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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윤리적 리더십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미나1)･주경진2)･백기복3)

최근 일련의 비윤리 경영 문제가 대두되고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
는 상황에서, 국내 경영학계의 ‘윤리적 리더십’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현황은
어떤지를 점검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 연구가 수행되었
다. 이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주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실린 윤리적
리더십 논문 43편을 찾아 문헌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연구들이 윤리적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어떤 구성
개념을 갖는 변수로 개념화해왔는지, 그리고 서구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측정도
구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윤리적 리더십의 기저를 이루는 배경이론들은 어떤 특
징을 갖는지 등에 대해서 분석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윤리적 리더십’의 선행･종
속･매개･조절변수를 유형별로 범주화하고 해외연구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현 상황을 일별할 수 있게 하였다.
분석결과 몇 가지 특징이 도출되었다. 첫째, 윤리적 리더십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선행
변수나 결과변수, 또는 매개나 조절변수들이 매우 제한적이고 반복 사용되고 있다. 사용
된 변인의 수가 적고 특정 변수에 편중되어 있다. 둘째, 검증대상이 된 43편의 논문들
중 39편이 실증연구인데 이 중 90%가 단순 횡단설문데이터(one-time cross-sectional
data)에 기초하여 이뤄졌다. 앞으로 다중원천(multi-source)연구와 함께 종단연구, 질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개인수준 연구가 35편(90%)으로 지
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경영에서 윤리의 문제는 집단의 속성을 가지므로 집단이나 조직
수준의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실증연구 39편 중 77%가 Brown et al.(2005)
의 단일요인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다요인 측정도구 활용과 국가 문화맥락을 반영한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국내 윤리적 리더십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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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및 문제제기
최근 국내기업의 윤리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가치
로 내걸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신뢰･윤리･투명 경영을 지향하고 윤리규범, 윤리헌장을 제
정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제도와 더불어 조직경영을 책임진 리더들의
윤리적 리더십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박상석･김찬중, 2018).
윤리경영에 있어 ‘경성’(hard) 제도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사람과 같은 ‘연성’(soft)
변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나타나고 있다. 리더들의 윤리적 행동이 강조되는 배경
에는 리더가 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
다(백윤정･김보영･김은실, 2016). 구성원들은 윤리적 리더의 역할 모델링을 통해 리더의 행
동을 관찰하고 사회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따라 하게 된다(Brown &
Trevino, 2006). 사회적 학습이론(Bandura, 1977)이 제시하고 있듯이 리더의 행동이 윤리
적으로 인식이 되면 구성원들도 윤리적인 행동을 강화하게 되고, 리더의 행동이 비윤리적
인 것으로 인식이 되면 구성원들도 그것을 따라 하게 된다(Brown & Trevino, 2006). 따라
서 조직 책임자들의 윤리적 리더십을 연구하는 것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는데 있어 핵심
정책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국내 경영학계에서도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그간의 연구결과가 종합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주요 학술 등재지에 실린 43편의 논문들을 취하여 윤리적 리더십 연구의 특징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고, 윤리적 리더십 연구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해외의 앞선 연구들과 비교하여 국내 윤리적 리더십 연구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 그 흐름을 정리하였다. 둘째, 어떤 연구 방법들을 사용해 왔는지 분석하
고 윤리적 리더십 측정도구의 적합성과 최신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수준(level of
analysis)과 자료원천의 다양성과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윤리적 리더십의 선행･결과･
매개･조절 요인에 있어서 어떤 변수들이 사용되었는지 그 범주를 유형화하고 해외연구결
과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한계점들을 제시하고 연구 분석을 통해 발
견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윤리적 리더십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윤리적 리더십
Yukl, Mahsud, Hassan, & Prussia(2013)이 지적하고 있듯이, 해외에서 수행된 지금까지

86

윤리경영연구 제19권 제2호 (통권 제30호)

김미나･주경진･백기복

윤리적 리더십연구의 특징을 보면, 대략 세 가지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 즉 윤리적 리더
십 정의와 개념화의 문제, 윤리적 리더십의 배경이론의 이슈, 그리고 윤리적 리더십 측정
도구의 문제 등이 그들이다. 이외에도 분석의 수준, 응답원천 다양화, 리더십 측정대상, 다
른 리더십과의 비교 등이 향후 연구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는
것은 국내 윤리적 리더십문헌 검증을 수행함에 있어 지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아래에
간략히 정리하였다.

1. 윤리적 리더십 정의와 개념의 변화
윤리적 리더십의 연구는 Brown, Treviño, & Harrison(2005)이 윤리적 리더십의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윤리적 리더십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한 이후에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이기현, 2017). Brown et al.(2005)은 윤리적 리더십의 정의를 사회적 학습이
론 관점을 근간으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는데, 윤리적 리더십이란 ‘리더가 구성원들과
상호관계를 통하여 규범적으로 적절한 행위를 보이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며,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윤리적 행위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Brown et al.(2005)은 리더가 구성원들로부터 윤리적 리더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측면을 ‘도덕적 인간’과 ‘도덕적 관리자’로 구분하여 제안했다. ‘도덕적 인간’이란 한
개인으로써 스스로 윤리적인 속성을 갖춘 것으로, 구성원과의 상호 관계에서 규범적이고
도덕적 행위를 보여줌으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을 뜻한다. ‘도덕적 관리자’란 조직 내에서
윤리 기준을 세우고, 윤리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보상체계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윤리적 책임감을 갖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Brown & Treviño, 2006).
Kirkpatrick & Locke(1991)은 윤리적 리더십을 성실성(Integrity), 정직(honesty), 신뢰
(trust) 등의 개인의 자질에 기반을 두어서 연구를 진행했다. Treviño, Brown, & Hartman
(2003)은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리더의 관리자적 역할에서의 윤리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Gini(1997)는 윤리적 리더십을 리더가 사회적 권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리더가 의사
결정, 관여행동,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권력을 사용하는지에 초점
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윤리적 리더십이란 윤리적 리더가 도덕적인 개인이자 관
리자로서 어떻게 사회적 권력을 활용하는 가와 관련된 개념이다(Brown & Trevino, 2006;
백기복, 2005). 이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는 윤리적 리더십은 윤리적 행동을 촉진하는 리
더십을 뛰어넘어 윤리적 자아형성, 가치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이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
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Zhu, May, & Avolio; 2004).
이와 같이 해외연구에서는 Brown et al.(2005)이 제시한 윤리적 리더십의 개념과 정의를
확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면서 발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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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적 리더십의 배경이론들
해외연구를 고찰해 보면 크게 4가지 이론을 근간으로 윤리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설명되
고 있다. 첫째, Bandura(1977)가 제시한 사회적 학습이론이다. 사회적 학습 관점에서는 학
습자가 호의적이고 신뢰하는 대상의 행동이나 가치관,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학
습이 이루어지고 모방이 일어난다고 보는 견해다(Bandura, 1977). 윤리적 리더십을 사회적
학습 관점을 통해서 본다면 구성원들은 리더의 윤리적 행동과 윤리적 의사결정 방식을 관
찰하고 얻은 정보를 토대로 윤리적 행동을 모방하고 자신의 행동방식을 학습한다고 볼 수
있다. 윤리적 리더가 도덕적으로 신뢰가 가는 역할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유사한 행동을 보이고 조직에 대한 유익한 태도와 행동으로 연결됨으로써 높은 과업 성과
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Brown & Treviño, 2006).
둘째, Blau(1968)가 제시한 사회교환 이론이다. 리더와 직원의 교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 리더와 구성원은 상호작용을 통해 리더와 함께 사회화된다(변국도･서려나･이수
진, 2018; Mayer, Aquino, Greenbaum, & Kuenzi, 2012). 상호 호혜성(Reciprocity)과 리더
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교환 과정을 통해 부하는 리더의 윤리적 행동을 관찰한다.
Cropanzano & Mithchell(2005)은 리더가 윤리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 조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며 조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커진다고 하였다. 직원들은 리더의 배
려 지향적인 처우에 보답하고자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형성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리더와
관계를 개발하고자 윤리적 행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커진다(Brown & Treviño, 2006). 사회
교환 관계는 구성원의 직무수행을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이
규용･송정수, 2011).
셋째, Pfeffer(1977)가 제시한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이다. 리더가 구성원
들에게 윤리적이라고 인식이 되면 될수록 리더가 도출한 의사결정이나 가이드 라인을 더
잘 수용한다는 이론이다(Pfeffer, 1977). 리더가 윤리적일 때 리더십에 대한 효과성, 만족도
가 높아지고 조직 구성원이 직무에 기여하고자 하는 태도가 향상되며, 문제 발생시 경영진
에게 문제를 보고하려는 노력이 증가한다(이명신･장영철, 2010; Brown, Treviño et. al.,
2005).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윤리적 태도와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성과를 예측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Walumbwa, Mayer, Wang, Wang,
Workman, & Christensen, 2011).
넷째, House(1996)가 제시한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이다. 경로 목표 이론에서
윤리적 리더는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높은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고 조직의 목
표와 일치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House, 1996; Kalshoven, Den Hartog, & De Hoogh,
2011).
이와 같이 해외연구에서는 Bandura(1977)가 제시한 사회적 학습이론 이외에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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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윤리적 리더십의 이론적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3. 윤리적 리더십 구성개념과 척도의 변화
윤리적 리더십의 실증연구는 윤리적 리더에 대한 구성개념과 척도가 발전하면서 더욱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 윤리적 리더십 연구에 사용된 척도 및 측정도구의 발전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Brown et al.(2005)은 윤리적 리더십 척도인 ELS(Ethical Leadership Scale)를 개
발하여 윤리적 리더십의 구성개념을 확인하고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Brown et
al.(2005)의 척도는 윤리적 리더십을 도덕적 인간과 도덕적 관리자라는 두 요인에 근거하
여 윤리적 리더십이라는 한 가지 개념 하에 다양한 리더의 행동 및 특성들을 단일차원에
서 제시하고 있다. 한편, Brown et al.(2005)의 척도 외에 해외에서는 윤리적 리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척도들이 개발되고 타당성 검증 연구가 이루
어졌다.
또한, De Hoogh & Den Dartog(2008)은 Brown et al.(2005)의 윤리적 리더십 정의를 토
대로 다른 선행변수와 결과변수를 가지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윤
리적 리더십을 도덕과 공정에 대한 관심, 윤리적 역할 명확성, 파워공유 등 3요소로 개념
화하고 다문화 리더행동설문지(Multi-Culture Leader Behavior Questionnaire: MCLO)를
개발하여 측정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Kalshoven et al.(2011)은 Brown et al.(2005)이 개발한 윤리적 리더십 척도(ELS)
가 단일 차원으로 구성 된 것을 비판하며 윤리적 리더십을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연구하
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Kalshoven et al.(2011)은 기존의 De Hoogh & Den
Hartog(2008)이 제시한 척도를 더욱 발전시켜 도덕과 공정에 대한 관심, 윤리적 역할명확
성, 파워공유, 사람지향성, 윤리적 지침, 환경 지향성, 정직의 7가지 요인들로 다변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하였다(정예지･김문주･이수정, 2012).
끝으로, Yukl et al.(2013)은 윤리적 리더십 척도로 ELQ(Ethical Leadership Questionnaire)
를 제시하면서, 이전까지 개발된 윤리적 리더십의 척도가 명확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ELQ는 정직성과 진실성, 윤리적 기준을 전달
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행동, 의사결정과 보상배분의 공정성, 친절하고 자비로우며 다른 사
람들의 욕구 감정을 배려하는 행동 등 15개의 항목을 갖는 척도이다. ELQ의 판별타당성
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LMX이론 한 가지로 검증하였고 항목 도출 과정이 단순히 기존
의 설문지들을 종합한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윤리적 리더십 설문들과의 차별성을 보
이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위의 내용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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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윤리적 리더십 구성개념과 측정도구 발전
연구자

연도

구성개념
(dimensions)

Brown et al.

2005년

단일요인

De Hoogh &
Den Hartog

2008년

다요인

∙ 도덕과 공정, 역할명확, 파워공유
∙ 다문화 리더행동설문지
(Multi-Culture Leader Behavior Questionnaire)

Kalshoven et al.

2011년

다요인

∙ 도덕과 공정에 대한 관심, 윤리적 역할명확성, 파워공유,
사람지향성, 윤리적 지침, 환경 지향성, 정직

Yukl et al.

2013년

다요인

∙ 리더의 과업지향, 변화지향, 관계지향 행동측정
∙ ELQ(Ethical Leadership Questionnaire)

주요요인 / 측정도구

∙ 윤리적 인간, 윤리적 관리자
∙ ELS(Ethical Leadership Scale)

Ⅲ. 문헌검증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윤리적 리더십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윤리적 리더
십’ 이라는 주제어로 온라인 DB를 검색하여 2005년부터 2018년 12월 30까지 발행된 논문
43편을 찾아 문헌 검증을 실시하였다. 기간을 2005년부터 설정한 이유는 해외에서도 윤리
적 리더십 연구는 Brown et al.(2005)이 윤리적 리더십의 측정척도를 발표한 2005년 이후
부터 본격적으로 실증연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구권의 윤리적 리더십 연구들도
대부분 2005년을 기준으로 리뷰하는 관행이 있다(Magalhães, dos Santos, & Pais, 2019;
Ko, Ma, Bartnik, Haney, & Kang, 2018)
문헌조사를 위해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KISS, DBPIA, 스콜라, eArticle, Korea Scholar,
Complementary Index, Business Source Premier를 검색하였으며 ‘학술논문’ 중 경영관련
학회에서 발행한 학술지(경영학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인사조직연구,
인적자원개발연구, 윤리경영연구, 리더십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호텔경영학연구)에 등
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술지에 등재된 문헌은 내용의 깊이와 체계가 편집위원
회의 심사를 거친 것이므로 본 문헌 고찰 연구에 포함하였고 박사와 석사학위 논문은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이명신･손승우･장영철, 2009).
‘윤리적 리더십’을 키워드로 국내 DB를 검색한 결과로 경영관련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
39편을 발견했다. 최근에는 국내 저자들이 해외의 학술지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으로 ‘ethical leadership’과 ‘Korea’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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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표된 논문들을 포함하였다. 해외에서 발표된 논문 중 윤리경영관련 전문학회지인
Journal of Business Ethics 등에 등재된 4편의 논문들이 발견되어, 총 43편의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43편의 논문은 편수가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
내 경영학계의 리더십 연구 30년을 조사한 문헌검증 논문(백기복･신제구･차동옥, 1998)이
총 46편을 다룬 것을 비교하면 적다고 만은 볼 수 없다. 해외연구에서도 Ko et al.(2018)은
2005년 이후부터 2015까지 경영학 관련 주요 7대 저널에 실린 윤리적 리더십 논문을 리뷰
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때 총 64편의 논문들을 다루었다.
본 논문 43편의 윤리적 리더십 논문 중 실증연구 39편과 개념연구 4편을 리뷰한 결과를
<별첨 1>에 요약하였다. 각 논문의 저자, 윤리적 리더십 측정 시 사용한 척도, 독립, 매개,
조절, 종속변수들을 정리하고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는데, 발표된 순서로 정리하였다.

2. 서술적 분석
(1) 연구편수
윤리적 리더십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학문의 발전 궤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백기복 등, 1998). 윤리적 리더십 관련하여 주요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편수를 살펴보면
2006년 1편, 2009년 3편, 2010년 3편, 2012년 6편, 2013년 4편, 2014년 3편, 2015년 5편,
2016년 4편, 2017년 8편, 그리고 2018년 6편이 발표되었다. 매년 평균 4편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해외의 SSCI, Business Source Premier, Complementary Index, RePEc 등
의 Database에 키워드 ‘ethical leadership’를 입력하고 ‘Academic Journal’중 영문으로 작
성된 것을 조회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927건의 논문이 확인되었다.
윤리적 리더십의 학문의 진전을 논문의 발표된 숫자만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발표된 연
구가 양적으로 많다는 것은 윤리적 리더십의 연구가 활성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다 많은 학자들이 윤리적 리더십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학문
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백기복 등, 1998). 이에 비해 국내의 논문 43편
은 매우 적은 수치이다. 물론 단순비교는 힘들지만 국내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저자의 등재지 게재 빈도
윤리적 리더십 연구의 연속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자 별 발표된 윤리적 리더십 논문의
빈도수를 살펴보았다. 저자 별 논문을 발표한 논문의 숫자를 살펴볼 때, 총 78명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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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편을 발표한 저자는 총 67명(86%)이었다. 대부분 공저로 발표를 했고 단독을 발표한
저자는 8명(10%)이다. 2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총 10명(13%)이었고 3편을 발표한
저자는 이명신과 장영철 뿐이었다. 이 통계는 대부분의 저자들이 윤리적 리더십 관련 논문
을 한번 발표하고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않음으로 연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연
구자의 전문성을 축적하는 부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일부 연구자들은 경영관련
학회지 외에 연구 결과를 추가 발표 한 것이 검색되었지만 학문적으로 윤리적 리더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연속성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측정도구의 최신성과 적정성
최근에는 윤리적 리더십 연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윤리적 리더십
의 개념과 구성차원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고 있지 않다(이명신･장영철, 2009). 국내 윤리적
리더십 연구는 대부분 Brown et al.(2005)에 의해서 개발된 사회적 학습이론의 이론을 기
반으로 한 10개 항목의 윤리적 리더십 척도(ELS)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서
구에서는 윤리적 리더십 측정도구는 그 이외에도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들 들어 De Hoogh & Den Hartog(2008)는 윤리적 리더십을 다차원 요인(도덕과 공
정, 역할 명확, 파워공유)을 포함하여 다문화 리더행동설문지(Multi-Culture Leader Behavior
Questionnaire)를 설계하였다(정예지 등, 2012). Kalshoven et al.(2011)은 사람지향성, 윤리
적 지침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구성된 측정 설문 도구를 개발하였고, 윤리적 인간과 윤리적
관리자의 측면을 모두 포함한 측정도구로써 의미를 제공하였다. 이어서 Yukl et al.(2013)
은 윤리적 리더십의 요인을 4가지의 개념으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윤리적 리
더십 측정도구(ELQ: Ethical Leadership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백기복, 2005).
이렇듯 해외 연구에서는 윤리적 리더십을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구
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Brown et al.
(2005)의 척도를 가지고 단일 차원에서 윤리적 리더십을 측정하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지영, 2012). 총 39개의 실증연구 중 30편이 Brown et al.(2005)의 척도를 사용했는데
10개의 문항을 그대로 사용한 연구는 19편이고 해당 척도를 수정해서 사용한 연구가 3편,
문항 수를 다르게 사용하는 연구(13개, 9개, 8개, 7개, 6개, 5개 문항 각각 사용)는 총 8편
이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해외에서와 같이 연구의 목적에 맞는 다양하고 다차원적 측
정도구가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윤리적 리더십의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해외
에서 개발된 척도를 단순히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 상황에 맞는 윤리적 리더십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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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윤리적 리더십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을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국내 연구에서의 윤리적 리더십 척도 사용현황
연도

구성개념
(dimensions)

국내연구
사용빈도

비중(%)

Brown et al.

2005년

단일요인

30편

76.9%

De Hoogh & Den Hartog

2008년

다요인

1편

2.6%

Kalshoven et al.

2011년

다요인

1편

2.6%

Yukl et al.

2013년

다요인

1편

2.6%

-

-

6편

15.3%

39편

100%

연구자

출처 불명 논문들
합계

(4) 분석의 수준
조직은 개인, 집단, 조직 등과 같이 여러 수준(level)으로 이루어진 다수준(multi-level)
시스템이다(박원우･김재원･최혜원, 2003). 이에 비추어 볼 때 윤리적 리더십 실증연구 39편
중 개인수준 연구는 35편, 집단수준 연구는 1편, 조직수준 연구는 3편으로 지나치게 개인
수준 연구에 편중이 되어 있다.
집단수준 연구는 최종인･김학수(2015)가 연구개발팀의 상급자인 임원 52명과 연구개발
팀 인원 235명 대상으로, 팀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팀 존속기
간의 조절효과를 연구 하였다. 윤리적 리더십과 팀 혁신성과와 관계를 분석한 한 결과, 역
U형태의 비선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팀장이 윤리적 리더십을 지나치게 발
휘하면 혁신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차원 연구는 Shin(2012)이 223명의 CEO와 6,021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단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층화표본(Stratified sampling)과 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기법을
사용하여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수준의 집단적 조직시민행동(collective OCBI, OCBO)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CEO의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적 풍토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으
며, 풍토강도(Climate strength)는 윤리적 풍토와 집단적 OCBI, OCBO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 Sung, & Choi et al.(2015)는 147개의 회사에 4,321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층(Top Management)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성과(OCB, 재무성과)에 미
치는 영향과 윤리적 풍토와 절차 공정성의 순차 매개효과를 연구하였으며,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박상석･김찬중(2018)은 한국기업데이터의 CRETOP시스템을 활용하여 3년
간의 당기 순이익 데이터를 수집하고 74명의 CEO에게 설문응답을 받아서, 조직의 정당성
과 합리성이 윤리적 리더십을 매개로 하여 조직성과(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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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연구결과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CEO의 윤리적
리더십은 정당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합리성과 조직성과 관계에서
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에서 윤리의 문제는 개인, 집단, 조직수준 각각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앞으
로 집단 또는 조직 수준의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윤리적 리더십 측정대상
최고경영자(CEO)나 경영진은 조직 내 윤리적인 목소리의 정점(ethical tone at the top)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Clinard, 1983) 국내의 연구들은 중간관리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부
하직원의 태도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춰 왔다. CEO의 윤
리적 리더십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 커지고 있고 주제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재춘, 2018).
본 연구의 39편 논문들 중 윤리적 리더십의 연구 대상이 최고 경영자인 경우는 5편에
불과하였다(e.g., Shin 2012; 이용탁･주규하, 2013; 박상석･김찬중, 2018; 박재춘, 2018; Shin,
Sung, & Choi et al., 2015). 현재까지 국내 연구 대부분은 윤리적 리더십의 측정대상이 중
간관리자로 한정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차상위 상사나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정회근･심덕섭･김민정, 2013). 최고경영자, 최상위 상사 및 직속상사의 윤리적
리더십과 성과변수 간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6) 연구방법의 다양성
본 연구의 43편 논문들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을 보면 설문조사가 38편, 혼합연구 1편, 개
념연구 4편으로 설문조사 중심의 양적연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윤리적 리더십의 다
양한 본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질적연구를 통해서 윤
리적 리더십의 속성을 더욱 더 깊이 이해하고 실제적인 적용점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며
(Ko et al, 2018), 실험연구를 통한 엄격한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총 39편의 실증연구 중 단순(one-time) 횡단설문데이터에 의존한 연구가 35편이고, 4편
만 측정시기를 T1, T2로 나누어 실시했다(e.g., Shin, Sung, & Choi et al., 2015; Peng,
2016; 김문주, 2017; Lee, Choi, & Youn et al., 2017).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가 상사와 부
하의 관계 맺는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리더십의 효과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
으로 발생할 수 있다(장준호･조용헌, 2009; 최석봉･김인주, 2014)는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적극적인 종단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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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본 및 자료원천 다양성
본 연구의 대상 논문 대부분이 시간 제약과 자원 한계 그리고 편의성을 이유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 지역 또는 업종에 국한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특징을 갖는다. 현실적으
로 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조사대상에 있어서 특정한 지역이나 산업만을 대표함으로써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지내고 있다(정회근 등, 2013).
총 39편의 실증연구 중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경우는 25
편(64%)이었다. 특정지역(충북, 창원 등)을 한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연구가 8편이었고,
특정업종(연구직, 제조업, 조선 등)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는 6편이었다. 군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4편, 그리고 공무원 대상으로 실증 연구한 논문이 4편이었다.
비록 한 연구에서 다양한 지역 또는 업종의 표본을 활용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직업
간, 지역 간 또는 업종 간 윤리적인 민감성(ethical sensitive)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므로 좀 더 확장된 표본을 사용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Yukl et al. 2013).
또한, 설문 방식의 대부분은 같은 방법(설문)으로 동시에 같은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므로 공통방법분산(common method variance)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39편의
실증연구 중 25편(64%)이 단일원천(single-source)이었으며, 14편(36%)만이 다중원천으로
부터 설문을 얻어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공통방법분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성데이터(기업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응답원천을 달리하고 연구의 엄격성을 갖추려고 한 연구가 2편이 있었다(e.g., 박상석･김찬
중, 2018; Shin, Sung, & Choi et al., 2015).
향후에는 연구 설계에서부터 변수 간의 측정 시기나 측정 환경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성과의 다양한 측면을 각각 다른 평가자로부터 측정하는 다중원천방식과 객관적
자료원(예, 당기순이익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통방법분산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박원우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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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변수별 분석
윤리적 리더십의 초기 연구에서는 개인과 조직에 대한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성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후에는 윤리적 리더십에 어떤 개인적인 특성과 상황적인 특성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매개 역할과 조절 역할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를 파악
하는 연구로 진화하고 있다(박상석･김찬중, 2018; Brown et al., 2005; Gini, 1997).
국내에서 연구된 윤리적 리더십의 실체를 보다 종합적으로 보기 위하여 윤리적 리더십
관련 연구모델에서 사용된 선행변수와 매개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종속변수를 <표 3>에
정리하였다. 또한 39편의 국내 실증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들을 범주화하여 해외연구와
비교함으로써 국내 연구에서 축적된 결과와 부족한 면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선행변수 분석
Brown & Trevino(2006)는 윤리적 행위는 리더의 개인의 특징과 상황/맥락적인 특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윤리적 행위를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첫
째 요인은 리더의 개인특성(leader characteristic) 요인으로 리더의 성격, 가치관, 교육 및
과거 경험, 인구통계학적인 요소, 자기규제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인은 상황요인으로 구
성원들이 (차)상위 리더의 윤리적 역할모델을 경험했는지 여부, 윤리적 환경과 풍토의 정
도, 리더가 지닌 이슈의 도덕적 강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시되었다(문윤지･한
주희･고민정, 2012).
국내에서는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연구 39편 논
문 중 선행변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연구는 4편에 불과하였으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
구된 윤리적 리더십 관련 선행요인을 리더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요인(situational influence)
으로 범주화하여 Ko et al.(2015)이 해외 윤리적 리더십 문헌검증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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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윤리적 리더십 선행변수의 국내와 해외연구 비교
항 목

개인특성

상황요인

해외연구

국내연구

Leader characteristics(+) (S)
Agreeableness(+) (S)
Conscientiousness(+) (S)
Neuroticism(-) (N/S)
Openness(+) (N/S)
Extraversion(+) (N/S)
Conscientiousness(+) (S)
Emotional stability(+) (S)
Interactional justice to peers(+) (S)
Moral identity symbolization(+) (S)
Moral identity internalization(+) (S)
Supervisor moral disengagement(-) (S)
<12>

핵심자기평가(+) (S)
권력동기(+) (S)
친교동기(+) (S)
성취동기(+) (N/S)
친화성(+) (S)
성실성(+) (S)
불안정성(-) (S)
리더 자기기만행동(-) (S)

Top management ethical leadership(+) (S)
Child ethical models(+) (N/S)
Workplace ethical models(+) (S)
Top manger models(+) (N/S)
Social distance between leader
and follower(-) (S)
follower moral reasoning(+) (S)
Follower rank(+) (S)
<7>

공리적 풍토(+) (S)
원칙주의적 풍토(+) (S)
이기주의적 풍토(-) (N/S)

계

<19>

<8> (66%)

<3> (42%)
<11> (57%)

*S = Supported, N/S = Not supported, <숫자>: 변수숫자, (숫자%): 해외연구대비 비중

위의 <표 4>를 보면 국내연구에서 사용된 선행변수는 11개로 해외연구의 57% 수준이
다. 리더의 개인적 특성이 8개로 66% 수준이며, 상황요인은 42% 수준이다.
<표 4>에서 보듯이 리더 개인특성에 있어서 국내 연구는 주로 성격요인에 국한되어 있
는 반면, 해외 연구들은 감성, 정의, 도덕적 정체성 등 보다 다양한 선행요인을 연구하고
있다. 상황 요인을 보면 국내는 풍토 위주인 반면 해외 연구는 최고 경영자의 윤리적 리더
십, 일터의 윤리적 모델, 리더와 추종자간 사회적 거리, 추종자의 도덕적 사유 등 보다 다
양한 변수가 연구되고 있다. 국내 연구도 해외연구를 참고하여 보다 다양한 선행변수 연구
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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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개변수 분석
윤리적 리더십과 종속변수 관계에서 이들 중간을 연결시키는 매개변수를 파악하고 검증
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관점으로 윤리적 리더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정회근 등, 2013).
국내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개인수준에서 가장 많
은 빈도를 나타낸 매개변수는 구성원과 상사와의 관계(LMX)와 상사에 대한 신뢰변수이다
(e.g, 김주엽･박상언･이민령, 2010; 장준호･조용현, 2009; 백광현, 2013; Peng 2016).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윤리적 리더십 관련 매개변수를 구성원 개인수준(followers
individual level)에서는 4가지 범주(psychological and ethical factors, follower relationship
with leader or organization, job-related attitudes)로 구분하였고, 조직수준(organizational
level)에서는 2가지 범주(ethic-related organizational culture, workplace conditions)로 구
분하여 Ko et al.(2015)이 해외 윤리적 리더십 문헌검증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윤리적 리더십 매개변수의 국내와 해외연구 비교
항 목

Followers’
individual
level

Psychological safety, Psychological ownership, Self-efficacy, Psychological capital,
Promotion and prevention focus,
Psychological and Moral efficacy, moral intensity,
ethical factors
Perceived accountability,
Attributed altruistic motives,
Fear of retaliation and futility,
Followers’ ethical leadership in family <11>
Follower
relationship
with leader or
organization
Job-related
attitudes

Organizational level

해외연구

Ethic-related
organizational
culture
Workplace
conditions

국내연구

신뢰, 심리적 임파워먼트,
구성원의 주도성,
공공봉사동기,
Moral efficacy

<5> (45%)

Leader-Member Exchange,
Social exchange relationship, Trust,
identification with leader and organization,
Follower-leader goal congruence,
Affective commitment <6>

교환관계質, 조직 동일시,
관계동일시,
조직기반 자긍심,
조직의 정치지각,
리더만족 <6> (100%)

Employee voice, Work engagement,
Job satisfaction, Task significance <4>

절차 공정성
<1> (25%)

Ethical climate, Organizational ethical culture, CEO 윤리적 리더십,
Organizational justice,
윤리풍토, 팀장의 도덕적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olitics,
행동, Climate strength,
Group conscientiousness <5>
<4> (80%)
Team cohesion, Group voice,
Workload and poor working conditions,
Workplace jealousy <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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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보듯이 구성원 개인수준에서 국내 연구의 경우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요인
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거나 윤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매개변
수를 단순히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해외 연구의 경우 Psychological ownership, Psychological capital, Promotion and prevention focus, moral intensity, Perceived accountability,
Attributed altruistic motives, Fear of retaliation and futility, Followers’ ethical leadership
in family, Employee voice와 같은 다양한 개인 심리 변수와 Work engagement, Job
satisfaction, Task significance와 같은 직무관련 태도 변수 등 윤리적 리더십과 직접 관계
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하여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다.
조직차원에서도 국내 연구는 윤리풍토나 팀장의 도덕적 행동 등 그 동안 많이 연구된
매개변수에 국한되어 있으나, 해외 연구의 경우 Team cohesion, Group voice, Workload
and poor working conditions, Workplace jealousy등 다양한 변수들이 연구에 사용되고 있
다. 국내 연구도 해외연구를 참고하여 윤리적 리더십과 직접 관계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변
수들을 사용하는 연구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조절변수 분석
윤리적 리더십과 성과의 관계는 개인 특성이나 상황 요인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윤리적 리더십 논문들을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변수
사용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논문에서 실증연구를 한 39편을 살펴본 결과 15편의 논문에서 조절변수를 포함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 중 윤리적 리더십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변수의
영향을 연구한 것이 11편 이었으며, 윤리적 리더십이 조절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2
편 이었다(e.g., 김상덕･김학수, 2012; 김문주, 2017).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윤리적 리더십 관련 조절변수를 4가지(Follower characteristics
Leader characteristics, Leader–follower relationship,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Environmental situations)로 범주화하여 Ko et al.(2015)이 해외 윤리적 리더십 문헌검증 연구에
서 제시된 것과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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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윤리적 리더십 조절변수의 국내와 해외연구 비교
항 목

해외연구

국내연구

Moral attentiveness, Moral emotion,
Entity morality beliefs,
Mindfulness conscientiousness,
Self-esteem, Core self-evaluation,
Intrinsic motivation <7>

조직신뢰, 조직지원인식,
정치적 기술, 교환 이데올로기,
팀 존속 기간

Machiavellianism, Ethical ideology,
Interactional justice,
Reputation for performance,
CEO founder status <5>

CEO 윤리적 리더십

Leader–Member Exchange,
Value congruence,
Identification <3>

상사부하관계,
Value congruence
<2> (66%)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ternal audit function,
Coworker ethical behavior,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Firm size <4>

기업규모, 규제지향 윤리프로그램,
이기주의 조직분위기,
원칙주의 조직분위기,
조직의 윤리적 가치 <5> (125%)

Environmental
situations

Magnitude of consequences,
Organizational change <2>

Follower
characteristics

Leader
characteristics

Leader–follower
relationship

계

<21>

<5> (71%)

<1> (20%)

<13> (62%)

<표 6>에서 보듯이 리더나 추종자의 특성에서 국내 연구는 조직신뢰, 조직지원인식, 정
치적 기술, CEO 윤리적 리더십 등 변수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해외 연구의 경우에는 Moral
attentiveness, Moral emotion, Entity morality beliefs, Mindfulness conscientiousness,
Self-esteem, Core self-evaluation, Intrinsic motivation, Machiavellianism, Ethical ideology,
Interactional justice, Reputation for performance, CEO founder status 등 보다 다양한 변
수들이 조절요인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
조직의 특성이나 상황변수에서 국내 연구는 조직분위기나 윤리적 가치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해외 연구는 Internal audit function, Coworker ethical behavior,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Magnitude of consequences, Organizational change 등 윤리적 리
더십 상황과 관련된 변수들을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연구의 조절변수들은 국내의 다른 주제를 다루는 연구들과 너무나 유사하
고 천편일률적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윤리적 리더십의 주제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
수들을 발굴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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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속변수 분석
어떤 변수를 윤리적 리더십의 종속 변수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윤리적 리
더십의 효과성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총 39편의 논문 중 가장 많이 쓰인 종속변수는 시민행동(개인시민행동과 조직시민행동
포함)으로 총 15편의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다루고 있다. 두번째 빈번하게 사용된 종속변수
는 조직몰입으로 7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고 직무만족이 4편, 이직의도가 3편의 논문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리더십의 성과, 윤리적 리더십, 과업성과, 일탈행동이 각각 2편
의 논문에서 결과 변수로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종속변수로 시민행동,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 연성 변수를 사용했으나
윤리적 리더십이 객관적 재무성과와 같은 경성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 리더십의 목표를 이익 극대화를 통한 성과창출이라고 바라본다면 윤리적 리더십
으로 인하여 구성원들의 행동이 변화되고 이것이 성과로 연결된 재무성과를 측정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박상석･김찬중, 2018). 국내 연구 중 재무데이터를 종속변수로 연구한
논문은 2편에 불과하다. 박상석･김찬중(2018)은 CEO를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하고 한
국기업데이터로부터 기업별 당기순이익 자료를 받아서 조직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윤리적
리더십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윤리적 리더십이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결
과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변국도 등, 2018).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윤리적 리더십 관련 결과변수를 5가지(Follower ethical
behaviors, Follower outcomes related to job and organization, Follower life and family
satisfaction, Leader outcomes, Group and firm-level outcomes)로 범주화하여 Ko et
al.(2015)이 해외 윤리적 리더십 문헌검증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윤리적 리더십 종속변수의 국내와 해외연구 비교
항 목

해외연구

국내연구

Ethical behavior, Employee misconduct,
Organizational deviance,
Counterproductive behavior,
Follower ethical Unit unethical behavior,
behaviors
Booking questionable journal entry,
Whistle-blowing, Reporting unethical conduct,
Interpersonal deviant workplace behavior, Bullying,
Incivility, Moral efficacy, Moral voic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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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행위, 윤리적 의사결정,
내부고발의도, 일탈행동,
구성원 행동, Moral voice

<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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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해외연구

Follower
outcomes
related to job
and
organizati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Helping, internal social capital,
Unit relationship conflict,
Leader-Member Exchange Job satisfaction,
Work engagement, Employee well-being at work,
Optimism, Turnover intention,
Job search behaviors, Effort,
Emotional exhaustion, Voice behavior,
Personal initiative, Promotability,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Norma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In-role job performance, Extra role performance
<20>

국내연구

개인시민 행동, 조직시민 행동,
직무성과, 이직의도,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직기반 자긍심,
관계만족, 직무만족, 정서몰입,
조직몰입, 혁신행동

<11> (55%)

Follower life
and family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Family satisfaction <2>

-

Leader
outcomes

Leader promotability,
Top management team effectiveness <2>

-

Group and
firm-level
outcomes

Distribute justice, Organizational fairness,
Firm-level (group)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inancial performance,
Firm performance, Inter-organizational conflict <8>

계

<45>

재무성과, 조직효과성,
팀 혁신성과,
조직성과/당기순이익,
리더십 효과성,
조직청렴도
<5> (62%)
<22> (48%)

첫째,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 측면의 결과변수를 보면, 국내 연구에서는 윤리적 행위, 윤
리적 의사결정, 내부고발의도, 일탈행동, 구성원 행동, Moral voice 등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를 연구하고 있으나, 해외 연구에서는 Employee misconduct, Organizational deviance,
Counterproductive behavior, Unit unethical behavior, Whistle-blowing, Reporting unethical
conduct, Interpersonal deviant workplace behavior, Bullying, Incivility, Moral efficacy
등 국내 연구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변수들이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둘째, 구성원의 성과 측면에서도 결과변수를 비교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조직시민
행동, 직무성과, 이직의도,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직기반 자긍심 등 틀에 박힌 변수들이 연
구되고 있다. 반면 해외 연구에서는 Helping, internal social capital, Unit relationship
conflict, Employee well-being at work, Optimism, Job search behaviors, Emotional
exhaustion, Personal initiative, Promotability,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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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In-role job performance, Extra role performance 등
실제적인 결과변수들이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셋째, 해외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삶이나 가족 측면에서 Life satisfaction, Family
satisfaction 등의 결과변수가 다루어지고 있고, 리더의 직접적인 이익 측면에서도 Leader
promotability, Top management team effectiveness 등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연구에
서는 이와 관련된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그룹이나 조직의 결과변수를 보더라도 국내 연구에서는 재무성과, 조직효과성, 팀
혁신성과, 조직성과/당기순이익, 리더십 효과성, 조직청렴도 등 통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결과변수가 사용되고 있으나, 해외 연구에서는 Financial performance 이외에도 Distribute
justice, Organizational fairness, Firm-level(group)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irm performance, Inter-organizational conflict 등 다양한
결과변수들이 사용되고 있다.
향후 국내 연구에서는 해외 연구를 참고하여 윤리적 리더십 맥락에 맞는 보다 창의적이
고 다양한 변수들을 개발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Ⅳ. 토의 및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된 논문들을 검증하였다. ‘윤리적 리더십’이라는
주제어로 온라인 DB를 검색해서 2005년부터 2018년 12월 30까지 발행된 논문 43편을 찾
아 문헌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들 국내 논문을 리뷰하고 분석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국내 윤리적리더십 연구 논문 편수가 제한적이다. 1년에 발표되는 논문의 숫자가
주요 등재지 기준으로 평균 4편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그리고 저자가 대부분 한번 논문을
발표를 하고 추후 후속 연구 논문 발표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윤리적 리더십의 연구발전
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되고 연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연구방법이 획일적이다. 총 43편의 논문 중 4편이 개념연구 논문이고 1편의 혼합
연구를 포함하여 39편이 실증 논문이다. 이중 38편의 논문이 설문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연
구방법론이 한쪽으로 편향된 상태이다. 또한 분석의 수준이 지나치게 개인수준(총 35편,
90%)으로 치우쳐있다. 향후에는 집단이나 조직수준의 연구로 확대 될 필요가 있다.
특히 25편(64%)의 연구가 단일원천 설문을 사용하여 심각한 공통방법분산의 문제를 내
포하고 있다. 해외 연구에서는 다양한 다중원천 설문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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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료(followers’ peers), 차상위 리더(superiors of the leader), 리더의 동료(leaders’ peers),
구성원의 배우자(followers’ spouses), 구성원의 고객(followers’ customers), 거래처(supplier),
외부기관(people or institutions outside the organization)을 통해 윤리적 리더십 관련 변
수를 측정하고 있다(Magalhães et al., 2019).
셋째, 윤리적 리더십을 측정하는 도구의 최신성과 적정성이 떨어진다. Brown et al.(2005)
이 개발한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Brown et al.(2005)의 단일차원의
척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윤리적 리더십을 다차원 관점에서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
구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Brown et
al.(2005)이 개발한 초기의 척도를 충분한 비판이나 검증 없이 사용하고 있다.
넷째, 윤리적 리더십과 관련된 변수 선택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하다. 선행변수, 조절
변수, 매개변수, 결과변수들을 해외 연구와 비교 검증한 결과 국내연구는 천편일률적이다.
윤리적 리더십의 연구 초기단계 보다는 추가적인 조절변수와 매개변수를 가지고 분석하려
는 시도는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해외 연구의 흐름을 뒤쫓아 가는 형태이다.
종합하면 국내에서 윤리적 리더십 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보다 많은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연구방법을 다양화 하고 변수 연구의 최신성이 높아져야 한다.
또한, 윤리적 리더십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변수연구와 국내 문
화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보다 깊이 있게 윤리적 리더십을 이해하고 변수들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다중원천연구, 질적 연구와 실험 연구, 종단 연구로 발전 되는 것이 필요하다.

2.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윤리적 리더십 연구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 한편의 실증 연구를
가지고 전체 현상을 조망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실증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때 윤리적 리
더십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 윤리적 리더십의 선행･종속･매개･조
절변수를 유형별로 범주화하고 해외연구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현
상황을 일별할 수 있게 하였다. 향후 윤리적 리더십을 윤리경영으로 확장하여 문헌연구를
하는 경우 본 연구가 표본이 될 수 있다.
둘째, 윤리적 리더십의 정의 및 다른 리더십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연구이고 이미 많이 시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윤리적 리더십 정의에 대한 합의가 부
족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을 잘 설명하는 모델이 많지 않으므로 향후 충분한 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외 연구에서는 윤리적 리더십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진성리더십, 변
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영성리더십과 비교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Ko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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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윤리적 리더십과 다른 리더십과의 개념을 비교한 논문은 단 한편으로 유사한
리더십 간 차이점과 시사점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윤리적 리더십 연구가 필요하다. Resick, Martin, Keaitng,
Dickson, Kwan, & Peng(2011)은 윤리적 리더십과 비윤리적 리더십의 요인들이 국가별로
공통점을 갖는 부분들도 있지만 각 요인들에 국가별 응답자들이 느끼는 중요성의 인식은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Hanges et al., 2000). 예를 들면 백기복 등(2014)은 한국형 리더
십의 8개 하위요인 중 상향적응과 하향온정, 솔선수범 등이 한국형 리더십의 독특한 속성
임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들 요인과 윤리적 리더십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도 문화적 특
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새로운 영역의 학문을 윤리적 리더십에 접목하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Rochard et al.(2016)은 생물학적 관점으로서 뇌신경과학(Neuroscience)분야를 적용
해 윤리적 행동의 인지적 메커니즘을 DMN(Default Mode Network)과 TPN(Task
Positive Network) 부위의 균형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정량적 뇌파분석(qEEG)방법을 활용
하여 우측 뇌(Default Mode Network, DMN)에서 특정 영역들 간의 연결성(Coherence)이
윤리적 리더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Waldman, Wang, Hannah & Balthazard, 2017).
다섯째, 비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주제도 다루어질 가치가 있다. 비윤리적 행동을 방
치하면 종업원들의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동, 비인격적 처우, 사보타주, 생산성 저
해 행동 등의 역기능적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김왕성･손승연･정원호, 2015). 윤리적 경영
관점에서는 일탈행동은 조직에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으로 이 부분을 연구하
고 메카니즘을 이해하여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에서 적용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상태로 역기능적 행동에
대해 윤리적 리더십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백윤정 등, 2016; 이
경근, 2018).
여섯째, 윤리적 리더십의 역효과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Walumbwa et al.(2011)에
의하면 윤리적 리더십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환경에서 규범을 실천할 때에는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전에 설정되기 힘든 행동을 할 경우에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혼재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최종인･김학수, 2015).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리더가 윤리적인 규범과 원칙을 지나
치게 강조한다면, 구성원들은 모호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자율성이
저하되며 유연한 사고를 갖기 어렵고 갈등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비윤리적인 시도를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최종인･김학수(2015)는 팀장의 윤리적 리더십과 팀 혁신성과를 분
석한 한 결과, 역 U형태의 비선형적 영향을 주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윤리적 리더십의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윤리적 리더십의 종합적인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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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기 위해 윤리적 리더십의 역효과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에서의 윤리적 리더십 연구 15년의 궤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본 연구는 경영관련 주요 등재지에서 발표된 43개의 논문을 가지고 문헌검증을 실
시하였다. 이로 인해 윤리적 리더십의 국내 연구 전체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주요 경영학회 외의 학술지 및 학위논문은 배제되었기 때문에 논문
의 숫자가 제한되고 샘플의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번에 다루지 않았던 학술지
및 학위 논문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요구 된다.
둘째, 본 연구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국내 윤리적 리더십 문헌을 검증하였다. 향후에서
정량적인 문헌검증 틀인 메타분석(meta-analysis) 연구가 필요하다. 메타분석을 통해 각
문헌별 효과의 크기(effect size), 분석 대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표본의 크기, 표준편차,
그리고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연구의 과학적 엄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
다. 앞으로 보다 많은 실증연구들이 쌓여 메타 분석과 같은 정량적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백기복 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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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thical leadership research in Korea:
Current research status and agend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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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ace of growing interest in ‘Ethical Leadership’ due to the recent emergence
of a series of unethical management problems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how the Korean scholars have conducted its ‘Ethical leadership’ researches
so to provide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this purpose, 43 articles of ethical
leadership published on the list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from
2005 to 2018 was reviewed for literature verification.
This study reviewed ethical leadership definition, its concepts and how measurement
tools are used and what are underlying theoretical backgrounds. In addition, antecedent variable, mediating variables, moderating variables & output variables were categorized and compared with Ethical leadership variables developed in the west so that
we can have more clear understanding of Ethical leadership research progress in
Korea.
The analysis results yielded several characteristics. First, the antecedent, output
variables & mediating variables used in relation to ethical leadership are very
limited. The number of variables used is small and used repeatedly. Second, 39 of 43
papers are empirical studies, 90% of which were based on simple one-time crosssection data. In the future, diverse research method, such as experimental and
qualitative research are needed along with multi-source research. Third, 90% of
research are individual-level studies. It is overly biased. The question of ethics in
management has the element of different level of effect hence the study of group or
organizational level would be necessary and also better to apply multi-level analysis.
77% of 39 articles used Brown (2005)’s single-dimensional measuring tool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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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to utilize multi-dimensional measuring tools and develop measuring tools
that reflect national cultural contex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domestic ethical leadership research are presented.
Key words: Ethical Leadership, Leadership, Ethical management,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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