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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와 일과 삶의 균형:
자아 고갈과 윤리적 리더십의 역할1)
조예슬2)･최용득3)

오늘날 조직과의 가치 불일치가 구성원의 일과 삶의 영역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가치 불일치가 초래하는 포괄적인 결과와 구체적인
경계조건에 대해 제한된 이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이 느끼는 조직과의
가치 불일치가 구성원의 일-삶 영역의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과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조절 기제를 고찰한다. 먼저 자아 고갈 이론에 기대어,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가 구성원의 자기 통제 자원을 소모시키는 자아 고갈을 초래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저해하는 매개모형을 제안한다. 또한, 가치 불일치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완충 기제로서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 역할에 주목하고, 조절된 매개모
형을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국내 식품･유통 기업에 근무 중인 구성원 3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는 구성원의
자아 고갈과 정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었다. 둘째, 자아 고갈은 가치 불일치와 일-삶 균
형 간의 부정적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리적 리더십이 가치 불일치
와 자아 고갈의 관계를 조절하여, 윤리적 리더십이 높은 경우 가치 불일치로 인한 자아
고갈의 영향이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모형 분석결과, 윤리적 리더십이 가
치 불일치와 일-삶 균형 간 간접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윤리적 리더십이 낮
을 때에만 가치 불일치가 자아 고갈을 통해 일-삶 균형에 부정적으로 연결됨이 확인되
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계점과 추
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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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조직 구성원의 일과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치 불일치(value incongruence)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는 구성원의 가치와 조직의 가치 간
일치성이 부족한 상태로 정의된다(Kristof, 1996). 여기서 가치(values)란 개인이 도달하고
자 하는 상태에 대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신념을 의미한다(Rokeach,
1973).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신이 속한 조직의 가치가 조화를 이
루는 삶을 꿈꾼다(Kristof-Brown, Zimmerman, & Johnson, 2005). 그러나 조직의 구성원
들이 실제 자신의 가치와 부합하는 직장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이어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조직 구성원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가치와 꼭 맞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자신의 능력과 기회를 포함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조직 가
치와 불일치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조직에서 가치 불일치는 많은 구성원이 경험하는 불가피한 현상일 수
밖에 없다(Vogel, Rodell, & Lynch, 2016; Wheeler, Gallagher, Brouer, & Sablynski,
2007). 더구나 경제가 위축되고 국내외 경영환경이 불안정할수록, 제한적인 고용 기회, 직
업 불안정성과 같은 사회구조적 맥락으로 인해 가치 지향적 선택은 어려워지고, 그 결과
구성원이 조직과의 가치 부적합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Follmer, Talbot,
Kristof-Brown, Astrove, & Billsberry, 2018; Van Vianen, 2018). 이러한 점에서 가치 불
일치 문제는 오늘날 조직 구성원이 겪는 일과 삶의 고단함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
드라고 할 수 있다.
가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는 현실과 이러한 현상이 함의하는 부정적 맥락을 참작하면,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 연구는 경영학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시의성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다(Deng, Wu, Leung, & Guan, 2016). 보다 구체적으로, 소속된 조직에서 가치 불일
치를 경험하는 구성원들이 일과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완화할
수 있는지와 같은 학술적 논의가 실무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기대와 달리, 아직 학계에서 구성원과 조직의 가치 불일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는 않았다(Kristof-Brown & Guay, 2011). 기존의 가치 불일치 연구가 지닌 한계
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들은 가치 일치의 효과성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Vogel et al., 2016). 즉,
연구자들은 구성원 개인과 조직의 목표 일치가 개인의 긍정적 태도 및 행동, 성과와 맺는
관계를 고찰하는 데 집중하였다(Kristof-Brown & Stevens, 2001; Vancouver & Schmitt,
1991). 예컨대, 기존 연구들은 구성원-조직 가치 일치가 직무 만족, 조직몰입, 시민 행동,
조직 매력도, 성과를 향상시키고, 이직 의도는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Arthur,
Bell, Villado, & Doverspike, 2006; Kristof-Brown et al., 2005; Verquer, Beehr, & Wa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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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조직과 구성원 간의 가치 부적합에 주목한 연구들이 일부 있지만, 접근 자체는 기
존의 가치 적합 연구와 다르지 않다. 즉, 선행연구들은 단순히 적합의 긍정성에 상응하는
부적합의 부정성을 상정하는 데 머물렀다. 예를 들어, 조직에서 부적합을 경험하는 구성원
들이 스트레스를 겪거나 부정적 업무 태도, 낮은 성과를 보이고 이직할 가능성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Edwards & Cable, 2009; Rich, Lepine, & Crawford, 2010; Schneider, 1987).
그러나 가치 불일치를 단순히 가치 일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고 가치 일치의 연구결과
를 그대로 준용한다면, 가치 불일치 현상에 대한 이해는 매우 협소하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가치 불일치가 가져오는 결과는 가치 일치와는 다른 심리적 기제와
경계조건을 상정하는 차별적 특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에게 이미 만연한 가
치 불일치 문제를 깊이 이해하려면, 불일치라는 긴장 혹은 부조화 상태가 지닌 함의에 주
안점을 두고 유의미한 결과와 과정,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
가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우려를 기반으로 한 학술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예컨대,
Follmer et al.(2018)은 부적합을 경험하는 구성원들의 반응과 대처 방식에 대한 이해가 현
저히 부족함을 지적하며, 사람들이 부적합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들을 사용하는지 질적 연구를 통해 탐구하고 분류하였다.
선행연구가 지닌 또 다른 한계는 직장에서 경험하는 가치 불일치와 구성원의 삶이 지닌
구체적 연관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드물다는 점이다. 조직 구성원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을 직장에서 보내는 만큼 자신이 조직과 잘 맞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단순히 업무 영역에
서만 고충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즉, 가치 불일치의 문제는 업무 영역을 넘어서 가정 혹
은 삶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는 파급력을 잠재하고 있다. 자신의 신념과 반하는 상황에
서는 일과 삶의 경계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관여와 심리적 통제가 개인에게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Deng et al., 2016). 따라서 일-가정 또는 일-삶 영역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가치 불일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 분리에 대한 개인-조직 가치 일치(Kreiner,
2006; Kreiner, Hollensbe, & Sheep, 2009), 일-가정 갈등과 개인-조직 적합성의 관계
(Scott, Ingram, Zagenczyk, & Shoss, 2015), 채용 시 조직의 일-삶 균형 관련 조항과 구
직자의 개인-조직 적합성의 관계(Firfiray & Mayo, 2017), 개인-조직 적합성과 일-삶 균
형(Seong, 2016)에 대한 연구들이 그동안 진행되었으나, 업무 영역에서의 가치 불일치가
구성원의 비업무 영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마지막 한계점은 조직-구성원 부적합성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것에 비해,
구체적 경로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기제(buffer of misfit)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
이다(Chen, Sparrow, & Cooper, 2016; Follmer et al., 2018; Park, Monnot, Jacob, &
Wagner, 2011). 그 결과, 구성원이 가치 불일치 상황에서 자아를 통제하며 일하는 경우 조
직 차원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접근해야 할지, 기존의 논의로는 충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
공하기 어렵다. 아울러, 가치 불일치가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막연히 예상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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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완충할 조직 차원의 대책, 특히 리더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제시한 연구도 찾
아보기 힘들다. 일부 연구들이 가치 불일치의 영향을 완화하는 장치로 개인 기질인 긍･부
정 감정 성향(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행동 변수인 직무 재창조(job crafting),
여가 활동의 역할을 조명한 바 있다(Deng et al., 2016; Vogel et al., 2016).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가치 불일치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경계조건으로 개인의 특성과 노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치 불일치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게 되는 한계를 내포한다. 특히,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와 구성원 일-삶 균형 혹은 갈등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도 여전
히 맥락요인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 몇몇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가족 친화 조직 인식
(family-supportive organization perceptions), 상사의 지원 등을 주요 경계조건으로 보고
하였으나(예: Fan, 2018; Seong, 2016), 조절 기제로서 맥락 특성이 지닌 역할을 고찰하려
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예: Resick, Baltes, & Schantz, 2007; Yu &
Verma, 2019).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를 일과
삶의 균형과 연관 지어 복합적인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아
고갈 이론(ego depletion theory: Baumeister, 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에 기
대어,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가 자아 고갈을 통해 일-삶 균형이라는 개인의 통합적 가
치 지향과 맺는 관계를 고찰한다. 나아가, 가치 불일치의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완충 장치
로 윤리적 리더십(ethical leadership)이 지닌 역할에 주목한다. 윤리적 리더는 부하직원이
조직을 대하는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가치 일치 문제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사회관계적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Lee, Choi, Youn,
& Chun, 2017). 그간 윤리적 리더는 조직 구성원의 인식, 태도 및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경계조건으로 논의되었다(예: 이동섭･최용득･조예슬, 2017; De Roeck & Farooq, 2018;
Eva, Newman, Miao, Wang, & Cooper, 2020). 이에, 본 연구는 윤리적 리더십이 가치 불
일치 상황에서 구성원이 조직과 맺는 관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구성원의 자아 고
갈을 완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일-삶 균형의 감소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한다.
최근 부적합을 해소하는 개인의 대응 전략에 대해 고찰한 Follmer et al.(2018)의 연구 역
시, 상황 특성 중에서도 동료 또는 상사와의 긍정적 관계에 기반을 둔 사회적 완충 장치
(social buffering)가 부적합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요컨대, 본
논문은 조직-구성원 간 가치 불일치와 구성원의 일-삶 균형이 자아 고갈을 통해 매개되
고, 이러한 간접관계가 윤리적 리더십으로 인해 완화되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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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
1.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 자아 고갈, 그리고 일-삶 균형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는 개인의 가치와 조직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업무 환경으로 간주된다(Kristof, 1996;
Schneider, 1987).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해서는 긍정
적으로 해석하고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Edwards & Cable, 2009). 반면에, 가치 불일치를
경험할수록, 일 또는 삶에서 자신이 중요시하는 것들과 조직의 지향점이 다르다고 여겨,
조직을 향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기 어렵고 조직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내적 갈등을 겪
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연구들은 가치 불일치의 결과변수로 이직 의
도, 반생산적 행동, 정서적 고갈, 직무 열의, 조직몰입, 과업성과 등을 보고하였다(신중환,
2019; Deng et al., 2016; Doblhofer, Hauser, Kuonath, Haas, Agthe & Frey, 2019; Vogel
et al., 2016).
본 연구는 자아 고갈 이론(Baumeister et al., 1998)에 근거하여, 조직과 구성원 사이의
가치 불일치가 구성원의 자아 고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아 고갈은 자기 통제
(self-control)에 대한 논의에 기초한다. 자기 통제는 자아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
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과정인 자기 규제(self-regulation)의 하위 유형으로, 어떠한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자신의 행동, 생각, 감정을 조정하여 자연적이거나 습관적인 반응들을 중단
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Baumeister & Vohs, 2012; Muraven & Baumeister, 2000). 여기
서 기대에는 법, 규범, 이상, 목표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기준이 포함된다. 자기 통제의
예로는, 주변에 다른 차가 없어도 빨간 불에 멈추는 것, 상사의 행동에 대해 화가 나더라
도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 등이 있다. 자기 통제는 단지 특정 규율이나 기준을 충족시키
기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는 데 필요한 핵심요소로 여
겨진다(Maranges & Baumeister, 2016). 자아 고갈 이론에서는 자기 통제 자원이 감소하여
더 이상의 통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아 고갈이라 일컫는다(Baumeister
et al., 1998; Hagger, Wood, Stiff, & Chatzisarantis, 2010).
본 논문은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가 구성원의 자아 고갈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를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 하나는 실행 자원(resources in-use), 다른 하나는 잠
재 자원(potential resources) 측면이다. 이러한 구분은 운동 에너지･잠재 에너지의 분류와
유사한 구분으로, 실행 자원이 당장 행동에 옮기는 데 필요한 자원이라면, 잠재 자원은 실
행 자원 이전의 상태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원을 의미한다(Quinn, Spreitzer, & Lam,
2012).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구성원이 조직 안에서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할 때,
조직의 가치와 불일치를 느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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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고갈 이론에 따르면, 실행 기능(executive functioning)은 자기 통제 기능들 가운데 가
장 중요한 기능이며,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부적절한 정보는 걸러내고 행동을 취하며 선택
한 반응은 책임지는 과정을 포괄한다(Baumeister et al., 1998; Baumeister & Vohs, 2012).
실행 기능의 최종 목적은 자기 자신의 일부와 도달해야 할 기준 사이의 차이를 좁히는 것
즉, 자아와 환경 간 부적합성을 극복하는 것이다(Carver & Scheier, 1998; Gazzaniga,
Ivry, & Mangun, 1998).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조직 구성원이 자기
자신의 가치에 맞게 조직 환경을 변화시키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에, 가치 부조
화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행 자원이 요구된다(Baumeister & Vohs, 2012).
구체적으로, 구성원은 조직의 경영 활동에 반영된 가치와 자신의 가치의 차이로 인해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직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할 때, 여러
대안 중 본인의 가치와 맞지 않는 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더라도, 신중하게 사고하여 자신
과 조직의 가치 불일치 문제를 확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구성원이 이러한 자기 통제에 애쓰지 않는다면, 자신의 가치가 투영된 판단
과 행동이 돌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Wang, Novemsky, Dhar, & Baumeister,
2010). 따라서 가치 불일치를 경험하는 구성원의 경우 조직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보처리와
의사 결정, 행동을 이행하고 대응,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포함해 상당한 실행
자원을 소진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가치 불일치 상황은 구성원의 잠재 자원 역시 계속해서 요구함으로써 구성원의
자아 고갈을 유도할 것이다. 즉, 가치 불일치 수준이 높은 구성원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
는 데 직접 연관되는 의사 결정이나 실행 과정 이외에도, 조직 생활 전반에서 자기 감시를
지속해서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자아 고갈 이론가들은 자기 통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감시(monitoring)를 꼽고, 여기에 상당한 자원이 할당됨을 강조한다(Critcher & Ferguson,
2014). Baumeister et al.(1994)은 높은 수준으로 주의(attention)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 통
제에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이며, 충동이나 즉각적인 목표를 초월해 현 상태와 목표 상태를
계속하여 비교하는 감시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지
향하는 가치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사이에 차이를 크게 체감하는 구성원일수록, 직장 생
활 전반에서 상당한 수준의 자기 조절과 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가치는 본질적으로 신
념의 하나라는 점에서, 개인이든 조직이든 자신의 가치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 이에, 조직
구성원은 가치 불일치 상황에서 변화압력에 대해 나름의 저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Bardi, Lee, Hofmann, Towfigh, & Soutar, 2009). 즉, 구성원은 자신과 조직의 가치 사이
의 괴리를 인식하면서, 불필요한 긴장, 부정적 감정이나 충동, 자동으로 발생하는 반응들을
감시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내적 욕구를 억제해야 할 것이다(Baumeister & Vohs, 2012;
Downes, Kristof-Brown, Judge, & Darnold, 2017). 다시 말해, 해당 구성원은 조직이 추
구하는 가치를 의식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고 이미 실

6

윤리경영연구 제20권 제2호 (통권 제32호)

조예슬･최용득

행한 일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반추할 것이며, 지속적인 자기 감시 과정에서 구성원의 잠재
자원이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는 자아 고갈과 정(+)의 관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자원 고갈 이론의 논지를 적용하여, 자아 고갈과 구성원의 일-삶 균형 간의
관계를 예측한다. 일과 삶의 운영에 있어 균형감을 확보하려면, 업무와 비업무 영역 모두
에서 충분한 자원이 마련되어야 한다(Voydanoff, 2005). 본 연구에서 일-삶 균형은 “업무･
비업무 역할 수행에서 획득하는 정서적 경험, 참여, 효과성과 이 두 역할 간 조합의 긍정
성에 대한 구성원의 평가”(Casper, Vaziri, Wayne, DeHauw, & Greenhaus, 2018: 197)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르면, 구성원이 일과 삶 모두에서 각 영역의 요구를 충족
시키고 해당 영역 내 활동에서 성과를 내거나 만족감을 느낄 때, 일-삶 균형을 높게 인식
할 가능성이 크다. 즉, 충분한 자원이 확보될 경우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역할 균형
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자원이 부족할 경우 역할 갈등을 유발해 영역 간 균형 감각을 떨
어뜨릴 수 있다(Direnzo, Greenhaus, & Weer, 2015; ten Brummelhuis & Bakker, 2012).
무엇보다 일-삶 균형은 타인의 관점이 아닌 개인의 관점을 반영하는 주관적 평가라는 점
에서(Casper et al., 2018), 자기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는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해,
특정 상황이 어떤 이에게는 균형 상태로, 또 다른 이에게는 불균형 상태로 평가될 수 있기
에(Greenhaus, Collins, & Shaw, 2003), 해당 역할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핵심적이다. 따라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건강한 심신
상태를 유지할 때, 개인은 업무와 비업무상 책임 균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Day &
Hartling, 2017).
문제는 직장에서의 자아 고갈로 인해, 조직 구성원은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하는 데 필
요한 후속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아 고갈 이론의 이중 과업 패
러다임(dual-task paradigm)은 자원의 유한성을 토대로 한 영역에서 자원이 소모되면 다
음의 다른 영역에 필요한 에너지나 동기가 줄어들 수 있음을 설명한다(Baumeister et al.,
1998; Hagger et al., 2010; Muraven, Tice, Baumeister, 1998). 초기의 자아 고갈 연구는
두 개의 연속된 실험을 통해 이중 과업 패러다임의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최근 연구들에서
는 자아 고갈이 업무 성과(Chi, Chang, & Huang, 2015; Deng & Leung, 2014), 발언 행동
(Lin & Johnson, 2015), 직무 열의(Lanaj, Johnson, & Wang, 2016), 조직 시민 행동(Fehr,
Yam, He, Chiang, & Wei, 2017) 등과 부정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메타
분석 연구(Hagger et al., 2010)에서는 한 영역에서의 자아 고갈이 자기 통제가 요구되는
다른 영역에서의 성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선행연구는 일 또는 가정에서
자아 고갈이 발생하면 가정 또는 일에서 요구되는 자원 또한 충분치 않게 되면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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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예컨대, 일-가정 갈등과 같은 부정적 경험은 자기
통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할당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업무 만족, 봉급 감소와 관
련되고(Dahm, Glomb, Manchester, & Leroy, 2015), 가정에서의 갈등은 일에 대한 자아
고갈로 이어져 비인격적 감독을 촉발할 수 있으며(Courtright, Gardner, Smith, McCormick,
& Colbert, 2016), 상사와의 교류 속에서 구성원이 경험하는 자아 고갈이 배우자의 결혼
만족도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Wang, Jex, Peng, Liu, & Wang, 2019). 정리하면, 직
장에서 자아가 고갈되면 가정을 비롯한 직장 외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를 향한 자원
의 전환이 어려워져 심리적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며, 직장과는 다른 새로운 행동 기준을
위한 조정에 실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에서의 자아 고갈은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
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자아 고갈은 일-삶 균형과 부(-)의 관계를 가진다.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로 인한 자아 고갈과 일-삶 균형의 논의를 종합하면, 결국 자
아 고갈은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와 구성원의 일-삶 균형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
한 심리적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직에서 경험하는 가치 불일치로 인한 자아 고갈은
일과 삶의 균형 저하라는 포괄적인 영역의 문제로 전이될 수 있다.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조직에서 과도한 자기 규제로 인해 자아가 고갈된다면, 업무 외 역할 수
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최근 실증연구는 업무에서의 자기 통제 실패가 업무
-비업무 갈등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Clinton, Conway, Sturges, & Hewett,
2020). 가치 불일치로 인해 직장에서 자아가 고갈되면 가정을 비롯한 비업무 영역에서 추
구하는 목표를 위한 자원 전환이 어려워져 심리적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며, 직장과는 다른
새로운 행동 기준 조정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아 고갈은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가 일과 삶의 균형 저하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
대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자아 고갈은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와 일-삶 균형의 관계를 매개한다. 즉, 조
직-구성원 가치 불일치는 자아 고갈을 통해 일-삶 균형과 부(-)의 관계를 가진다.

2.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 역할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와 자아 고갈의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핵심 조절변
수로 윤리적 리더십을 제안한다. 조직의 가치와 구성원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
적합 상황에서 개인은 여러 유형의 대응 전략을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개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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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상황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Van Vianen, 2018). 기존 연구는 자아 고갈의 가
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경계조건으로 외향성(Chi, Grandey, Diamond, & Krimmel, 2011;
Johnson, Lanaj, & Barnes, 2014), 정서적 안정성(Johnson et al., 2014), 핵심 자기 평가
(Deng & Leung, 2014),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Rivkin, Diestel, & Schmidt,
2015) 등 개인 요인을 주로 다루었다. 이에 비해 상황 요인에 대한 고찰은 상대적으로 부
족하였고, 일부 연구들이 직무 자율성(Grandey, Fisk, & Steiner, 2005; Prem, Kubicek,
Diestel, & Korunka, 2016; Trougakos, Hideg, Cheng, & Beal, 2014), 사회적 지지(Liu,
Wang, Chang, Shi, Zhou, & Shao, 2015), 조직 정치로 인한 불확실성(Rosen, Koopman,
Gabriel, & Johnson, 2016) 등을 조절변수로 논의하였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 맺는 관
계적 맥락이 구성원의 가치 불일치로 인한 자아 고갈을 줄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Follmer et al., 2018), 기존 연구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통찰하지는 못했다.
윤리적 리더십은 리더가 규범적으로 적절한 개인적･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수평적인 소
통과 의사 결정 참여를 통해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것으로 정의된다(Brown,
Treviño, & Harrison, 2005). 이러한 개념 정의는 윤리적 리더의 두 가지 면모를 반영하는
데, 하나는 한 개인으로서 정직함, 신실함, 신뢰감, 정의감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도덕
적 인간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리더로서 구성원의 윤리적 태도와 행동을 촉진하는 도덕
적인 관리자의 모습이다(Tu & Lu, 2016). 본 연구는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과의 가치 불일
치로 인한 구성원의 자아 고갈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
며,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과 가치 불일치를 느끼는 직원이 조직 내 의사 결정 및 실
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자원의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윤리적 리더는 자신과 구
성원 모두에게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진실하고 믿을만한 역할 모델로 기
능한다(Brown et al., 2005). 리더가 도덕적 인간이자 도덕적 관리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
임을 다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이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동기부여하고 격려하는 것
을 포괄한다(Treviño, Weaver, & Reynolds, 2006). 부연하자면, 조직 내 업무와 사회적 관
계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구성원을 평가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리
더가 윤리적일 때, 구성원들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과업환경에서 근무하게 되고, 업무
방식, 자신이 추구하는 개인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러한 맥락에서 리더의 윤리적 행동은 규범적 행위에 대한 동기부여를 넘어 조직의 구성원
들이 겪는 가치 불일치로 인한 소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자아 고갈 이론
역시 이러한 윤리적 리더십의 완충 효과와 일맥상통하는 이론적 논의를 제시한다. 즉, 자
아 고갈 이론은 하위 수준의 해석(low-level construal)보다는 상위 수준의 해석(high-level
construal)이 자아 고갈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Maranges & Baumeister, 2016). 여
기서, 하위 수준의 해석이 구체적인 행동의 수단적 측면에 집중한다면, 상위 수준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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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위의 폭넓은 의미와 목표를 강조한다(Trope & Liberman, 2003). 이러한 논지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구성원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시하기보다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모범을
보이는 윤리적 리더를 통해 구성원은 서로 다른 가치를 조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단서를 얻고, 더 넓은 맥락에서 일과 삶의 가치를 바로 세움으로써 자기 통제 자원의
소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윤리적 리더십 아래에서는 가치 불일치를 경험하는 구성원이 자기 감시 과정에서
겪는 잠재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적 리더는 역할 모델로 기능할 뿐
만 아니라, 윤리 기준을 토대로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구성원에 대한 존중, 지지
를 바탕으로 구성원 스스로 행위에 대해 책임지게 한다(De Hoogh & Den Hartog, 2008;
Treviño, Brown, & Hartman, 2003). 이 경우, 구성원은 조직의 가치와 맞지 않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리더와의 지속적인 소통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기 감시와 뒤따르는 자원 소모
를 줄일 수 있고, 리더의 존중과 지지로 인해 가치 조정 과정에서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
어 자아 고갈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적 리더십의 이러한 특성은 자아 고갈 이론의
내용과도 궤를 같이 한다. 자아 고갈 이론은 자아 고갈을 줄이는 방안으로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율성을 느끼는 방법을 제시한다(Maranges & Baumeister,
201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 개인이 업무 방식에 대해 가진 기
존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업무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Brown &
Treviño, 2006), 의도적인 억제와 과도한 자기 통제로 인한 자아 고갈을 줄여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윤리적 리더는 구성원에게 심리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선순환을 형
성하는 조직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Brown et al., 2005; Brown & Treviño,
2006).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들은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Bouckenooghe,
Zafar, & Raja, 2015), 도덕적 효능감(moral efficacy; Lee et al. 2017), 심리적 안정
(Walumbwa & Schaubroeck, 2009), 내재적 동기(Yidong & Xinxin, 2013), 심리적 주인의
식(Avey, Wernsing, & Palanski, 2012) 등을 촉진함을 보고하였다. 정리하면, 윤리적 리더
십은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로 인한 구성원의 잠재 자원 소모를 줄일 뿐만 아니라, 감
소한 자기 통제 자원을 보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윤
리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와 구성원 자아 고갈의 관계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측한다.

가설 4.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와 구성원의 자아 고갈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 즉, 윤리적 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와 자아 고
갈 간의 정(+)의 관계는 약화된다.
또한,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와 일-삶 균형의 관계에서 자아 고갈의 매개역할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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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리더십의 조절 역할을 동시에 고려할 때 조절된 매개 모형(moderated mediation)을 상
정할 수 있다. 즉, 윤리적 리더의 완충 효과는 가치 불일치가 자아 고갈을 통해 구성원의
일-삶 균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에도 최종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윤리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가치 불일치가 자아 고갈에 미치는 효과
가 약화되어, 자아 고갈을 통해 일-삶 균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역시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조절된 매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가 구성원의 자아 고갈을 통해 일-삶
균형과 갖는 간접효과를 조절한다. 즉, 윤리적 리더십 수준이 높을 때,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가 자아 고갈을 통해 일-삶 균형에 미치는 부(-)의 간접효과가 약화된다.
지금까지 제시한 논의와 제안된 가설들을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표본
국내 식품･유통 업계의 조직에 근무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문을 시행하
였다. 먼저, 시점 1에서 428부의 설문을 배포한 결과 387명이 응답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
로 시점 2에서 후속 설문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348명이 2회 모두 응답하였다. 회수된 설
문지를 확인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341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37.59세(SD = 2.1), 남성이 62.2%, 학력은
대졸 이상이 78.3%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5.43년(SD = 1.52)이었으며, 직
급은 사원급 51.3%, 대리급 27.6%, 과장급 10.9%, 차장급 이상이 10.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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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모든 변수를 조직 구성원에게 측정하였고, 독립변수, 조절변수, 매개변수는 시
점 1에 결과변수는 시점 2에 측정하였다. 두 시점 간에는 약 1개월의 시차를 두었다. 구체
적으로,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 자아 고갈, 윤리적 리더십,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시점 1
에, 일과 삶의 균형은 시점 2에 측정하여, 동일 방법 편의(common method variance)로 인
한 우려를 줄이고자 하였다.

(1)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는 Cable & DeRue(2002)가 제안한 조직-구성원 가치 일치 3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Cable & DeRue(2002)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조직과
자신의 가치 일치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측정한 후,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이 문항들
을 역코딩하였다(예: Deng et al., 2016; Wheeler et al., 2007). 이렇듯 일치-불일치 스펙트
럼에서 가치 불일치를 개념화한 상대적 접근은 원 도구가 개인과 조직의 구체적인 가치
일치 인식보다는 조직과 구성원 가치의 전반적인 일치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
절하다고 볼 수 있다(Kristof-Brown & Guay, 2011). 구체적인 문항은 “나의 개인적 가치
는 조직의 가치 및 이상과 일치한다”, “내가 삶에서 가치를 두는 것과 조직이 중요시하는
가치는 유사하다”, “조직의 가치와 나의 가치의 적합성은 좋다”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의 신뢰도는 .90
으로 나타났다.

(2)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은 Brough, Timms, O’Driscoll, Kalliath, Siu, Sit, & Lo(2014)이 제시한
4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전반적으로 나는 일과 일 외적인 삶이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현재, 나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일 이외에 활동을 위한
시간 사이에 좋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나는 과업의 요구사항과 업무 이외에 활동 사
이의 균형이 적절하다고 느껴진다”, “나는 업무와 업무 이외의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다.

(3) 자아 고갈
자아 고갈은 Twenge, Muraven, & Tice(2004)이 제시한 5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측
정 도구는 구성원이 지각하는 자기 통제에 관한 내적 자원(internal resources)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지금 당장은 뭘 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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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느낌이다”, “나는 완전히 소진된 느낌이 든다”, “나의 의지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내 마음을 지금 당장 뭔가에 집중하기 어렵게 느껴진다”, “지금은 어떤 일에 집중하기 위
해서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
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4) 윤리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은 Brown et al.(2005)의 10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는
“나의 상사는 부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나의 상사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의사 결
정을 내린다” 등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윤
리적 리더십의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나이, 성별, 학력, 근속연수, 직급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사
용하였다.

3. 분석 방법
가설 검증에 앞서 구성개념의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하였다. 가설 검증에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Hayes
(2013)가 개발한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간접효과 및 조건적 간접 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를 검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 윤리적 리더십, 자아 고갈, 일과 삶의 균형으로 구성된 4-요
인 측정모형 및 대안모형들에 대한 CFA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안한 4-요인 이론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2개
문항의 모든 요인 부하량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최댓값 = .94, 최솟값 =
.59). 또한, 대안모형들과 적합도를 비교했을 때, 4-요인모형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x2(203) = 377.2 Comparative Fit Index(CFI) = .96, Tucker-Lewis Index(TLI) = .96,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 .05).
윤리경영연구 제20권 제2호 (통권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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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모형 CFA 모형 적합도a
x2

구분

df

∆x2

∆df

CFI

TLI

RMSEA

b

4-요인 모형

377.2

203

-

-

.96

.96

.05

3-요인 모형c

1013.6

206

636.4**

3

.83

.81

.11

2-요인 모형d

1819.9

208

1442.7**

5

.67

.63

.15

209

**

6

.41

.34

.20

e

1-요인 모형

3070.3

2693.1

2

a

N = 341, **p < .01. ∆x : 4-요인모형과 비교한 카이제곱 증분값, ∆df: 4-요인모형과 비교한 자유도 증분값
4-요인모형은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 자아 고갈, 윤리적 리더십, 일과 삶의 균형을 독립적인 구성개념으로 간주
한 모형.
c
3-요인모형은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와 자아 고갈을 하나의 요인으로, 일과 삶의 균형, 윤리적 리더십을 독립적
인 구성개념으로 간주한 모형.
d
2-요인모형은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 자아 고갈, 일과 삶의 균형을 하나의 요인으로, 윤리적 리더십을 독립적인
구성개념으로 간주한 모형.
e
1-요인모형은 모든 변수를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한 모형.
b

아울러, 모든 잠재요인의 개별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과
잠재요인 간 상관관계 추정치 제곱값을 비교한 결과, AVE 값이 모두 상관계수 제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계수 추정치의 신뢰구간(상관계수 ±2 * 표준오차)은 1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본 연구에서 고려한
구성개념 간의 판별 타당성이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 변수 간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평균

표준
편차

1. 나이

37.59

2.1

2. 성별

.62

변수

.48

1

2

3

4

5

*

1.52

.57

-.03

-

4. 직급

1.80

.99

.02

.01

-.07

-

5. 학력

3.80

.80

.00

.02

-.00

.21**

6.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

2.93

.91

.07

-.03

7. 윤리적 리더십

3.57

.50

-.08
-.03

9. 일과 삶의 균형

2.53

.70
1.05

8

9

-

5.43

3.66

7

.44**

3. 근속연수

8. 자아 고갈

6

-.05

-

.13**

-.06

.03

(.90)

.13*

.01

.04

-.07

-.25**

(.89)

*

-.01

-.09

-.02

.30**

-.13**

(.91)

-.03

**

.04

-.42**

-.11
.05

-.05

*

.11

-.44

(.96)

주) N = 341. 성별: 1=남성, 0=여성; 학력: 1=고졸 미만,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 5=대학원 이상.
대각선상의 괄호 안은 신뢰도 지수(Cronbach’s α). **p < .0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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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간 관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를 분석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설에서 제시한 변수 간 상관관계는 전반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 검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가설검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가설 1은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와 자아 고갈이 긍정적으로 연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먼저 모형 1에
통제 변수들(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직급)을 투입하고, 모형 2에 조직-구성원 가치 불
일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는 자아 고갈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 역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β = .30, p < .01; △R2 = .09,
p < .01). 이에,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또한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수 투입 후 자
아 고갈을 독립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모형 6에서 자아 고갈은 일-삶 균형을 부적으로 유
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 역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β = -.42, p < .01;

△R2 = .19, p < .01). 이에, 가설 2 역시 지지되었다. 가설 3에서 제안한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와 일과 삶의 균형 간 관계에서 자아 고갈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검증방식 절차를 따랐다. 또한, 추가로 Hayes
(2013)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랩 표집을 5000번 시행하여, 간접효과의
추정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 확인을 통해 매개 효과의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Baron & Kenny(1986)의 3단계 회귀검증법에 따른 매개 효과 검증
결과, 모형 5와 같이 독립변수인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는 결과변수인 일과 삶의 균형
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44, p < .01). 다음 단계인 독립변수와 매개변
수 관계 검증에 있어서 가설 1과 같이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가 자아 고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로 모형 7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한
결과, 매개변수인 자아 고갈은 일과 삶의 균형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β = -.31, p < .01),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의 효과는 감소
하였다(β = -.34, p < .01). 또한, PROCESS macro를 이용해 매개 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
증한 결과,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가 자아 고갈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효과
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11, Boot SE = .03, 95% CI [-.18, -.05]). 따라서
가설 3도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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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회귀분석 결과
자아 고갈

종속변수
독립변수

성별

일과 삶의 균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05

.05

.03

-.10

-.09

-.09

-.07

*

*

연령

-.13

-.12

-.13

.09

.07

.09

.04

학력

-.05

-.09

-.07

.02

.07

.01

.04

근속연수

-.10

-.09

-.08

.11

.09

.02

.06

직급

-.04

-.04

-.04

-.01

.00

.11

.30**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

.29**

윤리적 리더십

-.07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
X 윤리적 리더십

-.11*

-.44**

-.42**

-.31**

.21

**

.19

.29**

.19**

.17**

.09**

자아 고갈
2

R

ΔR2

.02

**

**

.11

.13

.09**

.02*

.02

-.01
-.34**

**

주) N = 341. 모든 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 값. **p < .01, *p < .05.

가설 4와 5를 검증하기 위해,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가 자아 고갈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 효과와 조절된 매개 효과를 분석하
였다. 먼저 가설 4와 같이,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와 자아 고갈 간의
정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였다. <표 3>의 모형 3에 제시되
었듯이, 자아 고갈을 결과변수로 하여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와 윤리적 리더십의 상호
작용 효과를 확인한 결과, 두 변수의 상호작용 항은 자아 고갈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
하였다(β = -.11, p < .05). 추가로, 상호작용 효과의 해석을 위해 윤리적 리더십의 평균값에
서 1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상･하위집단을 나누어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와 자아 고갈의
회귀식을 추정한 뒤, <그림 2>에 도식화하였다(Aiken & West, 1991). 그 결과, 가설 4에
서 예측한대로 윤리적 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와 자아 고갈 간
정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윤리적 리더십을 낮게 인식할 때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가 증가할수록 자아 고갈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b = .30, SE =
5.46, p < .01), 윤리적 리더십을 높게 인식할 때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와 자아 고갈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관계를 보였다(b = .13 SE = 2.40, p < .05). 따라서 가설 4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조절 효과 분석을 토대로,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가 자아 고갈을 통해 구성원의
일-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윤리적 리더십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조절된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조절된 매개 지수(an index of moderated
mediation)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index = .08, Boot SE = .04, 95% CI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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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또한 지지되었다. 다만, 조건적 간접효과 분석결과는 윤리적 리더십이 가치 불일치
와 일-삶 균형 간 부의 간접관계를 약화시킬 것으로 상정한 가설 5의 내용과 미세한 차이
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윤리적 리더십이 낮을 때,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는 자아 고갈을
통해 일-삶 균형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b = -.14, Boot SE = .04, 95% CI [-.22, -.08]).
반면, 윤리적 리더십이 높을 때,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가 자아 고갈을 통해 일-삶 균형
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 = -.06, Boot SE = .04, 95% CI [-.15, .01]).
<그림 2>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와 자아 고갈의 관계에서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 효과

V. 결 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조직 생활에서 가치 불일치를 느끼는 구성원이 자기 일과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불가피한 현실에 주목하고, 이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과 사회관계적 맥락에서
리더가 지닌 역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아 고갈 이론을 활용하
여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가 구성원의 자아를 고갈시킴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 달성을
방해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윤리적 리더십이 가치 불일치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조절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자아 고갈이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와 일-삶 균형 간 부정적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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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윤리적 리더십은 가치 불일치와 자아 고갈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윤리적
리더십 수준이 낮을 때에 비해 높을 때 자아 고갈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과의 가치 불일치로 인해 구성원이 느끼는 문제를 완화하는 주요 역
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절된 매개 효과 검증을 통해, 높은 윤리
적 리더십 아래에서 조직 구성원이 느끼는 가치 불일치가 자아 고갈을 통해 일과 삶의 균
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완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자아 고갈 이론을 바탕으로, 조직-구성
원 가치 불일치가 일-삶 균형 약화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이론적으로 제안하고 실
증하였다. 즉, 본 연구는 자아 고갈의 매개역할에 주목하여, 조직 구성원이 인식하는 가치
불일치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가치 지향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심리
경로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조직-구성원 적합성이 구성원의 일-삶 균형 혹은 갈등
에 미치는 영향과정과 조건을 고찰하였지만(예: Fan, 2018; Pan & Yeh, 2012; Seong,
2016), 가치 불일치가 일과 삶의 영역과 연관되는 구체적인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는 여전
히 미비하다. 조직 구성원들이 가치 일치보다 가치 불일치를 느낄 가능성이 더 큰 현실 상
황에서, 본 연구는 조직과의 부적합성이 구성원의 일-삶 균형을 저해하는 메커니즘을 밝
힘으로써 가치 불일치 연구와 일-삶 연구에 기여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윤리적 리더십이 가진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확장된 이해를 제
공한다. 본 연구결과는 윤리적 리더십 아래에서 가치 불일치로 인해 구성원이 경험하는 자
아 고갈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일-삶 균형에까지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줄어들 수 있음
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과 구성원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구성원의 심리에 직접적
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윤리적 리더의 위치와 기능에 주목하여, 가치 불일치로 인한
구성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 윤리적 리더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즉, 구
성원이 가치의 문제로 조직과 부딪칠 때, 윤리적 리더십이야말로 구성원의 내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경영학 분야에서
기업윤리,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조직 안
의 ‘윤리’의 의의가 재조명되고 있다(김미나･주경진･백기복, 2019; 김정원, 2019; 배종석･강
철, 2019; 배종훈, 2019; Aguinis & Glavas, 2019; De Cremer, & Moore, 2020: Treviño,
Den Nieuwenboer, & Kish-Gephart, 2014). 하지만 선행연구들이 조직 구성원의 직업윤리
촉구 및 과업성과 향상에 국한하여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던 점을 살피면, 본
연구의 접근은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접근은 윤
리(ethics)란 단순히 기능과 실리추구의 문제를 넘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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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삶’, 혹은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 등과 같이 보편적 고민과 실천이라는 최근의 논
의와도 일치한다(Eisenbeiss, 2012). 리더의 윤리적 행동은 구성원에게 규범적 행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일과 삶에서 성장과 안녕에
매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리더십에서 ‘윤리’의 필
요성과 의의를 폭넓게 바라보고 해석함으로써 윤리적 리더십 연구에 공헌한다.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상당수의 기업이 직원
선발 과정에서부터 지원자와 회사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적합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장치들
을 성격 및 적성검사, 심층 면접 등의 채용 절차에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직원
들은 부적합을 호소한다. 지난 4월 잡코리아가 퇴사경험이 있는 직장인 2,288명을 대상으
로 퇴사 사유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2.6%의 응답자가 조직문화가 자신과 맞지 않아
퇴사했다고 답했다(잡코리아, 2020). 이러한 현실과 본 연구결과는 조직이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조직과 구성원의 가치 불일치 문제를 다뤄야 할 때임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조직
은 모집 및 채용 과정 전반에서 더욱 정교하게 조직과 구성원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모집과정에서 지원자들이 직무, 경력개발, 조직문
화, 승진, 보상, 복지 체계와 같은 인적자원관리 방안과 조직의 경영철학 및 비전과 같은
조직 가치에 대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
원자의 특성에 따라 원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기때문에, 조직 차원에서는 지원자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갖출 필요가 있다. 나아가, 조직 구성원들이 처음에는 조직의 가치
와 자신의 가치가 일치한다고 인식하였더라도 직장 생활 중에 가치 불일치를 경험할 가능
성을 조직 차원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은 구성원의 가치 불일
치를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방안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것처럼, 리더의 역할, 특히 윤리적 리더십에 주목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가치 불일치로 인해 구성원들이 자원을 끊임없이 소모해가는 과정에서, 조직
은 윤리적 리더의 역할을 통해 부하직원의 불필요한 자원 소모를 줄이고, 소모된 자원을
보충할 수 있는 긍정적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아울러, 조직은 새로운 세대의 유입과 시
대적 가치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한편,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재점검하고 구성원의 가치
와 양립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든 변수를 동일한
응답자로부터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동일 방법 편의의 가능성을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응답원으로부터 설문을 수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장 동료나
상사, 배우자, 다른 가족 구성원 등 다양한 응답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아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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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이 높은 직원이 조직-구성원 가치 불일치를 더 크게 느끼거나, 일-삶 균형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직원이 직장에서 자아 고갈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등, 본 연구에는 역 인
과성(reverse causality)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 측정 시점을 달리하긴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 변수의 반복 측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종단 연구를 설계한다면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추후 연구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 외에도 일-삶 혹은 일-가정 맥락의 다양한 변수
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업무-비업무 역할 경험과 관련한 개인의 종합적 평
가인, 일과 삶의 균형에 주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구성원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가치 불
일치와 자아 고갈이 구성원 가정에서의 가족 관계나 삶에서의 태도, 구체적인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일에서 가정 혹은 삶 전반으로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최근 Sayre, Grandey, & Chi (2020)의 연구는 직장
에서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감정 노동에 시달린 경우, 업무 시간 이후에 알코올을 더 섭취
하게 되는 구체적인 연관 관계를 보여주었다. 업무 영역에서의 자원 소모가 가정 혹은 삶
에서의 자원 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업무 외 영역에서 축적된 자원이 업무 태도나 성과와
연관될 수 있는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영역 간 부정적 파급효과는 완화하고 상승작
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술적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윤리적 리더십 외에도 조직 구성원이 경험하는 가치 불일치 문제를 완화할 수 있
는 다양한 요인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 기반을 둔 사
회적 완충 장치 외에도 과업에서의 완충 장치(task-buffering)를 통해 조직이 추구하는 바
와 구성원이 지향하는 바 사이의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다(Follmer et al., 2018). 예컨대,
조직은 직무의 유연성이나 구성원의 직무 능력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과업에서의
완충 장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완충 장치로서 윤리적 리더십 외에도
리더의 신뢰, 진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 동료나 배우자의 지원 등 다양한 관계적
맥락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추가로, 부적합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관점에서 한 발짝 물러
나, 어떤 조건에서 어떤 조직 구성원에게 가치 불일치 혹은 부적합이 극복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해석될 수 있을지 새로운 시각으로 고찰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 부적합으로 인한 자아 고갈 효과를 줄여주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부적합을 경험하는 구성원 중 특정 개인들에게는 오히려 자원 보충을 통
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후속연구에서 개인의 특성
과 리더, 조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가치 불일치의 해석과 대응, 윤리적 리더
십의 역할과 관련하여 더욱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함의를 지닌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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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Incongruence and Work-Life Balance: The Roles of
Ego Depletion and Ethical Leadership
4)

Yeseul Jo*･Yongduk Choi **

Despite a growing concern about misfits in organizations, less is known about
value incongruence. This curr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underlying mechanisms
linking value incongruence and work-life balance. Drawing from ego depletion theory,
we propose that value incongruence is positively related to ego depletion that, in
turn, results in a decreased work-life balance. We also argue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value incongruence are moderated by ethical leadership and further support
a moderated mediation model. We tested our hypotheses in a field study of 341
employees in food and distribution industries in Korea. The results indicated that
ego depletion mediate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value incongruence and
work-life balance. Moreover, we found that ethical leadership served as a boundary
condition, such that value incongruence was negatively related to work-life balance
via ego depletion only when ethical leadership was low.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Key words: Value incongruence, work-life balance, ego depletion, ethical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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