된다(Werhane, 1999). 조직 

내 윤리경영에 필요한 윤리적 민감성(ethical sensitivity)이 공감성과 윤리적 대

안행동들에 대해 추론하는 능력을 요구한다면 이는 도덕적 상상력의 산물이다

(Rest, 1994). 도덕적 상상력과 관련하여 강요가 위험한 것은 가치를 반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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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 위에서 가능한 가치의 해석과 비

판능력을 차단한다는 것이다(Habermas, 1990, 1993). 

    통제이론에서 정치적 이용의 문제점은 책임의 전가와 경영진 이익중심의 의

사결정이 지적되는데, Trevino et al(1999)의 연구에 의하면 윤리 프로그램이 최

고 경영자의 비난을 모면하려는 수단으로 운영된다고 인식되었을 때 직원들의 몰

입도와 비윤리 행동 제보 의향, 윤리적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모두 저하되고 비윤

리행동의 발생 빈도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 프로그램이 경영층의 이익

을 반영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인식이 팽배 할 때 다양한 저항행동이 나타난

다(Morill, Zald & Rao, 2003). 강압적 통제 형태의 윤리 프로그램은 조직내부의 

갈등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참여적 통제 방식의 윤리 프로그램은 조직내 소통을 

통해 통제로 인한 정치적 갈등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예컨대 

조직 경영층과 직원들 간과의 극단적 이해 대립이 있을 경우 강압적 통제가 불가

피할 수도 있으나 참여적 통제 방식을 선택함으로서 윤리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

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Stansbury & Barry, 2007).  

   역량의 약화라는 부작용 측면에서 보면 강압적 특성이 큰 프로그램은 윤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적 대응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크다. 물론 윤리적 문

제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전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면 이러한 위험이 생각보다 작

을 수 있으나 복잡하고 불확실한 조직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역량의 약화는 윤리적 판단을 구

성원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겨버리려 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조직 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구성원들이 

신경을 쓰지 않거나 해결을 위해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Stansbury & Barry(2007)는 이런 점에서 윤리 프로그램을 통한 통제는 가능하

면 경영진과 직원들이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적절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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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통제와 윤리 프로그램의 효과성  

   윤리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든 구성원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Weaver, Trevino, & Cochran, 1999). 윤리 프로그램은 기업 구성원의 윤

리적 실천을 유도하는데 기여하지만 통제의 방향성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진다

(Stansbury & Barry, 2007). 일반적으로는 참여적 통제방식의 윤리 프로그램 

실행이 강압적 통제 통제방식보다 비윤리 행위의 예방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Weaver & Trevino, 1999). 특히, 강압적 통제 성격의 윤리 프로그램은 저항을 

유발하기 쉽다. 예컨대 구성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윤리규범 조항

은 저항이 크다(Brehm & Brehm, 1981). 참여형 통제 형태의 윤리 프로그램도 

저항을 일으킬 수 있으나 윤리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가치와 구성원의 기존 가치

간의 괴리가 작다면 저항의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강요로 인한 저항을 줄

이기 위해서는 윤리 프로그램을 통한 통제가 회사 내의 행동에 국한됨을 명확히 

전달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억제에 대한 지속적인 주입식 교육보다 구성

원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Stansbury & Barry, 2007). 

   현실에서는 윤리 프로그램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참

여적 통제 요소와 강압적 통제요소를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느냐에 따라 효과성이 

결정된다. Makkai & Braithwaite(1994)는 참여적 통제요소와 강압적 통제 요소

의 적절한 결합이 통제의 전반적인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효과적인 

윤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합의된 규범에 근거하여 비윤리 행동을 처벌하

는 것과 가치에 대한 강한 강조를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Weaver & 

Trevino, 1999). 

   참여적 통제(enabling control)와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는 각각 가

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value-oriented program)과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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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oriented program)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윤리 프로그램이 순응 지향적으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구성원들이 프로그램

의 목적에 공감하고 과정에 참여한다면 참여적 통제의 측면이 있으며, 공유가치

(shared values)중심의 윤리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경영자의 권위에 의해 무비

판적으로 가치를 수용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강요적 통제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Tan, 2004).  

   

4.2 제도 이론(institutional theory)

4.2.1 제도 이론의 일반적 고찰

   제도이론은 조직의 형태나 절차가 효율성보다는 그러한 조직 형태나 절차가 

사회적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며 나아가 조직의 정당성(external 

legitimacy)을 높여주기 때문에 도입되었다는 관점이다(DiMaggio & Powell, 

1991; Meyer & Rowan, 1977). 또한, 제도의 변화를 동형화(isomorphism)의 과

정으로 보며 효율성 보다는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받는 구조와 기능을 닮아 

가는 과정으로서 파악한다.

   제도이론에 따르면 조직들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사회의 다양

한 압력에 적절히 대응할 때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할 수 있다(Dimaggio & 

Powell, 1983). 정당성에 대한 압력은 정부기관(Miles,1987), 언론(Greening & 

Gray, 1994)과 같은 사회적 제도(societal institutions)의 명시적 요구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며,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내재적인 가치로 확립된 생

각과 행동(Berger & Luckmann, 1967; Selznick,1957)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비록 사회적 제도들의 경우 기업의 정치적 로비 또는 비영리 단체의 자금지원 등

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도주의 이론은 사회구조가 행위자에 우선하는 것으로서 보기 때문에

(DiMaggio & Powell, 1991; Friedland & Alford, 1991), 개인의 행위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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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할 수 있는 미시적인 접근의 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한계라 할 수 

있다.

4.2.2 제도이론과 윤리 프로그램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은 조직의 윤리 프로그램 생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DiMaggio & Powell, 1983; Meyer & Rowan, 

1977; Scott,1995). 사회적 제도들은 조직들로 하여금 정당성 있는 행동과 관련

된 공식 및 비공식 기준에 순응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이러한 기준들 중의 일부

는 윤리적 가치 또는 윤리적 행동을 요구한다(Suchman, 1995). 구체적으로는 정

부(government), 언론(media) 그리고 기업 표준 설정자들(business standard 

setters)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제도의 압력으로 인해 기업들은 윤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볼 수 있다(Metzger, Dalton, & Hill, 1993; Weaver et al., 1990). 

Weaver, Trevino & Cochran(1999)는 실증연구를 통해 정부, 언론, 기업 표준 

설정자들과 같은 사회적 제도의 압력이나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윤리 프로그램의 

범위10)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압력은 가장 중요한 기업의 제도적 환경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DiMaggio & Powell, 1983; Meyer & Rowan, 1977; Miles, 1982; Salancik, 

1979). 미국 연방판결위원회(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USSC)

가 제정한 연방판결지침(FSG)은 대표적인 정부의 압력으로서 조직들이 윤리 프

로그램을 도입 및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된다(Dalton, Metzger, & 

Hill, 1994; Rafalko, 1994). 연방판결지침은 조직 내 윤리 및 준법활동을 조장

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활발히 운영하는 조직에게 벌금과 

형량을 대폭 경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자가 판결지침

의 조항내용과 인센티브를 잘 인식할수록 동 지침이 제시하는 다양한 윤리 프로

10) 윤리 프로그램의 범위는 조직이 채택한 공식적 프로그램의 숫자로 정의 되었다
(Weaver, Trevino & Cochran,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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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Weaver, Trevino & Cochran, 1999)  

   비판적인 언론의 관심(media attention)은 기업들이 정당성을 유지하거나 회

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Ashforth & Gibbs, 1990; 

Greening & Gray, 1994; Wartick, 1992). 언론 기관은 특별히 기업의 실제 또

는 그렇게 알려진 윤리적 실패를 보도함으로서 압력을 행사한다(Greening & 

Gray, 1994; Wartick, 1992). 언론에 의해 전달된 기업의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

인 기사는 소비자, 정부, 기타 이해관계자 집단의 기업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언론에 의해 비판의 표적이 된 기업들은 잃어버린 정당성을 회

복하거나 미래의 부정적인 미디어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가시적인 정책과 활동들을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Ashforth & Gibbs, 1990). 기업은 언론의 부정적인 기사

에 대응하여 장차 올바른 행동을 하겠다는 의도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공식적인 윤리 프로그램 요소를 채택하게 되고, 윤리적 실패로 언론의 주목을 더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윤리 프로그램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Weaver, Trevino 

& Cochran, 1999).    

   제도 이론은 기업들은 건전한 경영관행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표준 설정자에 

의해 서로 닮아가고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Abrahamson, 1996; DiMaggio 

& Powell, 1983). 기업 표준 설정자는 경영 컨설턴트, 경영대학, 경영관련 저서

와 출판물, 전문가 및 경제 단체, 업종별 협회 등으로서 이러한 표준 설정자들은 

평가나 시상을 통해 기업이 운영하는 윤리 프로그램에 대해 인증을 한다. 업종별 

협회나 경제 단체에서는 회원 기업의 경영자와 담당 임직원들이 모여 윤리 프로

그램 실행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정례 모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윤리 프로그램이 회원 기업에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이 경영 표준 설정자와의 접촉이 클수록 윤리 프로그램의 범위

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Weaver, Trevino & Cochran, 1999)



67

4.2.3 사회적 압력과 윤리 프로그램의 효과성

   언론(media) 그리고 기업표준 설정자들(business standard setters)등과 같

은 사회적 환경의 압력은 기업이 윤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한다(Metzger, 

Dalton, & Hill, 1993; Weaver et al., 1990). Weaver, Trevino, & 

Cochran(1999)은 사회제도 환경의 압력이 클수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를 많

게 하며(범위의 증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보다 순응 지향적으로 이끈다고 지적하

였다. 이는 조직이 사회적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

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의 압력으로 윤리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 조직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서 주목되는 것은 프로그램이 일상적인 조직 활동에 통합되지(integrated) 못하고 

조직 내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괴리된다(decoupled)는 것이다(Weaver, Trevino, 

& Cochran,1999). 외부의 제도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은 현장직

원과 조직의 핵심 업무로부터 분리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Pfeffer & Salancik, 

1978). 반대로 조직활동에 통합된 윤리 프로그램은 조직 내 매일 매일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다른 부서와 정기적

으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특징을 갖는다(Weaver, Trevino, & Cochran, 

1999). 외부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윤리 프로그램은 매일 매일의 결정과 행동에 

통합되기 보다는 오히려 쉽게 괴리될 가능성이 높다. 도입된 윤리 프로그램이 일

상적인 조직 활동과 괴리된다면 그 효과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쉽게 괴리된 프

로그램은 외부의 기대에 외형적으로는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그

러한 기대로 부터 조직의 대부분을 단절시키는 경향이 있다(Weaver, Trevino, 

& Cochran,1999). Weaver, Trevino, & Cochran(1999)가 제시한 괴리된 프로

그램의 예로는 윤리시책 커뮤니케이션(ethics policy communication)으로서 구

성원 개인의 목표와 책임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구체적 설명 없이 메모나 문서 

형태로 일방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구성원의 주의를 끌지 못하고 일상적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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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Petty & Cacioppo, 1986). 

   통합된 윤리 프로그램의 사례로는 윤리성과 평가제도(ethics-oriented 

performance appraisal)로서 임직원의 행동을 윤리적 가치에 일치하도록 하고 

조직의 윤리적 목표를 수행하게 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매일 매일의 조직 활동에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 Weaver, Trevino, & Cochran(1999)는 실증연구를 통해 

정부, 언론 그리고 기업표준 설정자들과 같은 사회 압력과 윤리 프로그램의 통합

-괴리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조직이 정부, 언론, 표준 설정자들의 압력을 의식

하면 할수록 윤리시책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쉽게 괴리되는 윤리 프로그램들

(easily decoupled ethics programs)을 채택하는 경향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의 

압력은 제도나 지침형태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제시되므로 조직들은 무언가 윤

리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비용 편익적이고 쉽게 외형적

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조직내 

구성원의 활동에 통합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언론의 압력에 대해서도 조직들은 

외부 관찰자에게 좋게 보이는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 쓰게 되고, 언론역시 반드시 

실제적인 윤리적인 문제 해결과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

지는 않기 때문에 괴리된 프로그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기업표준 설정자의 

압력은 조직으로 하여금 최근 유행하는 프로그램 주목하여 모방하도록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조직의 진정한 윤리적 문제해결과 연계되거나 일상적인 조직 활동에 

스며드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가능성이 낮다(Weaver, Trevino, & Cochran, 

1999).       

4.3 경영자 선택이론(managerial choice theory)

4.3.1 경영자 선택이론의 일반적 고찰

   조직의 구조나 정책의 형성을 단순히 외부적 압력에 대해 사회적 정당성을 유



69

지하려는 반응으로만 보는 견해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결정론적 접근으로서 경영

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자율적인 선택의 측면을 무시하는 것이다(Child, 1972, 

1997; Hitt & Tyler, 1991). 이는 앞에서 제도이론의 한계로 지적한 것처럼 사

회구조가 행위자에 우선한다는 관점과 관련된다. 경영자들은 실제 또는 인식된 외

부의 기대에 주도적(proactive), 또는 반응적(reactive)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선

택을 통해 행동할 수 있다(Child, 1972, 1997; Hitt & Tyler, 1991; Hrebiniak 

& Joyce, 1985; Oliver, 1991). 이런 점에서 경영자의 선택 관점은 경영자가 제

한적 자율성(bounded autonomy)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Child, 1997).  

   경영자의 선택과 실행은 부분적으로 자신의 기질(characteristics)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Finkelstein & Hambrick, 1990,1996; Hambrick & Finkelstein, 

1987). Hambrick & Mason(1984)의 최고경영자 이론(upper echelons 

theory)에 의하면 경영자들은 조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준거의 틀

(frameworks)과 가치몰입(value commitments)을 특징으로 한다. 최고경영자의 

가치몰입은 그가 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핵심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별

히 중요하다(Finkelstein & Hambrick, 1990, 1996). 

4.3.2 경영자 선택이론과 윤리 프로그램

   윤리 프로그램을 사회적 압력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순한 반응적 

대응으로 보는 관점은 윤리 프로그램의 기원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제한된 관점을 

제공한다(Weaver, Trevino & Cochran, 1999). 경영자가 가치몰입 차원에서 조

직윤리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조직이 윤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개

발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영자의 윤리에 대한 몰입(commitment to 

ethics)은 윤리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조직의 윤리경영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 내 비윤리적 행위 감소라는 긍정적 영향으로 연결된

다(Jones, 1995; Paine, 1996).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사회적 성과(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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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erformance)에 대한 연구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에 경영자의 재량(managerial discretion)이 포함된다(Wood, 1991). 

Swanson(1995)은 사회적 성과에 대한 이론분석을 통해 경영자가 윤리적 적절성

에 대한 긍정적 의식을 갖는 것이 실제적으로 경영의 핵심이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경영자가 사회적 성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적극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과 관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자가 윤리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인 것은 2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

다. 첫째는 그렇게 함으로서 조직의 정당성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며, 그 결과 주

요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확보하여 재무적 성과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영자가 윤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책임 있고 윤리적인 행동에 몰입하는 것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가 재무적, 전략적, 운영적 성

과에 몰입하고 도구적인(instrumental) 관점의 관심을 갖는다면 사회적 제도의 

압력에 순응하는 윤리 프로그램을 선호하게 된다. 반면, 도구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윤리에 몰입하는 최고 경영자는 다른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

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통해 자신의 윤리적 관점을 받아들이게 하고, 윤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Trevino & Youngblood, 

1990).

 4.3.3 경영자의 윤리적 몰입과 윤리 프로그램의 효과성 

   경영자들은 그들의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는데(Mowday, 

1982), 윤리적으로 몰입된 경영자는 다른 조직 구성원들이 윤리적 열망을 갖고 

반응하기를 기대한다(Trevino, 1990). 그러한 경영자의 목표는 구성원들이 공유

된 가치체계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 몰입도가 강한 경영자는 임직원

의 가치 내재화와 관련된 윤리 프로그램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윤리에 

몰입된 경영자는 동시에 순응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할 수도 있다. 경영자는 

모든 조직 구성원이 비윤리 행동이 처벌되어야 한다고 동의하고 기대한다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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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organizatonal justice)관점에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와 같은 프로그램의 도

입에 나서게 된다(Trevino & Ball, 1992; Trevino, 1993). 

   경영자는 조직의 전략적, 재무적 그리고 운영상 성공에 몰입한다. 경영자가 이

렇듯 조직성과에 몰입할 경우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은 도구적일 수 있다. 이

해관계자를 포함한 외부의 압력에 순응하는 것이 재무적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고려하면(Wood, 1991) 경영자는 외부압력에 대한 순응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

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선호하게 된다(Weaver, Trevino, & Cochran, 

1999b). 이에 따라 경영자의 재무성과에 대한 몰입은 쉽게 다른 조직 활동과 괴

리되는 윤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다. 

   경영자는 재무적, 전략적, 그리고 운영상의 성과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윤리 

그 자체에 대해 몰입하기도 한다. 경영자의 윤리적 몰입은 온전성(integrity), 공

정한 대우(fair treatment)등과 같은 가치를 표방하며, 단순히 도구적 혜택이 아

니라 윤리적 가치 그 자체를 위해 이루어진다(McCune, 1997). 이러한 몰입은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윤리적 기대에 더욱 책임 있게 대응하도록 요구한다. 윤리적 

몰입의 경영자들은 단순한 문서전달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조직행동에 깊

이 내재화된(embedded) 소통을 추구한다. 또한, 구성원의 일상적인 조직 활동과 

연계시키기 위해 전통적인 성과평가 항목에 윤리적 요소를 포함시킨다. 이러한 접

근은 윤리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다 실질화 하는데 기여한다. 윤리 프로그램을 구

성원 개인에게 관련성이 커지도록 하는 접근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의 윤리적 

기준에 대해 보다 초점 맞추게 한다(Petty & Cacioppo, 1986). 이에 따라 경영

자가 윤리에 몰입할수록 조직의 윤리 프로그램은 통합적(integrated)이 되고, 구

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Weaver, Trevino, & 

Cochran, 199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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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이론 추진 성격 효과성

통제이론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
들이 법과 윤리에 순응하도록 
행동의 표준화, 책임 있는 행
동유도

강압적 통제는 통제효과는 있
으나 부작용이 크고, 참여적 
통제는 부작용 완화

제도이론 사회적 제도의 압력에 따라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

구성원의 일상적인 조직 활동
과 괴리가 큼

경영자 선택이론

경영자의 윤리적 몰입차원 구성원의 일상적인 활동과 괴
리가 작고 효과가 높음 

재무성과 또는 이해관계자 지
지 확보를 위한 추진

도구적인 과정으로 추진됨에 
따라  괴리가 큼

<표 8> 윤리 프로그램 추진성격과 효과성

5. 윤리 프로그램과 비윤리 행동간 연결 메커니즘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비윤리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떤 메커니즘으로 윤리 프로그램이 구성원의 행동변화를 일으켰는지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윤리 프로그램의 존재나 

실행이 비윤리 행동의 감소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맞추어져 있고 관계가 

있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는 윤리 프로그램과 비윤리 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행동과학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chwartz, 

2001). 이를 위해서는 윤리 프로그램이 비윤리 행동으로 연결되는 경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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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하며, 분석측면에서는 적절한 매개변수를 찾는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5.1 연결 메커니즘 관련 이론
 

     5.1.1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1980년대 이후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모델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예: 

Rest, 1986; Hunt & Vitell, 1986; Jones, 1991; Trevino, 1986; Stead, 

Worrell & Stead, 1990). 이 중 대표적인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은  

Rest(1986)의 4 요소 모델(four-component model)이라 할 수 있다(Jones, 

1991; Bass et al, 1999). 그에 따르면 개인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은 첫째, 도

덕적 이슈에 대한 인식(recognition)단계, 둘째, 도덕적 판단(judgement) 단계, 

셋째 도덕적 의향(intent)단계, 넷째 도덕적 행동(act)단계 등 4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는 개념적으로는 구분되며 한 단계에서의 성공은 반드시 다음 단계의 성

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2단계인 도덕적 판단을 잘했다고 

해서 반드시 3단계인 도덕적 의향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Rest(1986)의 모델을 포함한 대부분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들이 전

제하고 있는 기본 가정은 도덕적 판단, 의도와 행동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도덕적 판단은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의도는 행동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ass et al., 1999). 비윤리적 의도는 행동의 전(前)단계이기 때문에 비

윤리 행동을 측정하기 어려운 연구에서는 구성개념(construct)의 대체물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Ajzen,1991). 이러한 관점들은 어떤 이슈에 대한 개인

의 태도나 판단은 자신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수반되는 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는 Ajzen & Fishbein(1975, 1980)의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Rest(1986)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은 개인의 도덕적 추론과 행동과정에 대

한 대표적인 모델로 활용되어 왔으며 실증적으로도 비윤리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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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인적 특성변수들을 설명하는 연구에 활용되었다(예: Bass et al, 1999). 또

한, Trevino(1986)에 의해 조직상황과 상호작용하는 모델로 활용되었으며, 

Jones(1991)에 의해서는 도덕적 이슈를 포함한 모델로 발전되었다. 

<도 3> 윤리적 의사결정 4 요소 모형(Rest, 1986)     

자료: Rest(1986), Model development: Advance in research and theory

   윤리 프로그램과 비윤리 행동 간 전달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이 시사하는 바는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비윤리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작용

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구성원들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윤리 규정, 윤리 교육, 커뮤니케이션, 포상과 징계 등 윤리 프

로그램들이 조직에서 실행될 경우 구성원들은 이를 학습하게 되고 이는 구성원들

의 도덕적 인식과 판단, 의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비윤리 행동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5.1.2 태도변화의 과정이론

   Kelman(1958)의 태도변화 연구에 따르면 개인은 조직의 영향에 대해 순응

(compliance), 동일시(identification), 내재화(internalization)라는 3가지 방식을 

통해 대응함으로서(accept) 자신의 태도를 변화하게 된다. 3가지 대응방식은 개

념적으로는 서로 구분된다. 순응(compliance)은 자신의 신념과는 관계없이 외부

적 보상이나 제재에 도구적으로 반응하는 수용형태이며, 동일시(identification)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기초가 된 수용이고, 내재화(internalization)는 조직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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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행동과 태도가 자신의 가치와 일치될 때 이루어지는 수용이다. 동일시의 

경우 집단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개인적

인 바람 때문에 자신의 가치와 비록 다르더라도 조직의 영향을 수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내재화와 차이가 있다. 

   O’Reilly & Chatman(1986)은 구성원의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을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psychological attachment)으로 설명하면서 그 구성요소

로 Kelman(1958) 순응(compliance), 동일시(identification), 내재화(internalization) 

개념을 활용하였다. 윤리 프로그램과 비윤리 행동 간의 전달 메커니즘 관점에서 보

면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은 직접적으로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구성원의 순응, 동일시, 내재화라는 수용과정과 태도변화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직몰입의 태도와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5.1.3. 제도화 이론

   Kostova(1999)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나 관행(practice)이 도입되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과정이 필요하다. 조직 구성원들이 

제도와 관행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Kostova, 1999; 

Zucker, 1977). Kostova(1999)는 제도화를 2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첫째는 제

도와 관행이 구성원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당연히 수행할 상황으로 인정되는

(taken for-granted status) 것이며, 둘째는 구성원들에 의해 제도가 상징적 의

미(symbolic meaning)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는 전자를 수행(implementation)

이라고 하였으며 후자를 내재화(internalization)라고 하였다. 수행은 구성원이 제

도나 관행이 요구하는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를 객관적인 행동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며, 내재화는 구성원이 제도나 관행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로서 내면

에 스며들게 하는(infused) 것이다(Kostova, 1999, p 311). 

   윤리 프로그램과 비윤리 행동 간의 전달 메커니즘 관점에서 보면 윤리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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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은 하나의 제도로서 수행과 내재화라는 제도화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행동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윤리 프로그램은 조직 구성원에 의해  

당연히 실천해야 할 상황으로 인정되고 가치로 내면화되는 제도화 과정이라는 연

결 메커니즘을 통해 비윤리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5.2 연결 메커니즘과 윤리 프로그램 수용

   윤리 프로그램과 비윤리 행동간 연결 메커니즘의 필요성과 관련 이론을 살펴

본 결과 윤리 프로그램은 일종의 제도 또는 조직의 영향으로 작용하며  구성원의 

순응-동일시-내재화와 같은 태도변화나 수용-내재화의 제도화 과정을 거쳐 1차

적으로 구성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차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식-판단-행동간 순차적 연결을 통해 비윤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윤리 프로그램과 비윤리 행동간 연결 메커니

즘을 규명하기 위해 윤리적 의사결정 이론, 태도변화의 과정이론, 제도화 이론을 

통해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ethics program acceptance)라는 개념을 도입하

여 윤리 프로그램이 구성원들에 수용되는 정도를 통해 비윤리 행동에 대해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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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모형 및 가설

제 1절 윤리 프로그램과 비윤리 행동간 관계의 개념적 모

       형 설정

   본 연구는 윤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조직특성과 개인특성을 통합적 접근

하여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핵심과제로 하여 프로그램 수

용도가 윤리 프로그램과 비윤리 행동 간을 매개하는 과정을 규명하고 명시적 프

로그램과 비명시적 윤리관행 변수들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접근 준거의 틀로서 개념적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의 

설정을 위해 먼저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존 이론모델들을 살펴보고 개념적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1. 관련 모델 

   

      1.1 통제이론 모델 

   개념적 모형의 설정을 위해 통제이론 모델이 시사하는 바는 윤리 프로그램은  

통제의 방향성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참여적 통제방식의 윤리 프로

그램 실행은 강압적 통제 통제방식보다 비윤리 행위의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조

직의 현실에서는 윤리 프로그램은 참여적 통제방식과 강압적 통제방식을  결합하

여 실행된다.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과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이 각각 참여적 

통제와 강압적 통제와 반드시 동일하게 연결되지는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외적으로 교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윤리 프로그램의 지향성 구분은 통제의 방향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참여적 통제는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으로, 강압적 통제는 순



78

응적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

은 통제이론 모델을 기초로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과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

그램을 조직 특성의 핵심 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 4> 통제이론 모델과 윤리 프로그램

1.2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윤리 프로그램 실행이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내재적인 영향 과정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윤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윤리적 리더십, 동료의 윤리적 행동도 구성원의 윤리적 

인식-판단-의도로 이어지는 내면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윤리적 행동으로 나타

나게 된다. 또한, 의사결정 모델은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를 통한 프로그램과 비윤

리 행동간 매개기능을 설명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수용도는 태도로서 인식이 판단

과 의도에 연결되는 것을 매개하여 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개념 모델은 이러한 수용도 개념을 도입하여 윤리 프로그램과 비윤리 

행동간 인고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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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과 윤리 프로그램

     

1.3 개인특성-조직환경 상호작용자 모델

   Trevino(1986)는 비윤리 행동의 발생을 설명하는 연구가 대부분 개인적인 측

면 또는 조직 환경적인 측면의 어느 하나를 강조함으로서 복잡한 윤리적 의사결

정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녀는 조

직 구성원의 윤리적 의사결정은 개인특성과 조직상황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온전

히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 연구기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개인-

상황 상호작용자 모델(person-situation interactionist model)을 제시하였다. 

    동 모델에 따르면 먼저 개인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여 자신의 인지적 도덕발

전 단계에 의해 결정된 인식을 통해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의 인

지적 요소는 윤리적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

른 개인적 요인들과 상황적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지적 도덕발

전은 추가적인 개인적인 요인과 조직 환경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구성원의 윤리

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Trevino, 1986, p 602). 

  그녀가 제시한 추가적인 개인 요인은 자아 강도(ego strength), 현장 의존성

(field dependence) 등을 제시하고 있다(p 26-27 참조). 도덕적 인지발전에 영

향을 미치는 조직 환경 변수로는 업무의 성격, 조직문화, 직무배경 등을 제시하였

다. 업무의 성격(characteristics of work)중 윤리적 행동과 관련된 것은 역할 담

당(role taking)과 도덕적 딜레마 해결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for the 

resolution of moral dilemmas)이다. 조직 내에서 경영자나 팀장과 같이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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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과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도덕적 인지발전 단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지적 도덕발전과 관련된 조직문화 요소는 규범구조(normative structure),

관계 타인(referent others), 권위에 대한 순종(obedience to authority), 결과에 대

한 책임(responsibility for consequences) 등이 있다. 

   동 모델은 윤리 프로그램과 같은 조직 상황적 요인들은 구성원의 인지적 요소

와 상호작용하면서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조직

상황과 개인특성 간 통합연구는 물론 윤리 프로그램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조직특성 변수와 개인특성 변수들의 조절기능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준거의 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상호작용 모델은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례는 극히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 모델에 근거하

여 개인요인과 조직요인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개념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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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개인특성-조직환경 상호작용자 모델

자료: Trevino(1986)의 Ethical decision making in organization: a person-situation 
      interactionist  model”의 내용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인용

1.4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 근거한 윤리경영 모델
 

   Stajkovic & Luthans(2001)는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데 비례하여 연구의 이론적 근거와 연구 방법론 면에서 합의된 틀을 만드는 노력

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Bandura(1986)의 사회적 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 근거하여 윤리적 판단기준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의 상호작용적 관련성(interacting relationship)에 초점을 두며, 조직 내 윤리적 

행동을 설명해주는 개념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동 모델은 기본적으로 윤리적 기준

에 대한 인식(perceptions of ethical standards),윤리적 행동(ethical 

behavioral conduct)과 비윤리적 행동(unethical behavioral conduct)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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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이 제도적 요인, 개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에 

근거한다.  

   Bandura(1986)의 사회적 인지이론이 갖는 기본적인 전제는 특정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 인간의 행동은 특정한 환경(제도적 요인), 개인(개인적 요인), 조직

(조직적 요인)간의 3자적 상호작용(triadic reciprocal interaction)에 의해 결정

된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이러한 3 요인은 선행영향 변수(antecedent 

variables)로서 윤리적 판단기준에 영향을 주고, 판단기준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

게 되며, 행동에 따른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는 피드백 되어 다시 윤리기준을 

강화 또는 수정하게 된다. 피드백 과정은 Skinner(1953)의 조작적 행동주의

(operant behaviorism)에 근거하여 설명된다.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윤리적 판단 기준은 개인-제도-조직의 3자적 상호

작용에 의해 만들어 진다(Stajkovic & Luthans, 2001). 이들 3 요인은 단방향이 

아니라 쌍방향 작용(bidirection)에 의해 윤리적 기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제도적 요인(institutional factors)의 대표적인 사례는 조직윤리 관련 입법이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1977)이 있으며, 한국은 부패방지법(1999),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 도입(2002) 등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직적인 요인(organizational 

factors)의 대표적인 사례는 윤리강령(code of conduct)과 같은 윤리 프로그램으로

서 조직의 정책이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느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윤리기준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제도적 요인보다 직접적이

다(Langlois & Schlegelmilch, 1990). 개인적인 요인(personal factors)은 다양

한 심리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나, 가장 관련성이 있는 요소로는 개인의 가치

와 신념(value & beliefs), 인지적 도덕적 발전단계, 사회적 인지이론 관점에서의 

자기통제 메커니즘(self-regulated mechanism) 등을 들 수 있다(Stajkovic & 

Luthans, 2001). 개인의 가치는 삶의 방향과 의사결정, 도덕적 판단의 기초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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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가장 지속적인 개인적인 특성으로 정의된다(Whetten & Cameron, 

1995). 개인의 가치는 특정한 행동에 이르는 개인적인 태도 발전의 기초를 제공

함으로서 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

을 조직에 가져와서 직무에 임하기 때문에 가치와 신념은 윤리적 행동의 개인적 

선행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Stajkovic & Luthans, 2001). 개인의 가치와 

신념은 개인 차원에서 도덕적 판단의 기초가 되고 신념체계라는 점에서 비윤리 

행동의 선행요인 중 개인의 도덕철학과 연관된다.

   Kohlberg(1976)는 개인의 가치와 신념이 윤리적 기준과 윤리행동으로 전달되

는 것은 개인의 도덕적 발전단계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낮은 도덕발전 

단계에 있는 개인은 주로 이기적인 근거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높은 단계

로 갈수록 윤리적 원칙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사회적 인지이론이 독특하게 제시하는 요소는 자기통제(self-regulation) 장

치로서 개인이 윤리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도록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이라 할 수 있다(Bandura, 1986; Woood & Bandura, 1989). 자기통제는 상징화

(symbolizing)와 사전숙고(事前熟考, forethought), 대리학습(vicarious learning), 

자기성찰(self reflection)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Bandura(1986)는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상징화 와 사전숙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한다. 인간은 특정 행동을 경험하거나 실수를 통해 대

가를 지불하기 전에 상징화 능력을 통해 인식된 결과에 근거하여 어떤 기준을 수

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과거 경험은 인지적 평가 대상으로서 윤리기준 형성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은 상징화 능력을 통해 과거의 윤리적 경험을 인지적

으로 평가하고, 사전숙고 능력을 통해 윤리적 판단기준에 따라 실행한 행동이 가

져다 줄 가능한 결과들을 예상함으로서 필요하다면 기준을 수정하거나 확립하게 

된다. Bandura(1986)에 의하면 거의 모든 종류의 학습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그러한 행동의 결과들을 관찰함으로서 대리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윤리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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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행동역시 다른 사람들의 윤리적 행동과 그 결과를 대리적으로 관찰한 경

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기성찰 능력은 개인이 자신의 경험과 사고과정을 분

석함으로서 자신의 환경과 자신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얻는 것과 관계된다

(Bandura, 1986). 

   이러한 관점에서 윤리적 판단기준도 개인의 자기 성찰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 자기 성찰능력이 영향을 미친다면 윤리적 판단기준과 그에 근거한 행동에 

대해 조직 구성원은 책임이 있으며, 특히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영자는 더 큰 

책임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Taka & Foglia, 1994). 동 모델을 한국의 조직상황

에 적용하면, 제도적인 요인으로서 부패방지법(1999)의 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2011)의 제정과 같은 입법은 조직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어 윤리 프로그램을 도

입하거나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제도적 및 조직적 요인의 변화는 개인적 

요인인 조직 구성원의 가치와 신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3 요인의 상호작

용은 윤리적 기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후속되는 윤리적 또는 비윤

리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동 모델을 개념

모형의 전체적인 틀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도 7>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 근거한 윤리경영 모델

Stajkovic & Luthans(2001), “Business ethics across cultures: A social cognitive 
model”의 내용을 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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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적 모형의 설정

   앞서 살펴본 통제이론 모델,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 개인-조직 상호작용 모델, 

사회적 인지이론에 근거한 윤리경영 모델 등을 기초로 윤리 프로그램 실행을 중

심으로 하는 비윤리 행동의 선행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비명시적 윤리관행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틀(conceptual framework)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조직은 제도적 요인의 영향으로 윤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조직 

차원에서 경영자의 윤리적 몰입에 의해서도 윤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한다

(Weaver, Trevino & Cochran, 1999). 도입된 윤리 프로그램은 조직적 요인으

로 개인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윤리적 판단기준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제도적 압력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윤리 프로그램은 순응적 지향성을 

갖기 쉽고, 경영자의 윤리적 몰입에 의해 생성된 윤리 프로그램은 가치 지향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적 요인과 조직,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은 윤리적 기준을 형성하고 윤리

적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직적 요인으로는 윤리 프로그램 

외에 윤리풍토와 윤리 리더십, 동료의 윤리성 등과 같은 비명시적 윤리 관행이 있

으며 이는 윤리 프로그램과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조직 구성원의 윤리적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윤리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개인의 비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구성원의 인식과 수용도라는 연결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는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비윤

리 행동에 영향을 준다. 도덕철학과 신념 같은 개인적인 요인은 조직요인인 윤리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하면서 구성원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윤리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윤리적 인식-판단-의도로 이어지는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은 윤리 프로그램의 

인식, 프로그램 수용, 개인의 도덕철학, 비명시적 윤리 관행 등이 비윤리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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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한 연구의 

개념적 모형은 <도 7>과 같다. 

<도 8> 연구의 개념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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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증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심으로 비명시적 윤리 관행과 

개인특성을 통합하여 조직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각각의 상호작용과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를 통한 매개효과 여부를 실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모형에 나타난 사회문화 환경과 개인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은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실증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아래에서는 개념적 모형을 기초로 구체적인 변수를 도입하여 실증연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직 특성 측면: 윤리 프로그램

   조직이 공식적으로 실행하는 윤리 프로그램은 구성원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직특성 변수라 할 수 있다(Kish-Gephart, 

Harrison, & Trevino, 2010). 선행이론 검토에서 지적한 것처럼 프로그램의 

단순보유나 형태가 아니라 Weaver, Trevino, & Cochran(1999)이 제시한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과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의 개념을 도입하여 조직특성의 

핵심변수로 활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과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을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조직 전체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근거로  

구분하였다(Weaver, Trevino, & Cochran, 1999; Weaver & Trevino,1999).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조직차원에서 가치 지향적(또는 순응 지향적) 운영방식으로 

윤리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더라도 구성원들이 순응 지향적(또는 가치 지향적)으로 

인식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 실체와 구성원의 인식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윤리 프로그램을 2가지 차원(조직차원의 운영방식과 

구성원 차원의 인식) 모두 실증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려고 했다. 이런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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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윤리 프로그램 실행이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2. 개인특성 측면: 도덕 철학

   비윤리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인지적 도덕

발전(cognitive moral development), 도덕철학(moral philosophy), 통제위치

(locus of control), 마키아벨리즘(Machiavelianism),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등 

개인적 특성의 차이가 비윤리 행동에도 차이를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성(gender)

과 나이(age)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demographic variables)들도 선행 영향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 특성 변수 중 윤리 프로그램 변수와의 적합성과  

상호작용에 의미가 있고, 개인 차원이지만 조직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

수를 찾고자 하였다. 인지적 도덕발전(cognitive moral development)은 그 동안 

개인적 특성 관점의 대표적인 연구대상이었으며(Trevino, 1986; Rest, 1986; 

Baucus & Dudley, 2005), 윤리교육과 같은 윤리 프로그램과 관련성도 있으나. 

그 동안 실증연구 결과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들이 비슷한 단계(3-4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Trevino & Weaver, 2003), 구성원 개인특성이 차별적으로 반영

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마키아벨리즘(Machiavelianism)은 조직에서 상호관계를 기회주의적으로 이용

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속이는 행동으로서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나(Christie & Geis, 1970), 윤리 프로그램과의 관계성 측면에서 적합성이 

떨어진다. 통제의 위치(locus of control) 역시 비윤리 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윤리 프로그램과의 관계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도덕철학은 개인특성 중 구성원의 조직내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가장 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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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Forsyth & Nye, 1990; Forsyth et 

al., 1988; Singhapakdi et al., 1994). 윤리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요소인 윤리규

범의 경우 상대주의 철학을 가진 구성원에게는 준수여부가 불투명하고 조직과 개

인의 상황에 따라 도덕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록 개인차원이지만 성공

적인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개인특성 변수로서 도덕철학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3. 비명시적 윤리관행

   비명시적 윤리관행은 명시적인 프로그램 외에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에 실제적

으로 윤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모델의 설

명력을 제고 할 뿐 아니라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

다(Brenner, 1992; Jose & Thibodeaux, 1999; Singh, 2006). 비명시적 윤리

관행의 대표적인 요소인 윤리문화는 규칙, 보상제도, 강령, 리더십, 의식, 스토리 

등 공식적 및 비공식적 통제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윤리 프로그램과는 일정 부분 중첩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윤리풍토는 간접적으로 구성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Trevino 

et al., 1998), 공식적인 측면에서 간과하기 쉬운 윤리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윤리

적 리더십역시 비명시적 윤리관행의 핵심요소로서 구성원의 행동과 태도에 큰 영

향을 미친다(Mayer, 2011). 또한, 비윤리 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동료집단의 윤

리 행동도 구성원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다만, 윤리적 풍토(ethical climate)는 개념상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관행 

및 절차에 대해 갖고 있는 윤리적인 지각이므로(Victor & Cullen, 1988), 윤리 

리더십 및 동료집단의 윤리행동과 상당부분 중첩이 된다. 또한, 척도의 차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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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Mayer et al,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명시적 윤리관행으로 동료들의 비윤리 행동과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4. 윤리 프로그램과 비윤리 행동 간  연결 메커니즘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과 인식이 비윤리 행동을 억제하는 경우 효과의 경로를 찾아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윤리 프로그램의 수용도(ethics 

program acceptance)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윤리 프로그램의 수용도는 Kelman 

(1958)의 심리적 몰입(psychological attachment) 연구와 Kostova(1999)의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이론을 근거로 만든 개념이다. 동 개념들을 활용하여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원의 실질적인 수용 정도를 파악함으로서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과 인식이 구성원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어떻게 전달되는 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이 개념적 모형을 기초로 구체적인 변수를 도입하여 실증연구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 < 도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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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9> 실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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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도출 

1. 조직수준

 1.1.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과 윤리 프로그램의 인식 간 관계 

   조직들은 윤리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ethics)를 통해 조직 내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고 해결하려고 한다(Weber, 1992; Jose & Thibodeaux, 

1999). 윤리강령의 제정, 윤리교육의 시행, 윤리 담당 임직원의 선임 등과 같은  

다양한 윤리 프로그램은 이러한 윤리 제도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Gellerman, 1989; Murphy, 1989;Weiss,1994). 윤리의 제도화는 구성원의 일

상적인 업무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윤리를 통합시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조직은 제도화를 위해 윤리훈련을 통해 윤리규정을 주지시킨다(Weber, 1992, 

p419, 427).     제도론적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제도나 관행(practice)이 도입

되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과정이 필요하다. 조

직 구성원들이 제도와 관행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Kostova, 1999; Zucker, 1977). 조직의 제도로서 윤리 프로그램은 Trevino et 

al(1999)에 따르면 통제장치로서 갖는 지향성에 따라 가치 지향적과 순응 지향적

으로 실행된다. 윤리 프로그램이 가치 지향적으로 실행될 때는 조직의 윤리적 가

치와 구성원의 윤리적 열망에 초점을 두며, 순응 지향적으로 실행될 때는 규칙준

수, 구성원의 행동 감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에 초점을 두게 된다. 조직 차원의 

윤리 프로그램 실행은 윤리규정, 윤리훈련, 내부 신고제도, 전담부서의 활동, 최고

경영자의 윤리적 메시지 전달 등의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

성원들은 관찰, 참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식을 갖게 된다. 윤리 규정은 교육을 통

해 구성원들에게 내용이 전달되고,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과의 윤리적 커뮤

니케이션, 전담부서의 윤리시책 전달 과정을 통해 윤리 프로그램의 지향성을 확인

하게 된다. 가치 지향성과 순응 지향성은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그 특징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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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구분되므로 차별화된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공기업은 매년 정부에 의한 반부패 경쟁력 평가 제도를 통해 평가대상으

로 제시된 동일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운영 실적에 대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

에 구성원들은 윤리 프로그램의 존재는 물론 운영성격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 대기업 역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윤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므로 구성원들은 윤리 프로그램 지향성에 대한 분

명한 인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은 제도화 관점에서 보면 윤

리 프로그램들이 구성원들에 의해 수행(implementation)되어 조직에서 공식적으

로 당연히 인정되는 상태(taken for-granted status)에 있다고 할 수 있다

(Kostova, 1999).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윤리 프로그램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조직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서 적절한 행동을 배우게 된다(Bandura, 1977, 

1986). 상사와 동료는 학습모델로서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리학습(vicarious learning)의 관점에서도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관찰하게 된다. 윤리 프로그램은 대부분 경영진과 전담조직의 

동료에 의해 소개되고 실행되며 구성원은 이에 대한 관찰과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등을 통해 내용과 지향성을 인지하게 된다. 예컨대, 구성원들이 비윤리 

행동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경험한 동료들을 자주 관찰하게 되면 윤리 

프로그램이 순응 지향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윤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대화를 경험한 동료들을 자주 관찰하게 되면 윤리 프로그램이 가치 

지향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1: 조직이 윤리 프로그램을 가치 지향적으로 실행할 때 구성원들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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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을 가치 지향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가설 1.2: 조직이 윤리 프로그램을 순응 지향적으로 실행할 때 구성원들은 윤리   

  프로그램을 순응 지향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1.2.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과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및 비윤리 행동간 관계  

   제도적으로 윤리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실행된다고 해서 구성원들에게 수용되

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해서 구성원에 

의한 수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수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론적 

관점에서 보면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가 이루어져야 하고, 제도화는 수행

(implementation)과 내재화(internalization)를 통해서 이루어진다(Kostova, 

1999). 수행은 구성원이 윤리 프로그램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서 실행과정

에 참여하는 것이며, 내재화는 윤리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가치를 본인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 프로그램도 구성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내

재화할 때 수용이 이루어진다. 

   윤리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조직의 윤리경영은 윤리적 리더십 연구결과가 시

사하듯이 경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다(Brown & 

Trevino, 2006, Shafer, 2002). 조직에서 경영자들이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 구성원들은 직무만족 등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Brown et al., 

2005). 경영자의 윤리적 몰입에 의해 윤리 프로그램이 가치 지향적으로 실행되면

(Weaver, Trevino,  1999), 상담과 대화를 통해 윤리적 행동에 대한 가치의 공

유를 강조함으로서(Weaver & Trevino, 1999), 구성원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인

정받는 수행은 물론  가치가 구성원에게 스며들어 가는 내재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윤리 프로그램의 순응 지향적 실행은 규정 위반행위의 탐지와 감시, 제재를 강

조함으로서 구성원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구성원의 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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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화되는 내재화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제도의 수행이 자동적으로 내재화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구성원들이 제도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하여 가치로서 내면화하지 않으면 내재화되기는 

힘들다(Kostova, 1999, p 311). Kostova, (1999)에 따르면 내재화가 되지 않

는 것은 구성원들이 제도 또는 그 일부 요소에 대해 공감하지 않거나 긍정적 태

도를 개발할 시간이 부족한데 기인한다. 이런 측면에서 윤리 프로그램의 순응 지

향적 실행은 가치 지향적 실행보다 내재화가 더 어려울 수 있으나, 순응 지향적 

실행에 대해 구성원의 공감이 충분히 형성되고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행된다

면 내재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학습이론을 

통해서도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 내 중요한 관계 타인(referent others)인 상사와 동료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서(Zey-Ferrell & Ferrell, 1982)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수

용도가 형성될 수 있다. 구성원들은 경영진과 전담부서의 동료에 의한 윤리 프로

그램의 실행을 관찰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동료들의 반응과 수용도를 관찰함으

로서 본인의 수용도에 반영하게 된다. 상담과 대화, 가치공유를 통해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고, 규정위반 행위의 조사, 제재를 통해 순응 지향적 프

로그램이 공정하게 실행됨으로서 상사나 동료들이 윤리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것

을 관찰하게 된다면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을 통해 내재화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구성원들의 인식과 수용

을 영향을 미친다면 구성원의 윤리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비윤리 행동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지-태도-의도-행동에 이르는 

순차적 영향관계는 Bass et al(1999)가 지적한 것처럼 대부분의 윤리적 의사결

정 모델들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 가정이다. 이는 개인의 인식과 태도가 자신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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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수반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Ajzen & 

Fishbein(1975, 1980)의 이론과도 일치하는 입장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2.1: 조직의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은 구성원들의 윤리 프로그램  

  수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2: 조직의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은 구성원들의 윤리 프로그램

          수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3: 조직의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은 구성원들의 비윤리 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조직의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은 구성원들의 비윤리 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개인수준

 1.1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비윤리 행동간 관계

  
   윤리 프로그램은 조직 통제장치로서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Weaver & Trevino(1999)의 실증 연구결과에 따르면 윤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윤리 행동을 더 

피하게 되고 윤리적 딜레마에 처했을 때 상담에 더 적극적이며 비윤리 행동을 목

격했을 때 더욱 기꺼이 그 사실을 제보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개별 프로그램

의 존재여부나 기능보다 조직적 맥락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Trevino, & 

Weaver, 1999). 윤리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프로그램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

해 갖는 지향성과 통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된다(Trevino, Weaver, Gibson, & Toffler, 1999; Stansbury 

& Barry, 2007). Trevino, Weaver, Gibson, & Toffler(1999)은 실증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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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윤리 프로그램은 어떤 지향성을 갖든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가치 지향

적 프로그램이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윤리 프로그램의 지향성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통제이론(control theory), 사회적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을 들 수 있다. 통

제이론(control theory)에 따르면 윤리 프로그램은 통제장치로서 구성원의 행동

에 질서를 부여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조직의 목표와 기대에 구성원의 행동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윤리 프로그램의 지향성은 이러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양

태(mode)를 의미하며, 통제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강제성에 의하거나 구성원이 조

직의 집단가치와 동일시하고 몰입하게 하는 형태로 질서를 만들어 낸다(Etzioni, 

1961; Gouldner, 1954;Weber, 1947). 강제적인 형태의 통제는 구성원의 행동

을 조직이 요구하는 것에 순응하도록 만들고 자발적인 형태의 통제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목표에 동일시하도록 함으로서 조직이 추구하는 것을 달성하게 한

다(Adler & Borys,1996). 통제이론은 통제의 유형으로 참여적 통제(Enabling 

control)와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를 제시하고 있는데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과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은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2 가지 통

제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태의 윤리 프로그램이든 통

제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비윤리 행동의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1.1.1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비윤리 행동간 관계

   윤리 프로그램이 공유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고 구성원의 일과 목표 달성

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확신을 심어주면 그 프로그램은 구성원의 역할 

정체성(role identity)에 영향을 주고 조직이 자신을 지원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준다. 공유가치에 대한 조직의 관심은 구성원이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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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규범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한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는 조직 구성원의 역할을 정의하게 된다(Ashforth 

& Mael, 1989; Stryker, 1980; Stryker & Serpe, 1982). 동일시

(identification)는 자신을 정의하고(define), 이 정의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

하며 다양한 삶의 영역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Ashforth, Harrison, & 

Corley, 2008). 특별한 역할에 대한 동일시는 자신에 대한 역할의 정의를 포함하

며, 그런 동일시와 관련된 행동을 가져다준다(Ashforth et al., 2008; Thatcher 

& Zhu, 2006). 개인의 자아감(sense of self)과 역할 정의(defining role)는 다

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고 학습되며 자신의 정체성의 중요 요소가 

된다. 가치 지향적인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경우 윤리적 공유가치를 통해 구성원은 

윤리적 행동과 관련된 역할 정체성을 갖게 된다.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에 의해 이

러한 역할 정체성은 증대되고 이에 따라 인지, 태도,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

(Weaver & Trevino, 1999). 가치공유와 상담, 소통과 같은 가치 지향적 프로그

램은 구성원의 역할의 한 부분으로서 윤리적 행동을 격려함으로서 이러한 역할 

정체성은 행동과 연결된다. 반면 이러한 역할과 반대되는 행동은 심각한 인지부조

화(Festinger, 1957)를 가져다 준다.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따르면 개인은 다른 사람으로부

터 사회적 혜택(social benefit)을 받으면 이에 대한 일종의 호혜적 보답을 하게

된다(Blau, 1964; Rousseau & Parks, 1993). 사회교환이론의 연구는 대부분 

리더-추종자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최근에는 조직-구성원 간에도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조직과 구성원 간 연구는 조직의 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과 관련되어 있다. 조직지원 인식은 조직이 자신의 기여

를 평가해주고 자신의 행복(well-being)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구성원들이 인식

하는 것이다(Eisenberg, Huntington, Hutchison, & Sowa, 1986). 구성원은 조

직이 자신의 목표를 지원한다고 인식하면 그 대가로 조직의 목표를 돕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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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을 갖게 된다.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은 윤리적 공유가치를 강조하고 구성원

들이 당면한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윤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윤리적 상

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구성원은 조직이 자신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Weaver & Trevino, 1999). 이러한 인식이 강할수록 구성원들은 사회적 교환 

차원에서 조직이 윤리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는 비윤리 행동의 방지라는 목표달

성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

1.1.2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비윤리 행동간 관계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은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과는 달리 조직의 지원인식이나 

윤리적 자아 정체성과는 관련이 적다. 순응 지향 프로그램은 감시와 제재에 초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계약적인 태도를 갖기 쉽다

(Weaver & Trevino, 1999). 사회적 교환이론 관점에서 보면 호혜적 교환이 아

니라 보다 좁고 계산적인 교환에 근거한다(Homans, 1961). 순응 지향적 프로그

램은 비록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처럼 윤리적 사회 정체성과 조직의 지원인식, 호

혜적 사회교환을 통해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유도하지는 못하지만, 비윤리 행동에 

의한 처벌과 그에 대한 계산적인 반응 및 두려움을 통해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동

을 억제할 수 있다.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은 윤리적 행동에 대한 보상(rewards)과 위반행동에 

대한 처벌(punishment)를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과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Baucaus 

& Beck-Dudley, 2005; Trevino, 1986). 구성원들은 윤리적 행동에 대해 보상이 

따르면 윤리적 행동을 늘리게 되고, 비윤리 행동에 대한 처벌이 가해지면 비윤리 

행동을 줄이게 될 것이다. 또한, 구성원들은 윤리적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보상이나 처벌을 통해서 윤리적 또는 비윤리적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물론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강화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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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Baucus & Beck-Dudley, 2005).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으

면 조직이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윤리적 행동이 증가한다(Ashkamasy, Windsor, 

& Trevino, 2006; Trevino & Youngblood, 1990). 마찬가지로 비윤리적 행동

에 대한 제재는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Jones, 1995; 

Trevino, Weaver, & Reynolds, 2006). Weaver & Trevino(1999) 연구결과

에 따르면 구성원이 윤리 프로그램에 대해 가치 지향적으로 인식할 때는 물론  

순응 지향적으로 인식할 때도 공통적으로 비윤리 행동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치 지향적으로 인식할 때가 순응 지향적으로 인식할 때 

보다 프로그램의 효과성(비윤리 행동의 감소)에 대한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나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aver & Trevino, 1999).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3-1: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원들의 가치 지향적 인식은 비윤리 행동  

   의 발생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원들의 순응 지향적 인식은 비윤리 행동  

   의 발생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2.1  비명시적 윤리관행과 비윤리 행동

    2.1.1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간 관계

   윤리적 리더십은 윤리경영 성공의 핵심요인으로 인식된다(Korey, 2008). 윤

리적 리더십은 적절한 윤리적 대책 수립을 통해 윤리적 조직풍토(ethical 

organizational climate)를 형성에 기여함으로서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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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Feldheim & Wang, 2004; Loesher, 2006). Schein(1985)은 경

영자가 조직 가치를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소통함으로서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상사의 윤리적 태도는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유도하

고 증진시키는 데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Posner & Schmidt, 1992). 

특히, 상사의 역할모델과 코치로서의 활동은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Baumhart, 1961; Posner & Schmidt, 1984; Schein, 

1985; Sims, 1998). 

   윤리적 리더가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

회적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Bandura, 1986)에 의해 설명될 수 있

다. 사회적 학습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은 역할모델 과정(role-modeling process)

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적절한 행동을 배우게 된다(Bandura, 

1977, 1986). 적절한 행동의 모델을 선택함에 있어 개인들은 신뢰할 만하고 매

력적인 역할 모델들에 대해 주목하게 되고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 조직이

라는 맥락을 고려하면 상사들은 구성원의 중요한 학습모델의 역할을 하게 될 가

능성이 크다. 특히, 상사는 규범적 행동의 모델로서 인식된다(Mayer et al., 

2012). 구성원들은 상사들의 윤리적 기준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는 상사가 조직

의 권위로서 구성원의 관심을 끄는 힘을 갖고 있으며, 윤리적 기준을 지키도록 하

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Trevino et al., 2006). 

   구성원들은 상사들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뿐 만 아니라, 상사들이 처벌과 보상

을 관장하기 때문에 상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윤리적 리더는 비윤리 행동을 제

재하고 윤리적 행위에 대해 보상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행

동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미친다(Mayer et al., 2012). 상사가 윤리의 중요성을 

소통하며 윤리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처벌과 보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집단규범이 형성이 되고 작업단위에 있는 구성원들은 

비윤리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Mayer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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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 교환이

론(social exchange theory)(Blau, 1964)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Blau(1964)는 교환관계를 거래적 교환과 사회적 교환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거

래적 교환은 급여와 노동과 같이 경제적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 사회적 

교환은 신뢰와 상호성의 규범에 기초를 둔다. 사회적 교환은 개인적인 의무, 감사, 

그리고 신뢰의 느낌을 가져다준다(Blau, 1964). 윤리적 리더는 배려를 잘하고 공

정하기 때문에, 구성원과의 관계는 사회적 교환과 호혜성(reciprocity)의 원칙위

에 기초한다. 윤리적 리더를 둔 구성원들은 리더의 지원적 대우(supportive 

treatment)를 윤리적 행동으로 되갚으려고(reciprocate)한다(Trevino & Brown, 

2004). 

   실증연구 결과는 대부분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Trevino et al(1999)는 실증 연구를 통해 윤리적 리더십

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내에서 비윤리 행동을 덜 체험하게 하고 윤리적 딜레

마에 처할 경우 윤리적 상담에 더 적극적으로 응하게 한다는 것을 밝혔다. Brown 

et al(2005)의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사들의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직

무몰입과 만족은 물론 윤리적 문제를 기꺼이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4-1: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은 비윤리 행동의 발생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상사의 윤리 리더십은 비윤리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윤리 프로

그램 인식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리 리더십

은 조직의 위계구조상 다양한 수준에서 발휘될 수 있다(Brown et al, 2005). 조

직 구성원들은 최고 경영자보다 가까이 있는 상사들에게 더 자주 노출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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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사가 윤리적 역할 모델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이 실행될 경우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비윤리 행동을 더 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과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윤리 프로그램은 상사의 윤리 

리더십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Brown et al(2005)에 따르면 

상담과 경청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윤리적 관리자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윤리적 리더는 윤리적 이슈에 대해 명확한 소통을 추진하며 이러한 소통이 

윤리적 행동과 일관성 있게 연결되도록 할 뿐 아니라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을 강

화하는데 기여하게 한다(Brown & Trevino, 2006).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상사는 근접에서 제재와 포상, 고과 등을 공

정하게 집행함으로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윤리적 리더는 

구성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원칙에 근거한 의사결정(Avolio, 1999),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유도할 보상과 처벌의 집행(Gini, 1998; Trevino et al., 2003)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증진시킨다(Trevino et al., 2003).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4-2: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강화할  것이다.    

가설 4-3: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강화할 것이다.

2.1.2 동료집단의 윤리적 행동과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 간 관계   

   조직 내 동료집단(peers)의 행동과 태도 역시 상사와 같이 개인의 윤리적 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Trevino, 1986,1992; Vitell et al., 1993; Zey-Ferrell & 

Ferrell, 1982; Zey-Ferrell et al., 1979). Zey-Ferrell & Ferrell(1982)의 

실증 연구결과 관계 타인(referent others) 중 조직 내 동료집단의 비윤리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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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동료집단의 영향력을 사회적 학습이론을 

통해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의 윤리적 행동은 구성원 자신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영향력 있는 역할 모델이 된다. 역할 모델을 통한 학습은 사회적 학습이론이 강조

하는 대리적 학습(vicarious learning)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구성원들은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서 조직의 규범에 맞

는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학습하게 된다(Bandura, 1977, 1986). 윤리적 역할 모

델과의 관계는 긴밀한 상호작용을 요청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세우

는 윤리적 역할 모델로서 경영자나 상사보다 작업 집단 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동료들이 더 영향력 있는 역할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Walker, Pitt, Hennig, 

& Matsuba, 1995). 

   동료의 윤리적 행위가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네트워크 관점에

서도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적 전염이론(social contagion theory)에 따르면 태도

와 가치는 고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력의 산물이다(Erickson, 1988). 특히, 유사성이 있는 내집단(within group)의 

개인들은 더욱 비슷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Brass et al., 1988).       

   윤리적 조직문화와 윤리적 리더십이 약한 조직에서는 동료집단이 윤리적 행위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Trevino, 1986). 이런 점에서 Trevino(1986)

는 조직 구성원의 윤리적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계타인을 윤리적 

모델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대기업과 공

공기관들은 윤리교육(Callen, 1992; Dean, 1992), 윤리 관련 보상제도(Trevino, 

1992; Trevino & Youngblood, 1990), 성과평가 반영제도(Trevino, 1986; 

Weiss, 1994)등을 통해 역할모델이 되는 “윤리적 영웅”(Trevino, 1986)을 발

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Jose & Thibodeaux, 1999).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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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1: 동료들의  윤리적 행동은 비윤리 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동료들이 윤리적일 경우 가치 지향 프로그램은 더욱 비윤리 행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영향력 있는 관계타인인 동료집단이 윤리

적일 경우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은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다. 동료들이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의 윤리적 가치를 공유하고 윤

리적 열망이 격려됨으로서 더 윤리적 민감도가 높아졌다면 이를 관찰함으로서 구

성원의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은 비윤리 행동에 대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기대된다.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동료들의 윤리성 여부가 구성원 자신의 윤

리 또는 비윤리 행동에 따른 보상과 제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호작

용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5-2: 동료들이 윤리적으로 행동 할수록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  

   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강화할 것이다.  

 

2.2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비윤리 행동간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의 매개효과

   통제이론(control theory)에 따르면 개인-윤리 프로그램 간 가치 적합성은 

통제과정에 대한 피 통제자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 Stansbury & Barry(2007)에 

따르면 자발적 통제에서는 구성원들이 통제과정에 대한 개념적 이해 뿐 아니라 

통제의 목적과 실시간의 실행정보를 알 수 있다. 자발적 통제는 또한 조직과 

구성원 사이에 가치 일치성(congruence)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윤리 

프로그램은 조직의 통제장치로서 가치 지향적이든 순응 지향적이든 구성원들이 

실행목적과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면 자발적 통제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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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화가 가능하다.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은 구성원들의 가치와 윤리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가치 간의 일치화를 위해 상담과 소통, 구성원의 윤리적 

열망에 대한 지지 형태로 실행되기 때문에 가치의 내재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은 강제적 통제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으나 구성원

들에게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분명한 목적이 주지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

대가 형성된다면 내재화도 가능할 것이다. 규정위반자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적절

하게 이루어진다면 구성원의 인식을 통해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이 갖는 질

서와 정의라는 가치가 내재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용도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직 사회화의 관점에서도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의 내재화는 설명될 수 있다. 

조직 사회화는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행동, 태도, 

규범을 획득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Bauer et al.,1998; Van, Maanen & 

Schein,1979). 조직 사회화는 구성원의 이직률, 조직몰입, 회사의 핵심가치와 규

범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친다(Bauer et al.,1998). 실증연구 결과 사회화는 특히 

구성원의 가치 적합도에 영향을 미친다(Cable & Parsons, 2001). 사회화 과정

은 신입직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개인가치를 조직의 가치와 일치시키게 하고 그 

결과 낮은 이직률과 조직몰입을 가져온다(Cable & Parsons, 2001). 실증연구 

결과 신입직원은 조직 내 멘터와 교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조직의 가치를 더욱 

내재화(internalization)하게 된다(Chatman,1991). 기존 직원들 역시 조직 재사

회화 과정을 통해 조직의 가치를 내재화 한다. 상담과 인격적 교류, 자발적 동기 

부여 등의 방식을 통해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은 조직이 추구하는 윤리적 가

치와 구성원의 가치를 일치화시켜 내재화에 이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6-1: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은 윤리 프로그램의 수용도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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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2: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은 윤리 프로그램의 수용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윤리 프로그램 간 가치 적합도가 커 윤리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가치가 

내재화 될수록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윤리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윤리규범이 추구하는 가치가 내재화된다면 결과적으로 비윤리 행동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과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은 모두 

구성원에 의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가치가 내재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정도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상담과 대화, 가치공유를 강조하는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탐지, 제재에 초점을 둔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에 비

해 구성원에 의한 수용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은 제재

와 보상의 대상 및 시기의 적절성에 따라 수용의 정도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Tenbrunsel & Messick, 1999). 이런 점에서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의 인식은 

수용도 수준이 낮아 수용도의 매개를 통해 비윤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구성원이 윤리 프로그램을 가치 지향적으로 인식하면 직접적으로도 

비윤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내재화 정도가 높을 경우 수용을 통해 비

윤리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치공유를 위한 상담과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가치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을 실행되면 구성원의 가치와 프로그램이 추

구하는 가치간의 일치도가 커져 높은 수준의 내재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수

용도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높은 수준의 수용도는 비윤리 행동을 억제할 것이며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으로 보인

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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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6-3: 윤리 프로그램의 수용도는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이 비윤리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2.3 도덕철학의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윤리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수용도간 조절효과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은 개인의 규범적인 틀에 대한 선호나 신념과 관

련되며, 이상주의(idealism)와 상대주의(relativism)가 대표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Forsyth, 1980, 1992). 개인이 가진 도덕적 가치는 윤리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Ferrell & Gresham, 1985; Hunt & Vitell, 1986; Bass et 

al.,1998). 개인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해서 자신 만의 윤리적 가이드가 필

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덕철학이다. 도덕 철학은 조직에서 구성

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Forsyth & Nye, 1990; Forsyth et al., 1988; Singhapakdi et al., 1994).

   상대주의의 정도가 큰 개인은 보편적 도덕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적 요인

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한다. 상대주의적 특성이 강한 구성원은 보편적인 윤리 원

칙이나 규정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나 감정, 역할, 소속된 집단과 같은 상황적 요

인이 더 중요한 근거가 된다(Forsyth, 1980; Hopkins,1990). 이상주의는 윤리

적 행동은 윤리적 딜레마의 심각성과 관계없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상주의가 낮은 개인은 도덕적 행동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

를 가져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도 더 큰 유익

을 위해서는 때때로 필요하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Forsyth, 1992). 

   개인의 도덕철학이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이상주의자

는 본인 자신이 윤리적 행동에 참여함으로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Henle et al., 2005) 굳이 윤리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조직 내에서 윤리적 행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에 대한 공감도는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규범체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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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거나 회의적이므로 일정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7-1:  이상주의는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2:  상대주의는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에 역(-)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주의적 철학을 가진 구성원은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

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이 이러한 입장과 

일치도가 크다고 인식된다면 수용도가 더 커질 수 있다.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

그램 역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 감시와 제재를 가하므로 이상주

의의 입장과의 결합을 통해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도덕철학은 가장 대표적인 윤리 프로그램인 윤리규범과 관련된다. 

Forsyth(1980)의 개념에 따르면 이상주의는 윤리규범을 그냥 준수하기 보다는 

조직생활에서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데 윤리규범이 예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준수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조직 내 성희롱이나 차별, 횡령 등 

인적, 물적 손해를 초래하는 행동은 이상주의가 높은 사람에게는 용납하기 어렵

다. 이런 측면에서 이상주의의 가치와 윤리규범의 목표가 일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상주의가 높을수록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이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상주의는 순응 지향

적 프로그램 인식이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상

대주의는 조직 내 윤리 규범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내 윤리행위

의 판단기준이 되는 윤리규범을 중심으로 한 윤리 프로그램이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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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7-3:  이상주의가 높을수록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이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할 것이다. 

가설 7-4:  이상주의가 높을수록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이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할 것이다. 

   상대주의 철학을 가진 개인에 비해 이상주의를 가진 사람은 비윤리적 행동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크며, 이런 점에서 이상주의는 비윤리 행동과 역(-)

의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상주의의 정도가 큰 개인은 윤리적으로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낳기 쉬우므로 보다 엄격하게 그

런 상황을 대처하게 됨에 따라 비윤리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

다. 반면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윤리적 기준을 부정하고 상황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하므로 절대적 원칙으로서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7-5: 이상주의는 비윤리 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6: 상대주의는 비윤리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개인의 도덕철학은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상주의는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이 비윤

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여 이상주의가 클수록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

램 인식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주의 철학은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수용도간을 조절한 것처럼 남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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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도가 크므로 비윤리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순응 지

향적 윤리 프로그램 역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 감시와 제재를 강

조하므로 이상주의의 입장과의 결합을 통해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할 가능

성이 있다. 실증연구 결과, 이상주의는 상대주의보다 윤리적 판단과의 관계에 있

어 더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arnett, Bass, & 

Brown, 1994; Singh & Forsyth, 1989).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7-7: 이상주의가 클수록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이 비윤리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할 것이다. 

가설 7-8: 이상주의가 클수록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이 비윤리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할 것이다. 



112

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의 설계 및 절차

1. 실증연구를 위한 예비조사

1.1 예비조사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현실에서 검증하고 설문내용을 정교

화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가 조직의 

윤리 프로그램 운영이 구성원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므로, 선행이론 및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구성된 연구모형과 설문내용이 국내 조직

의 상황에서도 타당한 가에 대해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Trevino(1986)가 지적한 것처럼 조직윤리에 대한 실증연구는 조직 구성원들

에 의해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 조사자체가 어렵다. 특히, 본 연구에 조사하고자 

하는 비윤리 행동과 윤리적 리더십, 동료의 윤리적 행동, 개인의 도덕철학 등은 

응답자의 정확한 인식을 파악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대

부분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미국 내 조직을 배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내 조

직의 윤리적 문화, 환경 등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직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 예비조사의 내용

   예비조사를 위해 2013년 10월, 2013년 11월중 국내 공기업  3사와 민간기업 

1사를 대상으로 3 차에 걸쳐 심층면접 조사(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들은 조직 내에서 윤리경영을 담당하는 임원 또는 부서장들과 윤리교

육 참가자인 일반 직원들로서 총 72명 이었다. 

   1차 예비조사에서는 4개 조직의 담당 임원 및 부서장 회의를 통해 조직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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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실행방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윤리 프로그

램들의 운영 방식과 지향성을 실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윤리 프로그램의 가치 지향

적 실행과 순응 지향적 실행이 상호 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지 않다는 선

행연구 결과를 현장에서 검증하였다. 특히, 조직수준에서 윤리 프로그램 실행의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항목안(check List draft)을 확정하기 위해 검토와 

논의 시간을 가졌다.      

   2-3차 예비조사는 조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설문 안을 제시하여 

설문항목 중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실제 조직상황과 맞지 않는 항목을 파악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연구모형과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예비적으로 검토하였

고 아울러 국내 조직 상황에 맞게 설문내용을 일부 조정 및 수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수집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직접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이메일이나 설문 우송방식보다 직접방문을 통해 

조사대상 표본집단을 모은 다음 조사의 취지와 응답방식을 설명함으로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오류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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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표본 

  

1. 표본의 선정

 

   다양한 윤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조직을 표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공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을 포함하여 20개 사 420명을 표본으로 조사를 진행하

였다. 공기업을 중점대상으로 한 것은 공기업은 1999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이

후 부패방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매년 윤리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구성

원의 청렴도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체계

적이며 비윤리 행동 예방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에 비해 민간 기업은 윤리 프로그램이 전체 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에 국한되어 실

행되고 있다. 상장 대기업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시장에 의해 기업 

구조개혁과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더불어 윤리경영 강화가 요구 

되었고 대기업 자체적으로는 신뢰회복 차원에서 윤리강령과 교육을 비롯한 윤리 

프로그램이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공기업과 민간 대기업들은 

제도적 압력에 대응하여 윤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한다는 점은 유사하다. 제

도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압

력에 적절히 대응할 때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할 수 있다(Dimaggio & 

Powell, 1983). 정부와 같은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은 조직의 

윤리 프로그램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DiMaggio & Powell, 1983; Meyer & 

Rowan, 1977; Scott,1995). Weaver, Trevino & Cochran(1999)는 실증연구

를 통해  정부, 언론과 같은 사회적 제도의 압력이나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윤리 

프로그램의 범위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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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위
N=17

빈도(사) 비율(%)

기업성격
공기업

민간기업
12(180)*

5(92)
70.6(66.2)*
29.4(33.8)

구성원
규모

1-1,000명 미만
1,000명-3,000미만

3,000명 이상

7(130)
6(90)
4(52)

41.1(47.8)
35.3(33.1)
23.5(19.1)

2. 자료수집 결과와 표본의 특성

   대상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부서, 직종, 직급, 남녀, 근속년수 등을 고려한 층화

표집(stratified sampling) 방식을 사용하여 총 420부의 설문을 20사의 공기업과 

민간 대기업에 발송하였다. 이 중 17개 조직의 설문 응답지 298부가 회수 되었

고,  결측 조사표, 불성실 응답 등을 걸러내고 최종 분석에는 272부가 사용됨으로

서 회수율은 64.7%였다. 

표본의 인구통계는 <표 9>, <표 10> 과 같다. 조직수준 표본의 경우 공기업이 

12개 사, 민간 대기업이 5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 규모는 1,000명 미만

의 공기업이 가장 많으며, 3,000명 미만, 3,000명 이상 대규모로 갈수록 기업 수

는 적다. 개인수준 표본은 성별이 남성 65.4%, 여성이 34.6%이었으며, 연령대는 

30-40대가 50.7%로 다수를 차지했다. 근속년수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직급은 하위직으로 갈수록 많은 분포를 차지해 일반사원이 64%를 차지했다. 

<표 9> 조직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  )은 조직 내 개인 응답자 수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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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위
N=272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여자

178
94

65.4
34.6

연령

20-30세
30-40세
40-50세

51세 이상

46
138
77
11

16.9
50.7
28.3
4.0

근속년수

1-3년
3-10년
11-20년

21년 이상

77
123
49
23

28.3
45.2
18.0
8.5

직급
사원

과차장급
부서장

174
83
15

64.0
30.5
5.5

 <표 10> 개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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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독립변수

1.1 조직차원의 독립변수: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

   Weaver, Trevino, & Cochranm (1999)는 통제 시스템으로서 윤리 프로그램

이 갖는 지향성(orientation)을 기준으로 윤리 프로그램을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Compliance-oriented program)과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Value-oriented  

program)으로 구분하였다.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은 비윤리 행동의 감시와 탐지, 조

사,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을 강조하는 반면,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은 상담과 대

화,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가치공유를 강조한다.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과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은 개념상 구분이 되지만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다. 조직은 필요에 

의해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도 동시에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을 실행

하기도 한다(Trevino, 1990; Weaver, Trevino, & Cochran, 1999). 

   그 동안의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Compliance-oriented program)과 가치 지

향적 윤리 프로그램(Value-oriented  program)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대부분 

구성원의 인식에 집중되었다(예: Weaver, Trevino, & Cochranm, 1999; 

Weaver & Trevino, 1999; 백윤정,2008 등). 윤리 프로그램의 효과가 프로그램 

실행의 대상이 되는 구성원들의 인지적 평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중요한 관

점이지만, 연구방법론과 개념의 명확성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과연 조직의 윤리 프로그램 실행이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추진되

는지 구성원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이다. 조직차원에서는 윤리 

프로그램을 가치 지향적으로 실행하였으나 구성원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거나, 

다른 지향성으로 인식한다면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효과는 조직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둘째,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은 전체 프로그램의 

운영성격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 응답자들은 자주 참여하거나 실행 강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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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기 쉽다. 조직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윤리 프로그램

을 가치 지향적으로 실행하고 있지만 구성원들이 접할 기회가 많은 하나의 윤리 

프로그램을 순응 지향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면 전체 윤리 프로그램의 지향성을 순

응 지향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셋째, 분석방법론 측면에서 구성원의 인식을 독립

변수로 활용할 경우 종속변수를 포함하여 모든 변수는 개인수준의 자료가 된다.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최소자승(OLS) 회귀분석법은 변수가 서로 독립적이란 

가정을 전제로 하나, 복수의 조직수준에서 얻은 구성원들의 인식은 해당 조직의 

윤리 프로그램 실행이 갖는 특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보

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변수

와 조작적 정의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인 차원의 윤

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외에 조직 차원의 윤리 프로그램 실행을 변수로 추가하

여 서로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개인수준의 변수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윤리 프로그램 실행은 조직에서 운영하는 실체적인 윤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므로 조작적 정의를 위해서 먼저 조직에서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실체적인 윤리 

프로그램에 주목하였다. Weaver, Trevino & Cochran (1999), Weber & 

Wasieleski(2013) 등의 관련 연구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윤리강령

(code of ethics), 윤리교육(ethics training), 담당조직 및 담당자(Ethics or 

compliance officer), 신고제도(hotline), 정기적인 경영층의 윤리 메시지 전달

(Public statements by senior management) 등  5 가지 프로그램이었다. 이러

한 대표 프로그램을 통해  Weaver, Trevino, & Cochran(1999)의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에 근거하여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실행에 대해 조작

적 정의를 내리면 “대표적인 윤리 프로그램들이 공유가치를 격려하고 구성원의 

열망을 지지하며 조직의 가치를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며 실행되

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의 조작적 정의는 “대표

적인 윤리 프로그램들이 규범 위반자를 제재하며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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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실행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실행

윤리강령 조직의 공유가치 제시와 실천유도 
강조

규정 준수, 위반시 처벌, 비윤리 행동의 
금지 강조

윤리교육 윤리적 가치,  자율적 윤리 실천, 
윤리적 리더십 강조

준수할 규정내용 전달 , 위반 시 처벌, 
비리행위 신고 강조

담당부서 조직의 핵심가치 내재화, 윤리적 
조직문화 구축 강조

규정준수 여부 감독, 감시, 조사, 처벌  
강조

신고제도 윤리적 딜레마 상담 강조 비리제보, 신고의무 강조

정기적인 
경영층의 

윤리메시지
조직의 핵심가치 강조 비윤리 행동에 대한 예외 없는 처벌 강조

여부를 감시하는데 초점을 두며 실행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작적 정

의를 근거로 개별적인 프로그램별로 특성요소를 <표 11>과 같이 추출하였다. 이 

특성요소를 통해 조사항목 안(Check List draft)을 만든 후 예비조사를 통해  4

개 조직의 윤리담당 전문가(임원, 부서장)회의를 통해 조사항목을 부록의 조사표

와 같이 확정하였다.  

<표 11>윤리 프로그램의 실행별 특성요소 예시  

   윤리 프로그램 실행은 조직수준의 변수이므로 측정을 위해 연구자가 조사대상 

조직을 방문하여 조직전체의 윤리경영 정책을 관장하는 윤리담당 임원 또는 부서

장들에게 조사의 내용을 설명한 후 조사항목을 제시하였다. 조직의 윤리 담당 임

원 또는 부서장은 5개 핵심 윤리 프로그램 별로 가치 지향성과 순응 지향성의 정

도에 따라 1점에서 부터 5점까지 점수를 주었고, 각각의 합계점수(5개 항목 점수 

합산: 총 25점 만점)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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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 차원의 독립변수

     1.2.1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은 Weaver, 

Trevino, & Cochran(1999)와 Trevino & Weaver(1999)의 연구를 바탕으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은 “구성원들이 조직의 윤

리 프로그램이 공유가치를 격려하고 구성원의 열망을 지지하며  조직의 가치를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실행된다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은“ 구성원들이 조직의 윤리 프로그램이 규범 

위반자를 제재하며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규정 준수여부를 감시하는데 초점을 두

는 방향으로 실행된다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척도는 Cochran(1999)와 

Trevino & Weaver(1999)이 활용한 각각 4항목, 3항목을 기초로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측정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

우 그렇다)로 이루어졌다. 신뢰도는 각각  .879, .826이다. 측정을 위한 세부적 

설문 항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부록 1 참조). 

2. 통제변수

2.1 조직차원 통제변수

   조직의 특성인 공기업과 민간 기업 여부를 통제하였다. 우리나라 공기업과 민

간 대기업들은 제도적 압력에 대응하여 윤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한다는 점

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조직의 발생 배경과 사업의 목적 등에서 성격이 있으

므로 이를 통제한 것이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규모를 통제하였다. 구성원의 규모

는 1-1,000명 미만, 1,000명-3,000미만, 3,000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2 개인 차원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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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통계적 특성인 직급, 근속년수, 성별, 나이를 통제하였다. 직급은 사원, 과

차장, 부서장으로 구분하였으며, 근속년수는 3년 미만, 3년∼10년 미만, 11년∼ 

20년 미만, 20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성별은 남 여, 나이는 20대, 30대, 40대, 

50대로 구분하였다. 인구통계는 비록 통제하였지만 비윤리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그 동안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서 점검하고자 한다. 

   비윤리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측정 오류 중 

하나는 사회적 바람직성 오류(social desirability bias)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 오류는 자기 보고식 척도에서 나타는 체계적인 오류로서 응답자가 

당혹감을 피하고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남에게 주고자 하는 바람에서 

발생한다(Fisher, 1996). 사회과학 관련 설문에서 응답자가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데로 응답하는 대신 사회적, 규범적 요구에 맞추는 방식으로 응답하려는 

성향을 말한다(Zerbe & Paulhus, 1987). 이러한 응답의 오류는 연구의 타당성을 

낮추기 때문에(Randall & Fernandes, 1991), 윤리경영 연구에서도 사회적 바람직성 

오류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다(예: Chung & Monroe, 2003; 

Schoderbek & Deshpande, 1996).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 오류를 

측정하기 위해 Marlow-Crowne 척도(1960)를 기초로 만든 Abe & Zane(1990)의 

축소형 측정도구(5항목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3. 조절변수

3.1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은“개인적 행동과 대인 관계 그리고 쌍방향 소통, 강화

(reinforcement), 의사결정을 통해 추종자에게 규범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보여주

고 촉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Brown et al., 2005, p 120). Brown et 

al(2005)은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10개 항목으로 된 윤리적 리더십 척도(ELS: 

ethical leadership scale)를 개발하였는데 후속되는 실증연구를 통해서 척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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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이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ELS 10개 항목 중 6

항목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이며 신뢰계수는 .930 이다. 

 
3.2 동료의 윤리행위

   Zey-Ferrell & Ferrell(1982)는 관계 타인(referent others)의 행동이 비윤

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같은 조직의 동료 행동이 비윤리 행동

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Zey-Ferrell et al(1979)와 Trevino(1986)의 연구를 근거로 Han et al(2012)

이 실증연구에서 활용했던 3 항목을 사용하였다. 동료의 윤리행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동료들이 조직의 윤리규범과 원칙을 지키는 것” 이다. 5점 척도이며 신

뢰계수는  .930 이다.

3.3 개인특성 변수: 도덕철학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은 개인이 특별한 규범적인 틀에 대한 선호나 신

념과 관련되며, 그 동안 이상주의(idealism)와 상대주의(relativism)가 대표적으

로 연구되어 왔다(Forsyth, 1980, 1992). 본 연구에서는 Forsyth(1980)가 개

발한 이상주의와 상대주의 관련 척도 중  각각 6개, 5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각각 

5점 척도이며 신뢰계수는 각각 .920, .862 이다. 

4. 매개변수: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윤리 프로그램의 수용도는 Kelman(1958)의 심리적 몰입(psychological attachment) 

과 Kostova(1999)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이론을 활용한 개념이다. Kelman 

(1958)에 따르면 개인은 조직의 영향에 대해  순응(Compliance), 동일시 (identification), 

내재화(internalization)이라는 3가지의 수용 형태를 통해 태도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 

순응(Compliance)은 외부적 보상이나 제재에 도구적으로 반응하는 수용형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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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identification)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기초가 된 수용이고, 내재화 

(internalization)는 개인의 가치가 조직의 가치와 일치됨에 따라 이루어진 

수용이다. 제도화 이론의 경우  Kostova(1999)에 따르면 구성원이 조직의 제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가 필요하며, 제도화는 수행(implementation)과 내재화 

(internalization)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수행은 구성원이 제도를 조직에 당연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서 실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며, 내재화는 제도를 본인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윤리 프로그램의 수용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윤리 프로그램이 구성원에 의해 실질적으로 수용되는 정도”라고 

하였다. 순응과 수행을 형식적 수용, 동일시와 내재화를 통합하여 실질적 수용으로 

2차원 구성개념화 하였고 측정항목은 Kelman(1958)의 psychological 

attachment 척도를 수정 보완한 O’Reilly & Chatman(1986)과 Vandenberg 

et al(1994)의 척도를 조작적 정의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그러나, 

예비조사에서 실질적 수용과 형식적 수용이 상호 간에 역의 관계로서 인식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 됨에 따라 수행과 내재화 개념을 중심으로 단일 차원으로 

변수화하여 수용도 값이 클수록 실질적 수용, 작을수록 형식적 수용으로 

판단하기로 하였다. 설문항목은 3개 이며 신뢰계수는 .802이다.

 
 5. 종속변수: 비윤리 행동

   비윤리적 행동(unethical behaviors)은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되는 도덕규범

(Moral norms)을 위반하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으로 정의된다(Kish-Gephart, 

Harrison & Trevi�o, 2010). Bennett & Robinson(2003)는 직장내 일탈행위

(workplace deviance)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되는 도덕규범

(societal norms)을 어긴 행위라기 보다는 조직내 행동으로 조직 규범(organizational 

norms)을 위반한 행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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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Kish-Gephart, Harrison & Trevino(2010)와 Bennett & 

Robinson(2003)의 정의를 기초로“구성원이 조직활동에서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조직과 동료에게 해를 끼친 행동 ”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윤

리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 2 가지 측면을 반영하였다. 첫째, 구성원 개

인의 도덕성과 윤리적 동기보다는 조직 내 활동을 통한 결과에 초점을 두었다. 둘

째, 비윤리 행동에 대한 설문은 구성원들이 솔직하게 응답하기 어렵기 때문에

(Trevino, 1990), 두드러지게 조직에 위해를 가하거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보다는 대부분의 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적더라도 조직

이나 구성원에게 해를 가한 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이상의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여 Bennett & Robinson(2000)이 개발한 비윤

리 행동의 문항을 참조하여 Peterson(2002)이 개발한 문항 중 6 문항을 사용하

였다. 측정은 7점 척도(1점= 그런 적이 없다, 7점= 매번 그렇다)를 사용하였으

며 신뢰계수는 .84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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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방법

   변수와 관련된 설문문항을 확정하기 위해 전체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증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모두 시행하였고, 각 변수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변수들의 분포특성과 변수 간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은 조직수준의 변수이고,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구성원 개인수준의 변수다. 

이와 같이 같이 다수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 차원의 

독립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위계적 자료일 경우 상위 

수준인 각 조직 사이에는 독립성이 유지되지만, 동일 조직에 속한 개인들 

사이에는 조직의 고유한 영향을 공유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수준의 자료가 서로 독립적이란 가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최소자승(OLS) 

회귀분석법을 사용하게 되면 타당성을 잃게 되므로 위계적 선형모형(HLM)을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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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증 분석 및 가설 검정

 제 1 절 기초 분석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각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은 <표12-13>의 기술통계에 

요약되어 있다. 상관관계의 경우 계수의 방향이 가설에서 예상한 방향대로 

상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직의 성격에 있어서 민간 기업은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실행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구성원 규모는 윤리 

프로그램 실행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었다.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실행은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실행은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은 이상주의와 정(+)의 상관관계, 상대주의와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상사 윤리 리더십과 동료 비윤리 행동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종속변수인 비윤리 행동과는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과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모두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385, p<.01/ -.192, p<.01)를 

보여주어 가설과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도덕철학인 이상주의는 비윤리 

행동과 정(+)의 상관관계인데 반해 상대주의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15>의 상관관계 대각선상 괄호 안에 있는 수치는 신뢰도로서 모든 변수가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8이상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Nunnally, 1976).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분석에 

적합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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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은 대부분 이미 타당성이 입증된 도구들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윤리라는 주제의 민감성과 문항에 대한 번역상의 오류를 고려하고,  

일부 설문문항의 경우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점을 감안할 때 

전체변수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1차적으로 요인 적재치가 .5 이하인 문항은 제거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원 문항 중 예비조사를 통해 걸러낸 문항을 제외한 

조사문항 중에서 개인 도덕철학(상대주의) 변수 중 1 문항, 비윤리 행동 변수 중 

1 문항이 제거되었다. 동 문항을 제거한 후 다시 시행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4> 와 같으며 이론적인 개념구분과 같이 명확히 나누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표 12> 조직 수준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가치 지향적 윤리 프
로그램 실행 12 25 20.65 3.369

2.순응 지향적 윤리 프
로그램 실행 14 25 18.56 2.423

3.기업 성격 0 1 .34 .474

4.구성원 규모 161 14,030 2,749.02 3,855.7

 *윤리 프로그램 실행은 각각 0∼25점, 기업 성격은 공기업 0, 민간기업 1, 구성원 규모는 재직  

  중인 임직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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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개인 수준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가치 지향적 윤리  프
로그램 인식 1.00 5.00 3.6434 .77731

2.순응 지향적 윤리 프
로그램 인식 1.00 5.00 3.3517 .81352

3.프로그램 수용도 1.00 5.00 3.6066 .76522

4.비윤리 행동 1.00 4.33 1.7739 .72870

5.이상주의 1.33 5.00 4.2800 .63913

6.상대주의 1.00 4.80 2.7522 .83108

7.상사의 윤리적 리더십 1.00 5.00 3.7953 .77408

8.동료 윤리행동 2.00 5.00 3.9718 .68219

9.사회적 바람직성 2.00 4.75 3.4871 .43891

10.직급 1 3 1.42 .595

11.근속년수 1 4 2.07 .894

12.성별 1 2 1.35 .476

13.나이 1 4 2.19 .760

 직급: 일반직원 1, 과차장급 2, 부서장 급 이상 3
 근속년수: 3년 미만 1, 3년∼10년 미만 2, 11년∼20년 미만 3, 20년 이상 4 
 성별: 남 1 , 여 2 , 나이: 20대 1, 30대 2, 40대 3,  50대 4,  60대 이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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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 분석
항목 1 2 3 4 5 6 7 8

가치 
지향 

프로그
램 인식

1 .715 .184 .237 -.154 .142 -.156 .327 .116
2 .747 .088 .257 -.108 .195 -.117 .287 .094

3 .673 .218 .231 -.185 .146 -.174 .285 .143

순응 
지향 

프로그
램 인식

1 .109 .824 .062 -.064 .096 -.014 .138 .077
2 .081 .845 .097 -.099 .079 .044 .135 .038

3 .101 .816 .029 -.048 .067 .079 .160 .000

프로그램 
수용도

1 .321 .207 .602 -.052 .054 -.112 .285 .014
2 .046 .005 .737 -.192 .169 -.187 .115 .208
3 .115 .060 .824 -.171 .159 -.186 .178 .132
4 .265 .049 .667 -.188 .137 -.120 .265 .009

비윤리 
행동

1 -.114 .029 -.090 .676 -.157 .150 -.035 -.067
2 .098 -.118 -.070 .730 -.185 .070 -.079 -.224
3 -.044 -.075 -.067 .798 -.244 .092 -.201 -.028
4 .009 -.078 -.095 .816 -.159 .106 -.124 .098
5 -.036 -.026 -.172 .771 -.197 .096 -.194 -.029
6 -.218 -.106 .044 .690 -.026 -.035 -.254 -.051
7 -.105 .037 -.132 .687 -.107 .047 -.126 -.059

이상주의

1 .048 .000 .065 -.153 .807 -.123 .205 .031
2 -.030 -.014 .078 -.119 .806 -.171 .130 .060
3 -.016 .076 .123 -.114 .797 -.122 .092 .079
4 .045 .040 .092 -.119 .842 -.108 .159 .148
5 .069 .036 .063 -.141 .853 -.082 .166 .043
6 .023 .028 .089 -.126 .826 -.054 .144 .112
7 .140 .111 .039 -.132 .708 -.001 -.005 .065
8 .229 .080 .011 -.207 .634 .012 .152 .002

상대주의

1 -.043 .180 -.064 .045 -.021 .722 .004 .044
2 -.017 .088 -.148 .068 .004 .796 -.020 .061
3 -.045 -.023 -.114 .087 -.127 .826 -.013 -.098
4 -.011 -.065 -.079 .081 -.148 .813 .010 -.242
5 -.017 -.045 -.066 .188 -.110 .719 -.063 -.072
6 -.068 -.076 -.037 .013 -.069 .815 -.091 -.029
7 -.124 .031 -.013 .011 -.098 .743 -.034 .135

상사
윤리적 
리더십

1 .094 .109 .047 -.090 .110 .004 .801 -.032
2 .078 .064 .071 -.118 .135 -.095 .767 .132
3 .114 .121 .067 -.206 .101 -.026 .760 .209
4 .079 .082 .073 -.152 .105 -.025 .866 .053
5 .010 .052 .092 -.153 .101 -.064 .862 .108
6 .205 .109 .137 -.077 .172 -.011 .786 .185
7 .040 .079 .111 -.114 .157 .010 .845 .172
8 .092 .045 .178 -.145 .079 .008 .833 .096
9 .179 .036 .099 -.075 .143 -.073 .744 .072

동료 
윤리행동

1 .163 .099 .093 -.104 .226 -.084 .430 .744
2 .086 .047 .173 -.129 .232 -.039 .436 .744
3 .127 .044 .208 -.145 .185 -.035 .440 .738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14> 탐색적 요인분석 1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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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직급 1.42 .595

2.근속년수 2.07 .894 .593**

3. 성별 1.35 .476 -.313** -.227**

4. 나이 2.19 .760 .668** .713** -.421**

5. 사회적 바람직성 3.4871 .43891 -.135* -.129* .229** -.158** `

6.가치 지향 프로그램 실행 20.65 3.369 .187** .119* -.207** .090 -.001

7.순응 지향 프로그램 실행 18.56 2.423 .132* .194** -.099 .109 .078 .492**

8. 기업성격 .34 .474 .076 .017 -.062 .011 -.116 .490** -.205**

9.구성원 규모 2749.02 3855.7 -.046 .063 .054 .016 -.032 .148 -.135 .457**

10.가치 지향 프로그램 인식 3.6434 .77731 .191** .154** -.217** .162** -.014 .338** .192** .222** .151* (.879)

11.순응 지향 프로그램 인식 3.3517 .81352 -.026 .056 -.023 .008 .184** .124* .224** -.099 .084 .365** (.826)

12. 프로그램 수용도 3.6066 .76522 .182** .196** -.189** .132** .106 .299** .205** .117* .044 .608** .274** (.802)

13. 이상주의 4.2800 .63913 .049 .121* .004 .018 .184** .105 .155* .060 .120* .358** .194** .317** (.920)

14. 상대주의 2.7522 .83108 -.254** -.173** .092 -.199** .146* -.197** -.076 -.163** -.069 -.264** .037 -.292** -.206** (.861)

15. 상사 윤리적 리더십 3.7953 .77408 .068 .026 -.091 .002 .050 .258** .248** .065 .067 .513** .295** .450** .325** -.105 (.930)

16. 동료 윤리행동 3.9718 .68219 .065 .027 -.125* -.049 .185** .303** .213** .151* .058 .471** .239** .452** .415** -149* .621** (.930)

17. 비윤리 행동 1.7739 .72870  .057  .077   .049  .153*  -.017 -.211** -.088 -.155* -.109 -.385** -.192** -.373** -.394**  .255** -.387** -.371** (844)

주) *p ≤ .05, **p ≤  .01, N=272, 대각선 상 괄호 안의 수치는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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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er & Gavin(2005) 등이 제안한 대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을 보

다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증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한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인수준에서 측정된 다항목 측정변수의 수렴타

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하였다. 

먼저 변수 각각에 대해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들이 적

합도 수치가 높게 나왔으며 각 항목별로 CR(Construct Reliability)값과 요인 부

하량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어서 전체 변수가 모두 포함되는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에 대해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을 이용한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을 통해 적합도 값과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확인하면서 적합도를 개선

하기 위해 일부 항목을 제거하여 모형의 간결성(parsimonious value)을 추구하

였다. 이 과정에서 수정지수가 높아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제거된 항목의 수는  

<표 17 >에 제시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적합도를 높이더라도 항목의 추가적인 제

거는 측정 정보의 손실(Information loss)을 가져오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모

델과 항목을 확정하였다. Hair et al.(2006)는 χ2 의 P-value는 표본의 크기와 

측정변수의 수에 민감하나, 대체적으로 CFI> .95, RMSEA< .08 정도면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제시하였다. 선택된 연구모델은  GFI가 .9보다 약간 낮았지

만 CFI, RMSEA 각각 .973, .034 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가설 검증을 위한 연

구모형으로서 적합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모델은 다항목 측정변수가 복수인 8요인 모형으로서 대안모형들을 

구성하여 비교 검증해 보았다. 대안모형중 1요인 모형은 모든 측정변수가 

단일요인으로 적재되는 형태이고, 2요인 모형은 독립변수들을 통합한 가치 지향 

프로그램 인식과 비윤리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3요인 모형은 2 요인 모형에서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과 동료 윤리행동을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3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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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 것이다. 4 요인 모형은 3 요인 모형에서 상대주의를 분리하여 구성하였고, 

5 요인 모형은 4 요인 모형에서 이상주의를 분리하여 5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6 

요인 모형은 5 요인 모형에서 동료의 윤리 행동을 분리하여 구성하였다. 7 요인 

모형은 6 요인 모형에서 프로그램 수용도를 분리하여 6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확증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6>에 제시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인 

8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χ²= 696.670(d.f.=532, p<.000), GFI(Goodness-of-Fit 

Index)= .880, NFI(Normed Fit Index)=.895, CFI(Comparative Fit Index)=.973, 

TLI(Turker-Lewis Index)=.969,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34로 나타나 다른 7개 대안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더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7요인 모형과 비교했을 경우 χ²의 변화량은 249.33(p<.001)로서 χ²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적합도 수준은 Hair et al.(2006)가 

앞에서 제시한 수준 외에도, CFI, IFI, TLI는 모두 .90 이상이고 χ²와 

자유도(df)의 비는 3 이하 일 때 적합한 수준으로 제안되고 있다(Hu & Bentler, 

1999; Kline, 2005). 또한,  RMSEA는 .05이하 일 경우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Steiger,1990). 이러한 기준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본 연구 모형은 

수용할 만한 적정한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택된 항목은 <표  1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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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개인수준 변수의 확증적 요인 분석결과

구분 χ2 d.f. χ2/df Δχ²(Δdf) GFI NFI CFI RMSEA

1요인 

모형
3864.508 560 6.90 3167.839(28)*** .445 .416 .452 .148

2요인 

모형
3415.392 559 6.10 2718.722(27)*** .479 .484 .526 .137

3요인 

모형
2754.295 557 4.94 2057.625(25)*** .548 .584 .635 .121

4요인 

모형
2199.671 554 3.97 1503.001(22)*** .610 .668 .727 .105

5요인 

모형
1478.205 550 2.68 781.535(18)*** .745 .777 .846 .079

6요인 

모형
1059.693 545 1.94 363.023(13)*** .813 .840 .915 .059

7요인 

모형
946.000 539 1.75 249.33(7)*** .833 .857 .932 .053

8요인 

모형
696.670 532 1.30      - .880 .895 .973 .034

 ***p<.001

   

   한편, 모델에 포함된 모든 변수가  동일 응답자의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되

었기 때문에 동일 응답자 오류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측정항목들

을 모두 동시에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Harman의 단일요인 테스트를 통해 점검해보았다(Harman, 1976; Podsakoff 

& Organ, 1986). 이들 변수들의 측정항목들을 대상으로 비회전 요인분석을 실시

하여 1보다 큰 고유치를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한 결과 모두 8개의 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요인 1의 분산비가 31.2%였다는 점에서 동일방법으로 인한 편의의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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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선행연구 

원문항

예비조사후 

조정 설문항목

EFA에 

의한 조정

CFA에 의한 

조정

(최종 항목)

신뢰도

윤리 프로그램의 

가치 지향적 인식
4 4 4 3 .879

윤리 프로그램의

순응 지향적 인식
3 3 3 3 .826

상사의 윤리 

리더십
10 9 9 6 .930

동료의 윤리적 

행동
3 3 3 3 .930

프로그램의 수용도 4 4 4 3 .802

도덕철학:이상주의 10 8 8 6 .920

도덕철학:상대주의 10 8 7 5 .861

비윤리 행동 9 8 7 6 .844

<표 17>  요인별 항목조정 추이와 최종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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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 검증

1. HLM 분석의 조건 검증

 

본 연구에서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은 조직수준의 변수이고, 윤리 프로그램의 

인식을 포함한 다른 변수들은 조직 구성원의 개인수준 변수이다. 그 동안 비윤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회귀방정식이나 구조방

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였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분석의 

차원이 다르면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 모델에서 분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직에

서 개인의 태도나 행동은 개인 수준의 특성 뿐만 아니라 그보다 상위 차원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수준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계

적 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데이터가 위계적 자료일 경우 상위 수준인 각 조직 간에는 독립성이 있

으나, 동일한 조직에 속한 개인들 간에는 해당 조직의 독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독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자

승(OLS) 회귀분석법은 개인수준의 자료가 서로 독립적이란 가정을 전제하고 있

어 분석결과의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HLM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

는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HLM 분석의 첫 단계는 ‘일원분산분석모형’(One-Way ANOVA Model)

을 구성하여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에서 조직 간 유의미한 분산이 존재하

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조직 간 분산이 확인되어 조직수준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증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무선계수모형’(Random-Coefficient 

Regression Model)을 통해 개인수준의 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파

악하고 이러한 개인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조직수준의 분산이 존재하는 지

를 확인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 ‘절편결과 모형’(Intercept-as-Outcome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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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여 조직수준의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존재하는 지를 확

인한다. 

HLM을 적용하여 가설검증을 하기 전에 개인 구성원이 조직 차원의 속성을 

가지는 지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은 개인적인 속

성도 가지지만 그가 속한 조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개인과 조

직 간에 상호 독립적으로 영향 관계가 없다면 HLM 분석은 의미가 없다. 이를 검

증하기 위해 구성원으로부터 측정한 윤리 프로그램 인식의 조직간 차이 유무를 

분석하였다. 먼저 개인 및 조직수준의 독립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간 분산(σ2) 및 조직간 분산(τ00)을 확인하였다.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

램 인식(이하 EPV)의 조직간 분산은 τ00= .09(p<.001)로서 전체 분산의 

14.8%(τ00/(τ00+ σ2))11)를 차지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순응 지향적 윤

리 프로그램 인식(이하 EPC)의 조직간 분산은 τ00= .10(p<.001)로서 전체 분

산의 14.9%를 차지하였다(<표 18> 참조). 

또한, <표 19>의 모형 1, 3에서 구성원 및 조직 수준의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이의 효과를 제거한 상태에서 집단 간 분산을 확인한 결과, 두 윤리 프로그램 인

식 모두 집단 간 분산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의 

조직간 분산은 τ00=.09(p<.001)로서 전체 분산의 14.9%(τ00/(τ00+ σ2))를 

차지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의 조직간 분산

은 τ00=.10(p<.001)로서 전체 분산의 15.7%를 차지하였다.

 

11) 개인수준의 응답을 통해 조직 수준의 속성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치로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들 수 있다. 조직간 분산/전체분산
(τ00/(τ00+ σ2)) 값이 바로 ICC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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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 간 

분산(σ2) 

조직 간 

분산(τ00)

조직 간 

분산/전체분산

  (τ00/(τ00+ 

σ2)) (%)

 유의도

통제변수 

미투입

EPV 0.51601 0.08898     14.8% P<.01

EPC 0.57367 0.10405     14.9% P<.01

통제변수 

투입

EPV 0.5107 0.08928 14.9% P<.01

EPC 0.56217 0.10512 15.7% P<.01

<표 18> 개인 간 분산과 조직 간 분산

 주) EPV=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구성원), EPC=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구성원)

이러한 결과는 구성원 및 조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주는  영향을 통제하

더라도 조직간 윤리 프로그램 인식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에 대하여 조직수준 독립변수의 영향을 살펴보

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조직-개인 교차 수준 검증

2.1.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과 윤리 프로그램의 인식 간 관계 

   본 연구의 가설 1은 교차수준 주효과 가설로서 모형의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개인수준

윤리 프로그램 인식ij =β0j + β1j*(나이)+β2j*(성별)+β3j*(근속년수)

+β4j*(직급)+β5j*(사회적바람직성)+γ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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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수준

β0j =γ00 +γ01*(조직성격)j+γ02*(구성원수)j+ γ03*(VAL)j+γ04*(COM)j+μ0j 

VAL: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실행

COM: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실행 

분석결과를 <표 19>에서 보면 모형 1과 3에서 조직수준 통제변수인 기업성

격 및 구성원 수는  EPV 및 EPC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모형 2와 4

는 조직의 가치 및 순응 지향적 윤리프로그램 실행이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

식인 EPV 및 EPC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모형 2에서 조직의 가치 지

향적 프로그램 실행은 구성원 EPV의 분산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

었다.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의 계수는 γ=.12(p<.001)로서 조직수준 분산의 

89%를 설명하였다. 모형 4에서 조직의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도 구성원 

EPC의 분산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의 계수 

γ=.15(p<.001)로서 변화된 조직수준 분산의 98%를 설명하는 결과를 보였다. 

모형 2와 4의 결과, 조직의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수준이 높을수록 구

성원의 가치 지향적 윤리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수준이 높은 조직일수록 구성원의 순응 지향적 윤리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조직수준의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은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가설 1-1 및 1-2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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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EPV)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EPC)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개인
수준
통제

나이 .03  .03 -.08 -.08

성별  -.20  -.20 -.11 -.11

직급  .09  .09 -.11 -.11

근속 -.002  -.002 .12 .12

사회적
바람직성  .07  .07 .31** .31

조직
수준
통제

조직성격  .3  -.03 -.37 -.18

구성원수  .000  .000 .000 .000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12*** -.02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01 .15***

개인수준분산(σ2)  .511  .509 .562 .550

조직수준분산(τ00)  .076  .008 .099 .001

조직수준분산변화량  .068 .098

R2  *  .89  .98

<표 19> 구성원 윤리 프로그램 인식에 대한 HLM 분석결과

주) + p<.1, * p<.05, **p<.01,***p<.001, 조직 N=17, 구성원 N=272, 양측검증
* R2 값은 독립변수(가치 및 순응 지향프로그램 실행수준)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조직수준 분산의 비율

2.2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과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및 비윤리 행동간 관계
  

   가설 2는 교차수준 주효과 가설로서 모형의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개인수준

비윤리 행동ij =β0j + β1j*(나이)+β2j*(성별)+β3j*(근속년수)++β4j*(직급)+

              β5j*(사회적바람직성)+γ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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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프로그램 수용도ij =β0j + β1j*(나이)+β2j*(성별)+β3j*(근속년수)+

                       β4j*(직급)+β5j*(사회적바람직성)+γij 

조직수준

β0j =γ00 +γ01*(조직성격)j+γ02*(구성원수)j+ γ03*(VAL)j+γ04*(COM)j+μ0j 

   <표 20>에서 조직수준 통제변수인 조직성격 및 구성원 수는 비윤리 행동과 윤

리 프로그램 수용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모형 2와 4는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과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과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모형 2에서는  

조직의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과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실행은 모두 구

성원의 비윤리 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

서는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이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의 분산을 유의하게 감

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실행의 계수 γ

=.15(p<.001)로서 조직수준 분산의 69%를 설명하였다. 조직의 순응 지향적 프

로그램 실행은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모형 2와 4의 결과, 조직의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수준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의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2는 지지되었고, 2-1, 2-3, 2-4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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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비윤리 행동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개인
수준
통제

나이 .22* .22* -.03 -.03

성별 .10 .10  -.25* -.25*

직급 -.06 -.06 .13 .13

근속 .02 .02 .08 .08

사회적
바람직성 -.001 -.001 .25* .25*

조직
수준
통제

조직성격 -.19 -.11 .25 -.20

구성원수 -.000 -.000 -.000 -.000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03  .15***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02 -.05

개인수준분산(σ2) .470 .471 .480 .479

조직수준분산(τ00) .048 .036 .094 .029

조직수준분산변화량     .012     .065

R2 *     .25     .69

<표 20>윤리 프로그램의 실행과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및 비윤리 행동간 관계 

주) + p<.1, * p<.05, **p<.01,***p<.001, 조직 N=17, 구성원 N=272, 양측검증
* R2 값은 독립변수(가치 및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수준)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

  의 조직수준 분산의 비율

3. 개인 구성원 수준 검증

3.1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비윤리 행동간 관계

   구성원 수준의 비윤리 행동은 개인 간 분산(σ2) 값이 .482이고 조직 간 분산

(τ00)은 .048(p<.001) 이었다. 개인수준 종속변수에 대한 개인수준 독립변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조직간 분산이 명확히 존

재하므로 개인 구성원의 인식에도 조직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확인되므로 이

를 통제하기 위해서 HLM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3는 구성원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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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프로그램 인식과 비윤리 행동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모형방정식을 구성하였다. 

개인수준

비윤리 행동ij =β0j +β1j*(나이)+β2j*(성별)+β3j*(근속년수)+β4j*(직급)

  +β5j*(사회적바람직성)+β6j*(EPV)+β7j*(EPC)+γij 

기업수준

β0j =γ00 +γ01*(조직성격)j+γ02*(구성원수)j+ γ03*(VAL)j+γ04*(COM)j+μ0j 

   분석결과 <표 21>의 모형 1에서 개인 수준 통제 변수중 구성원의 나이가 많

을수록 비윤리 행동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γ=.22, p<.05). 모형 3에서 구

성원의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은 구성원 개인들의 비윤리 행동과 강한 

부의 관계(γ=-.30, p<.001)를 나타낸 반면,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은 개인수준

의 분산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개인수준의 분산의 11%를 설명하였다. 따라

서 가설 3-1은 지지되었고 3-2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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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비윤리 행동

모형1 모형2 모형3

개인
수준
통제

나이 .22* .22* .22**

성별 .10 .10 .04
직급 -.06 -.06 -.04
근속 .02 .02 .03
사회적 
바람직성 -.001 -.001 .04

조직
수준
통제

조직구분 -.19 -.11 -.10

구성원수 -.000 -.000 -.000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03 -.03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02 -.02

EPV -.30***

EPC -.05
개인수준분산(σ2) .470 .471 .419
조직수준분산(τ00) .048 .036 .040
개인수준분산변화량  .052
R2 * .11

<표 21>구성원의 비윤리 행동에 대한 윤리 프로그램 인식의 영향

주) + p<.1, * p<.05, **p<.01,***p<.001, 조직 N=17, 구성원 N=272, 양측검증
* R2 값은 독립변수(가치 및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개인수준 분산의 비율

3.2  비명시적 윤리관행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효과 

   가설 4와 가설 5에 대한 검증은 명시적인 윤리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조직 내

에서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명시적 윤리관행이 비윤리 행동

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조절효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모형방정식을 구성하였다. 

   개인수준

비윤리 행동ij =β0j +β1j*(나이)+β2j*(성별)+β3j*(근속년수)+β4j*(직급)

  +β5j*(사회적바람직성)+β6j*(EPV)+β7j*(EPC)+β8j*(상사  

                    윤리적 리더십)+β9j*(동료 윤리행동)+β10j*(EPV*상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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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적 리더십)+β11j*(EPC*상사 윤리적 리더십)+β12j*(EPV*동료    

               윤리행동)+β13j*(EPC*동료 윤리행동)+γij 

기업수준

β0j =γ00 +γ01*(조직성격)j+γ02*(구성원수)j+γ03*(VAL)j+γ04*(COM)j+μ0j 

    3.2.1 비윤리 행동에 대한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의 직접효과 및 조절효과

   <표 22>의 모형 4는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직접 효

과를 설명한다. 분석결과 윤리적 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은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γ=-.13, p<.05)으로 나타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모형 5는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분석을 위해 모형의 독립변수들을 중심화하여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상호작용

항을 그대로 투입할 경우 선형관계가 존재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발생되기 때문에 평균집중화(mean centering)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모형 5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4-1

은 지지 된 반면 4-2, 4-3은 기각되었다.

 

    3.2.2 비윤리 행동에 대한 동료 윤리행동의 직접효과 및 조절효과

   <표 22>의 모형 4에 따르면 동료의 윤리적 행동은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에  

.1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γ=-.17, p<.1). 모형 

5는 비윤리 행동에 대한 동료 윤리행위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과 마찬가지로 예측변수들을 평균중심화한 다음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모형 5에서 제시된 것처럼 상호작용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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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비윤리 행동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개인
수준
통제

나이 .22* .22* .22** .16* .16

성별 .10 .10 .04 .01 .01

직급 -.06 -.06 -.04 -.02 -.01

근속 .02 .02 .03 .04 .03

사회적 
바람직성 -.001 -.001 .04 .09 .07

조직
수준
통제

조직구분 -.19 -.11 -.10 -.10 -.10

구성원수 -.000 -.000 -.000 -.000 -.000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03 -.03 -.03 -.03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02 -.02 -.02 -.02

EPV   -.30***  -.18** -.19**

EPC -.05 -.04 -.05

상사 윤리 리더십 -.13* -.12

동료 윤리적 행동 -.17+ -.18*

EPV*상사 윤리
     리더십  .02

EPV*동료 윤리
     행동 -.08

EPC*상사 윤리
     리더십 -.04

EPC*동료 윤리
     행동 .14

개인수준분산(σ2) .470 .471 .419 .397 .399

조직수준분산(τ00) .048 .036 .040 .042 .041

개인수준분산변화량     .052   .074   .072

R2 *    .11   .16   .15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1은 지지되었고, 가설 5-2는 

기각되었다.

<표 22> 구성원 비윤리 행동에 대한 상사 윤리적 리더십 및 동료 윤리행위의 
         직접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 

주) + p<.1, * p<.05, **p<.01,***p<.001, 조직 N=17, 구성원 N=272, 양측검증
    * R2 값은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개인수준 분산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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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구성원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모형1 모형2 모형3

개인
수준
통제

나이 -.03 -.03 -04

성별  -.25* -.25* -14*

직급  .13 .13 .09

근속  .08 .08 .07

사회적
바람직성  .25* .25* .19+

조직
수준
통제

조직구분 .25 -.20 -.20

구성원수 -.000 -.000 .000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15***  .14***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05 -.05

EPV .50***

EPC .08*

개인수준분산(σ2) .480 .479 .334

조직수준분산(τ00) .094 .029 .037

개인수준분산변화량  .146

R2 * .30

3.3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비윤리 행동간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의 매개효과

   가설 6은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이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에 미치는 직

접효과와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가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비윤리 행동 간에 작용

하는 매개효과에 관한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직접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23>의 모형 1은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에 대해 독립변수인 구성원

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이 미치는 직접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가치 지향적 윤리 프

로그램(γ=.50, p<.001)과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γ=.08, p<.05)은 

모두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윤리 프로그램 인식의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에 대한 직접효과

주) + p<.1, * p<.05, **p<.01,***p<.001, 조직 N=17, 구성원 N=272, 양측검증
* R2 값은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개인수준 분산의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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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가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계층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방법을 활용하였다. 매개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독

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종속변수에 대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회귀했을 때 독립변수의 효과는 두 번째에서 보다 세 번째가 더 적어야 한다. 매

개변수가 통제될 때 독립변수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완벽한 매개효과가 유지된

다(Baron & Kenny, 1986).

   <표 24>의 모형 1은 앞에서 확인했던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에 대한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이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모형 2는 종속변

수인 비윤리 행동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가치 지향적 윤리 프

로그램 인식은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에 부의 영향(γ=-.3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매개변수인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가 종속변수인 비윤리 행동에 유의

미한 부의 영향(γ=-.27, p<.001)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모형 4는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한 것이다. 독립변수인 EPV의 회귀

계수는 γ=-.25(p<.001)으로서 단독으로 투입되었을 때보다 약화(-.30 → 

-.25)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는 EPV와 비

윤리 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가설 6-1, 6-2, 

6-3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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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비윤리 행동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EPV .50*** -.30*** -.25***

EPC .08* -.05 -.04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27*** -.11*

<표 24> 구성원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의 매개효과

주) + p<.1, * p<.05, **p<.01, ***p<.001, 조직 N=17, 구성원 N=272, 양측검증

   3.4  개인의 도덕철학이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와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3.4.1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수용
          도 간 조절효과 

   <표 25>의 모형 4는 구성원의 도덕철학이 이상주의일 때 구성원의 윤리 프로

그램 수용도 수준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으며, 반면 상대주의 일수록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수준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γ=-.11, 

p<.01). 모형 5는 구성원의 도덕철학이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윤리 프

로그램 수용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한 것이다. 모형 5의  

분석결과는 구성원의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간의 관계에서 이상주의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γ=.19, 

p<.05). 구성원이 이상주의적 도덕철학을 가질수록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이  

프로그램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반면 구성원의 순응 지

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간의 관계는 조절하

지 않았다. 상대주의는 가치 지향적 및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이 수용도에 미

치는 영향을 조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7-1, 7-4는 기각되

었고, 7-2, 7-3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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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구성원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개인
수준
통제

나이 -.03 -.03 -04 -.04 -.05

성별 -.25* -.25* -14* -.16** -.14

직급 .13 .13 .09 .07 .06

근속 .08 .08 .07 .06 .07

사회적 
바람직성 .25* .25* .19+ .19* .20*

조직
수준
통제

조직구분 .25 -.20 -.20 -.20 -.20

구성원수 -.000 -.000 .000 .000 .000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15*** .14*** .14*** .14**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05 -.05 -.05 -.05

EPV  .50*** .45*** .42***

EPC .08* .10** .09+

구성원 이상주의 .10 .14*

구성원 상대주의 -.11** -.09+

EPV*이상주의 .19*

EPV*상대주의 -.06

EPC*이상주의 -.01

EPC*상대주의 .06

개인수준분산(σ2) .480 .479 .334 .325 .318

조직수준분산(τ00) .094 .029 .037 .038 .038

개인수준분산
변화량    .146  .155  .162

R2 * .30 .32  .34

<표 25>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조절효과

주) + p<.1, * p<.05, **p<.01,***p<.001, 조직 N=17, 구성원 N=272, 양측검증
*R2 값은 예측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개인수준 분산의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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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도덕철학의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윤리 프로그램 인식에 
      대한 조절효과 

   <표 26>의 모형 4에서 구성원의 도덕철학이 이상주의 일수록 구성원의 비윤

리 행동은 유의미 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γ=-.31, p<.001), 반면 구성원

의 도덕철학이 상대주의 일수록 비윤리 행동은 증가하는 것(γ=.11, p<.001)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7-5 및 7-6은 지지되었다. 

모형 5는 구성원의 도덕철학이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비윤리 행동 간의 관계

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다. <표 26> 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이상

주의는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구성원 비윤리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γ=-.19, p<.05). 또한,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

과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 간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γ

=.26, p<.01). 반면 상대주의는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은 물론 순응 지

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가설 7-7, 7-8은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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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비윤리 행동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개인
수준
통제

나이 .22* .22* .22** .20* .21*

성별 .10 .10 .04 .06 .03

직급 -.06 -.06 -.04 -.004 .01

근속 .02 .02 .03 .05 .04

사회적 
바람직성 -.001 -.001 .04 .09 .07

조직
수준
통제

조직구분 -.19 -.11 -.10 -.10 -.10

구성원수 -.000 -.000 -.000 -.000 -.000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03 -.03 -.04 -.04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02 -.02 -.02 -.02

EPV -.30*** -.19** -.18**

EPC -.05 -.07 -.09

구성원 이상주의 -.31*** -.36***

구성원 상대주의 .11*** -.09+

EPV*이상주의 -.19*

EPV*상대주의 -.02

EPC*이상주의  .26**

EPC*상대주의 -.01

개인수준분산(σ2) .470 .471 .419 .378 .369

조직수준분산(τ00) .048 .036 .040 .043 .044

개인수준분산
변화량    .052 .093 .102

R2  * .11 .20  .22

<표 26> 구성원 비윤리 행동에 대한  도덕철학의 효과

주) + p<.1, * p<.05, **p<.01,***p<.001,기업 N=17, 구성원 N=272, 양측검증
* R2 값은 예측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개인수준 분산의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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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

설
변수 간 관계

예

측

결

과

조
직
수
준

1-1
1-2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

+
+

지지
지지

2-1 
2-2
2-3
2-4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수용도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수용도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비윤리 행동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비윤리 행동

+
+
-
-

지지
기각
기각
기각

개
인
수
준

3-1
3-2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 비윤리 행동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 비윤리 행동

-
-

지지
기각

4-1
4-2
4-3

상사 윤리적 리더십 → 비윤리 행동
상사 윤리적 리더십 *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비윤리 행동
상사 윤리적 리더십 *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비윤리 행동

-
-
-

지지
기각
기각

5-1
5-2

동료 윤리적 행동 → 비윤리 행동
동료 윤리적 행동 *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 비윤리 행동

-
-

지지
기각

6-1
6-2
6-3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 →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 →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 → 수용도 → 비윤리 행동

+
+
+

지지
지지
지지

7-1
7-2
7-3
7-4
7-5
7-6
7-7
7-8

이상주의 →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상대주의 →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이상주의*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 →  프로그램 수용도
이상주의*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 →  프로그램 수용도
이상주의 →  비윤리 행동
상대주의 →  비윤리 행동
이상주의 *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 → 비윤리 행동 
이상주의 *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 → 비윤리 행동

+
-
+
+
-
+
-
-

기각
지지
지지
기각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제 3 절 분석결과의 요약

   1. 가설검증 결과요약

   실증모형을 통해 설정한 가설들에 대한 검증결과를 다음 <표 27>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표 27> 검증결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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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LM 분석과 회귀분석과의 결과 비교

   분석방법으로 HLM을 사용한 것은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은 개인적인 속성 외

에 그가 속한 조직이 실행하는 윤리 프로그램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

문이다. 검증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인 개인수준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의 경우 조직간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전체분산의 일정부

분을 차지하였다. 개인수준 종속변수에 대한 개인수준 독립변수의 영향을 확인하

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을 사용하지만 이처럼 조직간 분산이 명확히 존재하

여 구성원의 인식에 조직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 이를 통제하기 위

해서 HLM을 활용해야 한다. 

   <표 28>는 소속 조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응답자를 독립적 분석단위로 하여 

개인차원에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와 HLM 분석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설검증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조직의 윤리 프로그램 실행이 개인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분석이 개인 차

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차원의 분석도  HLM 분석

의 결과와 회귀분석의 결과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개인 구성원이 

소속조직의 윤리 프로그램 실행이라는 독특한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다. 

   양 분석간 차이는 동료의 윤리적 행동이 비윤리 행동에 미친 영향과 조절효과

에서 나타났다. 동료의 윤리적 행동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HLM (P< .1 

수준)의 경우가 회귀분석(P<.01 수준)보다 유의도가 낮게 나왔으며, 조절효과는 

HLM분석에서는 회귀분석과는 달리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HLM 분석

이 회귀분석보다 더 엄밀한 접근이라는 점을 보여주며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와 

같이 다수준 연구에서는 HLM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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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설 변수 간 관계 HLM 회귀

조
직
수
준

1-1
1-2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

지지
지지

2-1 
2-2
2-3
2-4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수용도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수용도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비윤리 행동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비윤리 행동

지지
기각
기각
기각

개
인
수
준

3-1
3-2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 비윤리 행동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 비윤리 행동

지지
기각

지지
기각

4-1
4-2
4-3

상사 윤리적 리더십 → 비윤리 행동
상사 윤리적 리더십 *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비윤리 행동
상사 윤리적 리더십 *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비윤리 행동

지지
기각
기각

지지
기각
기각

5-1
5-2

동료 윤리적 행동 → 비윤리 행동
동료 윤리적 행동 *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 비윤리 
행동

지지+

기각
지지
지지

6-1
6-2
6-3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 →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 →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 → 수용도 → 비윤리 행동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7-1
7-2
7-3
7-4
7-5
7-6
7-7
7-8

이상주의 →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상대주의 →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이상주의*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 →  프로그램 수용도
이상주의*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 →  프로그램 수용도
이상주의 →  비윤리 행동
상대주의 →  비윤리 행동
이상주의 *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 → 비윤리 행동 
이상주의 *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 → 비윤리 행동

기각
지지
지지
기각
지지
지지
지지
지지

기각
지지
지지
기각
지지
지지
지지
지지

<표 28>  HLM 분석과 회귀분석과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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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요약 및 결론

1. 조직-개인 교차수준

 

    1.1 조직의 윤리 프로그램 실행과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 간 관계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윤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변수로 활용해 

온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perception)이 조직의 실체적인 윤리 프로그램 실

행(implementation)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가

설로서 조직 차원의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구성원 차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

에 미친 영향관계 여부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의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 실

행 수준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가치 지향적 윤리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실행 수준이 높은 조직일수록 구성원의 순응 지향적 윤리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직수준의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은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특히, 독립변

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조직수준 분산 비율인 R²의 값이 크게 나와  윤

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윤리 프로그램의 인식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크다는 것

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조직이 윤리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ethics)를 통해 

구성원들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에 영향을 미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의 

제도화는 구성원의 일상적인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윤리를 통합시키는 것으로

서, 조직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윤리 훈련, 윤리규정, 전담조직의 활동 등과 같은 

윤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노력과 관련된다(Weber, 1992; Jose & Thibodeaux, 

1999). 조직은 윤리규정, 윤리훈련, 내부 신고제도, 전담부서의 활동, 최고경영자

의 윤리적 메시지 전달 등의 개별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윤리 제도화를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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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관찰과 참여 등을 통해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보여 

진다. 제도론적 관점에서 보면 아직 내재화 단계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윤리 프

로그램들이 구성원들에 의해 조직 내 당연한 상황으로 인정된(taken for-granted 

status)(수행) 상태라고 할 수 있다(Kostova, 1999).  

   프로그램의 가치 지향적 실행과 순응 지향적 인식, 순응 지향적 실행과 가치 

지향적 인식이 교차적으로 상관되지 않는 것은 비교적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갖는 지향성이 구성원에 의해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행-인식간 영

향관계는 사회적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중 대리학습(vicarious 

learning)의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윤리 프로그램은 조직 내 경영자와 전

담조직의 임직원에 의해 실행됨에 따라 구성원은 직접 경험은 물론 동료들의 경

험을 관찰함으로서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 대상이 된 국내 공기업은 매년 정부에 의해 윤리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반부패 경쟁력 평가) 정부에 의해 평가대상으로 제시된 프로그램

들을 모두 도입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윤리 프로그램의 존재는 물론 

실행방식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 대기업 역시 시

장의 신뢰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다양한 윤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어 구성

원들은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2. 조직의 윤리 프로그램 실행과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및 비윤리 행동간 
    관계
  

   조직 내에서 제도적 차원으로 윤리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이에 대해 구성원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성원에 의해 윤리 프로그램이 수용되고 윤

리적 의사결정에 까지 영향이 미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설에 대해  HLM을 통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결과, 조직

의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실행은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수용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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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데 비해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구성원의 인식에는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수용도에 

대해서는 실행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론적인 관점(Kostova, 

1999)에서 볼 때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은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

램의 실행에 비해 구성원의 내재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윤리 프로그램이 가치 지향적으로 실행되면 구성원들은 상담과 대화를 통해 

조직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공유함으로서 윤리 프로그램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수행(implementation) 단계는 물론 윤리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가치가 내면화되는 내재화

(internalization) 단계로 발전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순응 지향적 실행은 규정 위반

행위의 탐지와 감시, 제재에 초점이 두어짐으로써 비록 당연한 제도로 수행은 가

능하나 구성원의 가치로 내재화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조직의 윤리 프로그램 실행과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지향성에 관계없이 비윤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차원의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직접적으로 구성

원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구성원의 인식과 수용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도의 실행은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인식-태도-의도-행동에 이르는 순차적 영향관계를 통해 윤리적 의사결정에 이

른다고 볼 수 있다(Bass et al, 1999).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해 횡단면적 분석에 근거한 

것이고 종단면적인 분석을 시도한다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Kostova(1999)에 따르면 어떤 제도가 구성원들에 의해 제도화되지 않는 것은 

충분한 내재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충분한 내재화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구성원의 

인식과 수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행동에까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것은 내재화

가 충분히 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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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화하여 활용한 윤리 프로그램의 수용도는 내재화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

며 수행과 내재화적 요소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형식적인 수용과는 다른 실질적인 

수용 여부를 측정하고자 만든 개념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쳤

다고 해서 가치의 내면화에 의한 행동변화로 까지 이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제도

가 내재화에 따른 행동변화로 이어지려면 가치에 대한 일치는 물론 충분한 시간

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면 종단면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구성원 개인 차원

2.1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비윤리 행동간 관계
  

   윤리 프로그램의 목적은 조직 구성원들의 비윤리적 행동을 예방하고 조직문화

를 윤리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윤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윤리적 민감성이 더 높아 비윤리 행동을 더 적게 하는 경

향이 있다(Weaver & Trevino, 1999). 이러한 경향은 개별 프로그램의 존재여

부나 기능보다 조직적 맥락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Trevino, & Weaver, 

1999). 윤리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따른 지향성에 따라 달

라지며 프로그램의 지향성은 구성원에 의해 인식될 때 비윤리 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Trevino, Weaver, Gibson, & Toffler, 1999; Stansbury & Barry, 

2007).

   본 연구는 조직이 실행하는 윤리 프로그램이 구성원에 의해 순응 지향적

(compliance-oriented)으로 인식되는지 또는  가치 지향적value-oriented program)으로 

인식되는 지에 따라  비윤리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순

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은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반면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은 비윤리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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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가치지향 윤리 프로그램이 참여적 통제를 통해서 비윤리 행위 방지라는 

효과를 거두었고 공유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함으로서 구성원의 역할 정체성

(role identity)에 영향을 주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공유가치에 

대한 조직의 관심은 구성원이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에 대한 기대와 규범을 만들

어 내는 데 기여한다. 가치공유와 상담, 소통과 같은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의 특

성은 구성원 자신의 역할의 한 부분으로서 윤리적 행동을 받아들이며, 이러한 역

할 정체성은 행동과 연결된다. 

   한편,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은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과는 달리 윤리

적 역할 정체성과는 관련이 적다. 감시와 제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윤리

적 행동에 대한 처벌과 그에 대한 계산적인 반응을 매개로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

동을 억제한다고 볼 수 있으나(Jones, 1995; Trevino, Weaver, & Reynolds, 

2006), 실증 결과 비윤리 행동의 억제와 관계없다고 나타난 것은 윤리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rewards)과 위반 행동에 대한 처벌(punishment)이 이루어지

지 않은 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Baucus & Beck-Dudley,2005). 한 

가지 더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은 구성원과의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상적인 조직생활부터 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다(Weaver, Trevino, & Cochran,1999).    

2.2 비명시적 윤리관행과 비윤리 행동

2.2.1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과 비윤리 행동

   명시적 윤리 프로그램과 함께 조직적 특성으로서 비윤리 행동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명시적 윤리관행(implicit practices)의 하나인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이 비

윤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동을 억제하는 것은 먼저 윤리적 리더십이 갖는 특징적 효과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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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Schein(1985)에 따르면 경영자는 조직 가치를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소

통함으로서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상사의 윤리적 태도는 특정한 행동

과 기질로서 표출되며 이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유도하고 증진시

키는 핵심요인이다(Posner & Schmidt, 1992). 특히, 상사의 역할모델과 코치로

서의 활동은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유도하는데 결정적이다(Baumhart, 1961; 

Posner & Schmidt, 1984; Schein, 1985; Sims, 1998). 

   사회적 학습이론(Bandura, 1986)은 윤리적 리더십이 비윤리 행동을 억제한다

는 것에 대한 대표적 이론적 근거라 할 수 있다. 조직이라는 맥락에서 상사들은 

구성원의 중요한 학습모델이다. 구성원들은 상사들의 윤리적 행동 뿐 아니라, 상

사들의 처벌과 보상 행동을 관찰함으로서 상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교

환이론(Blau, 1964)도 가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성을 설명하

는 좋은 근거라 할 수 있다. 

   상사의 윤리 리더십은 비윤리 행동에 대한 직접효과 뿐 아니라 윤리 프로그램

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분석결과는 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이 강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 국내 조직의 상사들은 윤리적 리더십이 윤리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도덕적 

관리자” 역할보다는 윤리적 모델과 관련된 “도덕적 인간” 역할에 치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Brown et al., 2005). 상담과 소통을 통한 윤리적 커뮤니

케이션은 윤리적 관리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이며, 이러한 소통이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을 강화하는데 작용하기 때문이다(Brown & Trevino, 2006). 

    

    2.2.2 동료의 윤리적 행동과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간 관계   

   비명시적 윤리관행(implicit practices)중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

는 동료의 윤리적 행동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료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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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s)의 윤리적 행동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집단의 윤리성이 상사와 같이 개인 구성원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Trevino, 1986,1992; Vitell et al., 1993; 

Zey-Ferrell & Ferrell, 1982; Zey-Ferrell et al., 1979). 이러한 결과는 윤

리적 리더십과 마찬가지로 사회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을 통해서 설명

될 수 있다. 집단 구성원들의 학습은 동료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 또는 동

료들의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동료들이 윤리적 행동을 한다면 그 

학습효과로서 구성원들은 윤리적 행동을 하기 쉽다. 이러한 결과는 동료들의 윤리

적 행동은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는 명시적 윤리적 프로그램(특히, 순응 지향적 윤

리 프로그램)보다 더 효과적으로 윤리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윤리적 리더십과 마찬가지로 동료의 윤리적 행동이 갖는 조절효과 가설

은 기각되었다.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는 달리 윤리 프로그램 인식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동료의 윤리적 행동이 강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

직 문화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연구대상인 공기업과 민간 대기업은 비교적 

강한 조직문화를 가진 조직으로서 약한 조직문화보다는 주위의 관계 타인

(referent others)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Higgins 

et al., 1984). 이는 향후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약한 조직문화를 가진 조직과 비

교연구를 통해 실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2.3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비윤리 행동간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의 매개효과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이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 모두 구성원

의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리 

프로그램 인식이 윤리 프로그램의 수용도의 매개기능을 통해 비윤리 행동에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은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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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와 윤리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가치 간의 일치화를 위해 상담과 소통, 구성

원의 윤리적 열망에 대한 지지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용이 이

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은 강제적 통제로 비쳐질 가능

성이 있으나 구성원들에게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분명한 목적이 주지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구성원에 의해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윤리 프로그램의 수용도는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비윤리 행동 간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은 직접적으로 

비윤리 행동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구성원의 프로그램 수용도를 통해 부분적으로 

비윤리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서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은 구성원과의  

가치 공유와 일치화를 통해 구성원의 프로그램 내재화를 가져오고 이는 비윤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4  개인의 도덕철학이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와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2.4.1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수  
           용도 간 조절효과 
   개인이 가진 도덕적 철학은 조직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Forsyth & Nye, 1990; Forsyth et al., 

1988; Singhapakdi et al., 1994). 본 연구는 상대주의와 이상주의가 윤리 프로

그램 수용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수용도간 조절효과를 검

증해 보았다. 먼저 직접효과의 경우, 이상주의는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와 관계가 

없는 반면 상대주의는 수용도 수준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주의자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하므로 (Henle et al., 2005),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규범체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윤리규정의 준수와 관련된 윤리 프로그램 수용에 대해서 부정

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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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상주의는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간

의 관계에서 조절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구성원의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 간의 관계는 조절하지 않았고, 

상대주의 역시 가치 지향적 및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이 수용도에 미치

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10 >은 이상주의의 조절효과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상주의가 높을수록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이 수용

도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주의와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예: 윤리규범)의 목표 

간에 일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상주의가 높을수록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

그램 인식이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화 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상대

주의는 조직 내 절대적 윤리적 기준이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기

준의 준수를 목표로 한 윤리 프로그램이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데 한

계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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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도덕철학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윤리 프로그램 인식에 대
          한 조절효과
   구성원의 도덕철학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가설대로 이상주의 일수록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은 유의미하게 감소한 반면 상대주의 일수록 비윤리 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주의를 가진 사람은 비윤리적 행동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크며 이런 점에서 이상주의는 비윤리 행동과 역(-)의 관계를 가

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주의가 클수록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수반하는 

비윤리적 행동은 삼가게 된다. 반면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윤리 기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규범 위반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성원의 도덕철학이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비윤리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

는 지 확인한 결과, 이상주의는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구성원 비윤리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고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구성원의 비윤

리 행동 간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도 11>은 이상주의가 높

을수록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

을 보여준다. <도 12>는 이상주의가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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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주의가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조절하고 있다. 이는 이상주의가 높은 경우 가치 

지향적인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이상주의 정도가 낮은 집단에게는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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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에 대한 총평 

   조직 차원의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과 구성원 차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간의 

교차수준 검증을 통해 조직 차원의 프로그램 실행이 구성원 차원의 윤리 프로그

램 인식에 영향을 미쳤고 프로그램 수용도에는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실행

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직의 윤리 프로그램 실행이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조직

들의 윤리 프로그램 제도화가 구성원들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수용도에는 효과

를 미쳤지만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변화에 이르는데 충분한 내재화와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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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명시적인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비윤리적 행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은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반면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은 비윤리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

었다. 이는 가치공유 중심의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구성원의 인지를 통해 효과

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명시적 윤리 프로그램과 함께 조직적 특성

으로서 비윤리 행동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명시적 윤리관행(implicit 

practices)의 경우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과 동료의 윤리 행동이 모두 직접적으로

는 비윤리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기대와는 달리 윤리 프로그램 인식

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는 못했다. 이는 비명시적 윤리관행이 

명시적 윤리 프로그램 못지않게 비윤리 행동을 억제하는데 기여하지만 윤리 프로

그램의 인식과 상호작용하여 비윤리 행동에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리 프로그램 인식은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수용도의 부분매개 기능을 통해 

비윤리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윤리 프로그램이 인식과 프로그램 수

용 과정을 통해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윤리 프로그램과 비명시적 윤리관행 외

에도 구성원 개인이 갖고 있는 도덕철학이 비윤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이상주의는 직접적으로 비윤리 행동을 억제하는 반면 상대주

의는 비윤리 행동을 유발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이상주의는 가치 지향적 윤

리 프로그램 인식과 수용도 및 비윤리 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임으로

서 구성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가설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비윤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통합모델(full model)의 분석결과를 보면 가치 지향적인 윤리 프로

그램 인식과 개인차원의 이상주의, 상대주의,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은 비윤리 행

동에 영향을 미쳤으나, 동료의 윤리적 행동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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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동료의 비윤리 행동이 개별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요인으로서 윤

리 프로그램과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과 개인적 요인으로서 도덕철학이 동시에 작

용하였을 때 효과가 중첩되거나 구성원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 공기업과 대기업의 윤리적 커뮤니케이션이 비교적 

공식적이고 수직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과정에서 도출한 가설들이 대체적으로 실증과정에서 검

증되었으나 일부 가설들은 기각됨으로서 연구대상의 현실적 여건과 이론간 차이

의 발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과제를 통해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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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논의

1.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주요한 이론적 시사점은 첫째 윤리 프로그램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조직 차원의 윤리 프로그램 실행과 개

인 차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을 함께 분석에 활용하고 비교했다는 점이다. 그동

안 윤리 프로그램은 비윤리 행동의 선행요인 중 조직특성 요인으로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Trevino & Weaver, 2003; Schwartz, 2001;Kish-Gephart, Harrison & Trevi�o, 2010).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개별 프로그램의 도입여부에 초점을 두었다. 예컨대  

윤리강령(corporate code of ethics)은 윤리 프로그램 중 가장 활발히 연구된 요

소로서 그 존재여부와 비윤리 행동(unethical behaviour)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엇갈린다(Trevino, 1986; McCabe et., 1988, Kiston, 1996; Schwartz, 

2001;Hegarty & Sims, 1979; McCabe et al., 1996; Izraeli,1988; Peterson, 

2002, Okpara, 2003; Brief, Dukerich, Brown, & Brett, 1996; Cleek & 

Leonard, 1998). 이처럼 개별 윤리 프로그램의 도입과 실행여부가 조직의 윤리

적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

지 못하고 있다(Schwartz, 2001; 백윤정,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안적 

접근으로 윤리 프로그램을 실행방식에 따라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과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으로 분류한 Weaver, Trevino & Cochran(1999)의 선행

연구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는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인

식을 척도로 활용함으로서 조직 차원의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조직차원의 윤리 프로그램 실행

과 개인 차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을 함께 변수로 활용하여 보다 엄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과 인식 간에는 연계성이 있으나 비윤

리 행동에 미치는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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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윤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명시적인 프로그램 외에 구성

원의 윤리적 행동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사의 윤리 리더십, 동료의 윤리

적 행동 등과 같은 비명시적 관행들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윤

리적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요인들에 대한 설명력을 더욱 크게 한다(Brenner, 

1992; Jose & Thibodeaux, 1999; Singh, 2006).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명시

적 프로그램과 비명시적 윤리관행과의 통합 및 상호작용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비윤리 행동의 선행 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동안 

비윤리적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제시되는 개인적 특성이나 조직 환경적 특성은 통

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연구자의 입장(개인 

심리학적 접근: 조직 사회학적 접근)차이로 통합연구가 활성화 되지는 않았다. 

Trevino(1986)가 제기한 개인특성과 조직 환경적 특성간의 상호작용 연구역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제대로 실증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런 상

황에서 개인특성과 조직특성을 통합하고 상호작용 모델을 만들어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진다.

   넷째, 윤리 프로그램 인식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윤리 프로그램 수용도의 역할을 규명해 보았다. 윤리경영 

연구가 엄밀한 실증연구를 통해 분과 과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윤리 경영활

동이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측

면에서 본 연구는 어떤 경로로 윤리 프로그램이 구성원의 행동변화를 일으켰는지 

프로그램의 수용도라는 개념을 통해 밝히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그 동안의 윤리경영 연구에서 간과했던  다수준 

모델의 문제에 대응하여 위계적 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을 활용하여 조직차원의 특성이 개인차원의 변수에 미친 영향을 반영함으로서  

분석의 엄밀성을 높였다. 지금까지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개인 응답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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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단일차원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

나, 윤리 프로그램은 조직 차원의 제도적 산물로서 동일 조직에 속한 개인들이 윤

리 프로그램을 인식할 경우 조직의 고유한 특성을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수

준의 자료가 서로 독립적이란 가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최소자승(OLS) 회귀분석

법을 사용하게 되면 타당성을 잃게 된다. 본 연구는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갖는 다차원성을 반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위계적 선형모형

(HLM)을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조직과 도입을 준비하는 조직들에 주는 다양한 

실무적 함의를 갖고 있다. 첫째, 조직의 윤리경영 추진이 가시적으로는 윤리 

프로그램의 도입과 실행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윤리경영을 위해서는 

가치 지향적으로 윤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윤리 

프로그램이 가치 지향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강요적 통제에서 벗어나 

구성원에 대한 상담, 구성원의 목표와 열망에 대한 지원, 공유가치에 대한 장려,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도움, 조직가치 이해도 제고와 같은  형태로 윤리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한다(Weaver & Trevino, 1999). 대부분의 공기업에서는 정부의 조사와 평가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됨으로서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내재화되기 어렵고 “자체감사 

활성화”,“부패처벌 강화”등과 같은 가시적인 평가기준의 충족을 위해 윤리강령 

(행동강령)의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강조됨으로서 순응 

지향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윤리 행동의 억제와 같은 본래의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고 윤리적 조직문화 구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 인식이 기대와는 달리 비윤리 행동의 방지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윤리적 활동과 관련하여 보상과 제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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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가 필요하다.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 또는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 각각 

명확하게 보상 또는 처벌이 이루어질 때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동은 

줄어든다(Baucus & Beck-Dudley, 2005). 현실적으로 조직에서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과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으므로 순응 지향적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도 살펴본 

보상과 제재에 대한 분명한 원칙정립과 시행이 요청된다.  

   셋째, 조직 차원의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비윤리 행동을 직접 억제하지는 

못하고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과 수용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므로 윤리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 가치에 대한 효과적인 전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조직 차원에서는 가치 지향적으로 윤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에 의해 순응 지향적으로 인지된다면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의 효과는 

제한될 것이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과 함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과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의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상시적으로 수렴하여 피드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명시적으로 실행되는 윤리 프로그램과 함께 비명시적 윤리관행이 중요한 

변수이므로 양자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청된다. 제도적이거나 가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윤리 프로그램 못지않게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과 동료집단의 

윤리행동은 비윤리 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심의 제고가 필요하다.  

윤리경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명시적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업무현장에서 상사들의 윤리적 리더십의 발휘, 특히 윤리적 관리자 

역할의 제고가 요청된다((Brown & Trevino, 2006). 이를 위해서는 지나친 

수직적 조직문화보다는 권한위임을 통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의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조직내 커뮤니케이션과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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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현장에서 윤리적 영향력이 큰 동료집단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다섯째, 개인특성으로서 도덕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구성원의 비윤리 행동에 대해 개인의 도덕철

학인 이상주의와 상대주의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상주의

는 직접적으로도 비윤리적 행동을 억제할 뿐 아니라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이 구성원에 수용되고 비윤리 행동을 억제하는데 조절기능을 함으로서 조직차원

에서 이러한 이상주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이상주의 

도덕철학은 개인의 선천적인 특성이므로 조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이러한 특성

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며, 이울러 상대주의의 성향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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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본 연구의 대상은 비교적 윤리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추어진 공기업과 민간 

대기업으로서 연구결과의 함의가 전체 조직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기업은 지속적인 외부 평가로 윤리 프로그램 실행이 활발하며, 민간 대기업도  

대외적인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다른 기업들에 비해 윤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어 구성원의 윤리 프로그램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제변수인 조직의 성격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양자 

간에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 기업을 비롯한 여타 조직들의 

경우 윤리 프로그램의 실행수준이 낮아 구성원들의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실행과 인식 간 괴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공기업과 민간 기업 간 차이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조직을 확대하고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일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윤리 행동의 선행영향 요인들에 대한 통합적 연구를 추진하였다. 

조직특성 요인으로 윤리 프로그램,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 동료의 윤리 행동을,  

개인특성으로는 도덕철학을 포함하였다. 향후에는 이러한 요인들 외에 선행연구에서 

제안되었던 요인들(예: 조직특성-조직문화, 업무성격 등, 개인특성-자아강도, 통제위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통합적 실증연구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조직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영향요인들의 발굴과 검토도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에 포함된 요소들 중에서 실증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 프로그램의 인식과 수용도(태도) 간의 메커니즘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인식-태도-의도-행동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윤리 프로그램 실행이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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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 이유로 충분한 내재화와 시간의 부족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횡단면적 연구에서 벗어나 시간 개념을 투입한 종단면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제도든지 긍정적인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조직의 정책이나 제도는 구성원들의 공감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착되기 때문이다. 특히, 행동변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과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면적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 독립변수로 활용한 윤리 프로그램이 비윤리 행동에 미치

는 후속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집중하였다. 향후에는 통제이론, 제도이론, 경영

자 선택이론 등 윤리 프로그램의 선행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들을 검증함으로서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갖는 방법론적 한계는 기존 윤리 관련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Trevino(1986)가 지적한 것처럼 윤리경영 연구는 주제의 민감성과 응답자의 

반응 때문에 현장 조사가 어렵고 이에 따라 연구의 엄밀성과 신뢰성에서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윤리 프로그램 인식이나 수용도, 동료의 윤리 행동, 비윤리 

행동 등 대부분의 구성개념이 선행이론과 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아직 

인사조직 연구 등 다른 실증연구 분야에 비해 척도의 엄밀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실증화를 지연시키는 것은 

윤리경영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분과과학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속적인 척도개발과 적합도 검증을 통해 

윤리경영 연구가 보다 정교화 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또한, 윤리경영이 철학이나 

당위론의 영역이 아니라 개별과학으로서 입지를 다지려면 기존의 안정화된 

행동과학의 연구결과들을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예컨대 

직무만족, 공정성, 조직시민행동(OCB) 등과 같이 이미 실증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확인된 개념과 척도를 활용하는 연구의 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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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본 연구도 윤리경영 연구가 갖는 실증분석상의 과제인 공동응답자 

오류와 사회적 바람직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사전 조치와 사후 통제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본질적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오류방지 방안의 지속적인 모색과 함께 연구 

설계와 조사 과정에서도 보다 엄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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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프로그램과 지향성
평가

1점 2점 3점 4점 5점

1.윤리강령
우리 회사의 윤리규정은 공유가
치를 제시하고 실천을 유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윤리교육
우리 회사의 윤리교육 내용은 윤
리적 가치, 자율적 윤리 실천, 
윤리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3.담당부서

우리 회사의 윤리담당 부서나 담
당자는 조직의 핵심가치 내재화
와 윤리적 조직문화 구축을 강조
한다.

4.신고제도 우리 회사의 신고제도는 구성원
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상담을 
강조한다.

5 . 정 기 적 인 
경영층의 윤
리 메시지

우리 회사 경영층은 정기적인 윤
리 메시지를 통해  회사의 핵심
가치를 강조한다.

<부록> 조사 항목

조직수준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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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프로그램과 지향성
평가

1점 2점 3점 4점 5점

1.윤리강령 우리 회사의 윤리규정은 규정 준
수, 위반시 처벌, 비윤리 행동의 
금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2.윤리교육 우리 회사의 윤리교육 내용은 준
수할 규정 전달 , 위반시 처벌, 
비리행위 신고의무 등을 강조하
고 있다.

3.담당부서 우리 회사의 윤리담당 부서나 담
당자는 규정준수 여부 감독, 감
시, 조사, 처벌을 강조한다.

4.신고제도 우리 회사의 신고제도는 비리제
보, 구성원의 신고의무를 강조하
고 있다.

5 .정 기 적 인 
경영층의 윤
리 메시지

우리 회사 경영층은 정기적인 윤
리 메시지를 통해  비윤리 행동
에 대한 예외 없는 처벌을 강조
한다.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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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준

가치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

1. 나는 우리 회사 윤리 프로그램은 임직원과의 상담과 의견반영을 통해 추진된다

고 생각한다.

2. 나는 우리 회사의 윤리 프로그램이 회사가치를 이해하고 공유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우리 회사의 윤리 프로그램이 직원의 윤리적 바람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우리 회사의 윤리 프로그램이 직원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것을 강조

한다고 생각한다.

순응 지향적 윤리 프로그램 인식

1.나는 우리 회사의 윤리 프로그램이 직원들의 규정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

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나는 우리 회사의 윤리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문제 행동을 조사하는 것을 강조한

다고 생각한다.

3.나는 우리 회사의 윤리 프로그램은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 제재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생각한다.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

1. 나의 상사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늘 경청한다.

2. 나의 상사는 개인생활에 있어  윤리적으로 살아간다.

3. 나의 상사는 직원들에 있어서  최선의 복지가 무엇인가 신경을 쓴다.

4. 나의 상사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린다.

5. 나의 상사는 올바르게 일하는 법에 대해 모델 역할이 된다.

6. 나의 상사는 결과만 아니라 이루어진 과정(방법)도 성공의 요소(실적)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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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프로그램의 수용도

1. 나는 우리 회사의 윤리 프로그램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2. 나는 우리 회사의 윤리 프로그램이 윤리적 실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우리 회사의 윤리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가치와 나의 가치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비윤리 행동

1. 나는 성과를 부풀려 보고한 적이 있다.

2.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선물이나 대접을 한 적이 있다.

3. 나는 동료들에 대한 비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다.

4. 나는 업무내용이나 업무시간 사용 등에 대해 허위 보고를 한 적이 있다.

5. 나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적이 있다.

6. 나는 사용한 경비나 지출을 약간 과다 청구한 적이 있다.

개인의 도덕철학

<이상주의>

1. 아무리 작은 정도라도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2. 나는 좋은 혜택이 생겨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일은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해를 미쳐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어떤 경우든 다른 사람의 복지와 존엄성을 위협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5. 나는 어떤 행동이 무고한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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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는 다른 사람들의 복지와 존엄성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상대주의>

1. 나는 윤리적 기준은 개인적인 것으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윤리적일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윤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나는 각 개인이 판단하여 행한 도덕적 행동은 어느 것이 더 옳은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무엇이 도덕적인지 아닌 지는 각 개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게 윤리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어떤 행동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성문화된 윤리규정은 보다 나은 인간관

계와 원만한 상호적응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나는 거짓말에 대한 규정은 만들기 힘들며, 어떤 거짓말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상황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동료의 윤리행동

1. 나는 동료들이 대체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2. 나는 동료들이 업무를 할 때 가능한 윤리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동료들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원칙을 따르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바람직성

1. 나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 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한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운에 대해 매우 시기해 본 적이 종종 있다.

3. 나는 격려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경험한다.

4.나는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은 결코 생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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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Organizational 

Ethics Program and Unethical Behavior

Se Young, Yang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thics program is defined as formal policies, activities and procedures 

to implement for ethical purpose of organization. According to control 

theory, ethics program is a kind of control mechanism to induce 

compliance of employees to laws & codes in organization. Korean big 

companies have adopted and implemented ethics programs since financial 

crisis in 1997, while organizations of USA have implemented rapidly 

since FSG, 1991.

   Despite increasing interest in the importance of ethics program, there 

are very few empirical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it. Preceding 

researches are also focused upon individual program in organization. 

There are no consistent outputs on the effectiveness of  ethics programs, 

especial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s program and performance. 

   Unethical behavior is expected as important indicator for performance 

or effectiveness of ethical management. To date, there have been a 

number of researches on unethical behaviors in organization and these 

were focused on various antecedents to influence them. There are two 

perspectives: 1) bad apples perspective 2)bad barrels perspective.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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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s perspective is that individual factors may cause unethical behavior, 

while bad barrels perspective is that organizational factors may. However, 

any perspective can not fully explain unethical behavior in organizations. 

   This study tried to do integrative approach to two perspectives. 

Personal moral philosophy is used to explain individual factors and ethics 

program is used for key organizational factors. There are two types of 

ethics programs characterized by their control orientations.  

Compliance-oriented programs emphasize compliance to rules, monitoring 

employee behavior, and disciplining misconduct. On the other hand, 

value-oriented programs emphasize support for employees' ethical 

aspir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shared ethical values. Preceding 

researches showed that these two types of ethics programs influenced on  

unethical behavior. But as they used perception of employees as 

measurement for ethics program orientation, they could not fully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program in organizational level. So this study used 

both perception in personal level and actual implementation in 

organizational level.

   Majo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implementation of 

ethics program in organizational level had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the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ethics program, while no influence 

on unethical behaviors, while exhaustion had no meaningful effect on the 

unethical behaviors. Second, the value-oriented ethics program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unethical behaviors, while the compliance-oriented ethics 

programs were not related. third, ethical leadership, peer’s ethical 

behavior and idealism decreased unethical behaviors, while relativism 

increased. Fourth, the perception of value-oriented ethics programs and 

unethical behaviors were mediated partly by ethics programs acceptance. 

Fifth, the perception of value and compliance-oriented ethics programs 

and unethical behaviors were moderated by ide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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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has several implications like followings. First, Organization 

needs to implement ethics program in more value-oriented way for 

successful ethical management. For this purpose, organizational support 

for employees' ethical aspirations and shared ethical values are 

emphasized. Second, as the compliance-oriented ethics programs were 

not related to unethical behavior in organization, realignment of 

compliance-oriented ethics programs must be considered for reducing 

unethical behavior. Third, as implementation of ethics programs in 

organizational level did not decrease unethical behavior, the goal, value 

and guidance of ethics program need to be communicated overtly and 

fully for internalization. Fourth, as implicit ethics practice such as ethical 

leadership and peer’s behavior as well as explicit(formal) ethics 

program play an important role, matching between them needs to be 

more developed. Fifth, as personal moral philosophy, especially idealism 

in individual factors is core variable to influence on unethical behavior, 

idealism of employee needs to be encouraged in organizational situation.   

Key words: Ethics program, unethical behaviors, compliance-oriented 

 programs, value-oriented programs, idealism, ethical 

 leadership, peers ethical behavior, program acceptance

Student number: 2003-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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