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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타 분야에서의 윤리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와 조직시민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여러차례. 

진행되어 왔으나 도서관 분야의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윤리적, .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 중 성실성 정중함 신사적 행동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리적 리더십의, , (+) .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다양한 변인의 투입을 통해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연구로 확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키워드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조직시민행동 공공도서관 리더십: , ,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make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effects of supervisor's ethical leadership in a

public library on its members' 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s. While a number of studies on the associations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 were carried out in other areas, such studies

have been very few in the area of library. In this context, this study hypothesized and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s in the area of library.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ethical leadership has positive (+) effects on conscientiousness, courtesy, and

sportsmanship among the components of 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s. This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ethical leadership, and suggests the necessity for further extensive studies that investigate the effects of ethical

leadership on memb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through the input of divers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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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최근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조직의 존속과  ,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리더십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이 . 

조직 내에서 취하는 행동에 대한 규범과 가치 신념을 포함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에서 조직 내의 리더는 하위자를 통제 감독하며 이 과정에서 구성, ㆍ

원의 정서는 철저히 배제됨과 동시에 계약관계에 의존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 조직. 

사회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윤리적 리더십 모델이 올바른 조직문화 선도와 조직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환경과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볼 때 공공도서관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

직의 규모 성격 형태 등에 따라 조직을 이끌어 나갈 경험이 풍부하고 윤리적인 리더의 필요, , 

성은 강조되고 있다 다른 조직과는 달리 조직의 특성상 윤리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조직 중의 . 

하나이다.

조직에서 조직의 영역과 윤리 영역 사이의 갈등 속에서 구성원들의 윤리적 선택과 결정을 

좌우하는데 있어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 조직의 영역은 면밀한 측정이 가능한 영역이며. , 

분석하고 진단하며 비교할 수 있는 반면 윤리의 영역은 그 자체의 정확한 해석이 어렵고, , ,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오늘날 리더십은 합리성과 윤리성의 조화. , 

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 과제일 

것이다 정우일 외 ( 2014).  

리더는 일반적으로 구성원들보다 더 많은 권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리더, 

십이 구성원들의 삶에 미치는 영항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집단과업이거나 지역사회의 과업 또는 조직의 목표일지라도 리더는 구성원을 고용하

여 그들의 노력이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 모든 상황에서 리더는 그들의 . 

구성원들을 존엄과 존중으로 즉 나름의 유일한 정체성을 지닌 인간으로 대할 윤리적 책임이 , 

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존중을 위해 리더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욕구 양심적인 사항들. , 

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남현 재인용(Beauchamp and Bowie 1998; 2013 ).

또한 리더가 윤리적인 리더십을 보일 때 윤리경영의 실천을 활발하게 촉진시켜줄 뿐만 아

니라 구성원들의 조직 행동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더가 정직하게 행동. 

하고 스스로 윤리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직에 대한 긍정적 행동을 불러오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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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신유근  ( 2005)

조직 내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은 조직성과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이는 구성원의 이러한 행동이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기 때문. 

이다 윤리는 경험으로부터 알게 되는 올바르다는 느낌이며 실질적인 지식이다. , (Ciulla 

함상우 이태식 재인용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내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구성원1995, , 2015 ). 

들의 친사회적 행동 이나 역할 외 행동 을 의미하(Brief and Motowidlo 1986) (Organ 1997)

며 자신의 역할을 넘어 조직사회에 옳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직에서 구성원, 

들이 행하는 다양한 윤리적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Bass and Steidlmeier 1999).

윤리경영은 세계화와 개방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기업 경영에 핵심적 가치

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의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경영목표 관리를 . 

통한 성과관리제도의 합리화의 노력 뿐 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윤리경영 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식향상과 정보복지 구현을 위하여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 , 

습 증진 등을 통하여 정보기본권 신장과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2013). 그러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외부  

환경변화와 예산 부족 문제 인력 부족 문제 이용자들 서비스 요구의 다원화 등 여러 문제점, , 

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이용자 만족이라는 궁극적인 도서관의 목적을 . 

수행하고 위기와 변화에 대처하는 조직을 이끌기 위한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

이에 공공기관인 공공도서관에서도 윤리경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윤리경영 우수사, 

례 발굴 추진 시스템의 표준화 및 기준 수립 조직구성원의 의식수준과 행정문화 개선 등의 , ,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과 그로 인해 파급되는 . 

다양한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윤리의식 수준의 지속적인 모

니터링과 문제점 분석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도서관의 , , 

경쟁력 제고의 첩경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직시민행동과

의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연구는 경영학 및 행정. 

학분야에서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도서관에서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도서관계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리더십의 유형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김수진 (

유길호 한계문 윤은숙 도서관장의 리더십 박인웅 상사의 리더1997; , 2001; 2009), ( 2000), 

십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박정숙 리더십과 사서들의 임파워먼트와의 관계 하정란 ( 2002), (

이은철 백인화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관계 채창권 리더십 척도개발2007; , 2010),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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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등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특히 도서관 사서의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 2015) . 

미미하며 조직시민행동과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

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의 개념과 선행연구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데이터분석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중 한국도서관협회에 등록된 공공

도서관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명 중 응답내용에 , 157

일관성이 없는 명의 데이터를 제외한 총 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4 153 .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을 활용하였으며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확인을 SPSS 18.0 ,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투입변수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윤리적 리더십 , 

및 조직시민행동 변수군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응답자. 

의 특성에 따른 윤리적리더십 및 조직시민행동 인식의 차이 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검정과 T

일원배치 분산분석 를 실시하였다 끝으로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ANOVA) . 

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배경. Ⅱ

윤리적 리더십의 개념과 구성요소1. 

윤리이론은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판단하는데 지

침이 되는 법칙과 원칙의 체계를 제공한다 또한 도덕적으로 고결한 인간이란 무엇을 의미하. 

는지에 대한 이해의 토대를 제공한다 리더십과 관련하여 윤리는 리더가 무엇을 하여야 하며. ,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또한 리더십 윤리는 리더 행동의 본성 . 

및 도덕성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기도 한다 어떠한 의사결정의 상황에서도 윤리적 이슈들이 .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리더의 선택과 주어진 환경에 대한 대처방식도 . 

그들의 윤리의식에 기반한다 김남현 ( 2013).

리더십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리더와 구성원간의 상호호혜적 관계와 윤리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 의 연구를 시작으로 등의 학자에 의해 Greenlaeaf(1977) , Burns(1978) 

연구가 이어져왔다 그러나 세기에 이르러 리더십의 윤리적 측면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 20

가 년대에 이르러 단기 이익 및 성과중심의 경영방식이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면서 , 2000

조직의 윤리성은 거대한 사회적 담론이자 이슈가 되면서 윤리경영의 핵심인 윤리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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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김왕선 손승연 정원호 (Brown & Trevi o 2006; , , 2015ñ  

재인용).

리더십과 관련한 연구에서 리더의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리더의 윤리적 , 

행동은 윤리적인 조직과 윤리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윤리와 관련하여 도덕적 역, 

할모델과 같이 최고경영자의 역할 또한 중요시하게 되었다 함상우 이태식 (Aronson 2001, , 

재인용2015 ).

윤리적 리더십에 대하여 는 리더가 어떻게 구성원들로 하여금 갈등에 대처Heifetz(1994)

하게 하고 갈등으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 

추어 연구하였다 즉 구성원들의 가치와 그들이 일하는 조직의 가치 그리고 지역사회의 가. , , 

치를 다루고 있으므로 윤리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리더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점. , , 

을 파악하고 구체화하며 상충하는 관점들을 조화시키고 의사결정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리더의 의무는 구성원들을 도와 변화에 적응하면서 자기 성장을 (Heifetz 1994). 

위해 노력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남현 ( 2013).

은 윤리적 리더십 을 Brown, Trevi o, & Harrison(2005) (ethical leadership)ñ “리더 개인

의 행동과 대인관계를 통하여 규범적으로 적합한 처신을 하고 부하와의 양방향 커뮤니케이, 

션이나 감정이나 사고의 강화 의사결정 등을 통해 부하들도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독, 

려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윤리적 리더는 윤리적이고 가치 있는 의사소통 윤리적 행동. , , 

의 역할 모델 윤리와 관련된 보상 시스템을 통해서 리더십에 있어서 윤리성을 중요하고 이를 명, 

확한 아젠다로 만든다(Trevi o, Hartman, and Brown 2000; Trevi o, Brown, and Hartman,ñ ñ  

함상우 이태식 재인용2003; , 2015 ).

는 윤리적 리더십의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김남현 Northouse(2013) (

정우일 외 첫째 윤리적 리더는 타인을 존중한다 타인을 존중하는 리더는 타2013; 2014). , . 

인이 창의적 요구와 욕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타인을 존경하. 

는 리더 즉 윤리적 리더는 구성원들의 말을 수용적인 자세로 경청하고 공감을 나타내며 반, , , 

대 의견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윤리적 리더는 타인을 위해 봉사한다 이러한 섬김. , . 

의 원칙은 이타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구성원 중심적이어야 하고 그들의 이익을 최우선에 , , 

두며 그들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 셋째 윤리적 리더는 공정하다 즉 , . , . 

윤리적 리더는 공정성과 정의에 관심을 기울이며 조직구성원들을 평등하게 대하여야 하는 , 

것을 최우선과제로 해야 한다 만약 조직 내의 개인이 불가피하게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할 경. 

우 그 차별적 대우의 원인이 분명하고 합리적이며 건전한 도덕적 가치에 근거하여야 한다, . 

넷째 윤리적 리더는 정직하다 리더의 정직성은 신뢰에 기반하고 특정상황에서 무엇을 말하, . , 

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항상 주의하는 동시에 개방적인 것과 솔직함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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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과제이다 다섯째 윤리적 리더는 공동체를 구축한다 공동의 목표는 리더와 구성원들 . , . 

간에 그 집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리. 

더는 그 자신과 구성원들의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그에 적합한 공동목표를 향해 나아가

야 한다 따라서 윤리적 리더는 그 집단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의 목표를 고려하고 공동체와 . 

그 공동체 문화의 이해관계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그림 윤리적 리더십의 원칙 < 1> 

윤리적 리더십의 구성요인은 학자들에 의하여 다음의 표 과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제< 1>

시되었다 연구자들의 관점을 종합하면 윤리적 리더십은 규범적으로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정. 

직성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과 같은 리더 본인의 도덕적이며 모범적인 행동의 개인적 차원, , , 

과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영향력 전달 권한 위임 의사소통 등을 통하여 규범적 행동을 , , , ,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관리자로서의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윤리적 리더십의 개념과 구성요인을 종합하여 윤리적 리더십

을 “리더 개인이 가진 다양한 도덕적 덕목을 바탕으로 공동체와 인간중심적인 윤리 인식을 , 

통해 분배와 절차적 공정성을 가지며 부하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의사결정 등을 통해 부하들, 

도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윤리적 리더십과 유사한 개념으로 진정 리더십 영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 

변혁적 리더십 등이 있는데 윤리적 (spiritual leadership), (transformational leadership) 

리더십과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분하면 다음의 표 와 같다< 2> . 과 Brown Treviñ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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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2006) 진정 리더십과 영성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공히 윤리적 리더십과의 유사점으로 이 , 

타주의 윤리적 의사결정 진실성 역할 모델링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 리더십의 유형별로 , , , 

윤리적 리더십과의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연구자 연구년도 구성요인

Kanungo & Mendonca 1988
리더의 동기부여1) 
리더의 영향력 전략2) 
리더의 특성3) 

Solomon 1999
리더의 덕목

성실성 결정력 공정성 정직 온화함 인내: , , , , , , 
열정 용기 책임감  , , 

Khuntia & Suar 2004
특성과 동기1) 
권한 위임2) 

등Zhu 2004
도덕적 용기를 가진 사람1) 
집단의 이익 중시2) 

Brown, Treviño & Harrison 2005
역할 모델링과 관리자적 행동

정직 배려 공정한 의사결정 의사소통 기준: , , , , 
설정 보상과 규제활동 모범을 보이려는 노력 등  , , 

등Resick 2006

개인특성 성실성1) /
윤리적 인식2) 
공동체 및 인간중심3) 
동기부여4) 
격려 권한 위임5) /
윤리적 책임관리6) 

조경훈 박기찬, 2008

분배적 공정성1) 
절차적 공정성2) 
투명성3) 
공헌성4) 
정직성5) 

자료 이명신 재인용: (2009) ※ 

표 윤리적 리더십의 구성요인< 1>

구분 윤리적 리더십과 유사점 윤리적 리더십과 차이점

진정 리더십

이타주의- 
윤리적 의사결정- 
진실성- 
역할 모델링- 

윤리적 리더는 도덕 경영과 - ‘타인’ 인식을  
강조
진정성 있는 리더는 진정성과 자기인식을 - 
강조

영성 리더십
이타주의- 
진실성- 
역할 모델링- 

윤리적 리더는 도덕 경영을 강조- 
영성 리더는 비젼 제시와 희망 신념 소명의식 등을 - / , 
강조

변혁적 리더십

이타주의- 
윤리적 의사결정- 
진실성- 
역할 모델링- 

윤리적 리더는 윤리적 기준 도덕 경영을 - , 
강조
변혁적 리더는 비전과 가치 지적 자극을 - , 
강조

자료: Brown & Trevi※ ño(2006)

표 리더십 유형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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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시민행동의 개념과 구성요소2. 

조직 내에서 구성원의 행동은 공식적인 역할에 따른 직무상 행동과 비공식적이나 스스로 ,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직무 외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자발적 공. 

헌인 직무 외 행동 중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로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이다citizenship behaviors) .

조직시민행동은 의 연구에 기반하여 발전된 개념으로 그의 연구에서 조직이 Katz(1964) ,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구성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세가지 행동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주장

하였다 첫째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의 체제 내에 소속되고 잔류하여야 한다 둘째 신뢰할 . , . , 

수 있는 방식으로 역할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본인의 역할 명세. , (role specifications)

를 넘어서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수행해야한다 이때 . 

세 번째 행동인 구성원 스스로가 조직이 규정한 역할을 초월한 혁신적이고 자발적인 역할 외 

행동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론에서 조직시민행동의 개념이 발전 연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ㆍ

이후 조직시민행동은 과 등의 연구Bateman Organ(1983), Smith, Organ, Near(1983) 

를 거치면서 개념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조직시민행동에 대하여 조직의 구성원들이 징계나 . 

공식적 보상에 대한 염려나 부담감 없이 그 제공과 철수를 선택할 수 있는 일련의 비공식적, 

인 공헌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 개념은 조직효과성에 기여하는 재량적 행동들. 

을 총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매우 다채롭기 때문에 (discretionary behaviors) , 

이를 아우르는 포괄성으로 인하여 조직시민행동은 연구자의 접근시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김경석 전상실 ( , 2006).

위와 같이 형성된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개념은 의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정리Organ(1988)

되었다 그는 조직시민행동을 . “공식적 보상시스템에 의해 명백하게 또는 직접적으로 보상받

을 수 있는 행동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조직의 유효성을 촉진하는 , 

개인의 재량적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조직시민행동이 갖는 재량성에 대한 부분이 . 

나타나는데, ‘재량적’이라는 의미는 그 행동의 수행여부가 직무기술서에 규정된 즉 강제적 요, 

구역할이 아니므로 그 수행여부가 전적으로 구성원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

이다 이는 그 행동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 . ‘직접

적 혹은 공식적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는 비보상성에 대한 표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직시민행동의 수행이 그 구성원에게 다양한 형태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나 조직시, 

민행동의 수행이 행위가 발생된 그 순간에 직접적인 보상의 형태로 대응되는 것은 아님을 의

미한다 또한 조직시민행동의 총체성을 나타내는 개념의 경우 사소한 개개인의 조직시민행. , 

동이 장시간에 걸쳐 여러 사람의 행동으로 누적된다면 조직효과성에 기여하게 된다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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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일 수 있다. 

이후 은 시민정신 이라는 조직시민행동을 Graham(1991) (civic citizenship) “개인의 조직

에 유관한 모든 긍정적인 행동들”로 정의하며 전통적인 직무성과와 역할 외 행동 그리고 정, , 

치적 행동 까지를 모두 망라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주장하였다(political behavior) . 

와 은 조직시민행동을 통해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대상에 Williams Anderson(1991)

따라 조직지향적 조직시민행동과 개인지향적 조직시민행동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 

와 또한 조직시민행동의 개념을 행동지향점을 기준으로 개인지McNeely Meglino(1994) 

향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이는 동료들을 자발적. 

으로 돕는 행위를 의미하는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은 감정이입이 중요한 연관변수인 반면, 

조직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은 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김주엽 박상언 이민령 재인용( , , 2010 ).

은 이후 과거 자신의 연구에서 조직시민행동의 특징으로 언급한 재량성과 비Organ(1997)

보상성이 갖는 모호성을 인정하며 자신의 최초 정의를 일부 수정하여 조직시민행동을 , “사회

적 심리적 환경을 지원하는 중요한 행동, ”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조직시민행동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으로 Organ(1988)

그는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로 이타적 행동 성실성 예의 (altruism), (conscientiousness), 

및 배려 시민의식 스포츠맨 정신 을 제안하였다(courtesy), (civic virtue), (sportsmanship) . 

이타적 행동은 조직 내에서 과업이나 문제가 있는 타인을 도와주는 재량적 행동을 의미한다. 

이 행동은 조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줄이고 조직의 자원유입 능력을 증가시키는 구, 

성원의 행동을 말한다 둘째 성실성은 출근 규칙 및 규정 준수 휴식시간 등에서 구성원에게 . , , ,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수준 이상으로 행하는 재량적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실성은 . 

행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타적 행동과 구분할 수 있다 즉 이타주의가 특정 . , 

개인을 행동의 대상으로 하였다면 성실성의 경우 특정 인물에 대한 도움보다는 간접적으로 ,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뜻한다 셋째 예의 및 배려는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과 생길 수 . , 

있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개인의 재량적 행동을 말한다 즉 어떤 의사결정으로 영향을 받게 . , 

되는 당사자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넷째 시민의식 은 조직 생활에 관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 , (civic virtue)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스포츠맨 정신은 조직에 대한 비난을 삼가고 조직 내에서 발. , 

생하는 사소한 문제나 고통을 인내하는 신사적 행동을 의미한다 즉 문제나 고충을 단순히 . , 

받아들이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직을 위해 보다 건설적인 목적에 노력을 기

울이는 행동이 바로 신사적 행동인 것이다 이 행동의 특성은 기능적 행동의 자발적인 성과라. 

기보다는 역기능적 행동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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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후속연구가 수행되었는데, Graham 

은 조직시민행동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근면성 개인주도성(1989) (personal industry), 

대인관계에서의 도움 충실한 지지(individual initiative), (interpersonal helping), (loyal 

등의 네 가지 차원으로 정의하였다boosterism) . Podsakoff, MacKenzie, & Moorman 

(1990)는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타인을 돕는 행위 스포츠맨 (helping behavior), 

정신 조직에 대한 충성 조직 순응(sportsmanship), (organizational loyalty), (organizational 

개인 솔선 시민의식 자기 개발compliance), (individual initiative), (civic virtue), (self 

의 가지 차원으로 정의하였다development) 7 .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과 Brown Treviño 

는 윤리적 리더십은 사회적 학습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교환과정을 통해서도 부하직원(2006) , 

의 친사회적 행위 또는 그들의 조직시민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주엽 박상언 이민령 재인용( , , 2010 ).

여러 학자들의 조직시민행동의 개념과 구성요인을 종합하면 조직시민행동은 “이타적 행동, 

성실성 예의 및 배려 시민의식 스포츠맨 정신 자기 개발 등을 바탕으로 직접적이고 즉각적, , , , 

인 보상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조직의 유효성을 위해 솔선하여 수행하는 개인의 긍정적인 , 

재량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연구설계. Ⅲ

연구모형 및 가설1.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에 투입된 변수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 

도를 검증받은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윤리적 리더십은 상급자의 개인행동과 대인관계를 통해 상급자의 규범적인 태도뿐만 아

니라 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러한 태도를 독려할 수 있는지를 진, 

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리더십 측정을 위해 . Brown, Trevi o, & Harrison ñ

의 연구에서 개발한 개 항목을 사용하였다(2005) ELS(the Ethical Leadership Scale) 10 .

다음으로 조직시민행동은 이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로서 제시한 이타적 Organ(1988)

행동 성실성 정중함 시민의식 신사적 행동을 기반으로 와 이 제, , , , , Niehoff Moorman(1993)

안한 개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이 때 각 문항의 측정은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20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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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변수를 토대로 도출된 연구의 모형은 다음의 그림 와 같다< 2> .

그림 연구모형 < 2> 

위의 연구모형에 따라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세부가설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이타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1. 

이다.

세부가설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성실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

세부가설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정중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

세부가설   4.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시민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신사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5. 

이다.

조사방법2. 

연구의 조사대상은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로써 조사의 표본은 한국도서관협회에 등록, 

된 공공도서관 개인회원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지를 개발하여 메일을 통해 . 

배포하였고 도서관별로 유선 접촉을 통해 응답률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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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명2016 1 18 1 29 . 157

이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명의 데이터를 제외하여 총 명의 응답 , 4 153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개요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과 같다. < 3> .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한국도서관협회 등록 공공도서관 개인회원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년 월 일 월 월 일 금2016 1 18 ( ) 1 29 ( )∼ 

응답자수 명153

표 조사개요< 3>

분석방법3.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을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를 거쳐 연구SPSS 18.0 , 

를 수행하였다.

첫째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둘째 투입변수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윤리적 리더십 및 조직시민행동 변수, , 

군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윤리적 리더십 및 조직시민행동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 

독립표본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를 실시하였다 이 때 응답자 특성은 개인적 T (ANOVA) . , 

특성과 소속도서관 특성으로 양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에 요인 수에 따라 총 회의 회귀분석을 실시. 5

하고 이를 종합하였다.

분석결과. Ⅳ

응답자 특성1.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최종 응답자수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명을 제외한 총 명4 153

이다 응답자의 개인 및 소속기관 특성에 따라 현황을 분석한 것은 다음의 표 와 같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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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항목 빈도(N) 비율(%)

개인적
특성

성별
남자 36 23.5

여자 117 76.5

연령

대20 7 4.6

대30 63 41.2

대40 43 28.1

대 이상50 40 26.1

근무경력

년 미만5 32 20.9

년 년5 -10 41 26.8

년 년10 -20 26 17.0

년 이상20 54 35.3

직군
사서직 146 95.4

비사서직 7 4.6

소속
도서관
특성

운영주체

교육청 60 39.2

지방자치단체 위탁( ) 52 34.0

지방자치단체 직영( ) 41 26.8

지역특성

대도시 구단위( ) 102 66.7

중소도시 동단위( ) 26 17.0

읍면 지역 25 16.3

계 153 100.0

표 응답자 특성< 4>

먼저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분석하면 성별로는 , ‘여자’가 명 으로 117 (76.5%) ‘남자(36

명, 23.5%)’ 보다 배 많았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연령은  3.25 . ‘ 대30 ’가 명 으로 가63 (41.2%)

장 많았고 다음으로 , ‘ 대 명40 (43 , 28.1%)’, ‘ 대 이상 명50 (40 , 26.1%)’ 순이며 , ‘ 대20 ’가 명7

로 가장 적었다 응답자의 근무경력의 경우 (4.6%) . ‘ 년 이상20 ’이 명 으로 가장 많54 (35.3%)

고, ‘ 년 년 명5 -10 (41 , 26.8%)’, ‘ 년 미만 명5 (32 , 20.9%)’, ‘ 년 년 명10 -20 (26 , 17.0%)’ 순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직군별 특성으로는 . ‘사서직’이 명 로 146 (95.4%) ‘비사

서직’의 명 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7 (4.6%) .

다음으로 응답자의 소속도서관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운영주체별로는 , ‘교육청’ 소속이  60

명 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9.2%) , ‘지방자치단체 위탁 명( )(52 , 34.0%)’, ‘지방자치단체

직영 명( )(41 , 26.8%)’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중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이  . 

교육청에 비해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특성별로 분석하면. , ‘대도시 구단(

위)’에 속한 응답자가 명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2 (66.7%) , ‘중소도시 동단위 명( )(26 , 

17.0%)’, ‘읍면 지역 명(25 , 16.3%)’ 순으로 조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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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2. 

본 연구에 투입되는 변수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수집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 와 같이 . < 5>

의 표본적합도와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KMO(Kaiser-Meyer-Olkin) Bartlett . KMO 

측도는 변수 간 편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요인분석에 투입되는 변수 수와 사례수가 적절한지, 

를 나타내는 표본 적합도이다 이 값이 에 가까울수록 공통요인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 1

이하일 경우 공통요인을 가질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에 적합한 0.5 . 0.8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 측도는 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 KMO .844

타났다 또한 구형성 검정은 요인분석 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상관계수 행렬에 대. Bartlett 

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검정 값에 대한 유의확률이 보다 적을 경우 요인분석, 0.05

에 적합하다 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의 구형성 검증의 유의확률이 으로 . < 5> Bartlett 0.00

나타나 요인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KMO 측도KMO .844

구형성 검정Bartlett 

Approx. Chi-Square 1447.953

df 136

Sig. .000

표 조직시민행동 변수군에 대한 와 검정< 5> KMO Bartlett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요인추출을 위해 주성분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회전방법은 직교회전 방식인 를 적용하였다 이 때 요. Varimax . , 

인 수 결정을 위해 요인 간 상관행렬의 아이겐 값 이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eigen value) 1 

하였다 각 변수의 요인적재량은 이상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다음의 표 과 같이 요. 0.4 . < 6>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와 이 제안한 지표와 동일하게 총 개의 요, Niehoff Moorman(1993) 5

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개 요인은 조직시민행동 문항에 대한 총 분산을 설명하고 . 5 74.6% 

있어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

각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인 1 ‘시민의식’은 총 개의 변수로 구성되며 최초 4 , 

설계한 변수가 모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요인 . 2 ‘정중함’과 요인 3 ‘신사적 행동’도 개의 4

변수로 구성되고 설계문항이 모두 포함되었다 요인 , . 4 ‘이타적 행동’의 경우 총 개 변수로 3

구성되며, ‘ 나는 새로 입사한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도와준다V4) .’라는 

변수가 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 5 ‘성실성’은 총 개의 변수로 구성되며2 , ‘ 나는 항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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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다.’와 ‘ 나는 직장의 규칙 규정 절차를 준수하는 편이다V8) , , .’ 변수 

가 제외되었다.

이때 설문응답 시 척도의 일방향적인 구성으로 불성실한 응답을 거를 수 없는 한계점을 극

복하고자, ‘신사적 행동 스포츠맨 정신( )’의 경우와 같이 역문항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문. 

항들의 경우 분석 시에는 정방향으로 리코드하여 사용하였다. 

항  목

요  인

1 2 3 4 5

시민의식 정중함 신사적 행동 이타적 행동 성실성

나는 직장의 변화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V15) . .838 　 　 　 　

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V14) . .835 　 　 　 　

나는 도서관의 중요한 활동 또는 행사에는 V13)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798 　 　 　 　

나는 도서관의 서비스나 사업 분야를 개선하거나V16) 
개발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

.792 　 　 　 　

나는 동료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V11) 
취한다. 

　 .846 　 　 　

나는 동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V10) . 　 .827 　 　 　

나는 나의 행동이나 결정에 의해 다른 동료 V9)  
직원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 행동 한다. 

　 .689 　 　 　

나는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그 내용에 V12) 
관련된 사람에게 사전 공지한다. 

　 .614 　 　 　

나는 사소한 문제점에 대해서 불평을 하곤 한다V18) . 　 　 .827 　 　

나는 도서관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에 V17) 
초점을 두는 편이다. 

　 　 .823 　 　

나는 사소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V19) . 　 　 .815 　 　

나는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 V20) 　 　 .710 　 　

나는 동료를 자발적으로 도와준다V3)  . 　 　 　 .879 　

나는 업무가 과중한 동료를 도와주는 편이다V1)  . 　 　 　 .865 　

나는 결근 및 외근한 동료의 일을 대신 처리 한다V2)  . 　 　 　 .785 　

나는 업무시간에 주식 오락 인터넷 쇼핑 등을 V6) , , 
하지 않는다. 

　 　 　 　 .846

나는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지 않는다V7) . 　 　 　 　 .813

아이겐 값(Eigen-value) 3.103 2.715 2.666 2.516 1.686

분산 설명(%) 18.256 15.971 15.682 14.801 9.917

표 조직시민행동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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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 요인과 독립변수인 5 ‘윤리적 리더쉽 대한 신뢰도를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신뢰도 는 동일한 형태의 검사를 반복 시행할 경우 응. , (reliability) , 

답자의 점수가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값이 , Cronbach α

이상이어야 한다 분석결과 표 과 같이 모든 요인에서 값이 이상으0.6 . < 7> Cronbach 0.7 α

로 나타나 요인에 대한 각 변수의 측정값이 일관성과 신뢰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요  인 항목수
신뢰성 지수

(Cronbach's ) α

윤리적 리더십 10 .962

조직시민행동

이타적 행동 3 .878

성실성 2 .760

정중함 4 .836

시민의식 4 .897

신사적 행동 4 .821

표 요인별 신뢰도 검증 결과< 7> 

다음으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통해 최종 도출된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의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의 개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 5 <

과 같다 이 때 상관계수의 크기는 보다 크고 절대값 보다 작으며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8> . , 0 1 , 

클수록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높다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이상일 경우 약한 상관관계. 0.1 , 

이상은 중간정도의 상관관계 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채구묵 0.3 , 0.6 ( 2001).

구  분 A B C D E

이타적 행동(A) 1 　 　 　 　

성실성(B) .351** 1 　 　 　

정중함(C) .459** .612** 1 　 　

시민의식(D) .485** .413** .525** 1 　

신사적 행동(E) .187* .226** .312** .268** 1

표 조직시민행동의 세부요인 간 상관관계< 8> 

변수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성실성’ 요인과  ‘정중함’ 요인이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 

고 나머지 요인 간에는 비교적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조직시민행동을 , . 

구성하는 모든 요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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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에 따른 평균비교3. 

본 연구에 투입된 변수에 대하여 응답자의 특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

해 응답자 특성을 기준으로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때 응답자의 특성은 개인적 특성과 소. 

속도서관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특성은 성별 경력만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연령 직급 . , , , 

변인의 응답 분포가 고르지 않고 특히 근무경력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응답, . 

자의 소속도서관 특성의 경우 운영주체와 지역특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와 같다 상급자에 대한 윤리적 리더십 인식< 9> . 

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유의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0.05 

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상급자가 더 윤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다 다음으로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변인 간 차이를 보면. , ‘이타적 행동’, ‘시민의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실성’, ‘정중함’, ‘신사적 행동’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

다 그러나 평균비교의 검증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모든 . , 

공동도서관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구  분

남  자 여  자

T p
평균(M)

표준편차
(SD)

평균(M)
표준편차
(SD)

윤리적 리더십 3.83 .840 3.48 .867 2.130 .035*

조직시민
행동

이타적 행동 3.94 .590 3.80 .610 1.192 .235

성실성 4.08 .806 4.15 .651 -.479 .634

정중함 3.99 .582 4.04 .483 -.541 .589

시민의식 4.04 .634 3.96 .600 .747 .456

신사적 행동 3.59 .949 3.82 .606 -1.359 .181

* p < .05

표 성별에 따른 요인별 평균비교< 9>

다음으로 근무경력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과 같다 상급자에 대한 윤리적 리< 10> . 

더십 인식은 근무경력이 오래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변인 간 차이를 보면 모든 요인에서 , ‘ 년 이상20 ’ 응답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성실성’, ‘신사적 행동’은 근무경력이 오래될수록 더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요인에서는 근무경력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적 유의성은 . ‘성실성’과 

‘신사적 행동’의 차이가 유의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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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년 미만10 년 년10 ~20 년 이상20

F p
평균(M)

표준편차
(SD)

평균(M)
표준편차
(SD)

평균(M)
표준편차
(SD)

윤리적 리더십 3.47 .884 3.50 .857 3.72 .852 1.413 .247

조직
시민
행동

이타적 행동 3.79 .560 3.74 .552 3.92 .685 .982 .377

성실성 4.01 .717 4.08 .628 4.33 .644 3.580 .030*

정중함 3.99 .486 3.89 .475 4.13 .536 2.304 .103

시민의식 3.93 .637 3.92 .573 4.06 .581 .904 .407

신사적 행동 3.64 .676 3.63 .633 3.99 .732 4.489 .013*

* p < .05

표 근무경력에 따른 요인별 평균비교< 10> 

다음으로 운영주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과 같다 상급자에 대한 윤리적 리< 11> . 

더십 인식은 교육청 소속인 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변인 간 차이를 보면, ‘시민의식’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교

육청 소속 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종속변수 . , 

중 ‘신사적 행동’ 만이 유의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0.05 .

구  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T p
평균(M)

표준편차
(SD)

평균(M)
표준편차
(SD)

윤리적 리더십 3.73 .851 3.46 .872 1.888 .061

조직시민
행동

이타적 행동 3.84 .671 3.82 .564 .226 .821

성실성 4.18 .725 4.11 .667 .652 .516

정중함 4.04 .558 4.02 .473 .293 .770

시민의식 3.94 .587 4.00 .621 -.628 .531

신사적 행동 3.98 .659 3.63 .704 3.088 .002*

* p < .05

표 운영주체에 따른 요인별 평균비교< 11>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와 같다 상급자에 대한 윤리적 < 12> . 

리더십 인식은 중소도시 소재 도서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읍면 지역 대도시 순으로 나, , 

타났다 반면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변인 간 차이는 모든 요인에서 대도시 소재 도서관의 점. , 

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 ‘이타적 행동’, ‘성실성’은 중소도시 소재 도서관이 읍면 지역 도서관

보다 높았고, ‘정중함’은 읍면 지역이 더 높았다 그러나 해당 요인에 대한 평균값 차이가 모두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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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F p
평균(M)

표준편차
(SD)

평균(M)
표준편차
(SD)

평균(M)
표준편차
(SD)

윤리적 리더십 3.54 .890 3.64 .801 3.59 .888 .148 .863

조직
시민

이타적 행동 3.85 .627 3.85 .613 3.75 .521 .280 .756

성실성 4.18 .666 4.08 .628 4.04 .841 .511 .601

정중함 4.04 .504 3.91 .515 4.08 .514 .830 .438

시민의식 3.99 .589 3.95 .704 3.95 .595 .062 .940

신사적 행동 3.81 .671 3.55 .831 3.80 .688 1.491 .228

* p < .05

표 지역특성에 따른 요인별 평균비교< 12> 

가설검증4. 

본 연구는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조직시민행동의 개 요인인 . 5 ‘이타

적 행동’, ‘성실성’, ‘정중함’, ‘시민의식’, ‘신사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모두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표 과 같이 총 회의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13> 5 .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 )β
t p

B 표준오차

이타적
행동

상수( ) 3.459 .205 　 16.842 .000**

윤리적 리더십 .104 .056 .150 1.862 .065

R²=.022, F=3.468

성실성

상수( ) 3.433 .229 　 15.016 .000**

윤리적 리더십 .198 .062 .250 3.170 .002**

R²=.062, F=10.046

정중함

상수( ) 3.405 .166 　 20.550 .000**

윤리적 리더십 .174 .045 .299 3.855 .000**

R²=.090, F=14.860

시민의식

상수( ) 3.597 .206 　 17.497 .000**

윤리적 리더십 .106 .056 .152 1.895 .060

R²=.023, F=3.590

신사적
행동

상수( ) 3.304 .239 　 13.851 .000**

윤리적 리더십 .129 .065 .160 1.989 .048*

R²=.026, F=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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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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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 첫 번째 세부가설인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 ‘이타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한 결과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이타적 행, 

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아 회귀모형이 적합하지 않는 것(+) , 

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 ‘성실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값이 유의수준 내에서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01 10.046 . 

또한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R2 은 로 나타났고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 6.2%

‘성실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셋째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 ‘정중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 

회귀모형은 값이 유의수준 내에서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회F .01 14.860 . 

귀식에 대한 설명력은(R2 은 로 나타났고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 9.0% , ‘정중함’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 ‘시민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

석 결과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마지막으로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 ‘신사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한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값이 유의수준 내에서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 F .05 3.956

유의하였다 또한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 (R2 은 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윤리적 리더십이 ) 2.6% , 

구성원의 ‘신사적 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이를 종합하면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성실성’, ‘정중함’, ‘신사적 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영향력의 크기순으로 나타내면, , ‘정중함’, ‘성실성’, ‘신사적 행동’ 

순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및 제언 . Ⅴ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부하의 조직시민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연구 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문헌연구들을 바탕으로 개, . 

발된 측정도구들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정 의 역할을 미쳤다, (+) . 

이러한 결과는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



공공도서관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21

- 91 -

시한 연구자들 외 류두원 외 정회근 심덕(Bass and Steidlmeier 1999; Mayer 2009; 2012; , 

섭 김민정 의 주, 2013) 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윤리적 리더의 행동은 조직구성원들에게 역. 

할모델이 되고 있으며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 제고에 ,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외 여러 연구자들의 주장과 같이 (+) . ㆍ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주요한 선행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즉 공공도서관에서 상사. , 

의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개인에 대한 시민행동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시민행동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 ‘이타적 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 ‘성실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 . 

공공도서관의 상사가 윤리적 리더십을 갖추면 조직 구성원의 출근이나 규칙 및 규정 준수, 

휴식시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구성원에게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수준 이상으로 행하는 

재량적 행동들을 더 고취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 ‘시민의식’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 ‘신사적 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

있었다 즉 공공도서관의 상사가 윤리적 리더십을 갖추면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 

문제나 고충에 대하여 단순히 받아들이거나 불평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도서관 조직을 위해 , 

보다 건설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행동을 고취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 외적인 행동 증가와 자발적인 조직시민행동이 발생하는 , 

것은 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상급자의 윤리Podsakoff, MacKenzi, Moorman(1990) , 

적 리더십 발휘는 곧 상급자에 대한 부하직원의 신뢰로 연결되고 이 신뢰가 부하직원의 조직, 

시민행동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공공도서관의 상사가 윤리적 리더십을 통. , 

해 부하직원의 신뢰를 확보한다면 부하직원은 자신의 공식적인 직무활동 이상의 자발적이고 , 

총체적인 조직의 유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성과행동들을 기꺼이 수행할 용의가 있음을 시

사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가 이론적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실무적 차원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관리자 및 도서관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 인지와 리

더십 계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회성의 비. 1

연속적 훈련 방식이 아니라 교육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과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 

그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도서관 관리자의 모든 업무활동과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이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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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 

다양한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관리자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도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 확립과 비

도덕적 행위에 대한 자기합리화 또는 인지적 왜곡과 같은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 내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 

리더가 가진 윤리적 리더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차원의 윤리적 리더십 

강화 노력과 윤리원칙과 윤리강령 준수 윤리적 조직 문화의 수립과 장착 윤리적 의사결정 , , , 

등이 가능한 제도 및 문화의 정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후 조직시민행동 외에 추가적인 종속변수를 지정하고 윤리적 리더십과의 매개가 되는 , 

매개변수의 정의하여 다차원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서의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므로 공공도서관 뿐 만 아니

라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다양한 관종의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국 공공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조직 문. , 

화와 사회적 요인 등을 조명하고 한국 공공도서관 현장의 조직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하, 

여 ‘질적 연구’, ‘문화기술법’, ‘사례연구’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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