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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윤리적 리더십이 종업원의 행동 (조직시민행동과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소유감이 윤
리적 리더십과 종업원 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를 바탕
으로 연구모델 및 가설을 개발하고 개발된 가설은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실증 분석 연구결과, 윤리적 리더십
은 종업원의 조직시민행동과 역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심리적 소유감은 윤리적 리더십과 종업원 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실
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윤리적 리더십, 심리적 소유감, 역할행동, 조직시민행동

Abstract The two main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ethical leadership on 
employees’ behaviors in term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 and in role behavior and to explore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own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employees’ 
behaviors (OCB and in role behavior). To achieve these two research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employed two research methods: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testing of the developed hypothes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employees’ behaviors (OCB and in role behavior), and psychological ownership played as a moder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employees’ behavior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practical implications and suggested future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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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리더십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분야로부터 지속 인 심을 받아온 연구주제이며, 

조직을 이끌어 가고 종업원들과의 건강한 계 형성을 

통해 조직발   성장에 기여해야 하는 리더의 요성

에 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이

러한 리더십에 한 연구자들과 산업계의 심을 반 하

듯,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 ; 변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윤리  리더십, 진정성 리더십 등)이 제시되었다.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과 련하여 시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에 잘 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리더십 스타

일에 한 논의는 주요 연구주제 다. 다양한 리더십 스

타일 에서, 윤리  리더십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윤리  리더십의 요성은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리더의 윤리  행동은 리더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조직 내 미치는 향력에 

요한 역할을[1]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끊임없이 발

생하고 있는 기업 CEO의 배임사건 같은 기업 스캔들은 

기업윤리 뿐만 아니라 윤리  리더십에 한 심을 증

가시켰다. 이러한 심은 윤리  기업 경 에 한 요구 

 기업의 리더들이 좀 더 윤리 으로 행동할 것에 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윤리  리더십은 “개인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인

간의 계를 통해 규범 으로 한 행동을 보여주며, 

그러한 행동을 방향 의사소통, 강화 그리고 의사결정

과 같은 과정을 통해 종업원들 한 실천하도록 진하

는 과정”([2], p. 120)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윤리  

리더십이 조직 내에서 윤리 인 사람으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윤리  리자로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윤리  리더는 도덕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

인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차

와 종업원들에 한 배려와 존 을 바탕으로 윤리  리

더로써 조직을 리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  리더십에 한 선행연구들은 윤리  리더는 

리더와 종업원간에 신뢰 형성을 돕고, 높은 수 의 의사

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리더의 특성

은 조직 내에서 종업원의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그리

고 성과향상과 같은 정 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매우 

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 1, 2, 3]. 를 들어, 

Piccolo 등(2010)은 윤리  리더의 행동은 종업원들이 그

들의 업무를 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결과

으로 더 높은 수 의 동기를 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발 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 인 행동을 하도록 돕

는다고 하 다[1]. 

그러나, 재까지 연구된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윤리  리더십이 조직에 미치는 주요 향과 윤리  리

더십의 행동과 종업원의 성과와의 계를 설명하고 있고, 

윤리  리더십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더 혹은 덜 효과

인지에 한 연구와 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상황  요

인은 어떤 행동이 더 합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에 한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상황  요인의 고려 없이, 

단순히 윤리  리더십이 종업원의 행동이나 태도에 향

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윤리  리더가 종업원의 행

동에 미치는 향을 강화 혹은 약화 시키는 요인을 찾는 

것은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 은 윤리  리더십이 종업

원의 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한 어떤 상황에

서 윤리  리더십이 종업원의 행동에 미치는 향이 더 

효과 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좀 더 구체 으로 본 연구

는 윤리  리더십이 종업원의 조직시민행동과 역할행동

에 미치는 향 계에서 어떻게 종업원의 심리  소유감

이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심리  소유감

은 종업원이 본인이 속한 조직 혹은 회사를 자신의 것으

로 느끼는 감정  상태를 말하며, 이는 특정상황에서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분 기와 사회  규범

과 련이 있다. 그래서 종업원들의 자신의 조직에 한 

심리  소유감의 정도에 따라서 윤리  리더십이 종업원

의 행동에 미치는 향은 다를 것으로 기 된다. 

 

2. 선행연구 및 가설 설정

2.1 이론적 배경 및 연구모형

윤리  리더십과 종업원의 행동 간의 계는 사회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4])의 을 통해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사회 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 [5])은 윤리  리더십과 종업원의 행동 

간의 계에서 심리  소유감이 어떻게 조  변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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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사회  교환이론

에 따르면, 종업원들은 그들의 리더가 진정으로 자신들

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더 나은 업무 성과를 달성함

으로써 그들의 리더 혹은 조직에 보상하고자 하는 경향

이 있다고 한다. 즉, 종업원에 한 신뢰 그리고 윤리  

우와 같은 윤리  리더의 행동들은 종업원들이 조직의 

소 한 구성요인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고 하고, 결

국 조직 구성원으로써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 으

로 조직 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리더 혹은 자신의 조직

에게 보상하고자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윤리  리더의 행동과 종업원의 정 인 행

동과의 계를 사회  교환이론의 을 통해서 이해하

고자 한다. 

한편,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 정체성

은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임에 한 지각과 그 집단에 

한 소속감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며[6], 이 게 형성된 

정체성은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 

를 들어, 특정 조직을 상으로 형성된 정체성은 개인

으로 하여  그 조직의 가치와 목표 등을 그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과 공유하게 하고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도록 동기부여 한다. 

심리  소유감에 한 이론에 따르면, 소유감을 느끼

는 감정의 상은 물질 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질 인 

것이 될 수 있으며, 종업원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해 

심리  소유감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해 

심리  소유감을 느끼는 종업원들은 그 조직의 주요 구

성원 혹은 심리  소유자로써의 정체성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조직에 해 심리  소유감을 가

지고 있는 종업원은 심리  소유감이 낮은 다른 종업원

에 비해 자신의 조직에 해 더 높은 심을 표출하고 책

임감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즉, 종업들은 좀 

더 극 으로 조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조직성과 향상

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이론

을 통해 어떻게 윤리  리더십이 종업원의 행동에 미치

는 향이 종업원 개인  요인 즉, 심리  소유감의 정도

에 따라 다른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

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개발

하 다.

 

[Fig. 1] Research model

2.2 윤리적 리더십과 종업원의 행동

윤리  리더는 자신의 개인 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룹 혹은 조직의 요구를 충족시키

고 그들에게 지속 인 심을 부여하는 사람이다. 한 

윤리  리더는 도덕  원칙 즉, 모든 종업원들의 권리를 

존 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과 같은 원칙을 근거로 하

여 조직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윤리  리더의 

행동과 가치들은 종업원의 자아개념과 신념 형성에 향

을 미치게 되며, 이것은 결국 종업원의 동기, 태도 그리고 

행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7]. 이러한 윤리  리더가 종

업원에 미치는 향은 윤리  리더가 조직 내에서 종업

원들의 롤 모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2, 8, 

9]. 즉, 롤 모델로써, 윤리  리더는 윤리  규범  아이

디어 등을 종업들에게 달하게 되며, 리더의 가치와 아

이디어는 가치 내재화와 같은 과정을 통해 종업원의 자

기 개념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7]. 이 게 내

재화된 윤리  가치는 종업원들의 행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 한 종업원을 한 윤리  리더의 지원은 종업원

들로 하여  정 인 조직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조직에 

보상하고자 노력하게 한다[10]. 

조직 내 종업원의 행동은 이직, 조직 만족도,  조직시

민행동, 역할행동, 그리고 생산성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

에서 정의되고 측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의 

행동을 조직시민행동과 역할행동으로 나 어 살펴보고, 

이들 두 행동변수가 윤리  리더십에 어떻게 향을 받

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선 조직시민행동은 공식 으로는 요구되는 일은 아

니지만, 종업원들이 자유재량에 의해 조직의 발 을 

해 기여하는 행동을 말한다[11]. 반면에 역할 행동은 조

직에 의해 공식 으로 종업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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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종업원들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해 조직에 공헌해

야 하는 것을 말한다[12]. 즉, 조직시민행동은 비록 종업

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자발 으로 조직의 발

을 해 동료 직원을 돕는다던지 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을 말하며, 역할행동은 직무계획서 등에 공식 으로 명

시되어 있는 업무를 말하며 종업원들이 조직 내에서 실

행하고 달성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  리더십과 종업원의 행동 간의 정 인 계

는 선행연구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 ; 8, 13, 14]. 를 

들어, Brown 등(2005)은 윤리  리더십이 리더에 한 

만족, 조직시민행동 그리고 문제 을 리더에게 보고하려

는 의도의 증가와 같은 정 인 종업원의 행동과 련

이 있음을 밝혔고, 한 윤리  리더가 종업원의 역할행

동에 미치는 향에 해서, 김성우(2011)는 높은 윤리의

식이 요구되는 공공조직에서 윤리  리더의 행동이 종업

원의 역할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2, 15].

이상의 논의된 선행연구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윤리  리더십은 종업원의 조직시민행동과 역할

행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으로 측이 된다.

가설 1 윤리  리더십은 종업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윤리  리더십은 역할행동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심리적 소유감

Sak와 Ashforth(2000)에 따르면, 비록 개인들이 어떤 

비슷한 환경 하에서 일할지라도 그들의 행동과 반응은 

다르다는 것이며, 조직 내에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측하기 해서는 개개인이 처한 개인  상황과 상황  

요인, 그리고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해야 한

다고 하 다[16]. 앞서 가설 1과 2는 윤리  리더십이 종

업원의 행동 즉, 조직시민행동과 역할행동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 는데, 윤리  리더십

이 종업원의 행동에 미치는 향은 개개인의 종업원이 

조직 혹인 리더에 해 지각하는 수 에 따라 다를 것으

로 측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상황 요인을 종업

원이 조직에 한 심리  소유감의 수 으로 가정하고 

다음의 이론  논의  선행연구를 실시하 다.

조직의 목표의 요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조직구

성원으로써의 멤버십을 계속유지 하고자하는 것을 나타

내는 조직몰입과 달리, 심리  소유감은 어떤 특정 상

을 개인이 심리 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  

상을 말한다[17]. 심리  소유감은 개인들이 자신의 의

사결정과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게 한다. 즉, 조직 

내에서 종업원들이 자신의 업무나 조직에 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들은 의사결정 시 심사숙고하게 되고,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기 해 더욱더 업무에 몰입하게 

된다. 왜냐하면, 심리  소유감의 결과는 곧 자신이 희망

하던 결과를 의미하며, 소유감은 자신이 생각하고 믿던 

것을 반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 상에 해 심리  소유감을 가지고 있

는 개인은 그 상의 안녕과 발 을 해 지속 으로 노

력하도록 동기부여 된다[18]. “내 것”이라는 소유감은 종

업원들을 극 으로 조직 행동에 참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동료를 돕는다던지, 자발 으로 업무 외의 일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조직시민행동에도 참여하도록 한다. 

즉, 종업원들이 개인 으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업무 혹

은 조직과 긴 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종업원들

은 조직의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 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 할 것으로 기 한다. 그래서 자신의 

조직 혹은 자신의 업무에 해 더 높은 수 의 소유감을 

인식하고 소유감을 느끼는 업무나 조직에 해 더 많은 

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종업

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해 심리  소유감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그들의 행동을 측하는 요한 요인일 될 

것으로 측이 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종업원의 심리  

소유감이 윤리  리더십이 종업원의 행동에 미치는 향

계를 조 할 것으로 가정한다. 즉, 종업원의 심리  소

유감이 더 높을 때 이 향 계는 더 정 일 것으로 추

측이 되며, 다음과 같은 2개의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심리  소유감은 윤리  리더십이 조직시민행

동에 미치는 향을 조 할 것이다.

가설 4 심리  소유감은 윤리  리더십이 역할행동에 

미치는 향을 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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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주요 목 은 윤리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

의 행동 (조직시민행동과 역할행동)에 미치는 향, 그리

고 윤리  리더십이 종업원의 행동에 미치는 향 계에

서 심리  소유감의 조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

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

용하여 경북지역 내 산업단지 공단에 근무하는 종업원들

을 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리더의 리더십 스타일과 

조직 내에서의 그들의 행동 등을 측정하 다. 약 2,500개

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378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

다(회수율=15.12%). 그 에서 설문조사가 완료되지 않

은 13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65개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60.3%가 남성이

며, 한 응답자의 46.9%가 30-40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교육수 과 련하여, 응답자의 약 65%

가 학사학  이상의 학 를 가지고 있으며, 체 응답자

의 58.1%가 기업에 그리고 41.9가 소기업(종업원 

300인 이하)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 의해 

개발되고 한 후속연구자들에 의해 측정도구의 신뢰성

과 타당성이 검증된 것이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5  척

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매우 아니다 =1 , 매우 그

다 =5 ).

첫째, 윤리  리더의 행동에 한 종업원들의 지각을 

측정하기 해 Brown 등(2005)이 개발한 측정도구가 사

용되었다[2]. 본 연구에서는 윤리  리더십을 리더가 규

범 으로 합한 행동을 조직 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개

인 인 삶에서도 지속 으로 실천하고 그러한 행동들을 

종업원들 한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진시키는 일련의 

리더의 활동으로 정의하 다. Brown 등(2005)의 연구에

서 Cronbach’s alpha가 .90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

성이 확보되었으며, 후속 연구에서도 이 측정도구의 신

뢰성이 지지되고 있다[ ; 19, 20]. 이 측정도구를 이용하

여 본 연구는 윤리  리더에 한 종업원의 지각 즉, 리

더의 윤리  수 과 리더의 윤리  가치와 규범들이 얼

마나 종업원들에게 달되는가에 한 종업원의 지각을 

측정하 다. 

둘째, 심리  소유감을 측정하기 해, Van Dyne와 

Pierce(2004)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11]. 본 연

구에서는 심리  소유감을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해 종

업원들이 내 것이라고 느끼는 심리  감정으로 정의 하

다. Van Dyne와 Pierce(2004)는 심리  소유감 척도를 

개발하고, 심리  소유감이 종업원의 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심리  소유감 척도를 세 개의 다른 

집단을 상으로 신뢰성을 측정하 고 모든 집단에서 

Cronabch’s alpha가 .8 이상으로 나타나 내  일 성 신

뢰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종업원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해 

느끼는 심리  소유감에 해 측정하 다.

셋째, 조직시민행동을 측정하기 해, 본 연구는 

Podsakoff 등(1990)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 으며, 

Podsakoff 등(1990)은 Cronbach’s alpha가 .70 이상으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21]. 본 

연구는 조직시민행동을 종업원들에게 비록 공식 으로 

요구되는 일은 아니지만, 자발 으로 조직의 발 과 안

녕을 해 노력하는 정도로 정의 하 다.

마지막으로, 역할 행동을 측정하기 해, 본 연구는 

Williams와 Anderson(1991)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이용

하 다[22]. Cronbach’s alpha가 .91로 나타나 Williams와 

Anderson(1991)은 이 측정도구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 행동을 자신들에게 공

식 으로 주어진 업무를 성공 으로 완수하는 정도로 정

의하 다.

 

4. 결과

4.1 기초분석

기술통계량과 변수들 간의 상 계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측정변수의 신뢰성을 단하기 해 

Cronbach’s alpha가 이용되었고, <Table 1>에 나타난 바

와 같이, 모든 변수의 Cronbach’a alpha가 .8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모든 변

수들 간의 상 계가 .22에서 부터 .43로 나타나 4개의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 계가 존재함을 수 있으며, 이

는 측정도구의 수렴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 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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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leadership

(EL)

Psychological 
ownership

(PO)

In role 
behavior

OCB

EL4 0.7532 0.0091 0.0740 -0.0600
EL5 0.7331 0.1073 0.1746 0.0527
EL6 0.7223 0.1380 0.1346 -0.0528
EL3 0.6954 0.1016 0.1013 -0.0559
EL2 0.6815 0.0503 -0.0085 -0.0582
EL8 0.6619 0.1705 0.1623 0.0464
EL7 0.6402 -0.1011 0.2113 -0.0772
EL9 0.6326 0.0359 0.0837 -0.0533
EL1 0.6121 0.1624 0.1328 0.0176

EL10 0.5297 0.0926 0.1794 -0.0625
PO4 0.0736 0.7937 0.1069 -0.0160
PO6 0.1289 0.7410 0.1810 -0.0608
PO7 0.0903 0.7389 0.0770 -0.0543
PO3 0.0478 0.7360 0.0440 -0.0334
PO1 0.1160 0.7356 0.0884 0.0190
PO5 0.0888 0.7013 0.1749 -0.0170
PO2 0.0798 0.6846 0.1280 -0.0367

Inrole6 0.2561 0.0234 0.7405 -0.0320
Inrole7 0.1737 0.1601 0.7313 0.0122
Inrole3 0.1531 0.1931 0.7075 -0.0076
Inrole1 0.0695 0.1777 0.6979 -0.1384
Inrole2 0.1072 0.1004 0.6913 0.0229
Inrole5 0.0896 0.1240 0.6657 -0.0542
Inrole4 0.2305 0.0453 0.6591 0.0739
OCB5 -0.0549 -0.0251 -0.0475 0.9321
OCB3 -0.0672 -0.0460 -0.0660 0.8925
OCB2 -0.0611 -0.0487 -0.0434 0.8442
OCB4 -0.0660 -0.0200 0.0728 0.7296
OCB1 0.0005 -0.0290 -0.0253 0.5871

Eigen value 4.7512 4.0169 3.7404 3.3257
Proportion of 

variance 
explained

16.38 13.83 12.90 11.45
Variables M S.D. α 1 2 3 4

1. Ethical leadership

2. Psy. ownership

3. In role behavior

4. OCB

3.76

3.73

3.47

3.48

0.65

0.60

0.64

0.61

.87

.87

.91

.88

1.00

.22**

.31**

.43**

 

1.00

.28**

.35**

 

 

1.00

.41**

 

 

 

1.00

Note: **p< .01

α = Cronbach’s alpha coefficient estimates.

 <Table 1> Basic statistics, Cronbach’s α and 
correlation

 한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가 <Table 2>에 나타나있다. 분석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이 4개로 나타났으며, 윤

리  리더십은 10개, 심리  소유감은 7개, 역할 행동은 

7개, 그리고 OCB는 5개 문항 등으로 분류되어 척도의 타

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들 4개 요인이 

체 분산의 54.56%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4.2 가설 검증

윤리  리더십의 조직시민 행동과 역할 성과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는 가설 1과 2를 검증하기 해 본 연구

는 윤리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조직시민행동과 역할성

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윤리  리더십은 

역할 행동(β=.43, p<.01)과 조직시민행동(β=.31, p<.01)

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1과 2는 채택되었다.

가설 3과 4는 윤리  리더십이 역할행동 성과와 조직

시민 행동에 미치는 향에 있어 심리  소유감이 조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두개의 가설

을 검증하기 해 본 연구는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우선 조  효과를 검증하고, 다 공선성 문제를 제

거하고자, 모든 독립변수는 평균 심화(mean-centered) 

하 다[24]. 한 각각의 가설 검증을 해 본 연구는 3개

의 회귀모델을 검증하 다. 첫째, 통제변수를 넣고(model 

1), 그 다음에는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향을 살펴보았

다(model 2). 마지막 세 번째 모델에서는,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s)를 살펴보았

다(model 3). 가설 3과 4의 분석결과는 <Table 4>에 나

타나 있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호작용 항 

(interactional terms)은 조직시민행동(β = .144, ΔR2=.02, 

p<.01)과 역할행동(β = .180, ΔR2=.032, p<.01)을 정

으로 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 으로, 가

설 3번과 4번의 검증에서, 모델 3에서 윤리  리더십과 

심리  소유감의 상호작용 효과가 추가되었을 때, R2가 

각각 2% 그리고 3.2%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리  소유감은 윤리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계와 윤리  리더십과 역할행동 간의 계를 조 하며, 

종업원의 심리  소유감이 높을수록, 윤리  리더십이 

종업원의 행동(역할행동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

이 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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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simple regression analyses for ethical leadership predicting in role 
behavior and OCB

  (N = 365) 
Dependent variables

In role behavior OCB

Predictor variable B SE B β B SE B β

Ethical leadership .40 .04 .43** 0.31 0.05 .31**

R
2

F

.19

84.29**

.10

39.55**

**p<.01.

<Table 4>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H3 & H4)
Hypothesis 3 (OCB) Model 1 Model 2 Model 3

Control variables

   Gender

   Age

   Education

   Job

 

-.008

.024

.015

-.078

.006

.050

.031

-.058 

.002

.056

.031

-.059

Independent variables

   Ethical   leadership (A)

   Psychological ownership (B)

 

 

.268**

.222**

.282**

.209**

Interaction effects

   A*B
  

 

.144**

Total R
2

.007 .153** .174**

ΔR2
.007 .146 .020

F .670 10.80** 10.72**

Hypothesis 4 (in role behavior) Model 1 Model 2 Model 3

Control variables

   Gender

   Age

   Education

   Job

 

-.050

-.077

.047

.025

-.036

-.058

.067

.046 

-.041

-.050

.066

.046 

Independent variables

   Ethical   leadership (A)

   Psychological ownership (B)

 

 

.207**

.350**

.225**

.335**

Interaction effects

   A*B
  

 

.180**

Total R
2

.010 .207** .238**

ΔR2
.010 .196 .032

F .940 15.55** 15.98**

Note: N=365, **p<.01.

[Fig. 2] Interactions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psychological ownership in predicting 
employees’OCB 

[Fig. 3] Interactions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psychological ownership in predicting 
employees’in rol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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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효과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해, 본 연

구는 Aiken과 West(1991)가 상호작용 효과에 한 이해

와 해석을 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이용하 다[25]. 윤

리  리더십 (윤리  리더십 지각이 낮과 높은 윤리  리

더십)과 심리  소유감 (낮은 심리  소유감과 높은 심리

 소유감)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합이 종업원

의 행동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 다. 좀 더 구체 으로

는, 심리  소유감에 표 편차 1을 더하거나 혹은 빼서 

높은 수와 낮은 수를 구하 다. [Fig. 2]와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심리  소유감이 높은 종업원은 윤리

 리더십과 OCB 간의 더 강한 계를 보여주었다. 따라

서 가설 3과 4는 지지되었다.

5. 결론

5.1 논의 및 시사점

최근 윤리경   윤리풍토 조성에 한 요구  심 

증가는 윤리  리더십에 한 연구증가로 이어져 왔다.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조직 내 윤리  리더십의 필요성

과 역할에 해 논의되고 한 윤리  리더십이 종업원

에 미치는 향을 설명하 다[ ; 1, 2, 3]. 이러한 연구들

은 윤리  리더십이 종업원의 태도 혹은 행동 등에 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 종업

원에 한 윤리  리더십의 향이 강화 혹은 약화되는 

지에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윤리  리더

십과 종업원의 행동과의 계와 이러한 계에서 심리  

소유감의 역할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 다.

선행연구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개발된 연구모

형은 회귀분석과 같은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실

증분석결과, 윤리  리더십은 종업원의 행동 즉, 역할행

동과 조직시민행동에 모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한 심리  소유감은 윤리  리더십이 종업원의 행

동에 미치는 향을 조 할 수 있음을 계  회귀분석

을 통해 확인하 다. 이러한 주요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실무  시사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윤리  리더십이 왜 요한지 설명하

고,  한 조직은 어떤 유형의 리더들을 고용 혹은 육성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윤리  요소( ; 윤

리 개념에 한 이해)를 고려한 리더십 개발 모델이 종업

업의 조직시민행동 뿐만 아니라 역할행동 성과를 향상시

키는데 필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rown(2007)에 따르면, 리더 개인의 특성은 윤리  

리더 행동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며, 윤리  리더십과 윤

리  풍토는 개발될 수 있다고 하 다[26]. Brown(2007)

의 과 같이, 본 연구는 재의 리더 혹은 잠재  리

더들을 한 윤리  리더십 개발/훈련 로그램의 필요

성을 제안한다. 이를 해 우선 으로 조직들은 자신들

이 처한 조직의 환경과 리더들의 특성을 면 히 살펴보

고 이를 토 로 윤리  리더십 개발  훈련 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 체계 인 평가시스템을 도입

하여 로그램 실시 후에 평가 결과를 체계 으로 리

하고 로그램 참여자들의 의견과 성과를 토 로 로그

램 개선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윤리  리더십의 요성과 더불어, 종업원의 심

리  상태 한 조직성과 향상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의 작업환경은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바

탕으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것을 종업원들에게 요구하

고 있다. 그러나 종업원의 조직에 한 심리  소유감의 

부족은 종업원들의 조직에 한 몰입 정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더 낮은 성과를 달성하게 한다. 그러나 종업

원의 심리  소유감은 종업원들이 매사에 책임감을 가지

고 업무에 집 하게 한다. 따라서 경 자들은 더 낳은 성

과는 종업원들의 심리  상태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종업원들의 심리  만족감을 진시키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미래 연구를 위한 제시

본 연구는 이론  논의  선행연구는 바탕으로 체계

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이 설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  한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4개의 변수들은 모두 자기 보

고식 설문조사 형태로써 얻어진 것으로, 이것은 사회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종업원들은 사회 으로 바람직

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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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련하여 비록 여러 연구자

들이 자기보고 (self-reporting)가 다른 형태의 방법보다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 27], 한 Berry 등

(2007)은 자기보고와 다른 형태의 설문응답 방법 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 지만[28], 후속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좀 더 다각 인 방법을 통해 획득하는 방안에 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들의 심리  소유감을 조

직에 한 종업원들의 심리  소유의식을 심으로 측정

하 는데, 앞서 선행연구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개인의 

소유감은 다양한 것에 해서 형성될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종업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조직 외

에도 조직 내의 다양한 물질 혹은 비물질 인 것에 해 

소유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Mayhew 등

(2007)은 조직 내에서의 심리  소유감을 조직에 한 것

과 업무에 한 것으로 나 어서 이들 두 소유감이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29]. 실증

분석 결과에서 조직에 한 소유감과 업무에 한 소유

감은 완 히 다른 개념이며, 조직에 한 소유감은 조직

몰입에, 업무에 한 소유감은 직무만족에 각각 정의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심리

 소유감을 좀 더 세분화 하여, 서로 다른 심리  소유

감에 따라 윤리  리더십과 종업원 행동 간의 계가 어

떻게 살펴보는 것도 유익한 연구일 것이라 생각이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윤리  리더십의 향을 

종업원의 행동 인 측면에서만 살펴보았으나, 모든 연구

가 그러하듯 좀 더 다양한 변수가 결과변수로써 고려되

지 않은 것도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 으로 지 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업원의 행동을 좀 

더 다양한 변수 즉, 직무만족  이직의도와 같은 변수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한 윤리  리더십이 종업원의 

태도(종업원 간 신뢰, 리더에 한 신뢰 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도 유익한 연구가 될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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