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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의 윤리수 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그리고 이들 간

계에서 웍 등 윤리풍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실제

공기업 구성원의 성과데이터를 통해 심층 으로 분석해 으로써 공

공조직의 실에 부합하는 실증 인 연구를 시도하 다.

이를 해 연구가설과 모형을 설정하고 독립변수인 윤리수 과 종

속변수인 성과간의 인과 계를 검증하 으며, 내의 각 직 인

장ㆍ차장ㆍ직원의 윤리수 성과에 미치는 계 향력 수 과

윤리풍토의 매개효과 등을 다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검증하 다.

윤리수 은 직속상 자가 장을 포함한 원을 상으로 평가하 으

며,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서부발 의 총 320개 을 상으로 분

석한 결과,윤리수 이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주며,특히 장의 윤

리수 이 하 직 의 원들의 윤리수 보다 성과에 요한 향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나타난 주요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의 윤리수 은 의 윤리풍토와 직무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 같은 결과로 볼 때,공공조직에서 리더

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고 하겠다.윤리 리더는 정직,신뢰,보살핌,

직원과 타인에 한 심,그리고 공정하고 원칙 심의 의사결정으로 인

해 구성원들의 정 인 태도와 웍에 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태도는

직무성과에 향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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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윤리풍토는 윤리수 과 직무성과와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의 윤리수 은 직무성과에 직

인 향도 미치지만,윤리풍토를 통해서 유의한 간 인 향도 미침을

알 수 있다.즉,윤리풍토는 장의 윤리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향을

미치는 구체 인 과정을 설명해 수 있는 요한 매개변수로서의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윤리의식수 에 한 연구 확 에 기여함으로

써 이론 ,실무 인 시사 을 제시하 다.본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

구방향은 결론부분에 제시하 다.

주요어 :청렴도,윤리수 ,윤리풍토,조직성과,기업윤리

학 번 :2013-2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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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목 필요성

윤리경 은 세계 인 시 흐름이며, 로벌 시 에 응하기

한 필수 인 요소로서 2001년 엔론의 분식회계로 인한 산사례를 계

기로 조직 구성원의 윤리 행동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기업의

윤리 ,사회 책임이 요시 되고 있다.이러한 사례는 과거 기업평가

의 기 으로 자리 잡고 있던 재무 성과의 차원을 벗어나 재

는 윤리경 의 실천이 기업의 생존 략에 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

었으며,궁극 으로 기업가치 증 에 직･간 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

여 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CPI)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77개국 46 로 조사되었는데 이와 같이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국가

청렴도는 외신인도와 직결되어 국가 발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가

로막는 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최근 국민권익 원회의

공직사회 부패수 에 한 인식도 조사 결과,공직자의 4%만이 공직사

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일반국민들의 54.3%가 공직사회가 부패하

다고 응답하는 등 일반 국민과 공직자와의 이러한 격한 인식의 차이는

공직자의 청렴수 에 한 국민들의 기 수 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재 공직사회에 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국민권익 ,2014).

공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근 원 비리 등 일련의 공공기 직원들

의 부정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공기업에 한 신뢰회복이 요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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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으며,우리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 상인 부패문제를 해결하

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존립을 해서는 각 기 별 조직문화의 한

행태인 청렴수 내지 윤리수 의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이는

기업이 왜 윤리 이어야 하며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이 왜 요한가에

한 출발 이자 해결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들은 윤리경 의 실천을 최고경 자의 윤리 리더십에만

의존하거나 는 윤리방침 제정,윤리 담당부서 설치 등 제도 정비측면

에 을 둔 형식 인 윤리경 의 실천은 지양되어야 하며,장기 인

에서 볼 때 조직 구성원이 함께 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기업 경

쟁력의 원천으로서의 윤리경 을 실천하여야 할 시기이다.

먼 공기업의 부패발생 원인을 살펴보면,첫째,개인과 조직의 행태

요인으로 개인의 윤리의식 문성 부족, 한 조직문화 등을 들

수 있다.공기업 임직원들의 부패에 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와 부패에 한 조직문화와 분 기는 부패의 기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부패 발생의 개연성을 높이게 된다. 둘째,

법 ･제도 요인으로 공기업 직원의 도덕 해이1)와 부패통제기능 미

약,법 ･제도 독 의 보호,불합리한 정부 규제,경 의 투명성 확보

노력 미진,법규의 불명확성과 비합리성을 들 수 있다.공기업은 국민생

활에 필수 인 보편 서비스의 공 자로서 자연 독 는 법 ･제도

독 에 의해 독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독 력을 남용하거

나 거래상 지 를 이용하여 남용행 와 같은 부패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

이다.

따라서 부패발생 원인의 사 제거와 청렴한 직무수행 환경 조성을

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의 진단을 통해 청렴윤리가 조직 구성

원의 조직행 내지 조직 유효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이에 해

1)이는 정부실패,주인- 리인 문제,X-비효율성 등의 이론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공기업의 경 신과 민 화의 주요 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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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함으로써 윤리경 차원에서 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제 인 방안의 하나로 략 의미를 갖는다.이러한 문제의식

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아울러 개인별 윤리수 이 조직성과변수에 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웍 등 윤리풍토 메커니즘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함께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해 먼 선행연구

를 심으로 윤리수 ,윤리풍토와 조직성과의 이론 배경을 정리하고,

연구의 설계와 방법을 설명한다.그리고 이 연구의 가설검증을 심으로

연구결과를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경향은 실증연구 보다는 부분 청렴성 내지는 윤리경

과 련하여 부패의 유형분류와 분류유형에 포함되는 부패사례의 열거에

그치고 있거나(김택,2010),청렴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실증 인 논의에

서도(장석 ,2010) 다수 연구가 기업단 를 분석단 로 하여 청렴도

와의 상 계를 분석하는 수 에 그치고 있다. 한 윤리경 과 조직성

과 간에 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기

업 경 자의 에서 CEO의 윤리 리더십은 조직원들에게 회사에

한 지를 심어주게 되고,이러한 분 기가 기업문화로 정착되면 조직원

들의 작업능률 향상으로 이어져 경 성과가 높아지게 된다는 연구 등

(강 순,2000)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윤리수 을 기 단 로

측정함으로 인해 기 내부 구성원들의 개인별 윤리수 이 단 성과

에 미치는 효과분석 등 실증 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조직,특히

기업에서의 윤리경 의 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윤리경 의

심주체 등에 한 별다른 논의 없이 CEO에 의해서 윤리경 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 윤리경 의 설천을 해서는 CEO의 경 철학과 실천의지 뿐만

아니라 장의 직원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계층과 직군으로 이루어진 조

직에서 조직 구성원의 윤리경 실천의지 인식과 청렴한 직무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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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식 실천이 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연구가 부족한 이 있

다.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 한

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을 개인의 청렴성,내지 책임성을 바

탕으로 윤리 문제에 한 의사결정을 한 안으로 고려되는 여러 행

동들의 윤리 인 단 는 평가의 정도라고 정의해 보면,기 조직 구

성원 내지 소속 을 분석단 로 실증분석을 통해 기 별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윤리경 정책의 시행 효과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이명신,장 철(2010)은 웍 등 윤리풍토의 연구와 련하여

리더의 윤리가 조직 내 존재하는 윤리 풍토에 유의미한 향을 끼친다

면 그것은 윤리 리더십의 잠재 향력과 요성을 확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윤리 리더십,윤리풍토와 직무몰입 등 조직

성과간의 인과 계를 검증하고, 웍 등 윤리풍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여 양자 간의 계를 체계 으로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하

다.

술한 바와 같이 공기업 조직 내부의 단 직제의 성과 향상에

윤리 리더,즉 장을 포함한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이 어떠한 향

을 미치는 지에 한 실증연구는 무한 실정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조직행동의 에서 기업의 윤리경 실천체계와 최고경 자의

윤리수 이 조직유효성을 증 시키는데 미치는 효과의 실증 검증과는

달리 기업의 최소 조직단 인 을 분석단 로 하여 원들의 윤리수

이 조직유효성 내지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으로 연구하기

한 기 명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세부 으로는 장의 윤리수 을 포함한 원의 윤리수 이 의 윤

리풍토에 미치는 향을 제시하고,매개변수인 윤리풍토가 결과변수인

성과에 미치는 향을 제안함으로써 궁극 으로는 장의 윤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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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이 조직의 유효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

목 이다.이를 하여 먼 기업의 윤리경 과 윤리풍토 조직성과에

한 문헌고찰을 수행하 다.그리고 로세스 에서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을 선행변수,윤리풍토를 매개변수로 하여 결과변수인 성과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명제를 설정하 다.특히, 장의 윤리 청

렴수 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리풍토 변수의

매개효과에 한 연구명제를 제시하 다.마지막으로 연구명제를 고려하

여 기업의 윤리경 성과를 제고하기 한 소속 구성원의 윤리수 제고

와 장의 윤리 리더십에 한 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기존의 공공기 청렴도 분석사례와는 달리 한국서부발 (주)직원들의

개인별 윤리수 을 윤리 리더십,청렴성 웍 등 윤리풍토 항목을

평정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여 소속 부서의 단 성과와의 통계검증을

실시,개인별 윤리수 이 웍 는 정신 등 윤리풍토에 어떠한 향

을 미치고 있으며,조직성과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한 실제 공기

업 사례를 분석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와 조직 구성원이 윤리 이라는 평가가 웍 등 윤리풍

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과 윤리풍토가 조직성과(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하고자 한다.

셋째, 의 윤리수 이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윤리풍토

( 웍)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근무연수,직군,근무형태,성별 등에 따른 성

과의 차이 유무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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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상 방법

본 연구는 제 하에서의 직 별 윤리수 ,윤리풍토 조직성과와

련된 선행연구와 실증 분석결과에 한 고찰 검토를 통해 이론

토 를 마련하고,이를 근거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 다.본 연구에

서는 한국서부발 (주)소속 직원 교육,장기 견 등 평정 외자를 제

외한 장 이하 직원 1,447명의 윤리수 과 웍 등 평정데이타를 수

집, 을 분석단 로 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로 각각 선정하고,사내

내부경 평가 측정결과를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로 설정하여 실증 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윤리풍토 조성에 한 윤

리 리더인 장의 역할과,윤리풍토가 구성원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 등을 조사하여 청렴윤리 실천이 조직성과 제고방안으로서 요한

리수단이 되는지,그리고 연구결과로 어떤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해 그 시사하는 바를 확인해 볼 정이다.

본 논문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인 서론에서는 연구 목 과 필요성,연구의 상 방법에 하

여 설명하 다.제 2장은 이론 배경 선행연구로서 국내외 연구논

문과 각종 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청렴도 향요인,기업의 윤리경 과

조직성과에 한 개념과 내용에 해서 고찰하고, 각 변수간 선행연구

를 검토하 다. 제 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설정된 이론 배경을

토 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변수에 한 조작 정의

를 하 다. 한 가설의 효과 검증을 한 수집과 구체 인 자료 분석

방법 등을 제시하 다.제 4장에서는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과 각 변

수별 기 통계분석과 상 계를 분석하 고,다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

을 검증하 다.제 5장은 결론으로서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 해 요약

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 한계 에 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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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과 선행연구

제 1 기업윤리에 한 이론 고찰

1.기업윤리의 개념과 요성

최근 기업윤리 는 윤리경 에 한 연구는 국내외 으로 많이 진행

되어 왔으며,연구자의 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이를

종합하여 보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윤리에 한 개념을 기업이라는

리추구 목 을 가진 집단이 갖는 특수한 사회 상황으로 용한 것을

기업윤리(businessethics)2)라고 볼 수 있으며(Goodpaster,1983),기업이

시장 윤리,즉 시장의 질서를 수하는 동시에 사회 실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경 (윤 ,2004)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경 에 한 정의를 기업이 이해 계자들과의 계 속에

서 기 되는 것을 도덕 으로 실천하고 노력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양세 ,2008). 즉 기업의 윤리경 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 을 추구하는 것(박유진,

2009)을 말한다.

한편 한국경 학회에서는 기업윤리(businessethics)를 기업의 의사결

정이나 행 에 향을 받는 이해 계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이념에 해

서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과 행 를 취할 것인가를 체계 으로 단하는

2)윤 덕·성종수(2011)은 규범 윤리 개념하에서 기업윤리는 기업의 도덕

의사결정에 한 것을 말하며,윤리경 은 기업윤리에 의해 의사결정이 실천되

고 반 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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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며 기업의 정책,조직,행동에 용되는 꼭 지켜야 할 도덕 기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러한 기업윤리의 개념도 기업 활동의 향력이

증가됨에 따라 변하고 있다. 기에 기업윤리는 기업 활동에 계되는

윤리 기 이라는 정태 인 에서 시작되었으나,사회에 한 기업

의 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경 에 계된 문제를 시하는 경 윤리

로 그 개념이 이동하 다.그러는 에 기업의 사회 책임이 요시되

고 기업의 장기 인 지속을 하여 사회 책임문제를 기업의 경 결정

에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따라서 윤리 경 결정이 요하게

되었고 윤리경 이라는 동태 개념으로 발 하게 된 것이다(이종 ,

2011).

기업에서 윤리경 이 갖는 요성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박재린 등,2004).

첫째,윤리경 의 수는 사회 정당성 획득의 기반이 된다.기업은

체 사회의 일부분이며,기업의 역할이나 활동이 사회로부터 수용되어

야 기업의 생존․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둘째,윤리경 의 수를 통해 장기 인 면에서의 질 인 경 성과

혹은 조직 유효성의 증 를 기할 수 있다.

셋째,윤리경 은 조직구성원의 행동규범을 제시해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간, 는 건 한 시민으로서의 구성원의 윤리 성취감을 충족

시켜 다는 것이다.기업이 사회 속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시켜 으로써 체 사회의 이득이 되는 행 기 을 제시할 뿐

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도 올바른 기 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원 간에 생길

수 있는 마찰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넷째,윤리경 은 기업의 무 제하고 비윤리 인 방법에 의한 이윤추

구행 를 히 규제 혹은 순화시켜 다는 것이다.비윤리 인 경 활

동으로 사회 신뢰와 평 이 실추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해서는

막 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며,규제를 한 각종 법규가 많아지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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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섯째,사회비용의 증가,이해 계자 집단의 압력 여론의 지탄을

방할 수 있다.이처럼 기업 내의 일상 작업환경에서 윤리경 이 정착

되면 조직의 윤리 행 와 비윤리 행 등을 구분시켜 으로써 사회

의 이득이 되는 행 의 기 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최고경

자로부터 리자와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행동에 한 올바른 기 을

제시해 다.더욱이 공기업의 경우 윤리경 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기

업의 윤리경 을 통한 투명사회 건 한 시장경쟁체제를 확보하려면

공공부문의 윤리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공공기 의 윤리문제는 기본

으로 공공기 이 우월 지 는 권한에 기인하기 때문이다.(이종 ,

2011).

한 기업윤리는 특성상 다음의 4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Lewis,

P.V,1985).

첫째,도덕 지침으로서의 규칙(rule),기 (standards),규범(codes),

원칙(principles)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법 는 사회 규범 등의 기 을 따르거나 사실과 신념에 일

치하는 행동과 도덕 으로 올바른 행동을 포함한다.

셋째,윤리 단을 요구하는 도덕 딜 마에 빠진 경우와 같이 구

체 상황에 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여러 가지 윤리 문제를 포 으로 고려하는 윤리 의사결

정과정을 포함한다.

결국 기업윤리는 기업의 다양한 경 활동에서 의사결정의 옳고 그름

는 선함과 악함을 단하는 가치 단 기 이라고 할 수 있다(조 락,

2011)

다음은 1950년 이후 기업의 사회 책임 인식과 더불어 기업의 사

회성이 강조되면서 시 가 변함에 따라 경 의 윤리 측면의 강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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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해 왔다(강양훈,2011). 아래 표 <표2-1>에서 윤리경 의 연 별

주요흐름을 정리,제시하 다.

구 분 주요학자 주 요 내 용

1950∼60년
대 

 Bowen
 등

 1920년대 복지개념  등   30년대 계 대공

황  거쳐 50년대에 르러 본격  사회  책  

중  갖고 한 확산.

1970년대  Carroll
 등

 사회  , 사회  실행 라는 개념  대

었  사회  책  개념 델(경  창 , 

률준수, 리  책 , 재량  책 )  시 .

1980년
 Hoffman  
 등

 사회  책  행하  해 는 리를 지켜야 

하는 근본  문 가 었 , 사회책  지수

화, 실증연  등  본격  실시 고 업들  

업 리현  에 심  가짐.

1990년
 Wood
 등

 해 계 , 업 리, 업시민  대안  차

원  사회  책  통합  고 프랑스  사

회 도  Bilan Social 지표  사회 책에 극, 

업들  업 리 , 리  사결  도

2000년

이후 재
 ISO 등

 업 리  사회  책   표준화 업  

ISO가 2008년 2월 사회  책 에 한 지침  표준

화함.

<표2-1>윤리경 의 연 별 주요흐름

자료 :이종운(2007).p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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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가.조직윤리

윤리수 이란 윤리 문제에 한 의사결정을 한 안으로 고려되는

여러 행동들에 한 윤리 인 단 는 평가를 말한다(조 락,2011).

즉,윤리 문제에 있어서 문제해결을 한 의사결정이 윤리 인지 는

비윤리 인지에 한 단을 하는 것으로 특정행 를 개인의 윤리 가

치기 에 비추어 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 조직과 개인 모두 행 단의 기 으로 윤리 가치기

을 가지고 있다. 즉,기업과 조직 구성원이 조직윤리를 수하기 해

조직의 윤리 기 과 자신의 행동에 한 윤리 기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일반 으로 윤리 기 은 사회 으로 수용되는 윤리 가치,규

범,규정의 기 을 의미한다.즉,조직의 윤리 단을 하기 해서는

사회 으로 수용되는 윤리 가치와 기 이 명확해야 한다.

일반 으로 기업윤리를 조직 는 집단윤리와 개인윤리로 구분하여 조

직의 윤리 풍토와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을 설명하고 있다(Niebuhr,

1960). 그에 따르면, 조직 는 집단의 윤리는 개인의 윤리와 다르며

집단윤리는 개인윤리와 다른 정책의 용이 필요하다고 지 하고 있다.

즉 조직의 윤리 풍토는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스스로

단을 윤리 상황에서 조직의 문화로써 표방되어 왔던 가치 평소 다

른 구성원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의 행동을 상기하고 이와 유사한 행동

을 하려고 함으로써 조성된 분 기라고 한다.즉,조직의 윤리 풍토는

조직 구성원이 윤리 행동을 할 수 있게 조직에서 공유된 인지라는 것

이다.

따라서 조직윤리라는 것은 윤리 풍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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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 윤리 상황에 직면하 을 때 행동하게 되는 공유된 윤리

가치와 행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조 락,2011).

나.윤리수 과 청렴성 구성요소

조직윤리 개념과 달리 조직 구성원인 개인별 윤리수 과 련하여 연

구자의 연구방향에 따라 개념상 다양한 견해가 있다.

조 락(2011)은 술한 바와 같이,윤리수 이란 윤리 문제에 한

의사결정을 한 안으로 고려되는 여러 행동들에 한 윤리 인 단

는 평가하는 것이라고 한다.개인의 윤리 행동에 한 단은 개인

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한 사람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반 인 성

격을 의미한다.성격은 개인의 내부에서 특정 인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

는 정신 ,물리학 체계의 역동 인 조직으로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

는 특성들은 개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구성원들의 윤리 가치 ,윤

리의식,행동 등에 따라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 정도가 다르다는

에서 개인특성,즉 윤리수 에 따라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윤리수 은 조직의 윤리풍토와 련된 요한 변수라고

한다.

윤 덕,성종수(2010)연구에 의하면,윤리의식 수 이란 기업의 윤리

경 활동에 해 조직 구성원이 인지하는 정도 즉 인식의 지각을 윤리경

의 지각으로 정의하고,인간의 윤리성에 한 조직 구성원의 인지,실

천 생각의 수 내지 정도라 정의한다.

Hunt등(1989)은 조직의 윤리 가치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공

식 비공식 정책들이 윤리 이라고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지각하는 정

도라고 정의하고,조직 내 종업원의 윤리지각을 측정하기 해 3개 항목

으로 이루어진 윤리 가치 척도를 개발하 다.이 척도는 기업의 윤리

를 경 자가 아닌 조직 구성원인 부하직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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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각을 측정한다는 이 그 특징이며,기업의 공식,비공식 원칙과 정

책들이 윤리 인가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윤리의식 수 에 향을 미치

게 된다.

한편,국민권익 원회가 주 하는 공공기 직원들을 상으로 한 청

렴성 측정에 있어서의 윤리수 개념이 있다.윤리수 측정에 있어서

청렴도 내지 청렴수 3)이란 “공직자가 부패행 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라 정의되며,오늘날 청렴도란 용어는

부패지수4)를 의미하는 일반 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청렴성이란 과거에는 뇌물수수,횡령,이권개입과 같은 통 의미의

부패가 없는 정도를 의미하 으나,최근 사회발 과 더불어 국민의 요구

수 이 높아짐에 따라 청렴성은 과거 반부패의 개념에서 공직에 한 몰

입과 성과까지 확장되어 의사결정과정을 비롯한 결과에 한 정보를 공

개하는 투명성,공직자가 직업윤리기 에 따라 공직이 요구하는 높은 수

의 윤리 가치에 한 헌신 실천과 함께 성과에 한 책임을 다하

는지를 의미하는 책임성까지를 포 하는 개념으로 확 되고 있다(이종

수·윤 진,2008).

따라서 통 의미의 부패에 응하는 청렴성을 좁은 의미의 청렴

성,공직이 요구하는 높은 수 의 윤리 가치에 한 헌신 실천을 의

미하는 청렴성을 의의 청렴성이라고 한다. 즉,반부패성은 공직자가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 타인이나 외부로부터 이익,이권 향유,

특혜 등의 수수를 하는 기본 청렴의무이며,투명성은 업무수행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하여 결과에 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도이며,책임

3)외부청렴도,기 내부청렴도로 구분하며,구성원의 청렴의식과 련해서 청렴

의식 수 ,부패행 신고여부,청탁,선물,상 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한

반응,공정한 산집행 업무처리에 한 설문으로 구성됨.

4)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International:TI)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Index:CPI),국민권익 원회는 청렴도지수,경실련은 부패지수 명

칭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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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국민에 한 공직자의 직무수행 행동에 해 책임을 지는 정도이

다.기본 청렴의무(반부패),투명성,책임성은 청렴성을 구성하는 요소

이면서 부패방지를 한 기본요소이다.

청렴성에 한 구성요소 체계는 아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청렴성 구성요소

 청렴성

 반부패성  투명성  책임성

출처 :국민권익 원회(2008),공공기 청렴도 측정모형 연구자료

이상범(2012)은 청렴도의 측정지표로서 책임성 내지 청렴성이란 윤리

책임성,결과 책임성,제도 책임성으로 구성되며 ,윤리 책임성

은 공직자가 문가로서 직업 윤리기 과 도덕 기 에 따라 업무를 수

행하 는가를 의미하며,결과 책임성은 업무에 한 성과책임을 다했

는지를 의미하며,제도 책임성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제도·

차를 수하여 공정히 처리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구분한다.

Cooper(2006)는 행정 료의 청렴성 내지 책임성에 향을 주는 행

자 차원의 요인으로 개인 속성(individualattributes),조직구조(orga-

nizationalstructure),조직문화(organizationalculture),사회 기

societalexpectations)등 4가지를 제시하고,개인 속성과 같은 내 통

제가 조직구조,조직문화,사회 기 와 결합하여 개인 청렴도에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첫째,개인 속성은 윤리 결정능력,덕성, 문 가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개인 속성은 단독 으로 청렴성에 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른 요인,즉 조직구조,조직문화,사회 기 와 상호 결합하여 개인의

청렴수 에 향을 다.둘째,조직구조는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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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요한 요소로 기능한다.윤리 덕성이 풍부한 사람을 선발하여

효과 으로 훈련시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도 조직구조가 그들의 윤리

용기를 해하고 윤리 행동을 막고 비윤리 으로 행동하도록 할 수 있

기 때문이다(Cooper,2006).셋째,조직문화는 동질 이지만 계층과 기능

에 향을 수 있는 다양한 하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Cooper,2006).

조직 분 기가 합리 이고 더 나아가 윤리 이고 도덕 일수록 개인의

윤리 신념과 의사결정 형태는 윤리 일 것이다.행정조직은 합리 이

고 계 인 문화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합리 인 조직문화는 공

책임성에 정 향을 미친다(이환범외,2005). 넷째,사회 기

로 국민은 리인인 료들에게 많은 기 를 하고 있다. 료들에 한

상 보수수 ,공식 인 행 를 규제할 법규, 료에 한 여론,여론

이나 문화에 나타난 료의 이미지,시민참여의 방법 활성화 정

도가 사회 기 의 모습이다(Cooper,2006). 법과 정책 측면에서 살펴

보면 국민들의 사회 기 는 반드시 법규,제도,정책으로 환되어야

한다.이러한 제도화와 규범화를 통해서 행정재량의 넓은 한계를 구속하

고 외부 제한과 통제가 효과 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객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행 자의 청렴성에 향을 주는 요인은 아래 <그림 2-2>과 같다.

<그림 2-2>행 자의 청렴성(책임성)에 향을 주는 요인

 개인 속성

(Individual

attributes)

↘ ↙

 조직문화

(Organizational

culture)

행 자의

책 임

 조직 구조

(Organizational

structure)

↗ ↖

 사회 기

(Societal

expectations)

자료 :TerryL.Cooper(2006).이상범 논문(2012)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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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조직 구성원 윤리수 의 요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기업윤리의 수 제고를 이루기 해서는 윤

리시스템의 구비도 필요하지만,더 요한 것은 조직구성원의 가치 과

윤리 의식이라 할 수 있다.윤리시스템이 잘 구축되었다 할지라도 경

자나 직원에 의해 제 로 운 되지 못하거나,무시될 경우 윤리 성

과는 부정 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엔론사나 월드컴의 분식회계 사

건은 이러한 측면을 잘 설명해 주는 사례다.

이러한 에서 조직 구성원의 인지 에서의 기업윤리가 연구될 필

요성이 크다. 기업성과를 결정하는 주체는 경 진이며,윤리 성과를

높이는 주체는 조직 구성원이기 때문에 윤리경 의 성공 메커니즘은

구성원의 인지 평가와 단에 의해 향 받게 된다(양세 ,2007).

정회근(2013)은 상사의 윤리 리더십과 부하의 조직시민행동 간의 연

구에서 윤리의식이 높은 윤리 리더가 조직 구성원에 미치는 향을 사

회학습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사회학습이론에서는 조직 구성원은 자신

이 속한 조직의 신뢰하는 상사를 역할모델로 하여 그 사람의 행동을

찰함으로써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한 행동을 학습한다

(Bandura,1986).이와 유사하게 리더의 윤리 인 행동을 찰한 조직

구성원은 리더의 행동을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여 이를 모방할 것이며

(Mayeretal.,2012),그 결과 조직 내에서 윤리 이라고 여겨지는 행동

들로 표 된다는 것이다.조직 내에서 비윤리 인 태도나 행동이 존재할

때 조직 구성원은 조직 내 타인이나 조직에 해 심을 덜 가지는 한

편,부하들은 윤리 리더에 의해 공평하게 우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 조직과 타인에 해 심을 기울이며 자신도 집단의 목표달성을

한 력행 ,즉 타인에 해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더의 윤리의식이 높을수록 조직목표 달성,즉 조직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국내 연구에서도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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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이 조직성과로서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하 다(신철우,2006).

한,기존 윤리경 의 실행과 연구에 있어서 경 자 심이었던 이유

를 탐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윤 덕,성종수,2011).

기업의 윤리경 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 도덕 특질을 이윤

추구라는 특정목 을 해 모인 집합체인 기업이라는 무기체에 용하는

것으로써,윤리경 이라는 바탕에는 기업이라는 특정목 을 지닌 집합체

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 특히,경 자의 의지와 활동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윤리경 에 한 지 까지의 연

구가 경 자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그러나 경 자가 기업 구성원들의

행동과 의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부문에서 무리한 면이

있고 실 으로도 불가능하다.따라서 기업이 윤리경 을 올바르게 수

행하기 해서는 경 자의 윤리경 실천 략과 실천의지 그리고 실천력

못지않게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경 에 한 실천의지와 윤리의식 수 이

요하다고 하겠다.결국 기업의 올바른 윤리경 의 성공여부는 기업 구

성원들에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윤리수 에 한 선행연구(조 락,2011;윤 덕·성종수,2010;

Hunt,1989;이종수·윤 진,2008;이상범,2012)를 종합하여 보면,본 연

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을 개인의 청렴성,내지 책임성을 바탕

으로 윤리 문제에 한 의사결정을 한 안으로 고려되는 여러 행동

들의 윤리 인 단 는 평가의 정도라고 정의하고,조직 구성원의 윤

리수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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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윤리실천 메카니즘

조직에서 윤리경 을 수행하기 해서는 윤리풍토를 기업 체에 걸쳐

골고루 심어주기 한 제도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실

천수 이 결정된다.이를 해서는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윤리

요소가 고려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기업의 일상 인 활동에 있

어서 공식 이고 명료하게 윤리 가치를 정착시키며 윤리 행동의 표

이나 기 이 될 수 있는 패턴․ 행들을 의도 으로 구축하고 확산하

려는 기업의 모든 활동이 필요하다(윤태익,2007).

메커니즘이란 용어는 어떤 사물의 구조 는 그것의 작용원리이다.메

커니즘 개념은 기업 내에서 주체가 환경을 선택하고,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경 의 논리(logic)이자 주체,환경,자원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업 경 의 원리(principle)이다(조동성,2006).

윤태익(2007)은 윤리실천 메커니즘은 윤리 상황에 한 주체,환경,

자원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윤리실천의 원리를 의미

하며,윤리경 을 실천하기 해서는 가치체계를 세우고 실행조직을 가

동하고 구성원들의 공감 조성으로 이어지는 일 된 윤리경 시스템과

그 실천을 해서는 CEO를 비롯한 행 주체들의 의지가 요하다고 보

았다.따라서 윤리실천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는 제도화와 련된 시스템

(system)과 행동화와 련된 행 주체(actors),두 부분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먼 윤리경 의 실천을 해서는 가치체계를 세우고 실행조직을 가동

하고 구성원들의 공감 조성으로 이어지는 일 된 윤리경 시스템이 필

요하다.기존에 발표된 윤리경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한 이론으로 일본

경 윤리학회 회장인 미즈다니는 윤리경 이 조직 내의 행동원칙으로 정

착하기 한 3C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윤태익,2007;서인덕,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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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윤리강령(Codeofconduct)으로서,윤리경 시스템 구축의 시작

은 윤리헌장과 강령의 제정․선포이다.윤리헌장은 기업의 기본 인 가

치 이나 신념을 함축 으로 표 한 것이며,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의 내

용을 좀더 구체 으로 표 하는 행동의 기본방향으로서 윤리규범,윤리

규정으로도 불린다.행동지침은 윤리강령의 실천을 한 임직원들의 구

체 인 행동을 문서화한 것으로서,윤리강령은 기본 인 것만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행동지침은 이를 더 구체 으로 표 하고 있다.윤리강령은

기업의 가치 과 윤리 원칙을 공식 으로 기술한 가시 인 윤리철학으

로 볼 수 있는데,법률 인 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이해 계자

간의 갈등까지 폭 넓게 다루어야 한다.

둘째, 수감독 조직(Compliancecheckorganization)으로서,윤리경

을 일상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이를 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

다.조직구성에는 윤리 원회,윤리담당 임 ,윤리담당부서,내부보고(신

고)제도,윤리실행 감독 평가 등의 제도가 이에 속한다.

셋째,윤리경 교육을 통한 공감 형성(Consensusbyethicedu-

cation)으로,단기 이익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한 장기 안목에

서 윤리경 에 한 구성원의 공감 를 형성하고,윤리 로그램 시행체

계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한 사 차원의 윤리교육 로그램이 필요

하다.윤리교육은 구성원의 각종 의사결정에는 윤리 차원이 있다는

을 이해시키고 윤리문제의 성격과 해결방안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윤리문

제 해결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목 이다.그리고 구성원의 윤리교육과

련된 지식 역량을 강화시키기 하여 기업 이해 계자 훈련과정

훈련자료 개발을 한 지원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윤리교육은 가치

를 지속화하기 하여 장기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하다.

한,윤리실천의 행 주체에 해서 윤리경 시스템의 성공 인 도입

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 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성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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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최고경 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둘째,윤리방침은 공식 으로 규정되고 문서로 표명되어야 한다.

셋째,윤리경 로그램을 도입,실천하려면 회사 내에 윤리경 련

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윤리경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강의보다도 일상 업무에서 자

주 하는 문제를 심으로 사례 토론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

이다.

다섯째,윤리경 을 기업문화화 해야 한다.

여섯째,윤리경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3C외에 두 가지 항목,즉 한 회사의 기업 윤리수 은 그 회사의

최고경 자의 윤리수 이 표 이 되며,최고경 자는 기업윤리를 새로운

경쟁력이라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사 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표명

해야한다는 최고경 자의 윤리의식 개 과 기업 윤리수 에 한 내외

의 평가 등 윤리경 평가의 실시를 추가한 것이다.(윤태익,2007).

조직의 모든 부문에서 윤리경 의 모든 요소가 골고루 반 되도록 계

획을 세우고,공감 조성 등으로 실천 활동을 하며,이에 한 평가까지

이어져야 한다.그리고 내부 으로 윤리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 하는

것이 다른 부문들의 실천을 한 기 요소로서 우선 으로 고려되어

야 한다고 하는 경 자를 비롯한 행 주체들의 의지가 함께 나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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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서부발 의 윤리경 사례

윤리경 은 기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요한 지침이면서도 한편으로

는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사안이기도 하다.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그 활동이 사회발 에 막 한 향을 미치는 오늘날의 자유시장 경제체

제하에서는 기업의 윤리 행 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유지 발 과

근본 으로 연결되어 있다.최근에는 OECD를 심으로 비윤리 기업

의 제품과 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규제하자는 윤리라운드(Ethicsround)

가 강화되고,사회 책임이 강조되면서 SR(SocialResponsibility)의 차

원에서 ISO 26000제정을 통한 국제 표 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 책임을 이행하는 분야까지 윤리경 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에

따라 GRI(GlobalReportingInitiative)가이드라인의 수까지 윤리경

의 의미가 확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서부발 은 지난 2002년 윤리경 달성

을 한 윤리헌장인 ‘서부인의 신조’선포를 시작으로 윤리경 실천을

외에 천명한 이래,2002년 윤리강령을 제정한 이후 내부비리신고 포상

제 청렴계약제 등 윤리경 해요소의 상시 감시와 Risk 리 등

내부통제기능을 구축하여 사 으로 윤리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지속

인 노력을 개하고 있으며,사업소 순회 청렴토론회 력회사 청

청렴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청렴윤리실천 공감 확산을 해 노력하고

있다. 한,2006년 5월 국내기업 다섯 번째, 력그룹사 최 로

UN 로벌 컴팩트에 가입하여 인권,노동,환경,반부패의 4 분야 10

원칙을 수하고 있으며,이후 지속 으로 GRI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맞춰 윤리경

의 의미와 가치를 충실히 반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2007년 회사 장기 비 2020수립 시 ‘존경받는 기업 국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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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의 비 목표와 ‘사회 책임이행’의 략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윤

리경 이념을 비 체계에 포함하 고,2008년 이후 매년 비 목표 달성

을 한 윤리경 장기 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운 하고 있다.

목 표  로벌 윤리 선진기업 달성(존경받는 기업 국내 10 달성)

략  로벌윤리경 체제강화  청렴윤리문화 내제화  윤리 랜드

장기

과제

 WeBEX업그 이드

- 로벌 최우수 수 의

윤리요소 지속 발굴

 로벌 윤리시스템 정착

-최우수 윤리기업 성공

요소 도입

-윤리경 백서 발간

 자주 기업문화 정착

-직무윤리, 리자윤리

정착

-도 문화 활성화

- 로벌 윤리기업의식

함양

-존경받는 기업문화

조성

 사회 책임의 국제수

달성

-ISO26000최 인증

-자체 로벌 공헌활동

국제 NGO활동지원

-국제횐경문제 등 기업

포럼활동 개

환경

요인

w ISO26000미인증 기업의 로벌 경쟁력 약화 상

w 국내 력사업의 해외진출 가속화 망(인니 등 동남아지역)

w 력회사 최우수 윤리기업으로서 국내기업 윤리경 활동의 주도 지

<표 2-2> 윤리경 장기추진 략(비젼2020)

자료 :한국서부발 (주)Vision2020보고서 참조

윤리경 실천시스템 구축과 련하여 먼 회사의 비 략과

윤리경 을 연계하여 회사의 추진방향을 설정한 후 최고경 자의 추진의

지를 더하여 략 으로 윤리경 을 추진하는 단계별 추진 략을 수립하

도록 하 다.여기에 윤리기 과 가이드 제공을 통하여 직원행동의 기본

원칙을 제공하고,윤리경 업무를 담할 담조직을 구성하여 감독하

고 교육할 뿐만 아니라 반행 에 한 신고를 통해 비 자에 하여는

제재하도록 하 으며,임원들의 경우 청렴계약제와 CEO 윤리서약 1

직 이상 재산공개 등 ‘윗물맑기 운동’을 통한 솔선수범으로 윤리경

내실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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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공헌활동을 윤리경 시스템의 한축으로 구성하여 경 인

측면에서 사회 책임을 다하고자 하 다. 재 윤리경 시스템의 세계

표 화가 추진되고 있는 을 고려하여 윤리경 시스템의 항목을 구성함

으로써 향후 시스템의 로벌 스탠다드화에도 비하도록 하 다.

구 분 주 요 내 용

 비 / 략과의 연계
 WorldBest3ECreator와 윤리경 연계

(존경받는 기업 국내 10 달성)

 최고경 자 의지

표명

 CEO경 방침으로 설정 운

 CEO윤리서약

 략 윤리경

추진
 3단계 추진 로드맵 설정

 윤리기 윤리

가이드

 윤리헌장(서부인의 신조)

 윤리강령(임직원 청렴윤리규정),행동지침(실천지침),

감사직무규정(내부고발신고제)제정등 사규의 생활화

 윤리경 담

내외부 조직

 사 윤리경 업무총

 청렴옴부즈만제(청렴윤리 정책자문)

 반부패 시민감시단 운

 투명사회 운동본부(교육)

 감독 감시,

감사 체계

 본사:윤리경 사무국,청렴업무 감사실 주

 사업소:청렴 의체

 교육/훈련 로그램
 직 별 윤리교육 의무화, 장순회교육,

사이버 윤리경 교육,청렴윤리 페스티발

 반행 신고제도
 CEO와의 화 운 /신문고 제도,자율신고센터

윤리 Help-Line,자율신고 포상제도

 평가보상제도
 경 진(경 계약),직원(성과평가 반 )

 내부경 평가 청렴도조사 반

 사회공헌 활동
 임직원,승진 정자 자원 사활동

 지역 상생활동 재능기부 확

<표 2-3>한국서부발 윤리경 시스템 개요



-24-

윤리교육 분야에 있어서 부패사고 방지에 필요한 내부직원의 의식

역량을 배양하기 하여 국민권익 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직기간 생애주

기별 반부패·청렴교육(고 간부,재직직원,승진자,신입사원을 한 계층

별 청렴교육),부패 취약업무 담당자(인사,회계,계약)를 한 맞춤형 청

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윤리교육의 내실화를 해 사업소 순회 워크

,사업소장 교육,청렴옴부즈만 청특강,경 진의 경 안 장설명

회,MV(ManagementVitality) 화,회의체를 활용한 CEO 윤리메시지

달 등 직원을 상으로 윤리경 의 실천을 생활화하고 있다.

구 분  본 리더 양   실무  사  

목

리경  해 

  식공

 

업무 행  

 개  

능  함양

변화 리

 양

사  

청 리 식 

강화

대상

신입사원

직원

3직 이상

승진자

취약업무담당,

윤리경 담당
직원

형태

순회교육

집합교육

탁교육

집합교육

워크

탁교육
On-line교육

실
1,239명

(1시간 이상)

109명

(2시간)

업무담당 79명

(5시간 이상)

1,569명

(10시간)

<표 2-4>윤리경 교육체계

자료 :한국서부발 (주)2013년도 지속가능경 보고서

윤리의식수 평가 환류와 련하여 본사 사업소 감사실 주

으로 사업소별 반부패 시민감시단을 운 하여 법 활동을 포함한 윤리

경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사업소별 력기업과 반부패

약식을 체결하고 극 인 반부패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연 2회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업체,고객,내부직원,지역

사회 등 이해 계자별 모니터링을 통해 청렴활동의 실효성을 확인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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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리요소를 도출하고 지속 인 검과 개선을 통해 윤리 신뢰도

와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한 매년 국민권익 원회로부터 청렴

도 평가와 반부패경쟁력 평가를 받고 있는데,국민권익 원회 평가결과

는 조직별 평가에 반 되어 직원 인센티 에 향을 주게 되며,부패 사

례가 발견된 경우,해당 사업장에 한 포상이나 해외연수 기회를 박탈

하는 등의 페 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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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윤리풍토에 한 이론 고찰

1.윤리풍토의 개념과 요성

윤리 풍토(ethicalclimate)는 조직풍토의 한 차원으로 윤리 작업

풍토을 의미하며,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조직구성원이 윤리 으

로 보고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 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Victor

& Cullen,1987).즉 윤리풍토는 조직내 윤리 으로 옳은 행동이 무엇인

지 어떻게 윤리 으로 행동하여야 하는지에 한 공유된 인식이라 정의

할 수 있다. 한 윤리풍토는 조직풍토(organizationclimate)의 한 구성

부분으로 부분의 연구에서 작업풍토(workclimate)의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되어 진다.

윤리 풍토는 조직에서 많은 기능을 수행한다.윤리 풍토는 직원들이

도덕 딜 마에 직면하 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한 해답을 제공

함으로써 윤리 이슈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한 윤리 풍토는 직원들

이 조직 내 윤리 이슈를 확인하도록 돕는다.즉,윤리 풍토는 직원들

이 상황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지각의 즈로서 기능한다(Cullenetal.,

2003). 윤리풍토는 조직에서 윤리 기 을 요구하는 다양한 업무,실

무, 차 등을 실행함에 있어서 조직 구성원이 윤리 으로 하다고

간주해야 할 이슈가 어떠한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며,조직구성

원이 이러한 이슈를 이해하고 신 히 고려하고 해결하기 해서 사용해

야 할 기 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다(류선권 외 2009).

한 윤리풍토는 기업의 조직 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신유근,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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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윤리풍토는 개인의 윤리 딜 마를 해소해 으로써 경 의사

결정의 시성을 높여 주며,구성원들의 윤리 인 행동을 발시킨다.

둘째,윤리풍토는 이해 계자의 상호작용을 진한다.윤리성이 강한

기업에서는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 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

어진다.

셋째,윤리풍토는 좋은 기업이미지를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어떤

기업이 시장에서의 제품이미지가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윤리풍토와 련

된 기업이미지가 나쁘다면 그 정 이미지는 상쇄되고 만다.

따라서 기업은 경 자를 포함한 구성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

도 항상 자연스럽게 윤리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차원에서의 윤리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2.윤리풍토 유형

윤리 풍토의 유형으로 Victor& Cullen(1987)의 조직윤리풍토 모델

이 주로 이용되는데,조직구성원의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윤리 기

(ethicalcriterion dimension)에 따라 이기주의(egoism),공리주의(bene

-volence),의무론 는 원칙주의(principle)로 구분하고,윤리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고려해야 하는 거집단으로서의 3가지 분석 수 인 개인

(individual),조직(local),그리고 사회(cosmopolitan)로 분류하는데 윤리

풍토 유형을 살펴보면 <표 2-5>와 같다.

첫째,이기주의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 화하려는 의사결정으로 특

징된다.즉 여러 가지 행 의 안들 에서 자신의 이익을 장기 으로

최 가 되게 하는 행 를 선택한다는 원칙이다.이기주의자들은 모든 인

간들이 자기 자신을 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에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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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지는 특성이거나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도덕 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먼 이기주의를 기 으로 분석수 에 따라 자기 이익형(selfinter-

est),회사 이익형(companyprofit),효율 추구형(efficiency)풍토로 나눠

진다.자기 이익형은 각 개인이 자신의 독 자기이익만을 고려하는

유형이고,회사 이익형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 으로 강조하는 유형이

며,효율 추구형은 조직의 활동 시스템의 효율성을 우선순 로 하는

유형이다.

둘째,공리주의는 공공의 복리를 극 화하려는 의사결정으로 특징된

다.즉 그들은 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최 의 선을 가져올 도덕 행동

을 할 것을 요구한다.공리주의자들에게는 도덕의 심 은 다수 사람

들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고 각 개인들에게는 그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필

요한 것을 행하는 것이 요구된다.조직에 있어 공리주의는 회사를 해

혹은 회사의 종업원을 해라고 말함으로써 윤리와 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융통성과 용을 가능 하기 때문에 조직체에서 보편 으로 이

용되고 있다(김정수,1995).

공리주의 윤리풍토는 우정형(friendship), 이익형(team interest),

사회 책임형(socialresponsibility)풍토로 구분할 수 있다.우정형은 인

간의 존엄과 가치를 작업집단의 규범으로 강조하는 유형이고, 이익

형5)은 의 이익을 한 상호 력을 요시하는 유형이며,사회 책임

형은 조직행동의 결과가 조직외부의 고객과 사회에 미치는 향을 우선

시하는 유형이다.

셋째,의무론은 어떤 행동의 결과가 조직 구성원이나 조직에게 경제

5) 이익형은 의 이익을 한 상호 력을 시하는 윤리풍토로서 조직 구성

원이 업무상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웍 는 정신 시 등에 한

반 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류선권·조경동,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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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가져다 것인가 보다도 행동 그 자체가 도덕 으로 받아들

여질 수 있는가의 여부의 문제로 목 론인 이기주의와 공리주의는 행동

이나 행 의 결과에 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의무론은 결과보다는 모든

행 의 정당함과 동기를 강조한다(이종 ,2008).

의무론 윤리풍토는 개인 도덕형(personalmorality),규정과 차형

(company rulesand procedures),법률과 직업헌장형(lawsand pro-

fessionalcodes)풍토로 구분할 수 있다.개인 도덕형은 각 개인이 자

신의 도덕 신념에 입각한 윤리 의사결정을 우선 으로 강조하는 유

형이고,규정과 차형은 조직내의 의무규정과 차를 우선시하는 유형

이며,법률과 직업헌장형은 법규나 직업강령의 수 등 조직외부의 통제

기구를 요시하는 유형이다.

구 분
개 인

Individual

조 직

Local

사 회

Cosmopolitan

이기주의

Egoism

자기이익형

Self-Interest

회사이익형

CompanyProfit

효율추구형

Efficiency

공리주의

Benevolence

우정형

Friendship

이익형

Team Interest

사회 책임형

Social

Responsibility

의무론

Principle

개인 도덕형

PersonalMorality

규정과 차형

CompanyRules

andProcedures

법률과 직업 헌장형

Lawsand

ProfessionalCode

<표 2-5>윤리풍토의 유형

자료 :Victor& Cullen(1988),TheOrganizationalBasesofEthical

WorkClimates.AdministrativeScienceQuarterly,33(1).p.104.

조직 내에 윤리 풍토를 만드는 것은 윤리 행 의 실천을 한 하

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윤리 행 와 종업원의 윤리수 향상을

해서는 인간성의 원리에 입각한 기업윤리풍토 리(corporate ethical

climatemanagement,CECM)가 필요하게 된다(김정수,1995).



-30-

윤리풍토 리는 조직의 자율 인 윤리수 의 향상을 목 으로 하는 것

이며,그 수단으로 조직 내에 윤리 기풍이 흐르게 하는 풍토 내지 환

경을 조성하는 것이다.그 결과 윤리 인지발달에 의해 구성원의 윤리

수 이 높아지고 윤리 의사결정능력이 배양되어 수 높은 윤리 활

동이 수행됨으로써 조직과 계되는 이해 계자 집단들과의 사이에 신뢰

가 형성된다(김난 ,2005). 이와 같이 윤리풍토 리는 조직 내에서 의

사결정과 행 를 하는 경 자 종업원,즉 조직 구성원의 윤리의식 수

의 향상을 도모하는 측면과 이들 행 자에게 향을 미치는 조직 내

윤리풍토를 제도 ,조직 으로 개선하여 윤리기반의 구축을 도모하는

측면의 두 가지 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이 둘은 서로 보완 인

계를 가지고 있다(Nash,1990).



-31-

제 3 조직성과에 한 이론 고찰

1.조직성과의 개념과 측정변수

조직은 추구하는 목표를 실 하기 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유기 으

로 결합시켜 지속 인 상호작용을 펼쳐나간다.그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

의 간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게 된다.특히 조직의 가치는 여러 가

지 형태로 측정될 수 있고 가치를 나타내 수 있는 다양한 결과들이

고려되어야 한다(윤태익,2007)

기업윤리와 련하여 조직성과의 개념에 한 기존 선행이론을 살펴

보면,Price& Mueller(1968)는 조직성과를 목표 달성도라고 정의하고,

여기에서 목표란 조직이 재의 활동범 를 통해서 추구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여 목표달성 변수로서 생산성,사기,조직규범과 업무의

합성,동조성,외부환경의 지지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조직성

과는 조직의 목표와 조직구성원이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

는 개념이다(신유근,1985).

Rainey& Steinberg(1999)는 조직성과를 조직이 임무를 추진하는 행

정 ․운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성과라고 정의하면서

조직은 조직 그 이해 계자들이 인지한 로 그 임무를 달성하거나 성

공 인 방법으로 목표의 달성을 추구한다고 하 고,Katz& Kahn(1978)

은 조직의 순환과정에 따른 결과물로써 수익의 극 화 정도를 조직효과

성으로 정의하고 있다(윤태익,2007).

결국 조직성과란 조직단 내지 부서단 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획득을 한 환경의 개척능력,변화하는 환경에

한 응 생존능력,인 자원개발과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능력,기업의 생산성 는 수익성 등으로 다양하며,구성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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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조직목표를 결합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노윤,2000).

조직성과에 한 분석은 연구자들의 근 방법에 따라 각각 다른 결

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다양한 측정지표들이 용될 수 있는 개념이

다.조직성과에 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보편 으로 자산

회수율(ROA)이나 이익률,주식가격,성장률 등의 재무 성과와 이직률

는 이직의도,결근율,직무만족,조직몰입,조직시민행동 등의 비재무

성과 두 부류로 나 어지고 있다.

기업윤리 변수 성과 변수

 인식(Perception)6)

 조직구성원의 행태(Behavior)

 윤리시스템(Ethicsprogram)

-윤리헌장, 담부서 설치여부

 사회 성과

 윤리 문화와 풍토7)

(Ethicalcultureandclimate)

-경 자와 종업원간 윤리인식

괴리도

 상사의 윤리 리더십 등

(재무 성과)

 재무지표(CFS) 시장가치

 자산회수율(ROA)

 자기자본이익률(ROE)

 이익률,주식가격,성장률

 경 성과 는 직무성과

(비재무 성과)

 종업원 태도와 행동

 사회 평 (Reputation)

 직무만족,조직몰입,이직의도,조직시민

행동,조직신뢰,비윤리 행 등

<표 2-6>기업윤리 변수와 성과변수 모형

자료 :양세 (2007),문헌연구 심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6)윤리경 의 지각 는 조직의 윤리 가치를 성과제고의 조 변수로 (윤

덕외,2011;정회근외,2013)

7)최근 연구방향에 따라 윤리풍토(Ethicalclimate)를 매개변수로 사용하는 연

구 :이명신·장 철(2010),“윤리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계”,인 자원 리연

구 제17권 p.65∼86;강양훈(2011),“기업의 윤리 리더와 윤리경 시스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 남 학교 박사 학 논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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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조직성과는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는데 성장률,생산성,

수익률 등과 같은 경제 ,재무 지표를 사용하여 기업성과를 측정할

수도 있고,조직 구성원의 사기,직무만족,조직몰입 등과 같은 심리

행 지표로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최창명,2005). 다만,성과지표

로서 재무지표 등 재무 성과는 가측성에 장 이 있으나 외부환경,시

간지체효과(timelaggingeffect)등 성과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들이 존재하고 있고, 한 직무만족,조직몰입,조직시민행동 등 비재무

성과는 이해 계자들의 인식이나 태도 등 주 문제와 함께 윤리

성과의 체 모습을 악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양세 ,2007).

2.재무 성과연구

먼 ,기업의 윤리 의사결정과 기업의 재무 성과 간에는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erschoor(1998)는 윤리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경 진의 몰입과 이

해의 정도가 사회 책임과 재무 성과에 강한 상 계가 있음을 제시

하 다.Davidson,Worrell& Lee(1994)와 Gunthorpe(1997)은 기업의 윤

리수 과 재무 성과 간에 유의 인 상 계가 있음을 밝혔으며,Rao

& Hamilton(1996)은 기업의 비윤리 인 행동이 주식시장에서의 기 치

보다 낮은 기 수익률과 강한 상 계가 있음을 제시하 다.

국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박헌 ․이종건․김범성(2001)은 한국

상장제조기업 292개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의 윤리경 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고,박헌 (2002)은 기업윤리

풍토와 기업성과에 한 연구에서 기업이 사회 법규와 규범을 수하

고 윤리 인 경 을 할 때 조직 구성원들은 보람을 느끼게 되고 기업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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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한 몰입도가 강화되어 경 성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강

조하 다.

한편 많은 기업윤리 선행연구에서 조직성과의 하 분류로 직무성과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직무성과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나 과업

을 달성하기 한 노력의 결과라고 정의하고 있으며(Millar,1990),일반

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실 시키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는 조직 구

성원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는 조직 내에서 조

직 구성원의 직무성과는 조직 리에 있어서 유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직무성과의 개념 모호성8)으로 인하여 주로 생산

성,목표달성 과정,응집성,몰입도,애착도 등의 요소로 그 성과를 신

하기도 한다.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직무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알기 해 산업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생산성이란 의미로 동일하게 일반

으로 사용되지만,생산성은 물리 으로 산출이라는 보다 구체 으로

의 인 뜻을 담고 있지만,조직 구성원의 성취라는 보다 포 인 개

념을 담고 있다.따라서 조직이 측정하고 향력을 미치기 바라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서의 행동의 한 측면이 된다(배찬,2003).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효과성 내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조

직내 객 인 직무성과인 경 성과로 측정하고자 하 다.따라서 조직

성과란 조직 구성원들이 실 시키고자 하는 목표 달성도라고 정의하고,

측정변수로 사내 내부경 평가제도에 의한 경 성과를 조직성과를

변하는 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8)정회근 외(2013)은 직무성과의 변수측정으로 Farh등(1991)의 척도를 이용하

여 상사가 부하 직무성과를 3개 항목 6 척도로 측정하고,‘정해진 시간내에

업무를 완수한다’등의 설문 문항으로 연구한 와 같이 직무성과를 비재무

조직유효성 내지 조직성과 변수로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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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재무 성과연구

기업윤리는 기업의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 조직성과와

한 계를 나타내고 있으며,성과변수로 주로 종업원의 직무만족,조직

몰입,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 등을 활용한 선행연구가 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가.조직몰입,직무만족 이직의도

조직몰입이란 조직에 한 개인의 동일시(identification)와 몰입(com-

mitment)의 상 정도이다(Mowday,Porter,& Steers,1982).즉,한 개

인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 해 얼마나 일체감을 갖고 념하느냐 하는

정도를 가리킨다.태도라는 에서 조직몰입은 직무만족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으나 조직몰입은 직무나 직무의 련 측면에 한 반응을 의

미하는 직무만족9)과 달리 조직 체에 한 개인의 가정을 반 한다는

에서 포 인 개념이다. 한,직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무만족 수

은 곧 변할 수 있으나 조직몰입은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신유

근,1994,강양훈,2011).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조직몰입을 조직에 한 정서

인 애착(affectiveattachment) 이직에 수반될 것으로 인식되는 비용

(perceivedcostsassociatedwithleavingtheorganization)과 조직에 계

속 근무하는데 한 의무감(obligation)의 세 가지 측면10)에서 정의하고

있다(Meyer& Allen,1991,윤태익,2007).

9)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에 해 가치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인간

계,인정,성취감 등에 만족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류선권·조경동,2009)

10)첫째,정서 애착으로 악하는 견해(Porter& Steers,1982),둘째,이직에

따른 비용측면을 강조하는 견해(Becker,1960)와 셋째,조직에 한 의무감으로

보는 견해(Wiener,1982)로 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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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재무 성과변수인 이직의도(turnoverintent)는 종업원들이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재의 직장을 떠나려고 하는 의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Meyer,Allen,1984),실제 으로 그만두기 에 고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의의 개념으로는 사회 시스템의 구성원 자격의 경계를 넘나

드는 개인의 이동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Price,1977;조 락,2011).

즉,이직의도는 종업원이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직장을 떠나

려고 의도하는 정도로서,직장을 떠나려는 의도와 직업을 떠나려는 의도

모두를 포함한다고 한다(김명환,2008).

주요 외국 연구결과를 살펴보면,Victor& Cullen(1998)은 인쇄업체,

은행, 화통신업체,그리고 제조업체를 상으로 조직체에서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윤리풍토가 그들의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한 결과 배려형의 풍토와 수단형의 풍토는 구성원들에게

자사의 윤리경 에 하여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한편,독립형과 배려

형 그리고 법률형과 규범형 풍토에서는 그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Victor,Cullen& Parboteeah(2003)는 윤리풍토의 9가지 하 유

형 자기이익형,배려형,규칙추구형 등 3가지 하 유형과 조직몰입과

의 계에 해 연구하 는데,배려형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고,규칙

추구형은 문가들에게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 다.

국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김정수(1995)는 기업의 윤리풍토 유형에

따른 구성원의 조직몰입,직무만족 비윤리 행 의 차이에 한 연

구에서 윤리풍토의 유형을 구분하기 해 Victor& Cullen(1998)이 개발

한 이론을 도입하여 실증 분석하 다.그 결과,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5

개의 윤리풍토 유형을 도출해냈고 이를 종속변수와 비교․분석하는데 이

용했다.조직몰입의 경우는 사회 책임형의 풍토에서 가장 높았고,직무

만족은 배려형의 풍토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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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종․이종건(2000)은 직장인 175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법

규․규범형과 개인 도덕형 윤리풍토가 조직몰입도에 정(+)의 상 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규정 차형,자기 이익형,회사 이익형

윤리풍토는 조직몰입과는 부(-)의 상 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즉,기업의 윤리풍토 조성이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한 기

업경쟁력의 한 요소라는 것이다.

송 (2004)은 윤리경 의 인식 실천정도와 조직유효성의 계에

있어서 신뢰의 조 효과에서 Victor& Cullen(1998)의 윤리풍토 유형을

윤리경 인식도로 용어를 환하여 사용했다.연구 상으로 공기업 3개

사와 사기업체 10여사를 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윤리경 인식도에

서는 이직의도,윤리경 실천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 한 상사에 한 신뢰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 졌다.

최창명(2005)은 윤리경 의 운 과 리더에 한 신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이라는 연구에서 CEO의 윤리경 에 한 실천의지가 조직

몰입에 가장 요한 요소임을 입증하 다.

윤리 리더십과 련하여 신철우(2006)는 리더의 윤리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향상됨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 으며,김학수․정범구

(2008)는 윤리 리더십이 상사신뢰를 매개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정

(+)의 향을 미침을 규명하 다. 한 고성과 기업과 성과 기업에

한 윤리 리더십이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에 미치는 향 차이를 검

증한 조경훈․박기찬(2008)의 연구에서는 윤리 리더십이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에 모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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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조직시민행동과 조직신뢰 등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CitizenshipBehavior)이란 자유재량의 행

동으로서 공식 인 보상체제에 의해 인식되지 않으나,정해진 규정 이상

의 수행을 함으로써 조직이 효과 으로 기능하는데 기여하는 행동을 의

미한다고 정의된다(Organ,1988).

Bateman& Organ(1983)이 조직시민행동에 한 개념을 처음 제기했

던 연구 이후 최근까지 조직시민행동의 개념에 하여 연구자들 마다 다

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조직시민행동이란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행동,다른 사람을 험으로

부터 구하는 행동,그리고 동심을 도출하고,인간 계를 강화하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조직시민행동의 표 연구자인 Organ(1988)이 제안한 5가지 구성

요소들 즉,이타성,양심성, 의성,시민의식,스포츠맨십을 심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이타성(altruism)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다른 구성원들

을 아무 가 없이 자발 으로 도와주는 것으로,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동료의 일을 함께 처리해 다든가,새로 입사한 사원이 조직에 빨리

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과 같은 행동을 말한다.

둘째,양심성(conscientiousness)은 조직에서 요구하는 최소 수 이

상의 역할을 조직 구성원이 수행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즉,구성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조직의 명시 ,암묵 규칙을 충실히 행하는 것

으로,행동 상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에서 이타성과 구분된다.

셋째, 의성(courtesy)은 어떤 의사결정으로 향을 받게 되는 당사

자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즉,자신의 업무나 개인

사정과 련하여 다른 구성원들에게 갑작스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 에 미리 언 하거나 조치를 취해 필요한 양해를 구하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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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율하는 행동을 말한다.

넷째,시민의식(civicvirtue)은 조직 내 다양한 공식 ,비공식 활동

에 심을 갖고 극 참여하는 행동을 말한다. 를 들면 조직의 이미지

에 도움이 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조직의 발 에 뒤처지지 않도록 스

스로 노력하는 것과 혹은 조직에서 달되는 사항이나 문서를 숙지하는

행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맨십(sportsmanship)이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사

소한 문제나 고충을 인내하는 행동을 말한다.이는 조직이나 다른 구성

원과 련하여 불만이나 불평이 생겼을 경우 이를 뒤에서 험담하고 소문

을 내기 보다 정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행동을 말한다.

기타 비재무 성과변수로는 ‘조직이 종업원들의 기여에 부여하는 가

치,그리고 그들의 복지에 한 심의 정도와 련하여 종업원들이 형

성하는 일반 인 지각’으로 정의되는 조직에 한 신뢰(Eisenberger,

1986)와 조직구성원의 비윤리 행 등이 있다.

국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나상억·장동운11)(2009)은 조직 구성원이

지각하는 조직의 윤리풍토 유형과 조직 효과성 사이의 계 연구에서 조

직 구성원이 지각하는 공리주의 윤리풍토와 원칙주의 윤리풍토 유형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 으로 분석

하 다.이는 소속 회사의 윤리풍토를 공리주의와 원칙주의로 인식할수

록 조직시민행동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외 많은 연구에서 윤리 리더와 윤리풍토가 조직성과로서의 조직

시민행동에 유의미한 향 계임을 입증하고 있다(조 락,2011;강양

훈,2011등).

11)나상억·장동운(2009),“조직의 윤리풍토가 조직시민행동과 조직몰입에 미치

는 향에 한 연구”,조직경 개발연구 제2권 제1호 pp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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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선행연구 검토

1.윤리수 ,윤리풍토와 조직성과와의 계

윤리수 과 윤리풍토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국내외 연구

는 근래에 활발히 진행되어 체로 각각의 변수들 간의 정 인 계가

입증되고 있다.

주요 국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이종건(2010)은 국내 융기 종사

자 등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최고경 자의 윤리실천이 윤리풍토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분석결과,강한 윤리풍토의 창출

은 조직에 있어서 비윤리 행 를 방하는데 필수 이며,최고경 자

의 윤리경 실천의지와 솔선수범은 윤리 인 기업풍토 정착과 조직 구

성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즉,최고경 자가 윤리경 을 실천할수록 법규 차형,배려형,독

립형 풍토를 강하게 하며,수단형 풍토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

최고경 자가 윤리경 을 실천할수록 종업원의 직무만족 수 이 높아지

며,이는 최고경 자의 윤리경 실천의지와 솔선수범이 종업원의 직무

만족을 결정하는 요한 변수라는 것을 제시하 다.다만,최고경 자의

윤리실천은 종업원의 이직의도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

인하 다.

결국,최고경 자의 가치 과 윤리의식은 기업윤리에 요한 요소이

며,최고경 자는 의사결정이나 리더십을 통해 기업의 윤리경 실천의

과정에 향을 주게 된다.따라서 연구결과의 시사 으로 최고경 자

의 윤리실천이 종속변수인 정 윤리풍토 진과 종업원의 직무만족

향상에 향을 미치는 요한 측인자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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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락(2011)은 일반기업 공기업을 포함한 16개 회사를 상으로

조직과 개인의 윤리수 간의 합도 인식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 다.독립변수로서 조직의 윤리수 은 조직 내부 인 윤리

환경(가치,규정,행동)과 련하여 조직 구성원 개인이 지각하는 조직의

풍토라고 정의하 고,성과변수로서 조직 유효성을 조직시민행동,직무몰

입,이직의도로 설정하 다.

그에 따르면 조직의 윤리수 과 개인의 윤리수 은 조직유효성 변수인

조직시민행동과 직무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만 설명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조직의 윤리수 이 높고 동시에 개인의 윤리 수 이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직무몰입에 향을 미치므로,조직 구성원이 조

직의 윤리 수 을 인지할 때 조직에 한 믿음과 신뢰가 구성원의 행

동에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직에서 윤리를 강조하는 슬

로건이나 의식개 도 요하지만 조직 윤리수 을 높이기 한 윤리가

치,규정,행동규칙 등에 한 제도화의 노력과 개인의 윤리수 을 높이

기 한 지속 인 교육에 윤리 리 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한,개인과 조직간 윤리 합성과 련하여 조직시민행동,직무몰

입에 미치는 향력은 조직의 윤리수 과 개인의 윤리수 이 개별 으로

미치는 향보다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 다. 즉,조직이 요구하는 윤리

수 을 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윤리 합성을

높이기 해서는 윤리수 의 명확화와 구성원들의 교육을 통해 개인과

조직간 윤리수 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윤 덕·성종수(2011)는 조직 구성원의 윤리의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는데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이들은 윤리경 의 실천의 주체로서 주주로부터 기업경

을 탁받은 CEO보다 조직 구성원의 역할을 강조한다.기업의 윤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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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해 내부직원이 인지하는 정도 즉,인식의 지각을 윤리경 의

지각으로 정의하면서,인간의 윤리성에 한 생각의 정도를 윤리의식 수

으로 보았다. 한 윤리경 활동이 조직의 성과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서 조직에 한 충성도와 심을 나타내는 것을 ‘조직몰입’,타사로 이직

하고자 하는 것을 ‘이직의도’,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만족하는 정도를 ‘직

무만족’,자신이 속한 조직에 한 믿음 내지 신뢰의 정도를 ‘조직신뢰’로

정의하 다. 분석결과,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은 기업이 윤리경 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의 지각 는 인지에 더해져서 경 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윤리경 의 성과

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이는 성공 인 윤리경 을 해서는 기본

으로 경 자의 윤리경 실천과 략도 요하지만 기업 구성의 다수

를 이루는 직원의 윤리의식 수 에 따라 윤리경 의 성과가 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것은 성공 인 윤리경 을 해서는 기업 구성원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를 한 기업의 노력과 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경 평가용 보여주기식 윤리경 의 한계

를 지 하면서,최고경 자와 조직 구성원이 함께하는 윤리경 실천의

공감 형성을 강조한다.

조직의 윤리경 풍토와 련되어 조직 유효성 조직성과에 한 외

국의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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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 요 내 용

Vitell& Davis

(1990)

 최고경 자가 윤리 인 환경에서 윤리 행동을 강조

할 때 종업원은 직무에 더욱 만족한다.

Wimbush

(1991)

 윤리풍토와 비윤리 행동들 간에 깊은 련성이 있음

을 제시함.

Sims& Kroeck

(1994)

 조직의 윤리 분 기 인식에 따라 종업원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다.

Stainer& Stainer

(1995)

 기업 내 윤리풍토가 조성되면 종업원의 생산성과 제품

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경 의 효율성이 증 된다.

Barrelsetal.

(1998)

 조직의 윤리 환경 안에서 종업원 행동은 윤리 이며,

윤리 환경과 조직성과 간의 상 계가 특히 높다.

Schwepker

(1999)

 조직의 윤리 가치와 종업원이 마찰을 가질 때 이직

의도가 높아지며,종업원의 직무태도에도 향을 미친다.

Babinetal.

(2000)

 조직에 한 윤리 신뢰도가 증가하면 종업원의 직무

만족도가 증가 한다.

Schwepker&

Charles(2001)

 조직 윤리환경은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에 정(+)의 향

을,조직몰입은 다시 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친다.

Koh& Boo

(2001)

 윤리 환경에 호의 일수록 윤리 행동과 업무성과

사이에 더욱 강한 련이 있다.

Eisenbergeretal.

(2002)

 조직이 윤리 인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종업원이

인지할 때 이직률의 감소와 련이 있다.

Valentienetal.

(2005)

 윤리 환경과 조직 지원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종업원의 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다.

Manningetal

(2005)

 조직 풍토는 조직원의 이직의사와 고객만족의 지각에

련이 있다.

Martin& Cullen

(2006)

 윤리코드나 규칙,헌장을 포함한 조직의 윤리 환경이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Pettijohn&

Tayor(2007)

 기업윤리에 한 종업원 인식과 행동이 종업원의 직무

만족과 이직의도에 지 한 향을 미친다.

<표 2-7>윤리풍토와 조직성과에 한 선행연구

자료 :조 락(2011)문헌연구 자료를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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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윤리풍토의 매개효과

윤리풍토란 조직 내 윤리 으로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윤리

이슈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한 조직 구성원의 공유된 인지라고 정의되

며,조직 구성원들이 윤리 인 행동이 조직에 매우 요하다 것을 인식

할 때 형 인 조직운 과 윤리 인 차에 한 일반 인 인식을 구체

화한다는 에서 조직 내의 다른 환경과 구분된다(VictorandCullen,

1988).

문헌연구를 통해 윤리풍토의 매개효과 련 연구결과를 조사해 보면

유경아·김 국(2010)의 외식근로자를 상으로 차 공정성이 조직시

민행동에 미치는 향 분석에서 윤리풍토의 조 효과 연구 등이 있으나,

조직윤리로서의 윤리풍토가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과 조직성과와 계

에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선행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 이다.이는

윤리 에서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윤리 리더 포함)과 윤리

풍토간의 계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수 이며,윤리 풍토가 윤리

수 의 결정요인임을 입증한 실증연구도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기도 하

다.

최근 윤리풍토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와 련하여 이명신·장 철

(2010)은 윤리경 의 경우 윤리 문화의 능력보다 윤리 리더의 향

력이 더 클 것으로 측하고,윤리 리더십은 공리주의 윤리풍토와

원칙주의 윤리풍토에 정(+)의 향을 미치며,윤리 리더십과 조직성

과로서의 조직몰입 계에서 윤리 풍토의 매개효과를 악하여 양자

간의 계를 체계 으로 확인하 다. 이를 해 국내 9개 기업에 종

사하는 755명의 구성원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인과 계를 분석

하 다.윤리 리더십은 직원들이 자신의 직속상사를 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간 리자들의 윤리 리더십 수 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직윤리로서의 윤리풍토의 결정요인으로 리더의 윤리 행 을

확인하 으며,리더가 조직의 윤리 풍토를 형성하고 강화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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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s,2000)과 리더의 도덕 발달 등 윤리 특성은 조직의 윤리 풍

토에 유의한 향을 끼친다는 주장(Dicksonetal.,2001)을 입증하 다.

결국 조직 내지 부서단 의 웍 등 윤리풍토 조성의 선행요인으로 윤리

리더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양훈(2011)은 윤리풍토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기업의 윤리 리더

와 조직성과와 계를 연구하 다.윤리풍토의 선행요인으로 윤리 리

더와 윤리경 시스템을 선정하 고,윤리풍토의 결과변인으로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직무만족,그리고 비윤리 행동 등의 구성원의 태도

행 를 심으로 한 성과변수를 선정하 다. 분석결과 윤리 리더는

조직 구성원의 조직 내에서의 태도 행 와 윤리풍토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조직몰입 등 성과변수에 해서 조

직배려 윤리풍토 사회 책임 윤리풍토가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임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 다.즉,윤리 인 리더는 조직성

과에 향을 미치는 직 효과도 있으며,매개변수인 윤리 풍토를 통해

서도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 간 효과도 존재함을 증명하 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리경 과 윤리인식 등에 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이 윤리경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나(윤 덕·성종수,2011),리더를 포함

한 조직 구성원의 높은 윤리수 12)은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 를 형성해

주는 윤리풍토의 주요한 선행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조직윤리로서의

윤리풍토는 조직 유효성,즉 조직성과의 선행요인이면서 동시에 리더를

포함한 조직구성원의 윤리수 과 조직성과의 계에서 요한 매개변수

역할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개인의 윤리수 은 조직의 윤리풍토와

조직성과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본연구에서는 개인의 청렴성,내지 책임성을 바탕으로 윤리 문제에 한

의사결정을 한 안으로 고려되는 여러 행동들의 윤리 인 단 는 평가의

정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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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가설 연구방법

제 1 연구모형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윤리 인 리더와 조직 구성원의 높은 윤리

수 이 조직 윤리풍토에 정 인 향을 미치고, 한 윤리풍토가 조직

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치면서 한편으로 윤리수 이 조직성과의 향

에 있어서 윤리풍토가 매개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을 가정한다.윤리풍토

의 여러 차원 가운데 특히 조직이익을 우선시하는 조직배려 차원의 부서

웍을 선택하여 이들 차원이 조직 구성원에 의해 강하게 인식될 때 구

성원의 조직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한 성과는 조직 구성원의 윤리의식 외에 구성원의 근속연수,

인원,학력,성별,남녀비율 등이 요하게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윤리수 외에 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생변수들을 통제하여 연구의 객 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성과를 윤리수 의 함수로 보고 을 분석단 로

한 인원수, 졸자 비율,근속연수 등을 외생변수로 통제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 다. 독립변수인 구성원의 윤리수 은 윤리풍토와 성과에 유

의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며, 을 분석단 로 한 인원수, 졸자

비율,근속연수 등 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계를 불분명하

게 왜곡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윤리수 을 개인의 청렴성,내지 책임성을 바탕으

로 윤리 문제에 한 의사결정을 한 안으로 고려되는 여러 행동들

의 윤리 인 단 는 평가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리더인 장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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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수 과 조직 구성원의 개인별 윤리수 을 독립변수로 하고,조직의 윤

리풍토인 부서단 웍을 매개변수로, 내부평가 성 을 종속변수로

하여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이 윤리풍토와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모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윤리수 ,윤리풍토와 성과의 연구모형

• 조직 성원

  리수준
• 리풍토

  팀웍

• 조직성과

  팀 성과

• 통제변수

 근무연수,연령 

 대졸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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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기업의 생존 략으로서의 윤리경 실천에 있어서 구성

원과 리더의 높은 윤리수 이 웍 등 강한 조직 윤리풍토를 조성함으로

써 구성원들이 조직이 기 하는 정 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조

직성과에 기여한다는 명제에 근거하고 있다.즉,조직 구성원의 윤리의

식과 윤리풍토 수 이 높은 집단이 그 지 못한 집단보다 높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이를 해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과

조직의 윤리풍토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의 변화와 아울러 조직 구성

원의 윤리수 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윤리풍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1.가설의 설정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리더를 포함한 조직 구성원의 높은 윤

리수 은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 를 형성해 주는 윤리풍토의 주요한 선

행요인으로 볼 수 있었으며,조직윤리로서의 윤리풍토는 조직 유효성,즉

조직성과의 선행요인이면서 동시에 리더를 포함한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과 조직성과의 계에서 요한 매개변수 역할을 확인하 다(이종건,

2010;조 락,2011;윤 덕·성종수,2011;이명신·장 철,2010;강양훈,

2011).

이와 같은 이론 배경과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조직 구성원의 윤리

수 ,윤리풍토와 조직성과에 한 실증연구 결과를 토 로 분석모형에

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Ⅰ은 장을 포함한 의 윤리수 이 높을수록 부서 웍인 윤리

풍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 다.가설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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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풍토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지 혹은 그 반 의 경우에 윤리풍토

에 향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한 추가 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즉, 을 구성하는 직 를 장,차장,직원으로 구분하여 장

의 윤리수 ,차장의 윤리수 ,직원의 윤리수 이 각각 윤리풍토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도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가설Ⅰ의 분석을 해

윤리풍토를 종속변수로,윤리수 을 독립변수로 하고,기타 의 인원수,

연령,남자비율, 졸비율과 원의 근무연수 등을 외생변수로 통제하는

회귀식을 구성하고,귀무가설과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이와 련하여 Dicksonetal(2001)윤리 풍토의 요한 결정요인

으로 리더의 윤리 행 를 제안하 고,Sims(2000)은 윤리 리더가 조

직의 윤리 풍토를 형성하고 강화한다고 주장한다.이를 근거로 독립변수

들 간의 상 향력을 평가하는 계 회귀분석을 통해 장의 윤리

수 이 윤리풍토인 부서 웍에 가장 큰 향력을 보이는 변수 여부를

확인할 정이다.

가설Ⅰ)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이 윤리풍토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

Ⅰ-1 의 윤리수 은 윤리풍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Ⅰ-2 장의 윤리수 은 윤리풍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Ⅰ-3차장의 윤리수 은 윤리풍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Ⅰ-4직원의 윤리수 은 윤리풍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Ⅱ-1∼4는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이 높을수록 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 다.즉,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정도에 따라

조직성과에 향이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윤 덕·성종수,2011).

가설Ⅱ-5는 윤리풍토가 높을수록 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 다. 술한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Victor& Cullen(1998)은 조직

내 윤리풍토의 각 유형에 한 구성원의 지각과 조직의 윤리에 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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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와의 계성을 분석한 결과,윤리풍토 유형 공리주의 이익형

은 직무만족과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밝 냈고,Schwepker(2001)

는 윤리풍토와 직무만족 간 연구에서 조직의 규칙을 강조하는 윤리풍토

가 높다고 인지할수록 반 으로 더 높은 직무만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사례와 같이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과 의 이익을

한 상호 력을 요시하는 공리주의 이익형인 웍 등의 윤리풍토는

직무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직 별 계 회귀분석은 가설Ⅰ가 동일하게 검증될 것이다.

가설Ⅱ)윤리수 과 윤리풍토가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

Ⅱ-1 의 윤리수 은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Ⅱ-2 장의 윤리수 은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Ⅱ-3차장의 윤리수 은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Ⅱ-4직원의 윤리수 은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Ⅱ-5윤리풍토는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Ⅲ은 조직윤리로서의 웍 등 윤리풍토는 조직성과의 선행요인이

면서 동시에 리더를 포함한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과 조직성과의 계

에서 요한 매개변수 역할의 가정에서 출발하 다.

윤리풍토가 조직몰입이나 조직시민행동,성과 등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요한 요인 하나임을 선행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국내 연구에서는 윤리 리더십과 조직몰입간의 계연구에서 윤리 풍

토의 매개효과 연구(이명신·장 철,2010)와 기업의 윤리 리더의 조직

성과에 미치는 향 분석에 있어서 윤리풍토의 매개효과 연구(서인덕,

2011)결과 모두 공리주의 윤리풍토는 조직성과에 정(+)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단하여 볼 때 윤리풍토의 매개역할이 클 것으로 추정한

다.이러한 내용은 윤리 리더십,윤리풍토 그리고 조직성과 간의 다양

한 향 계가 존재함을 암시해 다.따라서 윤리풍토가 독립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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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수 과 종속변수인 각 조직성과 변수들과의 계에서 매개역할을 하

는 치에 있다고 추론하 다. 만약 이러한 가설이 타당하다고 실증

으로 검증된다면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은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

직 효과도 있으며,매개변수인 윤리 풍토를 통해서도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 간 효과도 있음을 증명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을 통해 윤리풍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Ⅲ)윤리수 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은 윤리풍토에 의해 매개

될 것이라는 가설

Ⅲ-1 윤리수 이 성과에 미치는 향은 윤리풍토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Ⅲ-2 장의 윤리수 이 성과에 미치는 향은 윤리풍토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Ⅲ-3차장의 윤리수 이 성과에 미치는 향은 윤리풍토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Ⅲ-4직원의 윤리수 이 성과에 미치는 향은 윤리풍토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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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과 변수 설정

아래의 회귀분석 방정식은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에 따른 계 회

귀분석을 시행하기 한 모형방정식이다.즉,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종속변수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독

립변수와 두 번째로 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 등 종속변수에 한 독립

변수의 상 력 향력의 크기를 순차 으로 악해 보고자 한다.즉,독

립변수인 윤리수 과 하 요인들인 장ㆍ차장ㆍ직원의 윤리수 을

순차 으로 회귀식에 투입시켰을 때 종속변수인 성과에 어떠한 변화

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3-1> 계 회귀분석 방정식

Y=α +βX +βX +βX +βX+ βX

βZ +βZ +βZ +βZ+βZ+βZ +ｅ

*종속변수:Y= 성과

*독립변수 매개변수 :X= 윤리수 ,X= 장 윤리수 ,

X=차장 윤리수 ,X=직원 윤리수 ,

X=윤리풍토

*통제변수:Z= 원수,Z= 연령,Z= 남자비율,

Z=연도더미(2011,2012,2013),

Z= 근무년수,Z= 졸비율

가.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는데 이때의 성과는

조사 상 표본이 되는 조직의 성과물로서 매년 한국서부발 의 내부

조직에 한 평가로 활용되는 객 이고 공정하게 운 되고 있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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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조직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한다.매년 에 조직에 한 KPI

(KeyPerformanceIndicator,핵심성과지표)를 조직이 참가하는 내부

평가 공청회를 통하여 확정짓고 당해 연도 목표를 설정한 후 1년 동안

사 인 목표 리를 시행하고 있다.익년도 에 KPI에 한 목표달성

도 등이 확정되면 결과를 직원에게 공개하여 평가결과 피드백을 시행

하고 있다. 한국서부발 은 평가 결과를 인센티 지 률 확정 기

본연 결정,포상 지 등 성과보상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조직에 한 성과평가 수는 내부평가의 상 조직 성과와 고유성과

를 합산하여 100 만 으로 산정된다. 성과의 경우 자체성과

70%,직상 조직 20%,차상 조직 10%를 반 하는데 이는 조직별 특

성을 성과에 반 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즉 차상 조직은 본부단

조직(1차 사업소)을 말하며,이 경우 발 본부의 리더십 책임경

성과를,직상 조직인 발 소(2차 사업소)는 발 소 안 운 에

련된 성과를, 단 조직은 장의 리더십 신 성과를 반 한다.

성과지표는 재무 신,조직장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재무는 경비

감, 신은 자율 신과제,조직장 평가는 경 목표달성 노력을 평가

한다.조직장 평가에서는 통상 인 계량지표로 평가할 수 없는 장의

리더십과 경 목표 달성 수 ,윤리경 수 ,고장정지의 직 인 발생

원인 제공 등의 의 비계량 인 성과에 한 평가를 반 하여 평가한

다.

나.독립변수

독립변수로 설정한 구성원의 윤리수 과 윤리풍토는 측정 상 조직

인 한국서부발 의 평정규정에 의거, 별 간 확정평가에 의한 윤

리수 윤리풍토 항목 평정 결과 수를 활용한다.직원의 보직,이동,

승진,상벌,임 ,교육훈련 등 제 인사 리의 기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근무평정제도는 업 평정과 역량평정으로 별된다.업 평정은 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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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하여 평정기간 동안 달성한 업무실 을 기 으로,역량평정은 공

통역량,리더십역량 직무역량 평정요소별 기 으로 직제상 1차 상

자가 간평정을,직제상 2차 상 자가 확인평정을 시행한다. 평정시기

는 매년 10월말을 기 으로 잠정평정을 시행하고,12월말을 기 으로 확

정평정을 시행한다.피평정자는 조직 KPI 는 개인 고유업무와 연계된

개인 업 목표를 간평정자와 합의하여 설정한다. 역량평정 직무역

량 평정요소는 직 에 따라 상이하나 크게는 행동역량과 문역량으로

구분된다.

독립변수인 윤리수 은 공정한 업무처리 평정요소인 행동역량13)

평정 수를 활용하 다.이는 청렴성 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을 말하며,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

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를 말한다.매개변수인 윤리풍토 데이터는

역량평정 공통역량의 평정요소인 웍항목14)평정 수를 활용하 다.

다.통제변수

연구에 사용된 통제변수는 크게 원수,연령 등 인구통계 인 변수

와 근무연수, 내 졸이상 직원비율 등 직무숙련변수로 구분할 수 있

다.첫 번째 통제변수인 규모는 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수는

조직성과에 직ㆍ간 으로 향을 미칠 개연성이 큰 표 인 외생변수

라 할 수 있다. 원수를 통제할 경우 조직성과를 왜곡할 수 있는 외생

변수를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평균연령

13)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한 의를 통해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행함 등의 항목

14) 공동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상호 한 정보제공 업무 조 등을 통

해 구성원 스스로 의사결정과정이나 자신의 업무에 극 으로 임하는 것과 회

사의 모든 업무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여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조직의 목표

에 맞추어 행동하며 동료의 어려움에 해 극 으로 지원하는 것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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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 남자직원비율 한 비교하고자 하는 간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통제변수로 설정하 다. 한 연구에 포함되는 연도가 3년치 자료이므로

더미변수로 처리하 다.인 자본이 집단성과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 에서 산업특수 (industry-specific)인 자본으로는 산업수 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교육정도를,기업특수 (firm-specific)인 자본에는 해

당기업의 독특한 행이나 차에 한 지식과 숙련을 말하며,해당기업

에서의 근무연수가 이에 해당한다.따라서 구성원의 졸자비율은

원 졸이상 학력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성원의 졸자비율은

산업특수 인 자본 측면의 교육수 에 포함되어 조직성과에 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통제변수로 설정하 으며,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윤리

풍토는 조직 구성원의 웍을 측정하는 평정요소로 개인 수를 산술평균

한 수를 윤리풍토 변수로 설정하 다.이를 통해 윤리수 이 조직성

과에 미치는 향은 윤리풍토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할

정이다.

본 연구 모형의 분석에서 사용하는 독립변수,통제변수 종속변수

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3-1>와 같다.

<표 3-1>연구설계에 포함된 변수 요약

구 분 변수 설명 측정 내용 변수특성

독립변수

X= 윤리수 평균 윤리수 연속변수

X= 장 윤리수 장 윤리수 “

X=차장 윤리수 평균 차장 윤리수 “

X=직원 윤리수 평균 직원 윤리수 “

매개변수 X=윤리풍토 평균 웍수 “

종속변수 Y= 성과 평균 내부평가 수 “

통

제

변

수

인구

통계

Z= 원수 평균 인원수 “

Z= 연령 핌평균 연령(매년말 기 ) “

Z=남자비율 (남자 원/ 원수)*100 “

직무

숙련

Z=연도더미 2개 더미변수 생성 명목변수

Z=근무연수 평균 근연수 연속변수

Z= 졸비율 졸이상 원/ 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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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사 설계

1.자료의 수집

가.종속변수

변수의 조작 정의로 본 연구에서는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는데 이는 평가군별 소속 간 5등 배분에 의한 평가등 (S10%,

A20%,B40%,C20%,D10%)으로 100 만 기 으로 하 다.이때

의 성과는 조사 상 장과 원의 3년간(2011∼2013년)소속 을

기 으로 성과평가 산시스템 자료를 수집하며,처 사업소 단 ,

단 개인단 평가결과의 합계인 개인별 내부평가 등 별 성과 은

인사노무 산시스템 자료를 활용할 정이다.

나.독립변수,매개변수 통제변수

독립변수인 개인별( 장 포함)윤리수 과 매개변수인 윤리풍토는 3

년간(2011～2013년) 장 이하 1,447명 직원의 근무평정 자료인 인사

산시스템을 활용할 정이며,인구사회경제학 변수로 성별,직 별,

근속연수 등 항목으로 설정 시행하 다.

실증분석에 앞서 먼 표본의 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성별 표본

구성은 남자 1,334명(92.2%),여자 113명(7.8)으로,남자가 여자보다 84%

정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력을 생산하는 발 회사 업무특성

에 기인하나,향후 사무분야,환경화학분야의 신입 여성인력의 증가추세

로 인해 남자와 여자의 성비 불균형은 진 으로 해소될 것으로 본다.

근무형태의 경우 발 소 교 근무자가 427명(29.5%),통상근무자가

1,020명(70.5%)로 나타났으며,학력은 졸이 903명(62.4%)로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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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차지했고,고졸 이하 250명(17.31%), 문 졸 163명(11.3%),

학원졸 131명(9.1%)순으로 조사되었다.표본의 62.4%가 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원 이상의 학력도 9.1%로 나타나 조사 상이 반

으로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은 40 가

646명(4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30 470명(32.5%),50 이상

318명(22%),20 13명(0.9%)순으로 조사되었다.

근무연수의 경우 20～25년 근무자가 375명(25.9%)로 가장 많았으며,

5～10년이 362명(25%),15～20년이 328명(22.7%),30년 과근무자가

162명(11.2%),25～30년이 90명(6.2%),5년 이하자가 73명(5%),10～15년

이 57명(3.9%)순으로 나타나, 20년 이상 장기 재직근무자가 체의 약

43%를 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본의 직 은 부장 이상 간부직원이 80명(5.5%),차장 직원 325

명(22.5%),4직 직원 955명(66%),5직 이하 직원 87명(6.%)로 나타

났으며,직군별로는 발 직 1,021명(70.6%)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

으며,사무직 156명(10.8%),화학직 122명(8.4%),토건직 74명(5.1%),통

신직 22명(1.5%)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게 조사된 표본의 인구 통계 특성을 정리해 보면,성별은 남자

가,학력은 졸,연령은 40 ,근무연수는 20년 이상,직 은 4직 직

원,직군은 발 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한 응답자 1,447명의 인구통계학 표본특

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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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자 1334 92.2

여 자 113 7.8

근무형태
통 상 1020 70.5

교 427 29.5

학 력

학원졸 131 9.1

졸 903 62.4

문 졸 163 11.3

고졸 이하 250 17.3

연 령

20 이상 13 .9

30 이상 470 32.5

40 이상 646 44.6

50 이상 318 22.0

근무연수

5년 이하 73 5.0

5～10년 362 25.0

10～15년 57 3.9

15～20년 328 22.7

20～25년 375 25.9

25～30년 90 6.2

30년 과 162 11.2

직

1(을) 7 .5

2직 73 5.0

3직 차장 325 22.5

4직 직원 955 66.0

5직 이하 87 6.0

직 군

사 무 156 10.8

발 1021 70.6

화 학 122 8.4

토 건 74 5.1

통 신 22 1.5

기 타 52 3.6

<표 3-2>표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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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한 자료는 한국서부발 (주)의 본사 사

업소 120개의 소속 직원의 인사 성과자료( 산시스템)를 활용할

정이며,상기 연구모형의 검증을 하여 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

통제변수에 한 인구통계학 분석을 포함한 기 통계분석을 실시한

후,변수들 간 상 계분석을 실시할 정이다.

둘째,각각의 변수에 한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

(frequencyanalysis)과 기술 통계분석(descriptiveanalysis)을 실시한 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이 에 원의 윤리수 과 성과와의 계

분석을 해 주요 개념 변수들 간의 상 분석을 실시할 정이다.마지

막으로 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그리고 통제변수 간의 향 계

분석을 통한 가설 1,2,3을 검정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할 정

이다.다 회귀분석은 먼 직 별 윤리수 의 향요인만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분석한 후,통제변수인 원수, 연령,남자비율,근속연수,

졸비율을 함께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정이다.이와 같은 본 연구

에 사용되는 수집 자료의 분석 가설검증은 SPSSver.21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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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성과 320 60 100 82.71 13.274

구 분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윤리수 320 67 95 77.70 4.115

장 윤리수 320 55 95 78.38 12.281

차장 윤리수 320 55 95 77.71 6.390

직원 윤리수 320 65 95 78.75 5.490

윤리풍토 320 55 100 83.82 9.591

제 4장 통계 분석

제 1 기 통계분석

1.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종속변수로 설정된 성과의 기술통계량은 아래와 같다.

<표 4-1>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2.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윤리수 , 장 윤리수 ,차장 윤

리수 ,직원 윤리수 과 매개변수인 윤리풍토에 한 기술통계량은 다

음과 같다.

<표 4-2>독립변수 매개변수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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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원수 320 2 109 31.45 29.028

연령 320 37 51 43.29 2.489

남자비율 320 0.33 1 .9213 .113

근무연수 320 11 27 18.00 2.988

졸비율 320 0.00 1 .6892 .213

독립변수들의 표본수는 평정자료가 취득된 을 기 으로 총 320개

이고,기술통계량은 윤리수 은 최소값 67,최 값 95, 장 윤리수

은 최소값 55,최 값 95,차장 윤리수 은 최소값 55,최 값 95,직원

윤리수 은 최소값 65,최 값 95로,이는 평정등 에 따라 S등 은 95

,A등 은 90 ,B등 은 80 ,C등 은 70 ,D등 은 60 ,E등 은

50 수 으로 환산되기 때문이다. 윤리수 (77.70)과 비교하여 장

윤리수 (78.38),차장 윤리수 (77.71)과 직원 윤리수 (78.75)로 유사한

수를 보여주고 있으나,실제 직 별 윤리수 이 평가 결과에 향

을 미치는 정도와 순 를 확인하는 것도 본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연구

상이라고 볼 수 있다.가설Ⅱ에서는 계 회귀분석을 통해 윤리수

이 평가 결과에 미치는 향 뿐 아니라 가설Ⅰ,Ⅱ에서 하부요인인

장,차장 직원의 윤리수 이 윤리풍토에 미치는 향과 종속변수인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3.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통제변수로 설정된 원수, 연령,남자비율,근무연수, 졸비율에

한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4-3>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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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 등 거의 모든 통제변수의 최소값과 최 값의 차이는 근무연수

와 같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윤리수 이 평가 결과

에 미치는 향을 객 으로 분석하기 해서 반드시 통제해야 할 변

수인 것으로 단된다.

원수의 경우 최 값이 109인 이유는 4개 사업장의 발 소 장 운

요원인 교 근무 직원으로 구성된 때문이며,남자비율의 높은 것도

그에 기인한다.

제 2 상 계 분석

윤리수 과 성과의 인과 계 분석을 한 가설 검증에 앞서 검정

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련성의 정도와 방향을 악하기 하여 선정

된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상으로 상 계분석을 시행하

다.상 계분석(correlationanalysis)은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련성을 조사하기 해서 사용된다.즉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련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련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 상 계를 측정하기 하여 등간척도

는 비율척도일 경우 사용하는 피어슨(Pearson)상 계 분석을 사용하

다.

송지 (2013)은 상 계의 정도는 0에서 ±1사이로 나타나며,±1에

가까울수록 상 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상 계는 낮아진다고

하 다.즉,변화의 강도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높고,변화의 방향

은 +는 정의 방향,-는 음의 방향이다.상 계 분석은 변수들 간의

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변수들 간의 향 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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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평균
표

편차
(1) (2) (3) (4) (5) (6)

(1) 82.71 13.274 1

(2) 77.70 4.115 .622** 1

(3) 78.38 12.281 .712** .618** 1

(4) 77.71 6.390 .373** .446** .248** 1

(5) 78.75 5.490 .464** .753** .402** .211** 1

(6) 83.82 9.591 .390** .454** .344** .233** .330** 1

주1)**.상 계수는 0.01수 (양쪽)에서 유의함.

주2)(1) 성과 (2) 윤리수 (3) 장 윤리수 (4)차장 윤리수

(5)직원 윤리수 (6)윤리풍토

며 두 변수간의 련성의 정도와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 연구 변수에 한 평균과 표 편차를 살펴보면 <표 4-4>와 같고,

변수 에서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윤리풍토(평균=83.82,표 오차

=9.591)이며,다른 변수들도 모두 평균이 77.70이상의 수 을 보이고 있

어 체로 높은 윤리수 과 윤리풍토가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리 인식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세부 으로 종속변수인 성과와 독립변수인

윤리수 , 장 윤리수 ,차장 윤리수 ,직원 윤리수 과 매개변수

인 윤리풍토의 Pearson상 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모든 변수들이

유의수 0.01수 에서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모든 독

립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들 간의 계는 유의미한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4-4>구성개념간 상 계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성과와 련성의 정도가 높은 독립변수(매개변수 포

함)는 장 윤리수 , 윤리수 ,직원 윤리수 ,윤리풍토,차장 윤리

수 순으로 나타났으며,차장 윤리의식이 종속변수와 가장 낮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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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계수=0.373)을 보이고 있다.이는 간부직원은 직원과 달리 성과연

제를 시행하고 있어 근무평정의 확인평정시 간부직원간 상 평정을

용함으로써 평정항목 간 강제배분의 향으로 추측할 수 있다.

상 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모든 연구변수들 간에는 정(+)

의 상 계를 갖고 있으나,상 계수의 값이 모두 0.80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해

가설검증 시 공차 한계값을 조사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단 들을 추후 분석하여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명되었으며,이는 본 연구가설들이 측하는 방향과 일 된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상 계 분석은 개별 변수 간의 상 계의 정도

와 그 방향을 조사하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연구가설에서 분석 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구통계 변수는 상 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

았다.그러나 다른 변수와의 상 향력 크기를 조사하는 회귀분석에

서는 통제를 해 인구통계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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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Ⅰ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이 윤리풍토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

Ⅰ-1

Ⅰ-2

Ⅰ-3

Ⅰ-4

의 윤리수 은 윤리풍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장의 윤리수 은 윤리풍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차장의 윤리수 은 윤리풍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직원의 윤리수 은 윤리풍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제 3 연구가설의 검증

1.윤리수 이 윤리풍토에 미치는 향(가설Ⅰ검정)

종속변수인 윤리풍토와 독립변수와의 인과 계를 검정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우선 가설Ⅰ인 구성원의 윤리수 과 윤

리풍토와의 인과 계를 검증하기 하여 윤리풍토를 종속변수로 윤리

수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다시 윤리풍토를

종속변수로,독립변수는 윤리수 , 장 윤리수 ,차장 윤리수 ,직

원 윤리수 을 설정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4-5>윤리수 과 윤리풍토에 한 가설

가. 윤리수 이 윤리풍토에 미치는 향 검증(회귀분석)

먼 윤리풍토에 한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이 미치는 향에 하

여 분석하기 해서 윤리수 을 독립변수로 윤리풍토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한 회귀모형에 통제변수로 원수, 연

령,남자비율과 직무숙련과 련된 통제변수인 근속연수와 졸비율을

포함하 고, 3개년도별 자료는 더미 처리하 다.가설Ⅰ을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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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111.66 6.365 -17.544 .000

윤리수 2.343 .060 .726 39.122 .000

원수 .171 .011 .374 16.237 .000

하여 윤리풍토에 한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의 향에 한 분석결과

는 <표 4-6>에 나타나 있다.

분석 자료를 보면,윤리풍토에 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5.4%이며,

F값이 298.311로 모형이 통계 유의수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 다 공성선 지표인 VIF값이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

의 문제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윤리풍토에 한 윤리수 의 회귀계수는 .726이며 t값은 39.122로 나타

나 유의수 .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한편 통제변수의 경우 원

수(β=.374,t=16.237)와 남자비율(β=.145,t=7.645)은 α=.01유의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β=-.043,t=-2.073,α=.05)은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분석 결과는 윤리수 이 높

고, 원수가 많으며,남자비율이 높을수록 윤리풍토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은 조직의 윤리풍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Ⅰ-1은 가설을 설정한 것과 같은 방향으로 지지 되었다.

회귀분석에서 얻은 추가 정보로서 연령이 높을수록 윤리풍토에 부

(-)의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으며,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친다

고 가정한 직무숙련 변수인 근무연수와 졸비율의 윤리풍토에의

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회사

근무연수의 장단과 학력수 은 윤리풍토 조성에 있어 향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6> 윤리수 이 윤리풍토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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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229 .110 -.043 -2.073 .038

남자비율 17.107 2.238 .145 7.645 .000

연도더비1 .266 0.78 .425 5.266 .000

연도더비2 .154 0.80 .082 2.157 .000

근무연수 .006 .028 .004 .205 .838

졸비율 1.450 1.422 .023 1.020 .308

통계량
R2=.554,수정된 R2=.552

F=298.311,p=.000

나. 장,차장,직원의 윤리수 이 윤리풍토에 미치는

향 검증 ( 계 회귀분석)

계 회귀분석은 다 회귀분석의 일종으로 종속변수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두 번째로 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 등 독립

변수의 상 향력의 크기를 순서 로 악하는 것이 계 회귀분

석이다(송지 ,2013). <표 4-7>은 윤리풍토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계 회귀모델이다.모형1의 F값이 298.308,유의확률이 .000이고,모형

2의 F값이 345.304,유의확률이 .000으로 모두 통계 유의수 하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선이 모델에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먼 모형1을 살펴보면, 윤리수 은 윤리풍토 결과의 변량을

55.4% 설명하고 있으며, 윤리수 이 높을수록 윤리풍토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38.570,p=.000).

모형2는 모형1에서 윤리수 의 하 요인인 장 윤리수 ,차장 윤리

수 ,직원 윤리수 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R2=.684로 모형1에 비해

13.0% 더 설명하고 있다. 장 윤리수 (t=23.983,p=.000),차장 윤리수

(t=4.908,p=.000)과 직원 윤리수 (t=5.277,p=.000)은 종속변수인 윤리

풍토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계 회귀분석에서 검정할 수 있는 가장 요한 상 향력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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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최종 모형인 모형 2를 기 으로 통계 유의수 하에서 향을 미

치는 변수들만의 상 향력을 평가함에 있어 변수별 표 화 계수인

베타값의 치를 보고 단한다.

따라서 윤리풍토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 향력

을 평가하면, 장 윤리수 (=.486)으로 종속변수인 윤리풍토에 가장

큰 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다음은 직원 윤리수 (

=.130)과 차장윤리수 (=.088)순으로 향력을 보이는 변수이다.

공차한계는 모든 독립변수가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 공선성에는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직윤리로서의

윤리풍토의 결정요인으로 윤리 리더 요인을 재확인하 으며,리더가

조직의 윤리 풍토를 형성하고 강화한다는 주장(Sims,2000)과 리더의

도덕 발달 등 윤리 특성은 조직의 윤리 풍토에 유의한 향을 끼

친다는 주장(Dicksonetal.,2001)을 입증하 다.결국 조직 내지 부서단

의 웍 등 윤리풍토 조성의 선행요인으로 윤리 리더의 요성이 부

각되는데, 제 조직의 장 윤리 리더십분야 교육훈련에 요한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즉, 윤리풍토를 우선 으로 향상시키기 해서는

을 구성하는 여러 직 에서 직원 직 에 보직된 원보다는 장의

윤리의식 수 을 교육훈련을 통해 최우선 으로 극 화 시킬 수 있는 인

사교육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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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B 표 오차 베타

모

형

1

(상수) -113.074 9.272 -12.195 .000

윤리수 2.345 .061 .727 38.570 .000

원수 .171 .011 .374 16.202 .000

연령 -.183 .248 -.034 -.737 .461

남자비율 17.192 2.276 .146 7.553 .000

근속연수 -.039 .215 -.009 -.180 .857

졸비율 1.391 1.453 .022 .958 .338

통계량
R2=.554,수정된 R2=.552

F=298.308,p=.000

모

형

2

(상수) -66.521 8.053 -8.260 .000

윤리수 .898 .098 .278 9.164 .000

원수 .147 .009 .322 16.403 .000

연령 -.575 .210 -.108 -2.737 .006

남자비율 15.768 1.958 .134 8.052 .000

근속연수 .085 .182 .019 .469 .639

졸비율 5.142 1.336 .082 3.850 .000

장
윤리수 .525 .022 .486 23.983 .000

차장
윤리수 .183 .037 .088 4.908 .000

직원

윤리수
.314 .059 .130 5.277 .000

통계량
R2=.684,수정된 R2=.682

F=345.304,p=.000

<표 4-7>윤리풍토에 향을 미치는 계 회귀분석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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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Ⅱ
윤리수 과 윤리풍토가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

Ⅱ-5 윤리풍토는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윤리풍토가 성과에 미치는 향(가설Ⅱ-5검정)

가설Ⅱ-5를 검증하기 해 윤리풍토를 독립변수로 하고 성과

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표 4-8>윤리풍토와 성과에 한 가설

분석한 결과는 <표 4-9>와 같이 정리되어 나타나 있다.회귀모형에서

투입한 단 윤리풍토가 원수(β= .234,t= 7.862),남자비율(β=

.076,t= 3.012),근속연수(β= .234,t= 3.742) 졸비율(β= .069,t=

2.263)과 함께 성과에 한 설명력은 23.7%이며 F값이 74.515로서 분

석 결과 얻어진 회귀모형은 윤리풍토가 성과를 설명함에 있어 통계

유의수 α=.01( 졸비율은 α=.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의해 윤리풍토는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Ⅱ-5는 설정된 가설 내용 로 지지 되었다.이 회귀

분석에 의하면 원수와 근속연수 졸비율이 조직성과에 요한

향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빈번히 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으로 근무연수는 연령과도 상 계를 가진다.

근무기간은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배

경은 근무연수가 길수록 회사업무에 한 이해도가 높아 자신에게 주어

진 일을 처리하는 요령이 늘고 다른 동료들의 력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목표를 잘 달성하고 이에 만족하게 되는 것으로 해

석된다.다만 근무연수와 달리 연령은 성과에 부(-)의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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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33.742 10.596 3.184 .001

윤리풍토 .531 .032 .383 16.448 .000

원수 .107 .014 .234 7.862 .000

연령 -.664 .324 -.125 -2.053 .040

남자비율 8.918 2.961 .076 3.012 .003

근무연수 1.040 .278 .234 3.742 .000

졸비율 4.297 1.899 .069 2.263 .024

통계량
R2=.237,수정된 R2=.234

F=74.515,p=.000

는데 이는 근무연수의 장단과 달리 단 평균연령이 낮을수록 성과

에 미치는 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9> 성과에 한 윤리풍토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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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Ⅱ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이 윤리풍토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

Ⅱ-1

Ⅱ-2

Ⅱ-3

Ⅱ-4

의 윤리수 은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장의 윤리수 은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차장의 윤리수 은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직원의 윤리수 은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윤리풍토의 매개효과 검정(가설Ⅱ 1-2-3-4,가설Ⅲ 검정)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이 성과와의 계에 있어서 윤리풍토의 매

개역할을 검증하기 해 Baron& 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

(three-stepmediatedregressionanalysis)기법을 실시하 다.

이를 해서 1단계 모델에서는 매개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통제변수

독립변수를 투입한 회귀모형을 분석하 다.

2단계 모델에서는 성과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통제 독립변수

를 투입한 회귀모형을 분석하 다. 한 가설Ⅱ인 구성원의 윤리수

과 성과와의 인과 계를 검증하기 하여 성과를 종속변수로

윤리수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다시 성과를

종속변수로,독립변수는 윤리수 , 장 윤리수 ,차장 윤리수 ,직

원 윤리수 을 설정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단계 모델에서는 성과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통제변수,독립변

수,매개변수를 모두 투입한 회귀모형을 분석하 다. 3단계 회귀분석에

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이 2단계에서의 향력 보다 유

의하게 감소하는 경우 이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며, 향을 미치

지 않는 경우,즉,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향력이 유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매개검증

방법을 활용하여 이하 각 가설을 검증하려 한다.

<표 4-10>윤리수 과 성과의 계 윤리풍토 매개효과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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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Ⅲ
윤리수 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은 윤리풍토에 의해

매개 될 것이라는 가설

Ⅲ-1

Ⅲ-2

Ⅲ-3

Ⅲ-4

윤리수 이 성과에 미치는 향은 윤리풍토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장의 윤리수 이 성과에 미치는 향은 윤리풍토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차장의 윤리수 이 성과에 미치는 향은 윤리풍토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직원의 윤리수 이 성과에 미치는 향은 윤리풍토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과 성과와의 계에 있어서 윤리풍토의 매

개역할을 검증하기 한 매개회귀분석 결과는 <표 4-11>과 같다.

구체 살펴보면 윤리수 이 성과에 미치는 향 계에서 윤리

풍토의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1단계 회귀계수는 β

=.465,p< .000로서 정(+)의 향을 미치고 있고,2단계에서는 β=.727,

p<.000,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β=.680,p<.000,매개변수가 β=.101,

p< .000값을 나타내고 있다.유의수 을 가늠할 수 있는 t값과 유의확

률 p값은 1단계,2단계,3단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도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가설 Ⅱ-1“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은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와 Ⅲ-1은 채택되었다.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1단계에서 21.3%,2단계에서 55.4%,그리고 3단계에서

56.2%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 구성원의 직 별 윤리수 인 장,차장,직원 각각에 하여 매

개회귀분석 결과,1단계는 매개변수 윤리풍토에 해 독립변수인 직 별

윤리수 을 회귀시킨 결과에서 얻은 회귀계수( 장윤리수 β=.332,p<



-74-

.000,차장윤리수 β=.224,p< .000,직원윤리수 β=.377,p< .000)가

독립변수 모두 매개변수인 윤리풍토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1단계 조건은 충족되었다.

2단계는 종속변수인 성과에 해 독립변수인 직 별 윤리수 을

회귀시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직 별 윤리수 이 종속변수인 성과

에도 유의한 향15)을 미치고 있다(( 장윤리수 β=.728,p<.000,차장

윤리수 β=.345,p<.000,직원윤리수 β=.594,p<.000).따라서 2단계

조건도 충족하고 있다. 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 향력을 평가하면, 장 윤리수 (=.728)로 종속변수인 성과

에 가장 큰 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다음은 직원 윤리

수 (=.594)과 차장 윤리수 (=.345)순으로 향력을 보이는 변수이다.

공차한계는 모든 독립변수가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이러한 분석결과는 윤리수 과 윤

리풍토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제 조직의 윤리 리더인 장의 윤리

수 이 윤리풍토 뿐만 아니라 조직성과에도 가장 요한 선행요인임을

확인하 다.따라서 각 직 별 윤리수 은 성과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Ⅱ-2-3-4모두 지지 되었다.

3단계는 종속변수인 성과에 해 각각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양

자를 회귀시킨 결과를 보면,독립변수인 직 별 윤리수 ( 장윤리수

β=.670,p< .000,차장윤리수 β=.272,p< .000,직원윤리수 β=.510,

p<.000)과 매개변수인 윤리풍토가 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

치고 있다.

15) 술한 바와 같이 계 회귀분석에서 검정할 수 있는 가장 요한 상

향력의 평가는 통계 유의수 하에서 향을 미치는 변수들만의 상

향력을 평가함에 있어 변수별 표 화 계수인 베타값의 치를 보고 단한

다.



-75-

변 수 매개효과
검정단계

표 화
계수
(베타)

t값 유의
확률

R2 F

윤리수

/윤리풍토

/ 성과

단계 1 .465 18.566 .000 .213 65.0

단계 2 .727 38.570 .000 .554 298.3

단계3(독립) .680 32.695 .000
.562 263.9

단계3(매개) .101 5.129 .000

장

윤리수

/윤리풍토

/ 성과

단계 1 .332 12.874 .000 .125 34.4

단계 2 .728 40.570 .000 .577 327.4

단계3(독립) .670 36.513 .000
.604 310.4

단계3(매개) .175 9.881 .000

차장

윤리수

단계 1 .224 8.469 .000 .071 18.3

단계 2 .345 14.105 .000 .204 61.3

최종 으로 매개효과를 확인하게 해 3단계에서의 결과 내용을

찰해보면,우선 매개변수인 윤리풍토가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고((β=.175,p<.000,β=.326,p< .000,β=.221,p< .000),조직 구성원의 윤

리수 도 성과에 미치는 향의 크기를 3단계와 2단계를 서로 비교해

볼 때 윤리수 과 윤리풍토를 동시에 회귀식에 투입한 경우가 윤리수

만을 투입했을 때 보다 작게 나왔다( 장윤리수 .728>.670,차장윤리

수 .345>.272,직원윤리수 .594>.510,2단계>3단계).이러한 결과에

의거 독립변수인 직 별 윤리수 이 성과에 미치는 향은 윤리풍토

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고 한 가설 Ⅲ-2-3-4는 지지되었다.

그리고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윤리풍토가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수인

장,차장,직원 윤리수 이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윤리풍

토는 완 매개가 아닌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분석결과는

직 별 윤리 의식수 이 독립 으로 성과에 향을 미치는 직 효과

도 있으며,직 별 윤리 의식수 이 조직의 윤리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간 효과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4-11> 성과에 한 윤리풍토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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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풍토

/ 성과

단계3(독립) .272 11.597 .000
.302 89.0

단계3(매개) .326 14.254 .000

직원

윤리수

/윤리풍토

/ 성과

단계 1 .377 14.022 .000 .142 39.7

단계 2 .594 26.023 .000 .383 149.2

단계3(독립) .510 21.725 .000
.425 152.1

단계3(매개) .221 10.243 .000

원수 .320 16.396 .000

.688 316.2

연령 -.107 -2.745 .006

남자비율 .133 8.015 .000

근속연수 .018 .453 .650

졸비율 .085 3.99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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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제 1 연구결과의 요약 시사

1.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조직성과에 요한 요인인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이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설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

고,이를 통해 공기업에서 장의 윤리 리더십을 반 한 윤리경 정책

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조직성과 향요인 측정을 해 조직문화,리더십

등 거시 근을 시도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성원의 윤리 의식수 과 성과와의 계를 으로 검증하

으며,특히 내 어떤 직 가 성과에 가장 큰 향을 미치며, 웍 등

윤리풍토의 매개효과까지 검증해 으로써 공기업 조직의 실에 더 부

합하는 미시 이고 실증 인 연구로 단된다.

실증분석을 실시하기 하여 윤리경 윤리풍토와 조직성과에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이와 련된 한국서부

발 에 근무하고 있는 각 개인의 평정자료 단 평가결과 등의 기

자료를 수집하여 SPSS통계패키지를 활용한 통계분석을 시행하 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종속변수인 윤리풍토와 독립변수인 윤리수 에 한 가설Ⅰ의

회귀분석 결과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은 조직의 윤리풍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Ⅰ은 가설을 설정한 것과 같은 방향으로 지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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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에서 얻은 추가 정보로서 연령이 높을수록 윤리풍토에

부(-)의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으며,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친

다고 가정한 직무숙련 변수인 근무연수와 졸비율의 윤리풍토에의

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회

사 재직기간의 장단과 학력수 은 윤리풍토 조성에 있어 향력이 없

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구성원 에서는 장과 원 모두 웍

등 윤리풍토에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윤리풍토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 향력을 평가한 결과, 장 윤리

수 이 종속변수인 윤리풍토에 가장 큰 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

다.

둘째,윤리수 과 윤리풍토가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에

서는 회귀분석 결과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 과 윤리풍토는 종속변수인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Ⅱ는 가설을 설정한 것과

같이 모두 지지 되었으며,독립변수들 간의 상 향력을 평가한 결

과, 장 윤리수 이 종속변수인 성과에 가장 큰 향력을 보이는 변

수로 나타났다.

셋째,각 직 별 윤리수 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은 윤리풍토에 의

해 매개될 것이라는 가설 분석 결과,조직 구성원의 직 별 윤리수 이

성과에 미치는 향은 윤리풍토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고 한 가설 Ⅲ

은 지지되었다.

2.시사

본 연구를 통해 공기업의 성과에 구성원의 윤리의식 수 이 요

한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실증했다는 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단된

다.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성원의 윤리수 은 부서의 웍 등 윤리

풍토와 성과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윤리풍토와 조직성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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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측면에서 장의 윤리 리더십 교육 윤리경 시행과 련한 몇가

지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직원의 직무성과,직무만족,조직몰입,조직시민행동 등 조직성

과의 선행요인 최고경 자의 윤리경 실천의지 리더십 뿐만 아니

라 조직 구성원의 윤리의식 수 이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한

측인자라는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혔다는 이다.이는 개인윤리 수

의 원들의 윤리수 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직윤리인 웍 등 윤리풍

토 조성에 정 인 향을 끼치게 되어 조직의 성과도 높아진다는 것이

다.결국 기업의 생존 략으로서의 윤리경 의 성패는 기업 구성원들에

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윤리풍토와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 직 별 상 향

력에 있어서 장의 윤리수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분석

결과는 제 조직에 있어서 윤리 리더십분야 교육훈련에 요한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즉,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조직 구성원이 함께 윤리

인 의사결정을 하고 한 회사의 업무를 자신의 일처럼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행동하는 윤리풍토를 우선 으로 향상시키기 해서는 을 구

성하는 여러 직 에서 직원 직 에 보직된 원보다는 장 직원을

상으로 윤리교육 로그램 훈련과정 교육자료 개발을 한 지원 확

등 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는 인사교육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

다.

셋째,공공기 제 조직의 윤리 풍토조성을 한 노력이 필요하

다. 장은 회사의 윤리강령,윤리규정 보상,비윤리 행 에 한

처벌 등 윤리경 의 실천을 통하여 소속된 조직 내부의 윤리 행 에

정 향을 미칠 수 있는 윤리풍토의 조성에 주도 역할을 할 수 있

다.따라서 장의 윤리 의사결정은 기업의 목표와 제시된 과업달성과

원의 윤리풍토에 지 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그러므로,각 공공기

의 정책수립자는 해당기업의 윤리경 정착을 한 윤리풍토 환경조성

에 극 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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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한계 에 한 보완

개선을 한 향후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조사 상 설정에 있어 공기업 한국서부발 의 직원을 상으

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일반화에 한계 을 가지고 있다.민간기업의 경

우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미래의 연구에서 다양한

표본을 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자료의 수집에 있어 각 직 별 윤리수 과 윤리풍토의 변수측정

이 직제상 직속상 자의 주 평가에 의한 측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원의 직상 자와 부하직원의 다면평가자료 원 자신이 지각하는

자가평가(self-ratings)를 실시하거나 웍 등 윤리풍토 변수를 다양화하

여 측정함이 필요하다.

셋째,윤리수 윤리 풍토와 조직성과 간의 계를 측정하는 데

있어 독립변수의 선행요인에 한 추가연구와 아울러, 웍 이외의

다른 매개변수를 찾거나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재무 에서의

단 성과 이외에도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수 의 조직몰입,

이직의도,조직시민행동 등의 비재무 의 변수들을 설문을 통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이 연구는 자료 수집 등 방법론상의 한계 을 갖고 있기 때문

에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이는 개인과 집단,조직

등 여러 수 이 혼재된 상을 연구할 때 이론의 수 ,측정의 수 ,분

석의 수 간에 일 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기업

윤리가 단기간 내 조직에 정착되어 그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을 고려해 볼 때,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러한

모든 한계를 반 하여 미래의 연구들은 좀 더 정교한 이론 실증연구

가 이루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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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sofanOrganizing Member's

EthicLevelonTeam'sPerformance

:focusonthecaseofKOWEPO

YunSeungCheol

DepartmentofPublicAdministr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team's ethics levelon

organizationperformanceandalsoexploredthemediating effectof

ethical climate such as teamwork or team spirits in these

relationships.Toverifythis,thisstudyattemptedtoproveempirically

tocoincidewiththerealityofpublicorganizationsbyanalyzing,in

depth,through theperformancedataofactualmembersofpublic

firm.

Inorderforthisresearchtoworkproperly,hypothesisandmodel

for the research was set up and the casuality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average ethics level for the team) and

subordination variable(team performance) was verified,also,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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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archicalinfluencelevelontheperformancefrom eachrankofthe

team(team leader,seniormanager,associate),themediatingeffectsof

the ethicalclimate on achievementoforganization were verified

throughthemultipleregressionanalysismethod.

Levelofethicalconsciousness is evaluated by the immediate

managerforallteam membersandasaresultofananalysisontotal

of320teamsofKOWEPO from year2011to2013,ethicslevelhas

shown tohaveameaningfuleffecton theteam performance,and

especiallythatofteam leaderhadmoresignificanteffectontheteam

performancethanthatofcomparablylowerrankassociates.

Theresultsoftheresearchareasfollows;

First,team leader’sethicslevelwasfoundtohaveameaningful

influenceonteam'sethicalclimateandperformance.Theaboveresult

saysthatethicalleader’sroleisveryimportantinpublicorganization.

It’sbecauseanethicalleaderaffectspositiveattitudesandteamwork

ofmembersbyhonesty,trust,care,attentiontostaffandothers,and

impartialprinciplesbaseddecisionmaking,andtheseattitudesaffect

jobperformance.

Second,team's ethicalclimates turned outto mediate relations

betweenethics levelandteam performance.From theseresults,we

canfigureoutthatethicslevelhasnotonlyadirectinfluenceonjob

performancebutalsoameaningfulindirectinfluencethrough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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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climates.Thatistosay,Icouldfindoutthatethicalclimates

play aroleasan importantmediating variabletoexplain specific

processofethicslevelaffectingteam performance.

Thisresearchisconsideredtohavemadesignificanttheoreticaland

practical contribution by broadening the study of ethical

consciousness.In addition,severallimitations ofthis study and

directionsforfutureresearcharesuggestedattheconclusionaswell.

keywords:integritylevel,ethicslevel,ethicalclimates,team

performance,business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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