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컨설 연 , 제17 , 제2호

2017년 5월, pp. 167-178       ISSN:1598-172X

167

윤리부조화와 신뢰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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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기업의윤리가치를 기업환경에서기업간신뢰를형성하는데주요한요인으로고려하 다.기업간 력 계의형성과유지

과정을통해거래 방은상 방기업이거래 계를통해보여 행동의윤리 가치에 해지각하게되고, 정 윤리가치의지각은거래혹

은 계에 한불확실성을낮춰 수있다.거래 계에서거래당사자는조직이 ‘표방’하는윤리가치와 ‘실제지각’된윤리가치수 의차이가

없을경우,즉윤리부조화가낮은수 일경우에는거래 방이 계에서발생하는불확실성을낮출수있게된다.그러나반 로표방하는가치

와실제지각된가치수 에차이가클경우,즉윤리부조화가높은수 일경우에는거래 방은높은불확실성의상황에놓이게되고,이는다

양한형태의기회주의 행동,불신등으로연결될수있다.윤리부조화-신뢰간의 계에서문제가되는경우는힘이있는구매자가윤리부조화

를느낄경우이는공 자에의해지각되고공 자는이에반응하여행동불확실성이커질것이므로구매자가지각하는상 방에 한신뢰에부

정 인 향을 수있다.즉,이런인과성이성립되기 해서는구매자가느끼는윤리부조화가상 방에의해인지된다는가정이성립되어야

한다.따라서본연구는윤리부조화-신뢰간의 계를검증하기 해실험을설계하고실행하 다.교차문화 측면에서이런 계가연구 상

에상 없이보편 인 상인지를검증하기 해한국의기업실무자,한국학생그리고미국학생집단을 상으로실험을실시하 다.분석결

과미국학생들을 상으로한실험의경우에서만윤리부조화가높은경우와낮은경우지각되는정서 신뢰와역량에기반한신뢰모두높은

수 을나타냈고그결과는유의 인차이를보 다.반면한국의기업실무자집단과한국학생을 상으로한연구결과에서는유의미한결과

가나타나지않았다.

|주제어| 윤리 가치,윤리부조화,정서 신뢰,역량기반신뢰

I. 문제제기

최근기업들은비용 감을목 으로혹은불확실한환경에서경쟁

력을확보하기 해기업 간에비교우 가있는 보유역량을연계하

여제품이나서비스의생산을시도한다.이런기업간거래는기업으

로하여 변하는환경 속에서지속가능한성장을 가능하게하는

요인으로고려된다.특히,지속가능한성장을 한기업간 력 계

의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기업 윤리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Haanaes et al., 2011; Krause et al. 2009).어떤경우에는기업들이자

신들과 력 계에 있는 기업들의 잘못된 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 문제까지도 책임을 지도록 압력을 받기도 한다(Amaeshi et

al., 2008).그러나국내기업에서이런기업간거래는갑을 계로표

될정도로 워를소유한기업의횡포가자주언론을통해보고되

고 있고 최근에는 기업- 소기업 간 상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서 복등, 2012).

기존문헌에서윤리 가치는기업간 력네트워크의지속가능한

성장을 해 거래 당사자들에게 요한 요인으로다루어진다. 워

를 가진거래당사자나그 지 않은거래상 방이나모두 윤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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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추구한다.윤리 가치는도덕 단,규범이나규칙에기반한

다(Johnson et al., 2011; Wisner et al., 2012).기업에서윤리 가치는

윤리 이고 도덕 으로 옳은 것에 한 공유된 지각으로 정의된다

(Victor and Cuellen, 1987).이런윤리 가치의개념은도덕 단

이나 지각에 기 하기 때문에 거래 계에서 거래 당사자는 스스로

혹은 상 방에 해 부조화를 지각할 수 있다(Lowell, 2012; 박진용

외, 2015).기업간거래 계에서윤리부조화는거래당사자가자신

이속한기업이표방하는윤리 가치와실제가치사이에서지각하

게되는갭으로정의된다(Barkan et al., 2012;박진용외, 2013).특히,

거래 계에서 워를 가진거래 당사자가거래상 방에 해윤리

부조화를지각하게될경우그둘간의거래를지속할동기를찾기

어렵게 되고 거래 계를 종료하게 된다(정 호, 김상덕, 오세조,

2014).그러나 워를가진거래당사자가스스로윤리부조화를지각

할경우그지각정도가거래 계에어떤 향을 것인지는탐색이

필요하다.

최근국내외의많은기업들은자신들이추구하는높은수 의윤

리 가치를윤리강령의형태로 리공표하고선 하고있다.이

게 외 으로표방되는윤리 가치가기업조직내부의각부문에

서도실제 인종업원의행동지침으로서작동하고있는지에 해서

는의문이있다.따라서만일종업원이지각하는부조화의갭이존재

한다면그윤리부조화의정도가기업간의거래에어떤 향을 것

인지에 한실증 연구의필요성이 두된다.더욱이기업간 력

메커니즘이큰 생태계를이루고 기업성공의주요한 요인으로고려

되는상황에서 련연구의 요성이더욱크게부각될수있다.이런

맥락에서윤리부조화와기업간거래의성공사이의 계에 한실

증 연구는 요한연구주제로서고려된다.

그러나 련연구를실행하는데있어연구자는윤리부조화의측정

이라는어려운문제에직면하게된다.일반 으로각기업을 표하

는두 거래당사자가 그들의거래 계에서동일한 지각을공유하는

지에 해서는의문이있다(Oosterhuis et al, 2013).따라서최근에이

런 계를 탐색하는데 방의 입장에서각각의지각을 측정하는

근이시도되고있다(Oosterhuis et al, 2013; Tanskanen and Aminoff,

2015; Touboulic et al., 2014).그러나이런 방 근은데이터를확

보할수있는연구 상의제한이나한계등으로충분한데이터확보

가쉽지않고민감한사안에 해서는신뢰 이고타당한데이터확

보가어렵다. 를들어,거래 계에서 워를가진구매자와약자인

공 자간의 윤리부조화에 한 상호지각을측정하려할 경우당사

자들은거래 계에 한부정 인 향을고려하여실제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윤리부조화가 거래 계에서 문제로

인식되는경우는 워를가진거래당사자가윤리부조화를지각할때

이다. 이 경우윤리부조화의 지각수 은 당사자만이 제 로 인지할

수있으므로 당사자에게측정이 이루어져야하고그 부조화가거래

계에어떤 향을주는지를검증해야한다.여기서문제는당사자

의 윤리부조화 지각 수 이 거래 상 방에게 인식되어 거래 계가

어떤 향을받을수있는지와 련된다.따라서본연구는 워를가

진거래당사자가윤리부조화를지각할경우이것이거래 계에 향

을 수있는지를실증 으로탐색하기 해실험을설계하 다.특

히, 본연구에서 거래 계의지속가능성과 성과에 향을 주는요

인으로서기존연구에서많이다루어지는신뢰를 거래 계의성패

를 결정하는 요인으로고려하여윤리부조화-신뢰간 계를검증하

다.

II. 이론  배경  연구과제 도출

기존의 련 문헌에서 거래비용이론은기업 간 계를 설명하는

데활용되는주요한이론으로서다루어지고있다.거래 상이되는

기술,노하우,장비나인력이거래의한당사자에 한특화성이높을

경우 거래를 체결하고 유지하는데 높은 수 의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있다.특히특화 거래의경우해당거래당사자는보유하고있는

기술이나노하우가시장에서발견하기어렵고따라서기회주의 으

로행동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이경우거래상 방은높은불확

실성을 지각할수있고 이는거래비용의발생으로 이어져거래당사

자들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Williamson, 1985).

한,거래 방간비 칭 의존구조가형성되어있는경우, 워

의 불균형이 래되어상 방에 한의존도가낮고 워를소유한

거래당사자의기회 행동도상 방에게거래비용을유발하게한다.

거래 계에서 워를가진거래당사자가윤리부조화를지각할경우

그는 자신의행동을정당화하기 한행동을실행하여 결국비윤리

인 행동을하게 된다. 이런 경우거래 상 방이 워를 가진거래

당사자의비윤리성을지각하게되고상 방이기회주의 으로행동

할가능성이높다고 단할수있다.이경우거래상 방은거래 계

에서 높은 불확실성을 지각하고 되고 장기 인 거래 계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한우려를 갖게된다. 이런맥락에서 상 방에 한

윤리 단에입각한기회주의 행동가능성,그에따른불확실성

의 증가는 거래 계에서 거래비용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

(Williamson, 1981; 1985).

거래비용이론과더불어기업간거래를설명하는데사회교환이론

이 용될수있다.이이론에서는사회 계를맺고있는두당사자가

기 하는 보상이 계에서발생하는 비용보다큰경우 상 방에

해매력을느끼게되고이는상호간의 계를유지하는힘이된다고

주장한다(Blau, 1964).여기서사회교환이라는개념은거래에참여하

는당사자들간의사회 , 심리 자원의교환을 리하는 로세스

를의미한다(Turner, 1985).개인간모든상호작용은자원의교환을

목 으로 하고 있으므로(Homans, 1958) 거래 계에서당사자 간의

충성과자발 인행동도이런맥락에서설명될수있다(Eisenberger

et al., 1986; Organ, 1988).

사회교환이론은사회 계를통한편익과상호간의신뢰 호

혜성, 계규범등을통해거래당사자간기회주의 행동이억제될

수있다고주장한다(Thibaut and Kelley, 1959).특히,기업들은외부

환경의 빠른변화속에서 기업간 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유기

으로 응하고 있다(김기찬, 2009). 이런 상황에서 사회교환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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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거래 계를설명하는데유효한이론 틀로서고려될수있

다. 를들어, 기업과 소기업간 력 계의형성을고려해볼수

있다. 기업은규모와범 의경제를토 로경쟁력을확보할수있

고,기업명성, 랜드 워를보유하고있으며마 과연구개발분

야에서높은역량을보인다.반면 소기업은독특한기술,인력에체

화된 기술, 스피드 유연성을 특징으로 한다(김경묵, 2012; Dyer

and Hatch, 2006). 따라서 이들 간의 상생은 기업간 계를 다루는

연구에서주요한연구 상이되고있으며사회교환이론에의해설명

될수있다.

그러나실제 기업과 소기업의 력 계의이면에는 워의불

균형이존재한다. 기업은 소기업에의존 이지않고 소기업은

기업에매우의존 인경우가많다.이경우 기업은 소기업에

해기회주의 으로행동하기쉽고유리한방향으로 향력을행사

할가능성도있다.반면에 소기업의경우이에 한 한 응이

쉽지않다(한상린등, 2013;김경묵, 2012).이런 워 계에서의불균

형은거래당사자간윤리 행동에도 향을미칠수있다. 기업의

경우 이상 인 윤리강령, 윤리지침 등을 설정하고 소기업과의 동

반 력을추구하지만,실제로 기업들은 소기업에비용을 가하

여부담을떠넘기는등의행 로많은지탄을받고있다.이경우

기업의구매담당자는해당기업이표방하는윤리 가치와거래 계

에서요구되는 실제 인윤리 가치사이에서차이를 지각하게된

다.이는두기업간거래 계에서거래당사자에의해지각되는윤리

부조화로개념화될수있다.

부조화의 개념은 조직행동 련 역에서 심리 불편감

(psychological discomfort)의 표 으로개인의심리, 직무태도등에

부정 향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주목해왔다

(Abraham, 1998; Festinger, 1957).어떤 상,사물,사람에 해두개

이상의태도,행동,인지사이의상충이지각될경우인지부조화가나

타나게되며이는심리 긴장을유발하게한다(Festinger, 1957).최

근에는서비스업의 폭발 인증가와 함께콜센터등 고객과의

에서 일하는 조직구성원들의 감정부조화 문제가 두되고 있다

(Bakker & Heuven, 2006). 감정부조화도부정 심리상태(Ashforth

& Humphrey, 1993), 를들어,낮은자존감,우울감,냉소감과소외

감, 스트 스(조원섭, 2014) 정서 소진을유발하는주요한요인

으로언 되고 있으며(Bakker & Heuven, 2006; Morris & Feldman,

1996),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과 같은 직무태도에 부정 인 향을

다(민 희, 2005;박상언, 2009; Lewig&Dollard, 2003).

이런 부조화는 윤리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Hauser, 2007; Lowell, 2012; Wright, 1996). 최근에기업경 에서도

윤리나사회 책임이강조되고있다(박헌 ·권인수, 2004; Schwartz

& Carroll, 2003; Carroll, 1999).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기업들이이

윤추구에 골몰한 나머지 비윤리 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Darley,

1992). 윤리에 한 의무론(Deontology) 근에 따르면 윤리 인

지그 지 않은지에 한 단은내재된도덕규범에 따라이성 인

단에 근거한다(Bayles & Henley, 1983; Rawls, 1971). 결과론 인

측면에서 윤리 인지에 한 단여부는 련 행동이나 결정이 효

용, 즉, 행복감 혹은 바람직한 상태를 유발하는지에 있다(Darwall,

2002).어떤경우든이런조직에서 리자들은윤리부조화를지각할

수 있다. 비윤리 인 결정상황에서 리자들은자기 정당화의 메카

니즘, 를들어태도나행동의동기에 한재평가를통해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한다(Lowell, 2012). 그리고 이런 방어

메커니즘의작동은당사자로하여 비윤리 인의사결정행동을하

도록유발할수있다(Holland et al., 2002).실제로윤리부조화상황에

서의 비윤리 행동의실행은 윤리부조화를더욱높게 지각하게한

다(Tavris &Aronson, 2008).

기업간거래 계에서윤리부조화는거래의성과에 향을 수

있다(하병천등, 2014).거래 계에서구매자가윤리부조화를지각하

게될경우그로인해발생하는긴장이나스트 스를감소시키기

해스스로합리화를시도하고결국비윤리 행동을하게되어자기

이익 추구 혹은 기회주의 , 험 립 인행동을 거래 상 방에

해 보이게된다. 거래비용이론에따르면이는거래상 방으로하

여 거래 계로부터 보다 높은 수 의 불확실성을 지각하게 하여

공 자의입장에서구매자에 한신뢰를지각하는데부정 으로작

동할수있다.물론사회교환이론의틀속에서이들거래 방이보완

인 거래를오래지속한 경우 워를소유한 구매자의윤리부조화

정도는감소될수도있다.

윤리부조화는기업간신뢰, 력 계의결과– 를들어의사소

통, 력 의사결정, 정보 공유, 험 공유 노력 등(Bagchi et al.,

2005) -에직 인 향을 수있는선행요인이기때문에이에

한실증 연구가요구된다. 신뢰는타인으로부터기인할 험을인

식함에도불구하고타인의행동에 항하는자기보호 인행동을취

하지않을믿음으로정의된다(Blois, 1998).즉,신뢰는타인에 한개

인의 믿음, 정 감정을의미하기 때문에거래 련기업 간혹은

거래당사자 간 력에 있어서 매우 요하다. 력행동을 이끄는데

있어신뢰가그 간단계역할을할수있기때문이다.최근기업들은

다양해진 경 환경 구성요소, 각 요소들의높은 불확실성이라는 어

려움에직면하여,이를극복하기 해기업간 력의네트워크를구

축한다(Eriksson & Sharma, 2003). 그러나기업간의거래는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 험 립 행동 등에 의해 각종 비용

(transaction costs)을발생시킨다(Williamson, 1981).따라서거래

방은상 의기회주의 , 험회피 행동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노력하는데, 이 때 거래당사자에게 고려될

수있는 요한요인은거래상 방의윤리가치이다.

기업의윤리가치는기업이추구하는도덕 이데올로기나윤리

코드에입각하여구성원이공유하는실행차원의철학으로정의될수

있다.기업간 력 계의형성과유지과정을통해거래 방은상

방기업이거래 계를통해보여 행동의윤리 가치에 해지각

하게되고, 정 윤리가치의지각은거래혹은 계에 한불확실

성을 낮춰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조직이 ‘표방’하는 윤리가치와

‘실제지각’된가치수 의차이가크지않을경우,즉윤리부조화가

낮은 수 일 경우에는 거래 방이 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낮게지각하게된다.그러나반 로표방하는가치와실제지각된가

치수 에차이가클경우,즉윤리부조화가높은수 일경우에는거

래 방은높은불확실성의상황에놓이게되고,이는다양한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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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주의 행동,불신등으로연결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윤리부조화가낳는여러가지형태의부정 결

과 가운데 신뢰(trust)에 주목한다. 기존 문헌에서 신뢰는 상 방의

취약함을 수용하려하는의지(Moorman et al., 1992), 상 방이윤리

이고 공정하며 우호 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확신(Carnevale &

Wechsler, 1992; Staples & Ratnastingham, 1998) 등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거래 계에서높은 수 의 윤리부조화는 정직하며, 일 성

있는행동의결여를나타내고,이는신뢰수 을낮추는요인이될수

있다.기존연구에따르면기업들의 력 계에서살펴볼수있는신

뢰는 정서 신뢰(affective trust)와 역량에 기반한 신뢰

(competency-based trust)로 나뉜다. 먼 정서 신뢰는 거래 상

방에 해 지각하는정직성, 개방성, 일 성, 용, 선호, 공감, 이해,

존경같은 정서 요인으로부터 형성되는신뢰이다(Levering, 2000;

Mishra & Morrissey, 1990; Schaubroeck et al., 2011). 역량에기반한

신뢰는거래상 방의보유기술이나노하우,능력과같은역량에

한 평 이나 문성 등을 포함하므로 인지 신뢰라고도 정의된다

(Ergeneli et al., 2007; Ha et al., 2011; Lewis & Weigert, 1985; Scott,

2000).

사회 교환이론에따르면거래 계의 기에는불확실성이높기

때문에거래 상이되는기술이나서비스의고도화는거래가진행되

어그불확실성이감소되면서진행되는경향이있다(Blau, 1964). 마

찬가지로두가지형태의신뢰는상 방이자신의이익만을 해기

회주의 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험 인지 후에 뒤따르게

된다.따라서사회 계의진 과상당수 의신뢰확보를 해서

는상 방이의지하기에충분히신뢰 이라는 단이뒷받침되어야

한다(Blau, 1964; Coleman, 1988). 를들어구매-공 거래 계에있

어구매담당자/구매기업의윤리부조화수 이낮을수록공 담당자

/공 기업은상 기업을정직하고,일 이며,우호 인 상으로

지각하게되어상 방에 한정서 신뢰를지각하게되고,이는보

다진 된 력 계형성을 한태도나행동으로이어질수있다.

한낮은 수 의윤리부조화는 역량에기반한신뢰에도 정 인

향을미친다. 거래의 상이되는보유기술이나노하우, 능력, 문

성,평 은해당기업들간의긴 한의사소통을통해정보를공유하

고, 발생가능한 문제 에 해 지속 인논의를 통해 형성된다(Das

& Teng, 1998).이때거래상 방에 한큰불확실성이존재한다면

–높은 윤리부조화상황 –장기 으로는성공 계약 계를 해

하고,높은단계로의 력 계를진 시키는데도장애가된다.반

로상 방에 한확신,상 방의윤리가치에 한일 성·공정성–

낮은윤리부조화상황–에 한지각은개발하기어려운기술을획

득하고 기회 으로 행동하거나 다른 기업과의 력을 꾀하는 등의

문제 행동의가능성을낮출수있어역량에입각한신뢰를형성하

게된다.이런맥락에서다음과같은가설이도출될수있다.

연구과제1:높은수 의윤리부조화를지각한집단은낮은수 의

윤리부조화를지각한집단에비해정서 신뢰수 이낮을것이다.

연구과제2:높은수 의윤리부조화를지각한집단은낮은수 윤

리부조화를지각한집단에비해역량에입각한신뢰수 이낮을것

이다.

III. 연구방법

1. 실험의 필요성

본연구는기업간의거래에서발생하는윤리부조화가기업간거

래의성과에어떤 향을주는지를탐색한다.여기서해결해야할주

요한부분이윤리부조화의측정과 련된다.윤리부조화는거래당사

자의지각에의존한다. 지각은사물, 상, 사람이나사건에 한스

스로의감각과지식체계에입각한선택,조직화와해석을의미한다

(Bunderson and Sutcliffe, 1995; Waller et al., 1995). 자신이속한기

업이표방하는윤리 가치의내용 수 에 한지각과자신의직

무수행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혹은 거래 행에서 용되는 윤리

가치의내용 수 에 한지각간의차이를통해윤리부조화의정

도가 악될수있다. 즉,거래당사자스스로의지각을통해서만윤

리부조화의 수 이제 로측정될 수있고거래 상 방은거래 계

를지속하는과정에서추정이나 단을할수있는가능성이있으나

거래 당사자만큼 그정도를 정확히알기는 어렵다. 기업 간거래는

사회교환이론의맥락에서거래당사자간의사회 , 심리 자원의

교환과정으로정의될수있는데거래 방간윤리부조화에 한지

각은거래 계에긴장이나불편함을유발할수있다.이런개념을거

래 계에 있는 방으로부터측정하는 문제는우호 인평가 등측

정의 왜곡을유발할 수있다. 이런이유로 최근에기업 간거래 계

련연구에서 안으로서다루어지고있는 방향 데이터확보를

통한 방법론(Oosterhuis et al, 2012; Tanskanen & Aminoff, 2015;

Touboulic et al., 2014)을윤리부조화의측정을 해 용하기는쉽지

않다고 단된다. 특히, 거래 계에서 거래당사자들의 워는 비

칭 이고항상문제 거래는 워를가진거래당사자로부터연유되

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비용이론에서 주요하게다루어지고 있는 특

화 거래의경우구매기업은거래 상이되는자원의의존성으로

인한 취약성을극복하기 해 공 이나유통시장에 한 통합을시

도하여 오히려 공 자는 해당 거래의 종료에 직면할 수도 있다. 즉,

기업 간 거래 계에서 부분의 문제는 워를 가진 거래당사자에

의존 이게 된다. 윤리부조화와 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워를

가진거래당사자가윤리부조화를지각하고이에 해합리화하는행

동으로 인해비윤리 인행동이 나타날경우거래상 방은 련거

래에서 거래비용이증가하게되고 다른거래처를탐색하는 등 안

행동을시도하게되어거래 계에부정 인 향을주게된다.반

면에공 기업이 련기술, 인력,혹은자원의특화성으로인해

워를 갖는경우구매 기업은상 방과의의존성으로 인한취약성을

극복하기 해새로운 트 의모색이나공 시장의통합을시도하

게되어윤리부조화는크게문제로 두되지않는다.따라서본연구

는 워를가진구매기업담당자의윤리부조화에 한지각이기업

간거래의성과에어떤 향을주는지를탐색하기 해실험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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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2. 실험설계

Deal-making exercise는낮은윤리부조화와높은윤리부조화의두

컨디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나리오를 통해 낮은 윤리부조화 상황

과 높은 윤리부조화 상황을 피험자에게제공하게 된다. 종속변수는

정서 신뢰와 역량에 입각한 신뢰이고 이 변수들은 deal-making

exercise가끝난후에측정한다.

Deal-making exercise 시나리오(<그림 1> 요약 참고)는 마자동

차라는가상의자동차회사(甲,구매자)와은마산업이라는가상의자

동차부품회사(乙,공 자)간의수년에걸친 deal-making에 한내

용이다.구매자는컴퓨터가,공 자는피험자가그역할을행한다.

상은세번의라운드 (2007년, 2008년, 2009년)에걸쳐서진행된다.피

험자는각라운드를시작하기 에회사와 상상황에 한시나리

오를읽고, 이를제 로 이해했는지에 한질문에답을한다. 이후,

피험자는컴퓨터와부품에 한가격 상을진행한다.컴퓨터는세

번의라운드에서이미정해진패턴으로가격을제시하게끔 로그램

되어있으나,피험자에게는 상의상 방이컴퓨터가아닌, 인터넷

으로연결된다른사람이라고설명을했다.

  

<그림 1> 실험 요약

시나리오에서 2007년에는양회사가호황을경험하고, 2008년에는

마자동차(甲,구매자)는호황을 리는반면,은마산업 (乙,공 자)

은경제 어려움을겪으며, 2009년에는두회사가다시호황을 리

는것으로되어있다.그리고 마자동차는자신의부품공 회사들

을존 하고 그들과경제 동반성장을추구하는 윤리 기업이라

는정보가있다.두컨디션 (낮은/높은윤리부조화)의유일한다른

은 2008년 마자동차구매자(컴퓨터)의 상행동이다.낮은윤리부

조화 컨디션에서는 2008년, 은마산업이 경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마자동차가 은마산업이요구하는 데로 부품의 가격을 최 한

맞춰주는, 조 인 상행동을보인다.즉,동반성장을추구하는회

사라는 마자동차의 윤리 이미지와 실질 상행동에 큰차이

가없는,낮은윤리부조화컨디션인것이다.하지만,높은윤리부조화

컨디션에서는 2008년에 마자동차가은마산업이감당하기힘들정

도로부품가격을깎으려고하는기회주의 상행동을보이게된

다. 즉,동반성장을추구하는회사라는 마자동차의윤리 이미지

와실질 상행동이상이한,낮은윤리부조화컨디션인것이다.

상행동의차이는컴퓨터가제시한가격수 으로구 하 다. 조

인 상 행동은, 공 자에게 유리한 가격수 (높은 가격)을 받아들

이고, 상시간도오래끌지않도록구 하 고,기회주의 인 상

행동은,공 자에게불리한가격수 (낮은가격)을계속해서제시하

고, 상 시간을 오래 끌도록 구 하 다. 이 게 세 번의 라운드에

걸친 상을경험한이후에,피험자는manipulation check질문에

한응답을하고마지막으로 상상 방에 한정서 신뢰와윤리

에기반을둔신뢰를평가하 다. 정서 신뢰는다음의 4가지문항

으로 측정되었고, 4가지 문항은 각각 7 척도로 측정되었다: ‘나의

상상 방은 력사와일을할때 력사의입장을존 하고수용

할것같다.’, ‘나의 상상 방은 력사와일을할때숨은의도를

갖지않을것같다.’, ‘나의 상상 방은정직할것같다.’, ‘나의 상

상 방에 한 체 으로평가는 정 이다.’ 다음으로역량에기

반을둔신뢰는다음의 3가지문항으로측정되었고 3가지문항은각

각 7 척도로측정되었다: ‘나의 상상 방은 력사와합작투자

시, 자신들의 기술에 해서 력사에게투명하게 공개할것 같다.’,

‘나의 상상 방은 력사와합작투자시, 자신들의기술을 력사

에순순히이 할것같다.’, ‘나의 상상 방은 력사와합작투자

시,기술의소유권을 력사와공정하게나 것같다.’

본 연구는 상기의 세 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후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윤리부조화의 조작(높음/낮음)이 신뢰에 있어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 다. 집단변수는 윤리부조화 높음/낮음의 두

집단이고,종속변수는정서 신뢰와역량에입각한신뢰두가지이

다.자료의분석은 SPSS 18.0통계 로그램을사용하 다.

IV. 분석결과

1. 실험 I: 기업 실무자 대상

본실험은기업에서기업간거래경험이있는실무자들을 상으

로 하 다. 먼 실험사이트를 구축하고 한국의 형유통업체에서

기업 간제품거래경험이 있는피험자들의이메일 주소를확보하고

이메일을 통해무작 로피험자들로 하여 높은윤리 부조화상황

과낮은윤리부조화상황에해당하는실험사이트에 속토록실험을

진행하여 련 데이터를 확보하 다. 피험자 56명이 높은 윤리부조

화상황에 53명이낮은윤리부조화상황에노출되었고 련데이터를

확보하여윤리부조화의높고낮음이정서 신뢰,역량에기반한신

뢰에어떤 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 다.

1.1 본  통계학적 특성

피험자의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1>과같다.피험자들의성별은

남성이 94명(86.2%), 여성 15명(13.8%), 40 가 49명(45.0%), 30 30

명(27.5%), 20 21명(19.3%), 50 8명(7.3%)이고,최종학력은 4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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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졸업 109명 68명(62.4%), 학원졸업 30명(27.5%), 문 졸

업 10명(9.2%)이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94명 86.2%

여자 15명 13.8%

연령

10 1명 .9%

20 21명 19.3%

30 30명 27.5%

40 49명 45.0%

50 8명 7.3%

최종학력

고졸 1명 .9%

문 졸 10명 9.2%

졸 68명 62.4%

학원졸 30명 27.5%

총계 109명

1.2 리 조화 정도에 따  신뢰  평균비

<표 2>는독립표본 T-검정에사용된검증변수 2개(정서 신뢰,역

량에입각한신뢰)와윤리부조화간의상 계를알아본표이다.그

결과 윤리부조화와 정서 신뢰, 윤리부조화와 역량에 입각한 신뢰

는상 계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정서 신뢰는윤리

부조화와부(-)의상 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으나통계 으로

유의미하지않았고,역량에입각한신뢰는윤리부조화와정(+)의방

향으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통계 으로

유의미한수 은아니었다.한편정서 신뢰와역량에입각한신뢰

는상 계수값 .701(p<.01)로정(+)의상 계를나타냈다.

<표 2> 상 계표

변수 1 2

윤리부조화

정서 신뢰 -.076

3. 역량입각 신뢰 .015 .701**

**p<.01; *p<.05

다음으로 ‘윤리부조화의수 ’을집단변수로하고, 정서 신뢰와

역량에 기반한 신뢰를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와같이정리하 다.먼 높은윤리부조화,낮은윤리

부조화의각집단의 측치수는각각 56개, 53개로총 측치는 109

개이다.먼 정서 신뢰를살펴보면,윤리부조화수 이낮은집단

의정서 신뢰평균은 4.892이고,윤리부조화수 이높은집단의평

균은 5.058로윤리부조화수 이높은집단에서정서 신뢰의수

이 높은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166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 이지 않았다. 역량에 기반한 신뢰를 두 집단으

로 나 어 평균비교를 검증한 결과, 윤리부조화 수 이 낮은 집단

의경우,역량에기반한신뢰의평균은 4.427이고,윤리부조화수

이높은집단의평균은 4.387로역량에기반한신뢰의경우윤리부

조화 수 이 높은 집단에서 역량에 기반한 신뢰의 수 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040으로 매우 미미한

수 이었다.

<표 3> 윤리부조화 컨디션에 따른 신뢰의 평균 비교(t-test)

변수 변수구분 N 평균 S.Dev 평균차이 t값

정서 신뢰
윤리부조화 높음 56 5.058 .982 .167 .783

윤리부조화 낮음 53 4.892 1.230

역량에 기반한 신뢰
윤리부조화 높음 56 4.387 1.294 -.040 -.159

윤리부조화 낮음 53 4.427 1.350

신뢰 (total)
윤리부조화 높음 56 4.770 1.015 .078 .715

윤리부조화 낮음 53 4.692 1.200

***p<.001; **p<.01; *p<.05; +p<.1

<표 4> 윤리부조화 x 신뢰의 종류 매트릭스

신뢰의 종류

정서 신뢰 역량에 입각한 신뢰

윤리부조화 수
윤리부조화 낮음 5.058 4.427

윤리부조화 높음 4.892 4.387

* 4개의 수는 각 신뢰 항목 수임

한추가 으로윤리부조화의 高低가정서 신뢰/역량에입각

한신뢰에미치는 향을인구통계학 변수들(성별,나이,최종학력)

을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 히 윤리부조화는 정서

신뢰,역량에입각한신뢰에직 인 향을미치는요소는아닌것

으로나타났다.그결과는아래 <표 5>와같다.

<표 5> 윤리부조화가 신뢰에 미치는 향(회귀분석)

회귀분석(N=109)

정서 신뢰 역량에 입각한 신뢰

통제변수

성별
-.092
(.330)

.188
(.408)

나이
.001
(.014)

.005
(.017)

학력
.498
(.178)

.157
(.220)

독립변수 윤리부조화
-.199
(.213)

.061
(.263)

F-value .053+ .248

R2 .085 .009

***p<.001; **p<.01; *p<.05; +p<.1, 호안은 표 오차를 나타내며 보고된 값은 비표 화 계수임

2. 실험 II: 한국 학생 대상

실험 II에서는 한국 학생들을 피험자로 연구를 진행하 다. 먼

실험사이트를구축하고서울소재 K 에다니는피험자들의이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이메일을 통해 무작 로 피험자들로 하여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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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부조화상황과낮은윤리부조화상황에해당하는실험사이트에

속토록 실험을 진행하여 련 데이터를 확보하 다. 11명이 높은

윤리부조화상황에 15명이낮은윤리부조화상황에노출되었고윤리

부조화의높고낮음이정서 신뢰,역량에기반한신뢰에차이를가

져다주는지를분석한결과는아래와같다.

2.1 본  통계학적 특성

실험 II의피험자로참여한한국학생들은총 26명이었다.이 성

별을살펴보면 23명이남학생, 3명이여학생으로남성참가자의비율

이매우높은것으로나왔다.나이의분포는 22세에서부터 34세까지

다양하 고,평균나이는 25세로나타났다.

2.2 리 조화 정도에 따  신뢰  평균비

다음으로독립표본 T-검정에사용된검증변수 2개(정서 신뢰,역

량에 입각한 신뢰)와 윤리부조화간의 상 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윤리부조화와정서 신뢰,역량에입각한신뢰는상 계수가

마이 스값을가졌으나,그수 은통계 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신뢰의하 역 두 개인 정서 신뢰와 역량에

입각한 신뢰 간에는 .667, 유의수 .01의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나타냈다.

<표 6> 상 계표

변수 1 2

1. 윤리부조화

2. 정서 신뢰 -.082

3. 역량입각 신뢰 -.276 .667**

**p<.01; *p<.05

‘윤리부조화의수 ’이높을때와낮을때를집단변수로하고, 정

서 신뢰와역량에 기반한신뢰를 종속변수로 하여독립표본 T-검

정을실시한결과,정서 신뢰에 해윤리부조화수 이높은집단

의정서 신뢰평균은 4.977이고,윤리부조화수 이낮은집단의평

균은 5.150로윤리부조화수 이높을경우정서 신뢰의수 이낮

게나타났으나,이는평균차이가–.173에불과해통계 으로유의미

한결과를나타내지는못했다.역량에입각한신뢰의경우,윤리부조

화가높은경우 평균 3.606, 윤리부조화가낮은경우평균 4.200으로

이역시도윤리부조화가낮은경우신뢰의수 이높게나타났고평

균차이는–.594로통계 으로유의 이지않았다.추가 으로신뢰

의 총 을 종속변수로 분석을 실시했을 때에도 윤리부조화가 높은

경우가 신뢰의 수 이 낮았으나 통계 으로유의 이지 않았다. 본

실험결과는실험 I과달리윤리부조화수 에따라신뢰수 이달라

진다는경향이 있음을보여주고 있어 정 이나샘 의 수가제한

이어서통계 으로유의한결과를보여주지는못하고있다.

<표 7> 윤리부조화 컨디션에 따른 신뢰의 평균 비교(t-test)

변수 변수구분 N 평균 S.Dev 평균차이 t값

정서 신뢰
윤리부조화 높음 11 4.977 1.292 -.173 -.404

윤리부조화 낮음 15 5.150 .895

역량에 기반한 신뢰
윤리부조화 높음 11 3.606 1.031 -.594 -1.404

윤리부조화 낮음 15 4.200 1.090

신뢰 (total)
윤리부조화 높음 11 4.390 1.107 -.353 -.905

윤리부조화 낮음 15 4.743 .884

***p<.001; **p<.01; *p<.05; +p<.1

2.3 리 조화가 신뢰에 미치는 향

추가 으로윤리부조화의높고낮음을측정한더미변수를독립변

수로하고,정서 신뢰와역량에입각한신뢰를종속변수로하여회

귀분석을실시한결과여 히윤리부조화는정서 신뢰, 역량에입

각한신뢰에직 인 향을미치는요소는아닌것으로나타났다.

<표 8> 윤리부조화가 신뢰에 미치는 향(회귀분석)

회귀분석(N=26)

정서 신뢰 역량에 입각한 신뢰

통제변수

성별
.400
(.725)

.247
(.698)

나이
.066
(.094)

.122
(.090)

독립변수 윤리부조화 -.116
(.465)

-.430
(.447)

F-value .259 1.267

R2 .034 .147

***p<.001; **p<.01; *p<.05; +p<.1, 호 안은 표 오차를 나타내며 보고된 값은 비표 화 계수임

3. 실험 III: 미국 학생 대상

본실험은실험 II와비교가가능하도록미국의 학생들을피험자

로하여분석을실시하 다. 먼 실험사이트를구축하고미국 스

컨신오클 어캠퍼스에다니는피험자들의이메일주소를확보하고

이메일을 통해무작 로피험자들로 하여 높은윤리 부조화상황

과낮은윤리부조화상황에해당하는실험사이트에 속토록실험을

진행하여 련 데이터를 확보하 다. 윤리부조화가높은 집단과 낮

은집단간정서 신뢰,역량에기반한신뢰의평균차이가존재하는

지를분석한결과는아래와같다.

3.1 본  통계학적 특성

해당 학의 68명을피험자로선정하여실험 III을실시하 다.피

험자 남학생은 44명(64.7%),여학생은 24명(35.3%)이었다.

3.2 리 조화 정도에 따  신뢰  평균비

정서 신뢰, 역량에 입각한 신뢰와 윤리부조화간의 상 계를

분석한결과,윤리부조화와정서 신뢰,역량에입각한신뢰각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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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상 계를 가졌고, 이 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이

었다(p<.01).즉높은윤리부조화는낮은정서 신뢰,낮은역량에입

각한신뢰와 계가있음을알수있다.반면신뢰의하 두 역인

정서 신뢰와역량에입각한신뢰간에는 .600,유의수 .01의유의

한정의상 계를나타냈다.

<표 9> 상 계표

변수 1 2

1. 윤리부조화

2. 정서 신뢰 -.329**

3. 역량입각 신뢰 -.387** .600**

**p<.01; *p<.05

높은 윤리부조화 집단에 미국 학생 37명, 낮은 윤리부조화 집단

에 미국 학생 31명이 찰되었다. 총 68명을 상으로평균차이 검

증을실시한결과,정서 신뢰에 해 윤리부조화 수 이 높은 집

단의 정서 신뢰 평균은 5.054이고, 윤리부조화 수 이 낮은 집단

의 평균은 5.807로 윤리부조화수 이높을 경우 정서 신뢰의 수

이낮은것으로 나타났고, –.752의통계 으로유의 인 평균차

이를 보여주고 있다. 역량에 입각한 신뢰의 경우, 윤리부조화가 높

은 경우 평균 4.820의 신뢰 수 을, 윤리부조화가 낮은 경우 평균

5.699의 신뢰 수 을 나타냈다. 윤리부조화가 낮은 경우 역량에 기

반한 신뢰의 수 이 높게 나타났고 평균차이는 –.879로 통계 으

로유의 이었다.

<표 10> 윤리부조화 컨디션에 따른 신뢰의 평균 비교(t-test)

변수 변수구분 N 평균 S.Dev 평균차이 t값

정서 신뢰
윤리부조화 높음 37 5.054 1.299 -.752 -2.956**

윤리부조화 낮음 31 5.807 .771

역량에 기반한 신뢰
윤리부조화 높음 37 4.820 1.276 -.879 -3.566**

윤리부조화 낮음 31 5.699 .722

신뢰 (total)
윤리부조화 높음 37 4.954 1.154 -.807 -3.662**

윤리부조화 낮음 31 5.760 .623

***p<.001; **p<.01; *p<.05; +p<.1, 호안은 표 오차를 나타내며 보고된 값은 비표 화 계수임

3.3 리 조화가 신뢰에 미치는 향

윤리부조화의 높고 낮음을 측정한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정서 신뢰와 역량에 입각한 신뢰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그결과윤리부조화는정서 신뢰,역량에입각한신뢰

에 각각–.752, -.879의통계 으로유의 인부의 향을주는것으

로나타났다.즉,미국학생들은거래 계에서공 자의입장에서구

매자의윤리부조화를지각할경우낮은정서 역량에입각한신

뢰를보임을알수있다.

<표 11> 윤리부조화가 신뢰에 미치는 향(회귀분석)

회귀분석(N=68)

정서 신뢰 역량에 입각한 신뢰

독립변수 윤리부조화
-.752**
(.266)

-.879**
(.258)

F-value 8.018** 11.593**

R2 .108 .149

***p<.001; **p<.01; *p<.05; +p<.1

V. 결론  시사

윤리부조화는 거래 당사자 스스로의 지각을 통해서만 그 수 이

제 로 측정될수있고 거래상 방은거래 계를 지속하는과정에

서추정이나 단을할수있는가능성이있으나거래당사자만큼그

정도를 정확히 악하기는 어렵다. 특히, 거래 계에서 거래당사자

들의 워는비 칭 이고거래의비윤리성으로인한문제는 워를

가진거래당사자로부터유발되기가쉽기때문에공 자보다는구매

자의 입장에서 윤리부조화를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된다. 그

러나구매자가조직내에서윤리부조화를지각할경우거래 계에서

그런부분들이공 자에의해지각될수있는지그리고그런요인이

상 방에 한신뢰에 향을 수있는지에 해서는실증 인검

증이필요하다.최근에이런 련문제를해결하기 한 안으로거

래 방으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Oosterhuis et al, 2012; Tanskanen & Aminoff, 2015; Touboulic et

al., 2014). 그러나사회 교환이론의맥락에서거래당사자간의사

회 ,심리 자원의교환과정에서발생하는윤리 문제는상호간

에심리 불편함을유발할수있고이런요인에의해거래 계가

향을받을수있을뿐만아니라,윤리부조화정도를 방으로부터측

정하는문제는우호 인평가등측정의왜곡을유발할수도있다.이

런 이유로 방향 데이터 확보를 한 방법론은 윤리부조화 련

연구에 용하기는쉽지않다고 단된다.따라서본연구는 워를

가진구매담당자의역할을컴퓨터로하여 수행토록하고공 자의

역할을 실험에참가한피험자가 수행하게하여구매자가 보이는윤

리부조화의수 에따라공 자가지각하는신뢰수 을측정하는실

험을설계하 다.

실험 I의분석결과, 윤리부조화수 이 낮은집단의정서 신뢰

평균은 4.892,윤리부조화수 이높은집단의평균은 5.058로윤리부

조화수 이높은집단에서정서 신뢰의수 이높은결과를보

다.역량에기반한신뢰에 해서는윤리부조화수 이낮은집단의

경우 4.427이고,윤리부조화수 이높은집단의평균은 4.387로윤리

부조화 수 이높을경우 통계 으로유의 이지않으나 역량에기

반한신뢰의수 이낮은경향을보 다.

실험 II의분석결과,윤리부조화수 이높은집단의정서 신뢰

평균은 4.977,윤리부조화수 이낮은집단의평균은 5.150으로윤리

부조화수 이높을경우정서 신뢰의수 이낮은경향을나타내

고있으나통계 으로유의 이지않았다.역량에입각한신뢰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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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윤리부조화가높은경우평균 3.606, 윤리부조화가낮은경우평

균 4.200로윤리부조화가낮은경우신뢰의수 이높게나타났으나

통계 으로유의 이지않았다.실험 II의경우실험 I과달리윤리부

조화수 에따라신뢰수 이달라짐을보여주고있어 정 이나샘

의수가제한 이어서통계 으로유의한결과를보여주지는못한

것으로 단된다.

실험 III의분석결과,정서 신뢰에 해윤리부조화수 이높은

집단이 5.054, 윤리부조화 수 이 낮은집단은 5.807, 역량에 입각한

신뢰에 해서는윤리부조화가높은경우 4.820, 윤리부조화가낮은

경우 5.699로모두 통계 으로유의 인차이를보 다. 즉, 미국학

생들을 상 로 한 실험결과는 윤리부조화의 정도가 공 자에 의해

지각될수있고이는상 방에 한정서 신뢰와역량에입각한신

뢰에부정 인 향을 다는것을의미한다.

세번의실험결과 실험결과가일치하지않는부분이실험 I의

결과 윤리부조화정도가 높은경우통계 으로 유의 인차이를

나타내지는않았지만 정서 신뢰를 보다높게지각하는 경향이있

다는 것이다. 이는사회 교환이론이라는 맥락에서 실무자들로 구

성된피험자들이실험셋 에서두회사간 력 계가오랜시간동

안(지난 5년)잘 이루어져왔다는사실을 극 으로인지하고, 상황

이좋은상태의일상 상을첫번째라운드에서잘마치고신뢰수

이이미형성되었다고 극 으로인지했기때문으로 단된다.

본연구는학문 ,방법론 실무 으로다음과같은시사 을

가진다.먼 학문 으로본연구는부조화의개념을바탕으로윤리

부조화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측정을 시도하 다. 련 연구가 미미

한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이루어졌던 인지부조화, 감정부조

화라는개념을바탕으로,최근기업들의화두가되고있는기업윤리,

윤리경 의개념을조합하여윤리부조화라는개념을도출하 다.

한인지부조화나감정부조화가개인차원에서고려 던변수라면윤

리부조화는기업차원에서기업간거래의성공을설명하는요인이라

는데그의미가있다. 한거래비용이론과사회 교환이론을토

로 기업 간 계에서 윤리부조화와 신뢰간의 계를 설명하 다는

도학문 인기여로서제시될수있다.

본연구는기업간거래에서 워를소유한구매자가조직내에서

윤리부조화를지각할경우그정도가구매자-공 자간의 계에어

떤 향을주는지를검증하는데요구되는 안 방법론을제시하고

있다는데그의미가크다고 단된다.윤리부조화의개념 특성으

로인해해당개념의측정은구매자가지각하는조직내비윤리성수

에의존해야 하나거래 계에서 이런한당사자 측면에서의측정

이신뢰 이고타당한가에 한의문이있다.따라서 방 측정이

그 안으로 제시되나이런 방법은비윤리성에 한 지각을공 자

가제 로 악하기어렵다는문제뿐만아니라 화된평가혹은

심리 불편함으로인해거래 계에 향을 수있다는문제가있

다.그러나본연구에서제시된실험을통해구매자가지각하는윤리

부조화는공 자에 의해서지각될 수있고이는 거래 계의성공에

향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검증함으로써 윤리부조화라는 개념을

워를가진거래의한당사자에의해측정하는것도신뢰 이고타

당한 근임을제시하 다.

실무 으로도본연구는다양한 력을꾀하고있는기업들이,특

히 갑을 계를맺거나 맺으려고하는기업들에게 윤리부조화의부

정 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데 그 기여가 크다고 단된다.

낮은신뢰수 은장기 으로 력 계의성과에있어부정 효과를

가져올수있기때문에기업간거래의성공을 해윤리부조화가높

은상황에있는기업들은 ‘지향’하는바와 ‘실제’의간극을 이는,즉

구성원들이윤리 으로부조화를느끼지않도록보다윤리 인기업

문화의형성혹은개발이필요하다는것이다.이러한기여 에도불

구하고본연구는피험자의수가제한 이고거래경험을가진피험

자집단에서일부기 했던결과를얻지못하고그런경험이없는피

험자집단에서는 유의 결과를 확보하여 향후 보다 통제된 그리고

확장된실험이요구된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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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Dissonance and Trust

: Experim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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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the purpose that We highlighted the possibility of ethical values, a major issue in the modern corporate environment, as an

important factor in building trust in the relationships. Ethical values are incorporated in the proposed research model in the form of ethical

dissonance, and it is assumed that trust emerges based on ethical value evaluation. Trust is a relatively subjective concept that can be

understood from the viewpoint of individual managers in firms. Likewise, so are ethical values. Since individual managers in supplier firms

and buyer firms are at the frontline in the inter-firm relationships, their perception of ethical values and trust is crucial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Supply Chains. When managers in a buyer firm feel that the firm’s code of ethics is supported by decisions and business actions,

they perceive low levels of ethical dissonance. In turn, managers in a supplier firmmight feel consistency from face-to-face contact with buyers

and their activities, and thus perceive less uncertainties. Mutual trust can be naturally developed in this process. Efforts to diminish ethical

dissonance and to strengthen trust would help improve Supply Chain collaboration. Buyer firms are typically larger in size and more

influential than supplier firms. If managers in buyer firms perceive discrepancies in ethical values, they try to reduce tensions that stem from

the conflict experienced. Consequently, their ethical beliefs might be shaken. In most cases, they have to give up their own ethically preferred

behaviors to conform to their organizational direction. Such dilemmas give rise to inconsistent behaviors, which can be perceived bymanagers

in supplier firms. They may doubt the counterpart’s sincerity and, as a result, mutual trust cannot be easily developed. To obtain valid and

reliable research findings, it needs to be assumed that the ethical dissonance perceived bymanagers in a buyer firm causes a sense of suspicion

to managers in a supplier firm, ultimately resulting in inconsistent inter-firm transactions and the erosion of mutual trust. Hence an

experimental setting is designed to test such relationships. Particularly, cross-cultural approaches in regard to the relationships as well as the

sequential structural model can contribute to generalize the theory. The research findings of the american student group indicate negative

relatio nships between ethical dissonance and the two trust factors. And these relationships did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but the findings of

the other two groups didn’t.

Key words: ethical values, ethical dissonance, affective trust, competency-based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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