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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 구성원들의 주도적 성격과 주도적 행동 간 관계에서 작용하는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다. 인간-상황 상호작용론 관점에서 개인의
기질 요인과 상황 요인의 상승작용에 초점을 두었으며, 결과변수로 주도적 행동의 촉진
측면과 예방 측면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혁신행동과 문제예방행동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기질 활성화 이론에 기대어, 윤리적 리더십 하에서 개인에 내재한 주도적 성격
이 혁신행동과 문제예방행동으로 더욱 강하게 발현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
시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국내 조직에 근무 중인 구성원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윤리적 리더십을 높게 인식할 때 구성원의 주도적 성격
이 혁신행동과 문제예방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예방
행동을 예측할 때, 윤리적 리더십은 주도적 성격과 상호작용하는 명확한 패턴을 보였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독립변수로도 기능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
적,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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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예측하기조차 힘든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조직 환경은 조직 구성원들이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조직
행동을 비롯한 학계는 오래 전부터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는 전통적인 과업
범위를 넘어선 주도적 행동(proactive behavior)에 주목해왔다(Griffin, Neal, & Parker, 2007;
Ilgen & Pulakos, 1999). 주도적 행동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 환경을 변화
시키거나 새로운 환경을 창출하는 행동을 의미하며(Crant, 2000), 개인 주도(personal initiative:
Frese & Fay, 2001), 적극적 책임 감수(taking charge: Morrison & Phelps, 1999), 혁신행
동(individual innovation: Scott & Bruce, 1994), 발언행동(voice: Van Dyne & LePine,
1998), 문제예방행동(problem prevention: Frese & Fay, 2001), 적극적인 피드백 요청
(Ashford & Tsui, 1991) 등이 포함된다. 끊임없는 변화와 극심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위
협이나 기회를 미리 예견하고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의 근간을 구성하는 개인의 주도적 행동은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 나아가
조직의 성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불확실성으로 업
무 요건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 조직 구성원이 주도적 행동에 가담한다면, 스스로 새로운
도전을 미리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개인, 팀, 나아가 조직의 긍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Griffin et al., 2007; Griffin, Parker, & Mason, 2010).
조직 구성원들의 주도적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주도적 성격(proactive
personality)이 있다. 주도적 성격은 주도적 행동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개인 기질로, 주도
적 성격을 지닌 구성원들은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기대된다(Bateman & Crant, 1993). 선행 연구는 주도적 성격이
경력성공(Seibert, Kraimer, & Crant, 2001), 직무성과(Crant, 1995; Thompson, 2005), 직무
만족(Li, Liang, & Crant, 2010), 삶의 만족(Greguras & Diefendorff, 2010), 조직시민행동
(Yang, Gong, & Huo, 2011) 등 개인의 태도나 행동, 경력 관련 결과와 긍정적으로 연관된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Fuller & Marler(2009)의 메타 연구는 성격 5 요인(big five
personality)에 비해 주도적 성격이 직무성과와 더 강한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보고
하였고, 최근 Marinova, Peng, Lorinkova, Van Dyne, & Chiaburu(2015)의 메타 분석에서
도 개방성이나 외향성에 비해 주도적 성격이 변화지향적 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성원 개인이 가진 기질적 특성의 작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개인을 둘러
싼 상황이나 맥락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불완전한 이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부터 상호작용론 입장의 연구자들은 인간의 행동이 개인과 상황의 상
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과정의 산물임을 주장했다(Lewin,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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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neider, 1983). 주도적 성격의 개념과 측정 문항을 고안한 Bateman & Crant(1993) 역
시 보다 넓은 상호작용론 관점에서 개인의 기질적 측면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사
실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연구들이 주도적 성격과 개인 및 조직의 결과변
수 간 긍정적 관계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데 반해,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
개인에 내재된 주도적 성격이 주도적 행동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구성원이 주도적 행동에 관여할 것인지 여부, 관여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리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
련 연구는 리더의 지원이나 비전, 변혁적 리더십 등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예: Detert
& Burris, 2007; Griffin et al., 2010).
이에 본 연구는 기질 활성화 이론(trait activation theory: Tett & Burnett, 2003; Tett
& Guterman, 2000)에 입각하여 주도적 성격과 주도적 행동의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기제
로 윤리적 리더십(ethical leadership)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주도적 행동
의 세부 행동 유형 중 특히 혁신행동과 문제예방행동에 초점을 둘 것이다.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거나 구현하는 혁신행동과 잠재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를 예견하고 차단하는 문제예
방행동은 둘 다 업무 환경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행동 유형일 뿐 아니라, 각기 촉진(promotive)
측면과 예방(prohibitive) 측면의 주도적 행동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윤리적 리더십은
행동과 소통을 통해 구성원이 규범적으로 적절한 행동에 매진하게끔 안내한다(Trevino,
Hartman, & Brown, 2000). 직무 수행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하고 조직과 개인
에게 바람직하고 윤리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리더십은 주도적 성격
이 조직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행동 결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Kacmar,
Bachrach, Harris, & Zivnuska, 2011). 즉, 윤리적 리더십 하에서 주도적 성격을 가진 구성
원들은 규범이나 과정, 절차를 더 잘 이해하기에 자신의 역할이나 역량을 폭넓게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주도적 행동에 더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 역할을 조명하여 개인의 주도적 성격과 주도
적 행동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기존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기질 활성
화 이론에 기초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결과는 구성원 개인의 기질을 활성화하여 혁신행
동과 문제예방행동으로 이르게 하는 상황을 조직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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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주도적 행동: 혁신행동과 문제예방행동

그동안 주도적 행동에 대한 연구는 개인 주도(Frese & Fay, 2001), 적극적 책임 감수
(Morrison & Phelps, 1999), 발언행동(Van Dyne & LePine, 1998)처럼 보다 일반적인 행
동부터 이슈 셀링(Ashford, Rothbard, Piderit, & Dutton, 1998), 경력 주도(Tharenou &
Terry, 1998), 피드백 모니터링(Ashford & Black, 1996), 리더에게 주요 전략 이슈 환기
(Dutton & Ashford, 1993), 적극적 네트워크 형성(Morrison, 2002)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주어진 지시사항이나 명령을 준수하는 데
머물렀던 전통적인 업무 관점에서 벗어나(Frese, 2008),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과업을 폭넓
게 수행하는 주도적 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만큼 관련 연구가 급증한 탓이다. 연구마
다 주도적 행동의 유형과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었지만(예: Grant & Parker, 2009; Griffin
et al., 2007; Parker & Collins, 2010), Grant & Ashford(2008)가 지적한 두 가지 본질적
특성은 모든 유형의 주도적 행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하나는 미리 행동한다는 점, 다
른 하나는 의도된 영향력이라는 점이다(Grant & Ashford, 2008). 즉, 개인의 주도적 행동
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앞서 행동하는 능동성과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주변 환경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화중심성을 모두 지닌다(Crant, 2000; Grant, 2007).
본 연구는 주도적 행동을 촉진 측면과 예방 측면으로 나누어 혁신행동과 문제예방행동
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Van Dyne, Cummings, & Parks(1995)는 역할외 행동
(extra-role behavior)을 촉진 측면과 예방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두 유형은 행
동이 무언가를 촉진하거나 장려하는 의도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예방하고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즉, 촉진 측면의 역할외 행동은 기존의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자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거나 과업 완성을 장려하는 것이며, 예방 측면의 역할외 행동은
잘못된 일을 차단하거나 해로운 사건, 행동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후 Liang, Farh, &
Farh(2012)는 촉진 및 예방 관점을 발언행동에 적용하여, 이상적인 상태나 가능성을 현실
화하는 데 중심을 두는 촉진적 발언행동과 해로움을 차단하거나 예방하는데 집중하는 예
방적 발언행동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명하고 있는 촉진 측면의 혁신행동은 아이디어의 창출과 실행과 관련되
며(Scott & Bruce, 1994), 기회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기술, 제품 아이디어, 접근 방식을 고
안하고 수행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촉진 행동이 새로운 해결책을 활용하여 현재 상황의
변화를 추구하는 특징을 지니므로, 개인 혁신은 촉진 행동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조직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의 중요성은 그간 학계와 실무에서 널리 받
아들여져 왔다(예: Janssen, Van De Vliert, & West, 2004; Yuan & Woodman, 2010).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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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구성원 개개인의 혁신행동은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조직 성공의 토대가 되는 중
요한 자산이다(West & Farr, 1990). 개인 혁신의 주요 선행변수로 조직 문화나 풍토(Scott
& Bruce, 1994), 상사와 관계(Janssen & Van Yperen, 2004), 직무 특성(Oldham & Cummings,
1996), 사회나 그룹의 맥락(Munton & West, 1995)이나 개인 차이(Bunce & West, 1995)
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개인 특성, 맥락 요인들이 어떻
게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Yuan &
Woodman, 2010).
예방 측면의 문제예방행동은 개인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업무 상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
고자 미리 예견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잘못된 부분의 근본 원인을 찾는 노력이
포함된다(Frese & Fay, 2001; Parker & Collins, 2010). 예방 행동은 조직에 내재한 해로
운 요소에 대해 우려를 표출함으로써 현재 상황의 변화를 추구하는 특성을 지니며, 문제예
방행동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행동 유형이다. 주도적 행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주로 촉
진 행동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예방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다
(Liang et al., 2012; Parker & Collins, 2010). 촉진 행동이 미래의 이상적인 상태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 예방 행동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관례나 행동을 감지하고 경고, 예방한다는
점에서 행위자가 감내해야 하는 잠재적인 위험은 더 클 수 있다(Liang et al., 2012). 조직
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상사와 동료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반발과 갈등이 불
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조직의 건강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촉진
측면의 혁신행동과 예방 측면의 문제예방행동 둘 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주도적 성격과 리더십

주도적 성격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건설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개인의 기질적
특성으로 정의된다(Bateman & Crant, 1993). 주도적 성격을 지닌 개인들은 기회를 발견하
고 실행하며 실질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지속하고자 노
력한다(Crant, 2000). 선행연구들은 주도적 성격과 주도적 행동 간 관계에 대한 실증적 근
거를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주도적 성격은 네트워크 형성(Lambert, Eby, & Reeves,
2006), 적극적인 조직사회화(Kammeyer-Mueller & Wanberg, 2003), 경력 주도(Seibert et
al., 2001), 주도적 업무행동(Parker & Collins, 2010) 등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
적 성격과 주도적 행동 관계를 고찰하는 연구들이 축적됨과 동시에, 주도적 성격이 효과적
으로 발현될 수 있는 맥락과 상황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즉, 주도
적 성격이 지닌 함의와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이러한 개인특성이 발현될 수 있는 상황과
토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주도적 성격과 주도적 행동의
관계 고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개인이 처한 상황 조건과 맥락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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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주도적 성격과 주도적 행동(혁신행동, 문제예방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 경계조건에 주
목함으로써 선행연구의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주도적인 성격을 지닌 개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
는 혁신행동이나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고 방지하는 문제예방행동으로 이르는 이행 결정을
하는 데는 개인이 처한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초기 주도적 행동 연구에서는 맥락 요
인으로 직무 설계가 주로 다뤄졌다. 몇몇 연구들은 직무 충실화가 역할확장 자기효능감
(role-breadth self-efficacy)을 통해 주도적 행동과 연관되는 것을 보여주었다(예: Axtell
& Parker, 2003; Parker, Williams, & Turner, 2006). 또한 직무 자율성, 복잡성, 통제 등이
개인 주도(Frese, Garst, & Fay, 2007; Rank, Carsten, Unger, & Spector, 2007), 아이디어
실행(Parker et al., 2006)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설계 외에 팀 분위기나 조직
문화, 규범이 맥락 요인으로 연구되었다(예: Crant, 2000; Parker, Bindl, & Strauss, 2010).
본 연구는 주도적 성격이 주도적 행동으로 발현되는 데 필요한 주요 맥락 요인으로 리
더의 역할에 주목한다. 현재 상황의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행동이나 문제예방행동의 특성
상, 주도적으로 행동하려는 결정 이전에 구성원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예상 가능한 주변 반응에 대해 자문할 것이다. 그 물음에 답을 얻는 과정에서 리더가 중심
적인 역할을 차지한다(Den Hartog & Belschak, 2017). 선행 연구들은 변혁적 리더십이 팔
로워의 혁신 업무 행동과 조직지향적인 주도적 행동에 긍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을 보고
하였고(Den Hartog & Belschak, 2012; Rank, Nelson, Allen, & Xu, 2009), Griffin, Parker,
& Mason(2010)은 역할확장 자기효능감이 높은 직원들의 주도적 업무 행동을 리더의 비전
이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가 높을수록 혁신행동
(Janssen & Van Yperen, 2004)이나 발언행동(Burris, Detert, & Chiaburu, 2008), 변화지
향적 시민행동(Bettencourt, 2004)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주도적
행동 연구에서 개인차와 맥락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어떤 구성원에게
어떠한 리더십이 효과적인지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예컨대, 최근 Wu
& Parker(2017)의 연구에서는 리더의 지원이 구성원의 애착 성향에 따라 주도적 행동을
다르게 장려하는 것이 나타났다. 즉, 애착 불안이 높은 구성원은 리더의 지원이 구성원의
역할확장 자기효능감을 통해 주도적인 업무 행동으로 이어졌고, 애착 회피가 높은 구성원
은 리더의 지원이 자율적 동기를 통해 주도적인 업무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3. 기질 활성화 이론과 윤리적 리더십

기질 활성화 이론은 학계의 오래된 주제인 인간-상황 상호작용론의 입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Bowers, 1973; Endler & Magnusson, 1976). 최근 주도적 행동을 모형화하는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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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인의 기질적 요인과 상황 요인 간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Parker &
Bindl, 2017), 기질 활성화 이론(Tett & Burnett, 2003; Tett & Guterman, 2000)은 개인
차이와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주도적 행동을 이해하는 데 통찰력을 제공한다.
기질 활성화의 기본 원리는 기질과 관련된 상황 단서들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의 기질이
표출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기질과 관련된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상황이 “압력(press)”
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걱정은 오직 개인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만 나타나게 된
다(Kenrick & Funder, 1988). 따라서 기질 활성화 이론에 따르면 기질과 관련된 상황적
요소가 수반될 때, 개인의 성격이 업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작용한다
(Tett & Burnett, 2003).
기질 활성화 이론에 의하면, 성격은 개인에 잠재적으로 내재하다가 특정 계기를 이룰
때 행동으로 표출하게 된다. 예컨대, 공격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공격적으로 행
동하지 않기에, 종교적 상황이나 사회적 모임처럼 공격적인 행동이 부적절할 때는 개인에
내재된 공격성이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Tett & Gutterman, 2000).
기질 활성화 과정에서 상황-기질 관련성이 핵심적이다. 기질이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은
오직 특정 맥락 속에서 기질과 관련한 단서를 제공할 때 의미를 지닌다. 마찬가지로 주도
적 성격이 어떠한 맥락에서 주도적 행동으로 발현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질 활성화 이론은 주도적 성격을 지닌 개인이 언제 자신의 기질을 활성화하여 혁신행
동이나 문제예방행동과 같은 주도적 행동으로 표출하게 되는지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
적 토대를 제공한다. Tett & Burnett(2003)에 따르면, 기질과 관련된 단서들은 과업 수준,
사회적 요구, 조직 수준에서 존재한다. 여기서 사회적 요구는 동료, 상사, 고객의 요구와
기대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기술된 업무 행동이나 팀 기능과 연관된다. 기질을
활성화시키는 조건으로서 사회적 요구의 잠재적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업 자체나 조직 요구에 비해 사회적 요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특히 상세한 과업
조건을 명시하는 전통적인 직무 분석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관리하기가 어려운 사
회적 요구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Greenbaum, Hill, Mawritz, & Quade, 2017). 하지만
업무 요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업무 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질수록 사회적 요구는 개인의
기질이 발현될 수 있는 더욱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리더는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권한으로부터 오는 지배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굳이 의
도하지 않는 순간에도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en Hartog &
Belschak, 2017). 리더로 인해 형성된 사회적 맥락은 개인의 주도적 행동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윤리적 리더십에 주목하여, 개인의 주도적 성격이
활성화되어 주도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제안한다.
Trevino, Hartman, & Brown(2000)에 따르면, 구성원들의 평판 속에서 윤리적인 리더로
인식되는 것이 윤리적 리더십의 핵심이다. 윤리적 리더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정직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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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을 갖춘 도덕적 행동, 예를 들어, 옳은 일을 행하는 지, 존엄과 존중으로 거짓 없이 사
람을 대하는 지, 확고한 윤리적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의사결정하는 지 등을 통해 도덕
적 개인으로 인식될 뿐 아니라, 도덕적 관리자로서도 인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도덕적
관리자로서 리더는 윤리적 행동의 역할 모델로 기능하는 것에 더하여, 구성원들과 윤리적
기준, 원칙, 가치에 대해 소통하고 그들이 윤리적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상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소통과 제도를 통해 조직 환경 형성에 상당한 역
할을 하는 윤리적 리더십은(Brown, Trevino, & Harrison, 2005) 구성원의 주도적 성격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상황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윤리적 리더십은 주도적 성격을 지닌 개인이 주도권을 갖고 미리 행동하게끔 기
질을 활성화시킨다. 윤리적 리더는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가치와 윤리적 원칙, 규범을
준수하는 역할 모델로 기능한다(Brown et al., 2005; Trevino et al., 2000). Bandura(1986)
에 따르면, 학습은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그 결과를 통한 대리
경험으로도 이루어진다. 구성원들은 윤리적 리더를 역할 모델로 삼고 관찰 학습, 모방, 동
일화를 포함한 모델링을 경험함으로써 조직의 규범과 절차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Brown et al., 2005). 주도적 성격을 지닌 구성원은 변화의 기회를 더 잘 포착하고 자주
적으로 의제를 설정할 잠재력을 지닌다(Bateman & Crant, 1993). 윤리적 리더십 하에서
주도적 개인은 미래지향적인 관점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함
으로써 주도적 성격을 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윤리적 리더십의 환경에
서 주도적 성격 기질이 높은 개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업무 방식과 관련된 기회를 적극
적으로 모색하고 학습하는 혁신행동에 가담할 것이다. 또한 문제 재발의 소지가 있는 부분
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문제예방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다.
둘째,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 개인의 주도적 성격을 활성화시켜 자기 자신은 물론 주
변 환경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개인은 혁신행동, 문제예방행동
과 같은 주도적 행동에 가담할 때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비롯한 주변 환경에 분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Crant, 2000; Grant & Ashford, 2008).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 행위
는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위험성을 수반한다(Liang et al., 2012). 이 때 윤리적 리더의 양방
향 소통, 사람지향적인 행동과 배려, 윤리적 원칙에 입각한 보상과 규제는 구성원들이 심
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혁신행동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두려움을 동반한다. 하지만 구성원들에게 윤리적 리
더는 어려운 이슈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소통이 가능한 리더로 인식되기
때문에(Trevino et al., 2000), 주도적 성격이 혁신행동으로 발현되는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
다. 문제예방행동은 혁신행동보다 더욱 큰 잠재적 위험성을 지닐 수 있다. 문제의 근본원
인을 찾고 재발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간 갈등, 보복의 두려움이 예상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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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윤리적 리더십은 바람직한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에 대해 보상과 규제로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 따라서 주도적 개인은 윤리적 리더십이 가져오는 공
정한 업무 환경에 기반하여, 문제예방행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올바른 영향
력을 행사하겠다는 믿음을 지니고 실행에 옮기도록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도덕적
인간이자 도덕적 관리자로서 윤리적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보여주는 면모는 주도적 개인들
이 주변의 반응에 민감하기보다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윤리적 리더십은 주도적 성격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윤리

적 리더십 수준이 높을 때, 정(+)의 관계가 강할 것이다.
가설 2. 윤리적 리더십은 주도적 성격과 문제예방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윤리적 리더십 수준이 높을 때, 정(+)의 관계가 강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 연구방법

1. 연구의 표본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국내 조직에 근무 중인 구성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의 중요성이 내재된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 서비스, 전기 전자, IT, 헬스케어 분야의 조직 구성원들이었다. 최종 분석에는 161명
응답자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평균 연령
은 33.2세(SD = 7.1)였고, 남성이 56.5%, 대졸 이상이 87%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평균 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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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는 5.61년(SD = 5.65)이었으며, 직급은 사원급 49%, 대리급 31%, 과장급 15.5%, 부장급
이상이 3.7%의 비율로 나타났다. 직종의 경우 연구/개발직이 71.4%, 사무직 13.2%, 영업직
11.6%의 분포를 보였다.
2. 변수의 측정

(1) 적극적 성격
주도적 성격은 Parker & Sprigg(1999)가 제시한 4개 문항을 활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
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
라도 내 아이디어를 관철시키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기회를 발견하는 능력이 탁월하
다.” 등이다. 주도적 성격의 신뢰도는 .78로 나타났다.

(2) 윤리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은 Brown et al.(2005)의 10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는 “나의 상사는 부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나의 상사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내린다.” 등이다. 윤리적 리더십
의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3) 혁신행동
혁신행동은 Scott & Bruce(1999)의 6개 문항을 활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는 “나는 새로운 기술이나 업무, 절
차, 또는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애쓴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을 찾아내고 확보한다.” 등이다. 혁신행동의 신뢰도는 .93로 나타났다.

(4) 문제예방행동
문제예방행동은 Frese & Fay(2001)의 3개 문항을 활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
우 자주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는 “일시적으로 절차와 시스템을
지연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나 방안을 강구하는가?”, “문제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시간을 투자하는가?” 등이다. 문제예방행동의 신뢰도는 .92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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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제변수
주도적 행동의 두 차원인 혁신행동과 문제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측정하여 통제변수로서 활용하였다.

Ⅳ

. 분석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및 동일방법편의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주도적 성격, 윤리적 리더십, 문제예방행동, 혁신행동에 대한 확인적 요
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CFA 결과, 4개 요인으로 구
성된 연구모형은 총 23개 문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 부하량을 보였을 뿐 아
니라(최대값= .88, 최소값= .56), <표 1>과 같이 전체 모형 적합도에서도 3개 이하 요인으
로 구성된 다양한 대안모형들에 비해 더 우수하고 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x2[224] =
431.66, Comparative Fit Index(CFI) = .91, Tucker-Lewis Index(TLI) = .89,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 .07.
<표 1> 측정변수 CFA 모형 적합도a
CFI
x2
df
∆x2
∆df

구분
연구모형

3-요인 모형b
2-요인 모형c
1-요인 모형d

431.66

x

696.67
850.03
1472.09

224

227
229
230

-

265.01**
418.37**
1040.43**

-

3
5
6

df

.91

.78
.72
.43

TLI

RMSEA

.89

.07

.76
.69
.37

.11
.13
.18

a N =161, **p <.01. ∆ 2: 연구모형과 비교한 카이제곱 증분값, ∆ : 연구모형과 비교한 자유도 증분값
b 3-요인 모형은 주도적 행동의 두 가지 유형인 혁신행동과 문제예방행동을 단일요인으로 고려하여, 주도적 성격,

윤리적 리더십과 독립적인 구성개념으로 간주한 모형임
간주한 모형임.
d 단일요인 모형은 주도적 성격, 윤리적 리더십, 혁신행동, 문제예방행동을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한 모형임.

c 2-요인 모형은 주도적 성격, 혁신행동, 문제예방행동을 하나의 요인으로, 윤리적 리더십을 독립적인 구성개념으로

이와 더불어, 모든 개별 잠재요인의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을 잠재요인 간 상관관계 추정치 제곱과 비교한 결과, 모든 경우 AVE값이 상관계수 제
곱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상관계수 추정치들은 신뢰구간(상관계수± 2 * 표준오
차)에 1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활용된 주도적 성격, 윤리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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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동, 문제예방행동 간 판별타당성을 지지하는 유력한 단서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모든 변수들이 동일한 원천으로부터 동일한 설문방식에 의해 측정되었
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의 위협이 존재한다. 이에,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미
측정 잠재단일공통방법요인(a single unmeasured latent method factor)’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 방법은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실제 측정한 잠재요인인 아닌 가상의 단일방법요인을
추가한 결과를 측정모형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단일방법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비교 결과, 미측정 잠재단일공통방법요인을 연구모형에 추가한 후 모형의 적합도는 x2[201]
= 386.13, CFI = .92, TLI = .89, RMSEA = .08로 투입 이전의 측정모형과 비교했을 때 다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분산 중에서 단일공통방법요인에 의해 설명된 분산
은 20.1%로, Williams, Cote, & Buckley(1989)가 제시한 동일방법요인에 의해 설명된 분산
의 허용기준인 25% 수준을 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방법편의가 본 연구의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할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연구에 포함된 개별 변수 및 변수들 간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윤곽을 파악하고자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변수들 간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결과
M

SD

1

2

3

4

5

6

7

8

연령
33.22 7.15
성별
.57 .50 .35**
학력
3.79 .78 -.28** .00
근속기간
5.61 5.66 .79** .20** -.16*
주도적 성격 3.28 .63 -.04 .04 .19* -.06 (.78)
윤리적 리더십 3.63 .60 -.01 -.23** .06 .07 .12 (.92)
혁신행동
3.27 .81 .13 .13 .12 .06 .26** -.01 (.93)
문제예방행동 3.09 .84 .12 .07 -.12 .07 .18* .43** .21** (.92)
주 : N =161. *p <.05, **p <.01 (two-tailed). 대각선 상 괄호 속 수치는 신뢰도 지수(Cronbach’s α)임.
성별: 1=남성, 0=여성; 학력: 1 =고등학교, 2=전문대, 3=대학졸업, 4=대학원이상.
1.
2.
3.
4.
5.
6.
7.
8.

3. 가설의 검증

주도적 성격과 혁신행동 및 문제예방행동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효
과에 대한 가설 1과 2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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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 첫 번째 단계에서 통제변수들(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두 번째 단계에서 주도
적 성격과 윤리적 리더십,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였다. 주도적 성격과 윤리적 리더십의 상호작용항은 각 변수들의 값에서 해당변수의
평균값을 감한 평균중심화 값을 활용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혁신행동에 대한 회귀식의 경우 통제변수들의 투입 이
후 주도적 성격은 혁신행동(β = .24, p < .01)을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윤리적 리더십(β =
-.02, ns)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모형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도적 성격과 혁신행동의 상호작용항의 투입 후 모형의 설명력이 유
의하게 증가하였으며(△R2 = .04, p <.05), 회귀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β = .18, p <.05). 추가적으로, 상호작용효과의 해석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윤리적 리
더십의 평균값에서 1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상위와 하위 수준으로 구분하여 주도적 성격과
혁신행동 간의 단순기울기를 도식화하고 그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윤리적 리더십
을 높게 인식한 경우, 구성원의 주도적 성격이 강할수록 혁신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b = .59, t = 3.59, p <.01). 반면에, 윤리적 리더십을 낮게 인식한 경우에는 주
도적 성격과 혁신행동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b = .17, t = 1.47, p > .05). 따라서 가설 1
은 지지되었다.
<표 3>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연령
성별
교육
근속
주도적 성격
윤리적 리더십
주도적 성격X윤리적 리더십

모형1
.27
.07
.17*
-.12

R2
ΔR2

.05

주 : N =161, *p <.05, **p <.01, 표준화된 β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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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동
모형2 모형3
.22
.25
.06
.04
.12
.13
-.09 -.10
.24** .29**
-.02 -.02
.18*
.10** .13*
.05** .04*

모형4
.10
.05
-.10
-.04

문제예방행동
모형5
.09
.07
-.15
-.12
.15*
.44**

.03

.27**
.24**

모형6
.13
.13
-.16
-.10
.24**
.46**
.30**
.3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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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도적 성격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문제예방에 대한 회귀식의 경우에는 통제변수들을 투입한 이후 주도적 성격(β = .15, p <
.05)뿐만 아니라 윤리적 리더십(β = .44, p <.01)도 문제예방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5에 제시된 것처럼, 주도적 성격과 혁신행동의 상호작용항의 투입
후 모형의 설명력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R2 = .08, p <.01) 그 회귀계수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30, p < .01). 상호작용효과의 해석을 위한 단순기울기 도식화 결과,
가설1과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과 같이 윤리적 리더십을 높게 인식한 경
우, 구성원의 주도적 성격이 강할수록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으나
(b = .71, t = 4.79, p < .01), 윤리적 리더십을 낮게 인식한 경우에는 주도적 성격과 혁신행동
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b = -.04, t = -.43, p > .05). 따라서 가설 2 역시 지지되었다.
[그림 3] 주도적 성격과 문제예방행동 관계에서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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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 및 토의

1. 연구의 요약 및 해석

본 연구는 자신의 역할수행에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오늘날의 조직
환경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주도적 성격의 활용을 위한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고
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직무에서 선제적인 역할을 설정하려는 기질적 경향으로서
주도적 성격이 새로운 변화를 제시하고 촉진하는 혁신행동과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려는
주도적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는 리더십 맥락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질 활성화 이론에
입각해,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주도적 성격과 주도적 행동의 관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제임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실증하였으며, 윤리적 리더십을 높게 인식하는 상황에
서만 구성원들의 주도적 성격이 새로운 변화를 제시하고 촉진하는 혁신행동과 문제를 예
방하고 차단하려는 주도적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
인에게 내재된 주도적 성격이 촉진과 예방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주도적 행동으로 발현되
는 과정에 윤리적 리더가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도적 성격이라는 개인의 특성과 윤리적 리더십이라는
상황적 맥락의 효과는 발현되는 주도적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혁신행
동과 달리 문제예방행동의 경우, 주도적 성격뿐만 아니라 윤리적 리더십 역시 독립적이고
유의한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도적 성격과 윤리적 리더십의 상호작용 효
과 역시 혁신행동보다 문제예방행동에 대해서 더 큰 설명력과 더 명확한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잠재적인 위험이 더 크게 수반될 수 있는 문제예방행동의 경우, 주도적 성
격을 발현시키는 데 윤리적 리더십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상대적
으로 더 큰 위험을 내포하는 문제예방행동의 경우 윤리적 리더의 공정하고 윤리적인 운영
과 소통노력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도적 성격이라는 개인차와 윤리적
리더십의 상호작용은 문제예방에 대한 상당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윤리적 리더십을 조절변수로 고려하여, 주도적 성격이라는 개인의 특성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는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
한다.
2.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질 활성화 이론을 토대로 주도적 성
격의 행동적 발현을 촉진할 수 있는 리더십 효과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한다. 구체적으
로, 윤리적 리더십의 특성인 도덕성과 신뢰성, 업무처리, 평가 및 보상에서의 공정하고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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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방식이 구성원의 주도적 성격특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실증하였다. 선행연구의 초점이 주로 주도적 성격과 개
인의 태도 및 행동의 직접적 관계에 맞추어져 있었던 반면, 주도적 성격이 주도적 행동으
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발현될 수 있는 리더십 맥락과 같은 촉진적 환경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윤리적 리더십이 지닌 함의에 주목하여 주
도적 성격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특성으로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주도적 행동을
혁신행동과 문제예방행동으로 구분하여 주도적 성격의 기능을 규명했다는 점에서도 본 연
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촉진적 성격의 주도적 행동과 예방적 성격의 주
도적 행동 모두 조직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제안되어왔음에도 두 성
격의 주도적 행동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결과는 새로운 아이디
어 제시 및 실행노력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것과 문제에 천착해 그것을 드러내고 예방
하려는 행동이 동일한 변수들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예측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본 연구결과는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조직 환경과 기술의 변화로 직
무의 성격이 바뀌면서 조직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갖춘 구성원들을 선발하고 업
무에 배치하여 조직전반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이러한 노력에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즉, 주도적인 성향을 갖춘 조직구성원을 확
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성원들의 장점인 적극성과
능동성이 장려되고 촉진될 수 있는 윤리적 리더십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
구는 원칙, 규칙, 절차에 대한 소통중시와 함께 적극적 행동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공정하
고 윤리적인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리더십 아래서, 주도적 성격이 행동으로 강하게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문제예방행동과 같이 위험에 대한 염려가 큰 행동일수록, 주도
적 성격을 지닌 구성원들에게 윤리적인 리더의 존재가 더욱 필요하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을 넘어
서, 조직의 관리자들이 윤리적 리더십의 역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확장된 이해가 필요
함을 제안하고 있다. 즉,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촉진할 뿐 아니라, 주
도적 성격과 주도적 행동의 관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확장된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은 윤리적 리더십 교육 및 훈련을
계획하고 설계했을 때,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과 함께 주도적 행동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첫째, 본 연구는 주도적 행동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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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인 수준에서 주도적 성격, 윤리적 리더십, 혁신행동, 문제예방행동 간의 관계를 살
펴보았다. 하지만 분석에 사용된 161의 표본크기는 이러한 조직의 구성원들을 대표하기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도적 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에게서 보
다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연구 설계의 횡단적 성격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인과적 해석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물론 주도적 성격이 안정적인 개인특성 변수라는 점에서 성격과 행동 간의 역
인과관계를 가정하기는 논리적으로 어렵지만, 주도성이라는 공통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성
격과 행동 변수를 동시에 측정하였다는 점은 연구 결과의 인과적 추론을 뒷받침하기에 분
명 부족하다. 향후 연구에서 주도적 성격과 주도적 행동 간 측정시점을 달리한 연구설계를
통해 횡단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든 변수들이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응답자로부터 동일한 방식인 자기보고 방
식을 통해 측정되었기에 결과에 대한 동일방법편의의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미측정 잠재단일방법요인 분석을 통해 동일방법편의 가능성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연구에서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우려를 확실하게 해
소하기 위해 응답원천과 측정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혁신행동 및 문제예
방행동 자료를 상사나 팀 동료를 비롯한 다양한 응답자로부터 수집한다면 변수들 간 관계
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도적 성격과 주도적 행동 관계에서 새롭고 다양한 조절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도적 성격의 발현을 위해 리더십이라는 사회적 토대에 초점을 두었지만,
추후연구에서는 동료나 고객과의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주도적 성격을 발현시켜 다양한
형태의 주도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대부
분의 조직에서 팀을 기본단위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팀원들과의 사회적 관계 역시
개인에 내재된 기질 발현의 중요한 맥락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혹은 사
회적 책임의 중요성과 더불어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일이 고객이나 사회에 어떤 의미
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지 숙고한다(Grant, 2007). 따라서 조직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고
객이나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의 업무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식하
고 업무 상대의 관점을 중요시 하게 된다. 즉, 조직 외부와의 사회적 관계 역시 주도적 성
격과 주도적 행동의 관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촉진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아
울러, 본 연구에서는 주도적 성격과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효과에 주목하는 데 머물렀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주도적 성격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를 동시
에 고려하여 주도적 성격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주도적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 통합
적 이해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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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active Personality and Proactive Behavior:
The Role of Ethical Leadership

Dongseop Lee, Yongduk Choi, Yeseul Jo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oderating role of ethical 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active personality and proactive behavior. Based on a personsituation interaction perspective, we focused on leadership as a situational context
that facilitates two types of employee proactive behavior: individual innovation and
problem prevention. Drawing on trait activation theory, the study proposed a model
in which proactive personality is activated and thus more strongly predicts individual
innovation and problem prevention under ethical leadership as a condition. We tested
the interaction hypotheses using a sample of 161 employees in South Korea.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interaction of proactive personality and ethical leadership is
predictive of both individual innovation and problem prevention. The findings also
indicated that the patterns are more salient when predicting problem preven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Key words: Ethical leadership, proactive personality, problem prevention,
individu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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