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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논문에서 필자는 글로벌 시민사회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론이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통합 이론적 관점과 영적사회자본과 영성적 지능과 같은 주요 개념들을 총체
적으로 접속시킴으로써 통합적‒영적 리더십의 개념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
적이다. 저자는 통합적‒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명확히 정립하는 데 있어서, Ken Wilber의
통합이론과 그가 내놓은 사상한적(four quadrants) 분석의 틀을 응용한다. 통합적 관점을 활
용할 때, 영적사회자본과 영성적 지능과 같은 주요 개념들은 통합적 리더십의 의미와 본질
적으로 묶여져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영성, 영적 성장, 영성적 지능
의 정의들에 근거하여, 이 논문에서는 리더십, 영적사회자본, 영성적 지능, 그리고 통합적‒
영적 리더십이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정의된다.

주제어: 통합이론, 리더십, 영성적 지능, 영적사회자본

1. 글로벌 의식적인 리더십의 필요성
한국은 이미 1988년도에 세계 올림픽 주최국이 됨으로써 명실공이 글로벌시대로 접어
들었고 오는 2018년 평창 올림픽이 개최될 즈음에는 일인당 연평균 국민소득이 3만 달
러를 넘는 경제대국의 대열에 들어갈 것으로 온 국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경제성장
에 따른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의 물결을 타며 역동적 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인들뿐만이 아니라,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지구의 인구 대부분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한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 혁명에 힘입어 개인적 대인관계 및 사회
적 네트워크 형성이 세계적 차원에서 급격하게 용이해진 반면에, 하나뿐인 지구에 사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적 발달은 훨씬 뒤쳐져 있는 상태이다. 지역 간 분쟁과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글로벌 시민사회의 진보를 위해서는 우선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의 변
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글로벌 시민사회를 향한 의식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과
학적 방법론의 하나로서 21세기의 세계지역사회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
십의 개념에 대해 새로운 고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적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고 전망하는 가운데에 현재 한국의 교육계에서는 “21세기 인재상”과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예를 들어 2011년 7월에 열린 국제지도자연합에서 주
관한 위즈덤 교육 포럼 학술세미나의 발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21세기의 지식융합사
회에 요구되는 인재상은 창의성과 가치관을 함께 겸비한 글로벌 리더를 의미한다. 이제
한국뿐이 아니고 전체 글로벌 시민사회는 20세기적 경쟁 위주의 인지능력을 넘어서는
통합적인 세계관과 비전을 갖고 미래화, 세계화, 그리고 인간화 과정에 공헌할 수 있는
21세기적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파편적인 지식의 전수가 아닌 총체적(holistic)
인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은 각 분야별로 좁게 분열된 전문성에만 더 이상 치중할 수
없고, 통섭적(consilient)이고 연관성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위즈덤교육포럼, 2011:
16-32). 더 나아가 21세기의 리더들은 전 세계를 분열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와 물질이 함께 작용하는 시간과 공간의 총체로서 볼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관점들이 공존하는 지구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력과 총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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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통찰력을 함께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여 21세기의 복잡다단한 양자물리학적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단면적이고 리더 중심적인 국지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계지역사회
(global community)를 하나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
로 한다.
현대를 사는 인류는 생활의 편리함과 시간적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개발
을 위한 정보교환이나 상호 협력적 노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물질적 혜택을 전 세대
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용이한 상호소통을
가능하게 한 커뮤니케이션 및 IT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세계지역사회 진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활동은 아직 도약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세계화의
영향권 안에서 국가 간의 빈부의 차가 증가하고 복지적 제도나 생활수준 면에서 지역
간의 격차가 현저하게 심화되었다. 이는 테크놀로지 면에서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는
지구촌(global village)이 지속적으로 세계화(globalization)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질적 변화에 부응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적 전환이 뒤쳐지고 있기 때문
이다. 글로벌시대에 사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구축하기 위한 사회 심리
적 심층의식의 변화는 전 지구 지역사회의 다분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세계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리더들은 먼저 개인
적인 의식의 변화를 경험한 후에 변혁적이고 진보적인 글로벌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저자는 글로벌 무대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약할 전문가들을 포함한
모든 잠재적 지도자들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세계지역사회의 개혁적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를 비롯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 분야에서 수용될 수 있고 새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는 탈
권위주위적이며 진보적인 리더십 개념을 고찰하고자 한다.

2. 통합적 관점의 리더십이론
극심한 물질적인 가난을 극복하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줄 수 있는 비교적 잘
사는 나라로 탈바꿈한 한국은 전통적 사회가치관의 붕괴 및 다양한 형태의 중독현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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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자살률 등 여러 사회문제의 등장으로 인하여 사회 집합적인 차원에서 위기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는 영적이고 비물질적 차원에서의 빈곤의 문제가 심화된
상태에서 집합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안고 있
다. 현재 한국은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나 포스트모던적인 사고체계를 넘어서는 융합적
인 창조성이 요구되는 탈 포스트모던(post-postmodern)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저자는
우석훈(2011)의 주장대로 한국사회가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사회과학 르네상스”를 일
으킴으로써 199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한국 사회구조에서 나온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사고체계와 병리적 사회관계의 위기상태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현대사
회는 컴퓨터/정보과학, DNA/생명과학, 양자/물질과학 등의 최첨단 과학기술의 영향
권 안에 있다. 현재 글로벌 지역사회는 인간의 삶의 패턴과 질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
는 탈 포스트모던적이고 융합기술 지향적인 초고속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변혁의 시대에 미래지향적인 구심점이 없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회를 살리고 진보적
인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회과학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시민의식의 변화를 이
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적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석훈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과학
을 통해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함께 똑똑해지는 것”(2011: 50)이 가능하다고 하였는
데 본 저자의 의견으로는 사회과학의 르네상스는 대중을 스마트하게 하는 집단지식뿐
만이 아니라 사회적 개체로서의 개인의 의식의 변화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기존의 리더십 이론들을 예로 들자면, 특성적, 상황적, 거래적, 서번트, 변혁적 리더
십이론들(Trait, situational, transactional, servant,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ories)
이 있는데 이러한 이론들은 개인과 인간사회의 문제해결에 대한 총체적holistic이고 통
합적(integral)인 접근방법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다. 저자가 통합이론을 리더십이론
정립에 응용하는 이유는 네 가지 사실에 근거한다. 첫째로 점점 작아져 가는 지구마을
(global village)에서 진보적 글로벌 시민사회로 변혁적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
은 사회시스템 속에서 발견되는 분열성을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여러 수
준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상호작용과 사회시스템적
인 결정들은 현실의 생활 패턴 속에서 이미 긴밀하게 서로 연계되어 있다. 셋째로, 이미
연계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의식과 활동 영역에 대한 통합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인식체계를 바탕으로, 개인생활과 사회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동적인 리더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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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시민사회에 대한 비전에 근거한 통합적 리더십
개발은 누구나 각자의 세계시민적인 의식수준과 지역적인 외부 환경에 적절한 방법으
로 유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가 집단적인 가치체계를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의식적 진보를 하
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적으로 포괄적인 세계관과 통합적 관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
다. 일반 대중이 민주적인 가치기준들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 있고 진보적 사회변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십은 지금까지 이해되어온 리더십이론이 아닌, 21세
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에 적절할 뿐만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다각적
변화의 물결에 적응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리더십이어야 한다(조효남, 2008;
조효남, 2011; Prewitt, 2004). 세계시민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깊고 좁게
알기보다는 얕더라도 넓고 많이 알고 진보적 방향감각을 보유한 일반대중의 자발적이
고 유기적인 리더십이 창출되어야 한다. 테크놀로지에 힘입어 누구나 인터넷이나 스마
트폰을 통하여 백과사전적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개인마다 정보망을 이용하여 어떠
한 정보도 세계무대에 집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21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평적인
관계와 연대의식을 쉽게 형성할 수 있다.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리더십은 사회의 엘리트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 교육수준이 있는 일반대중들에게 균등하게 열린 리더십을 말한
다. 평등성에 근거한 세계관을 가진 일반대중의 대다수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책임성이 있는 개체로서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는 글로
벌 시민사회의 발전에 필요 불가결하다. 저자가 논하고자 하는 수평적이며 민주적인 21
세기 글로벌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통합적‒영적 리더십의 개념을 정립하는 일은 우
선 통합이론적인 관점으로 부터 출발할 수 있다.
통합이론(Integral Theory)은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사상가인 Ken Wilber가 지난 수
십년에 걸쳐서 발전시켜 온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메타-패러다임meta-paradigm 이론이
다(Wilber, 1983, 1997, 2000, 2001, 2007a, 2007b; Wilber, Patten, Leonard, & Morelli, 2008).
Ken Wilber는 포스트 탈 근대적 시대의 선구자적이고 통합적 사상가로서 그의 대표 저
서들 중에서 국내에 소개된 번역책자가 이미 열 권 정도가 있다.1 Wilber의 통합 메타이
론적 접근은 문자 그대로 모든 현상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메타 패러다임이며 그
영역이 광범위하여 그가 설명하는 홀라키(holarchy)적 온 우주론과 동양과 서양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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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상, 통합심리학사상, 과학과 종교사상, 통합영성사상, 자아초월사상 등 통합이론
적인 틀과 관련된 전체 지식을 짧은 시간 내에 깊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구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관점들을 함께 설명하는 Wilber의 통합적 접근방법
은 문자 그대로 포괄적이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총체적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으로서 다
학문적이면서도 일체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환경 속의 인간(person-in-environment)
이라는 관점을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특히 적합하다(Esbjörn-Hargens,
2009; Larkin, 2005; Larkin, 2006; Rosado & Barreto, 2002; Thomas, 2004). 이 논문에서는
통합적‒영적 리더십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Wilber의 통합적 패러다임을 이해하는데 있
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All Quadrants All Level (AQAL) framework의 온상한적(All
Quadrants) 또는 사상한적(four quadrants) 개념의 틀을 응용하고자 한다.
Ken Wilber의 통합적 틀 안에 포함되는 심리 역동적, 행동적, 사회학적, 생태학적,
시스템이론 등등의 다양한 이론들은 총체적 관점에서 연계적 상호관련성을 갖는다. 이
논문에서 온상한적 접근방법을 리더십이론에 응용하는 데 있어서 저자는 우선적으로
리더 각자가 스스로 통합적‒영적 의식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개념적 이해는 깊은 지식을 가진 전문인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통
찰력을 가진 일반인들에게도 가능하다고 본다. 통합적 관점에서 모든 현상들을 연계적
으로 보는 Wilber의 통합이론에 의하면, 주관적 의미에서의 “나”는 상호 관계적 사회 환
경 안에서의 “우리”와 공존하고, 객관적 의미에서의 “그것”은 상호시스템적인 외부환
경 속의 “그것들”과 함께 존재한다(Wilber, 2001). 다시 말하여 “나”의 개념은 “우리”라
는 개념이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단수적인 “그것”의 개념은 복수적인 “그것
들”의 개념과 함께 있음으로써만 그 의미를 갖게 된다. [표 1]은 통합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온상한적 분석의 틀을 사상한적 관점에서 보여준다. 좌측상한들은 내적 상한들로
서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나”와 “우리”의 영역을 말한다. 우측상한들은 외적 상한을 말
하며 객관적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적”이고 “사회적”인 영역들이다. 각각의 네
가지 상한들은 다른 상한들과 통합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한 상한 내에서의
현상은 다른 상한들의 현상과 동시적으로 작동하므로 각 상한들 간의 경계선은 개념적
인 의미를 가질 뿐이고, 모든 개인적 혹은 사회적 현상들은 위의 네 가지 상한들에서 동
시적인 연계성을 갖는다. 통합이론의 틀이 활용될 때,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문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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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성이 있는 총체적 관점에서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적 믿음이나 사고
는 다른 사람이나 그룹과의 관계에 상호적 영향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외적인 행동으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고 실천에 옮겨지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사
람이 물에 빠졌을 때 보통 “사람 살려(Help a person!)” 하는데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나
살려 줘(Help me!)” 하거나 일본 사람이 “살려 줘(Help!)” 하는 것과는 무척 다른 현상이
다. 한국인의 개인적 의식 속에는 나와 너, 즉 우리의 공통점은 너와 내가 모두 사람이라
는 상호 관련적인 이해가 이미 문화적 맥락을 통하여 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위급
한 상황에서 쓰이는 언어구조와 행동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인의 개인적 의식은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집합적인
의미를 동시에 표출한다. 외부적 환경적 맥락에서 형성된 개인의 내면 의식은 한편으
로 영향을 받는 반면에, 개인적 혹은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 사회문화적이고 제도적인
변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만약 한 학생이 스스로를 글로벌 시민으로 자각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의식은 지속적으로 글로벌화 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될
수 있을 뿐더러, 동시에 글로벌 시민사회를 향한 사회제도적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개
인적 혹은 집단적 동기나 행동과 통합적인 연계성을 갖게 된다.

[표 1] 온상한적 분석의 틀
내적 상한
나의 내면 영역:

외적 상한
외부적 행동적 영역:

나의 의식세계; 의도 혹은 동기; 신념;
느낌 등의 개인적이고 내면적 현상들

모든 행동; 단세포, 뇌파 등
관찰가능한모든 개인적
측면에서의 외적인 현상들

우리의 내면 영역:

사회제도적 영역:

나와 다른 사람, 가족, 또는 그룹이
함께 공통적으로 나누는 의미;
집합적으로 내재적인 의미를 갖는
문화적 맥락에서 나눌 수 있는
가치관 등

집합적으로 외향성을 갖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세워진 제도; 법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 종교적 실천; 기술적 혹은 정보
시스템 등

개인적 상한

집합적 상한

표 1에서 보는, 온상한적 분석의 틀은 모든 개인적 혹은 사회적 문제들을 사상한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통합적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인적이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의식의 변혁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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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이다. 따라서 통합적 리더십의 개념은 온상한적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될 필
요가 있다.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적 인간관계는 타인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을 포함한다. 여기서 통합이론의 사상한적(four quadrants)
틀을 응용하여서 리더의 관계성을 네 가지 관점에서 다룬다. 즉 리더가 개인 의식적인
면에서 갖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이해적 관계; 리더가 행동적인 면에서 갖는 스스로를
위한 자기표현적인 관계; 리더가 문화적 맥락 안에서 주변 사람들과 갖는 상호적 인간
관계; 리더가 지역적 혹은 글로벌 사회적 관점을 갖고 사회적 맥락 안에서 실천하는 집
단적 인간관계의 네 가지 관계성을 말한다. 온상한적인 관점에서 통합적 의식을 가진
리더가 인간의 내적, 외적, 개별적, 혹은 사회적 현상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
과의 관계뿐 아니라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사회 통합적 관점을 적용한다면, 분열적이
아닌 일체적인 방식으로 개인적 혹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욱 용이해
질 수 있다. 개인적 혹은 사회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통합적 틀은 리더로 하여금 분열
적이 아닌 총체적 이해와 통합적 실제의 현상에 대한 정직성(integrity)을 갖고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 통합적 인간관계의 영역들

⦁외적-개인적
(행동적) 영역

⦁내적-개인적
(심층적) 영역

⦁내적-집합적
(문화적) 영역

자기자신과의
의식적
관계성

자기자신과의
행동적
관계성

타인과의
문화규범적
관계성

타인과의
사회제도적
관계성
⦁외적-집합적
(사회적) 영역

* KenWilber의 Theory of Everything 및 다른 문헌들에서 응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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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리더십 개념은 리더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으나 테크놀로지에 힘입은 수평
적 사회관계가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21세기 글로벌 지역사회에서는 리더중
심의 수직적 관계에 초점을 두는 근대적 리더십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조효남(2011)에 의하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21세기에 필요한 리더십은 리더의 외부
적 특성보다는 복잡한 인간 환경속의 사회 심리적이고 심층적인 의식에 대해 포괄적으
로 이해할 수 있는 리더의 내면적 능력을 더욱 더 필요로 한다. 보다 더 수평적으로 변화
해 가는 글로벌 시민사회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누구나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소수의 리더중심 이론보다는 다수의 대중에게 열려 있는 리더십이론이 필요
하다. 즉 글로벌 시민사회의 진보에 실제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자기개발적인 리더십은
각 개인의 통합적 의식의 변화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통합이론의 사상한적 관점에서
리더가 발휘하는 리더십은 구체적으로 내적이고 외부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자
신과의 또한 타인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 사회복지가
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재정립할 필요를 느낄 때 먼저 자존감에 대한 자기성찰을 한다
면, 그러한 내면적인 의식세계는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행동을 해 왔는가에 대한 객
관적 사실 여부와 직결된다. 동시에 그러한 개인적 성찰은 주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의 질에 대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느낌이나 신념을 동반하고, 또한 자
존감을 키울 수 있는 관계성을 이루기 위해 기존의 사회문화적 규범 또는 기술적 제도
를 어떻게 실천하고 활용해 왔는가에 대한 인식과 연계되어 있다. 즉 이 사회복지가가
자기의 삶의 목적을 재정립하려는 의도를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일은 자기 자신과의 관
계성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관계성에 관한 성찰과 직결
되어 있고, 사상한적 영역의 모든 포괄적 정보를 필요로 한다. 만약 개인적 삶의 목적에
대한 성찰이 심층 심리적 요소에만 머물러 있거나 다른 한 인간과의 관계성에만 집중되
어 있다면, 삶의 목적을 재정립한다는 목적은 외부 환경적인 외적 요소와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통합적인 비전이 결여된 불안전한 평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리더십을 개인적 삶의 질과 사회적 진보에 크고 작은 영향
을 미치는 내면적이고 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통합적 능력이라고 정의 한다. 이러한
통합적 능력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자아의식에 근거한다는 전제하에 다음 문단은 영성
과 리더십과의 개념적인 관계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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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성적 관점의 리더십이론
1990년대부터 영적인 영향력이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문적인 관
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Benefiel(2005)이 검토한 많은 문헌들에 의하면, 조직 내
의 영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현재 실증적으
로 검증될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론을 확립하는 일에 학문적 관심이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적리더십 혹은 자기초월적이고 이타적인 조직문화는 조직원의 소속감과 연대
감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인다는 가정 아래, 실증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특
히 경영학 분야에서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Benefiel(2005)에 의하면, 영성과 조직의
생산성과의 관계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경영학 학자들은 영적지도력은 영적 조직
의 뼈대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특히 학계에 만연해 온 “영적인 쇠퇴”(Benefiel,
2005: 724)를 극복하려는 많은 학자들의 노력과 더불어서, 조직을 영적인 개체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영리목적 위주의 대기업에서도
21세기가 갖는 지구 환경문제, 빈곤 등의 복잡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더 이상 이익이
라는 한 가지 궁극적인 목적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 지구, 그리고 이익(people, planet,
and profit)이라는 세 가지의 최저 선(triple bottom lines)을 동시에 추구하는 동향이다.
비지니스 세계에서 영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은 아주 널리 나타나는 글로벌적 현상으
로서 2010년의 거대한 경향(Mega-trends)(2010)이라는 책에서도 현시대에서 가장 영
향력을 많이 가진 현상의 하나로서 이미 크게 부각된 바 있다(Fry & Slocum, 2008). 많은
기업의 사례들을 통해 입증되었듯이 자본주의 원칙에 근거한 기업세계에서도 영적 리
더십은 장기적 목표, 높은 수준의 탁월성, 높은 이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
해 왔다. 자기 이익을 초월하여 조직적 성공으로 이끌어 가는 리더십은 비물질적 성공
의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이익 창출을 위한 합리성과 비영리적 자비심을 통합시키는 조
직 문화를 창조해 왔다(Fry & Slocum, 2008). 이처럼 21세기의 사업세계(business world)
가 보여 온 영성에 대한 큰 관심은 이미 많은 경영자들이 가치 중심적인 의식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조직구성원의 영적인 욕구(spiritual needs)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과 영적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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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리더십이 개인적 안녕감과 조직의 목적달성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가에 대
한 실증적 연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영적 리더십이론에 대한 논문도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Doe, 2010; Fry, 2003; Fry, Vitucci, and Cedillo, 2005; Fry & Cohen, 2009). 영적
리더십은 자아초월성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리더십과는 구별된다. 영적 리더
십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영적 안녕(spiritual well-being)을 갖도록 내재적인 동기부여
를 하는데 필요한 가치관, 태도, 행동들을 개발시키기 위한 내면적 생활 혹은 영성적 실
천으로부터 나온다. 즉, 영적 리더십은 영적 안녕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일중독성적
인 문화(workaholic culture)를 극복하는 것과 같은 개인과 조직생활에 도움이 되는 성과
를 이끈다. 일터에서의 영성과 영적 조직문화가 조직원의 개인적 만족감뿐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실증적 근거에 준하여, 영적 리더십이 조직원의 일
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회사와 같은 조직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것과 같은
조직적 변혁을 생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제시되기도 한다(Fry, 2003).
여기서 영적 리더십은 내재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조직을 만
들기 위한 조직의 변혁과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을 의미한다(Fry & Cohen, 2009).
이제 지금까지의 학문적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보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
고 실증적 연구 활동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영적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일이
남아 있다. 이론적 바탕의 견고성을 강화하고 영적 리더십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을 견고하게 확립하는 일은 이 분야 연구자들이 해결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들이다. 영
적 리더십의 개념을 실증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영성과 리더십의 관계는 영
성적 지능(spiritual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영성은 의식의 깨어 있음의 상태(spiritual awareness or being)로서 이해될 수 있는 반면
에, 경험이나 내적 동기부여 능력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기능으로서 이해되기도 한다.
영적 의식은 초월적 상태나 일체성을 의식하는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 명상과 기도
를 통하여 그러한 의식이 고양될 수 있다고 이해된다. 영성적 지능은 일반적인 의미의
영적 의식, 영적 경험, 영적 믿음 같은 개념들과는 구분되어서 사용되는데, 다음의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론적 능력과 긴밀한 관계를 갖으며 영성이 발휘하는 기능적 면
을 강조한다(May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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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적 지능과 영적 의식의 비교
Emmon(2000)의 영성적 지능의 특성

Mayer(2000)의 영적 의식의 특성

~ 초월적 능력;
~ 고양된 영적 의식 상태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
~ 성스러운 감각을 갖고 일상 활동이나 관계를 유
지할 수 있는 능력;
~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영적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능력;
~ 덕망스럽고 덕망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 세계의 통일성(일체성)과 존재적 초월성에 의
식적으로 동참함;
~ 고양된 영적 상태에 의식적으로 동참함;
~ 일상 활동과 관계 속에 존재하는 성스러움에
의식적으로 동참함;
~ 삶 속의 문제들을 생의 궁극적인 관심사적 맥
락에서 볼 수 있도록 의식을 구조화시킴;
~ 덕망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고, 결
과적으로 그렇게 행동함

다양한 사회 환경적 여건 속에서 복잡하면서도 통합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성숙한
리더들은 개인적으로 남보다 더 앞선 영적발달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의식발달은 영성적 지능과 분리시킬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으므로 성
숙된 리더십은 영성적 지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되기도 한다(Wigglesworth, 2006).
이러한 견해는 인간의 지능은 보통 말하는 인지적 능력 중심의 IQ만이 아니라 감성적,
육체적, 도덕적, 또한 영성적 지능 등의 다양한 인간이 가진 기능들을 같이 포함해야 한
다는 관점에 근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성적 지능의 개념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
고 내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평화(평정성)를 유지하면서 자기초월적인 큰 지혜
Wisdom와 큰 자비심Compassion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Wigglesworth, 2006). Wigglesworth의 이러한 정의는 행동적 능력을 강조하므로 영적 의
식이나 감성적 상태보다는 그 실용적 기능성에 초점을 둔다. 이 정의를 구체적으로 설
명하자면, 영성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떤 인간적 작동(activation)을 그냥 낡고도 낮은
수준의 자아적인 작용ego-activation이므로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데이터로서 현
명한 결정을 하는데 보탬이 되는지를 직감적으로 분별하거나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
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영성적 지능의 의미는 일상생활의
기능과 안녕을 고양시키기 위해 영적자원과 자질을 적용하고 구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고 정의될 수 있다(Amram, 2007). 이 정의를 사용하여 실행된 한 실증연구 결과에 의하
면 영성적 지능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리더십 효율성과 의
미를 갖는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Amram, Luskin, Posner, and Shapir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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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범주에는 인류의 영적의식 발달단계의 최상의 수준
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Gandhi, Martin Luther King, Mother Teresa, the Dalai Lama,
Nelson Mandela 등과 같은 세계적 지도자뿐이 아니라, 한 개인의 영적발달이나 중요한
결정과정에 의미가 있는 영향력을 미친 부모, 은사, 멘토(mentor), 사회복지사 등의 평
범한 소시민들을 포함할 수 있다. 성숙하고 융통성이 있는 기술적 리더십은 영성적 지
능의 기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가장 높은 단계의 인간
성장 발달단계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영성
적 지능을 개발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영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면에서 인간은 모두 평
등한 존재로서 각각의 일상생활에서 영성적 지능을 활용하여 통합적 실천(integral practice)을 함으로써 통합적‒영적 지도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 사전에
(http://www.wikipedia.com/) 수록된 정의들에 의하면, 통합적 실천이란 통합이론을 경
험적으로 응용함을 뜻한다. 또한, 우리 타인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홀리스틱한 학문의 분과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가장 정확하게는, 많은 측면에서 동시에
성장을 고양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실천방법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모든 수준의
인간이 가진 잠재성들을 전부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삶의 다각적 측면에서 지원적으로
자기를 돌보기 위한 실천방법을 뜻하는데 대부분 영적, 내면 통찰적인, 혹은 명상적인
부문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는 인류사회의 진보는 곧 영적진보를 반영한다(Wilber, 1983;
1997; 2007b). 통합적인 패러다임과 영적인 진보에 대한 개인적 의식과 집합적이고 사회
적인 인식능력은 불가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통합적‒영적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통합적‒영적 리더십은 내면적, 외재적, 개인적, 집합적인 삶의 영역에서 총체적으
로 경험되는 모든 개인적 혹은 사회적 결정과정에서 자기초월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적 인간 능력을 의미한다.
실용적 차원에서 볼 때, 통합적‒영적 리더십의 개발은 통합이론을 실제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 실천모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글로벌 사회복지 이슈들을
다루는 사회복지사나 NGO 리더들은 글로벌 시민사회의 진보적 변혁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자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 사회복지분야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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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련이 없는 소시민들이 평범한 리더의 자격으로 글로벌 시민사회의 진보적 향상
을 촉진시키기 위한 리더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혁적이고 새로운 통합
적‒영적 리더십에 대한 의식화가 되어야 한다. 통합적‒영적 리더십은 인간 존재의 일체
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생체적, 심리적, 사회 문화적, 그리고 영성
적 실존의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저자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존본능이나 권력과 물질 중심적 의식세계에
서 벗어나서 존재 그 자체와 의미 중심의 심층적 의식수준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통합
적‒영적 리더십의 개념을 공통 가치적이고 사회자본적인 차원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그것은 인간사회의 집합적인 진보는 궁극적으로 대다수의 개인들의 영적
인 진화를 반영하므로, 통합적‒영적 리더십의 개발은 전체 문화적, 사회적 구조체계들
의 진보적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다른 학자들에 의하여
정의된 영성과 영성발달에 대한 정의에 근거하여 2, 본 저자는 영적사회자본의 개념이
통합적‒영적 리더십의 개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4. 영적 사회자본의 통합적‒영적 리더십
개인의 영적 발달이 유익한 사회적 관계와 제도들을 발달시키고 한 개인의 리더적인 자
질이 인류사회의 일체성에 대한 의식의 진보에 공헌할 때, 그 개인의 영성은 곧 사회자
산적인 기능을 갖게 된다. 즉, 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 개인의 내면적 의식이 인간
상호작용,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적 조직이라는 총체적인 네트워크(holistic network) 안
에서 영적 의미를 가질 때, 그러한 의식은 통합적‒영적 영향력을 개인생활뿐만이 아니
라, 외부 사회조직에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관계, 그룹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그
리고 조직적 연계성 안에서 작용하는 영적 요소들은 사회 전체의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무형자산, 즉 영적 사회자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무형자산의 축
적은 개인생활의 통합적‒영적 실천에서 출발된다. 무형적 사회자산으로서의 통합적‒
영적 리더십은 한 사람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며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에 유
익하게 공헌하고자 하는 자기초월적 동기와 목적의식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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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선으로 형상화(materialize)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 의거하여, 저자는 영적 사회
자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영적 사회자본은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 공동체들 안에서 자기초월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일체성이나 사랑-자비심과 같은 공통적 가치들에 근거한다. 영적 사회
자본은 한 개인의 내면적 그리고 외부적 관계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통합적‒영적 리더십의
형태로서 나타나며,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또한 종교적 전통의 틀 내부나 외부
에서 형성되고 양성된다.

위의 정의에 의하면, 영적 사회자본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통합적‒영적 리더십의 형
태를 갖고 실증적 연구에서 구체화 될 수 있다. 통합적‒영적 리더십을 가진 한 개인은
자기 자신을 개인적 자아로써 또한 동시에 사회적 자아로서 사상한적인 관점에서 인식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적인 한계성이나 종교 문화적 경계선을 넘
어서는 초자아적 영적 사회자본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이해는 앞으
로 실증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예를 들면, 위의 정의에 근거하여 통합적
‒영적 리더십이 풍부한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 공동체에 비하여 긍정적 사회적 진보에
필요한 영적 사회자본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가정을 앞으로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 통합적‒영적 리더십 분석의 틀
내적 영역
자신 내면 속의 영적 자산
개인이 자기 자신과 갖는 영적인 관계성과
관련하여 내리는 심층 심리적 결정 능력

외적 영역
가족과 그룹 내의 영적 자산

개인적
영역

개인의 가족, 그룹과 관련된 활동과 행동에
대한 영적 결정 능력

조직과 지역사회내의 영적 자산

글로벌 시민사회 속의 영적 자산

조직과 지역의 사회심리적 관계성과
관련하여 영적 기준에 바탕한문화적
의미를 갖는 결정 능력

세계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관련한 사회
구조적 제도에 대한 영적 기준에 의거한
결정 능력

집합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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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합적‒영적 리더십 분석의 틀은 개인 심리적 내부
환경, 외향적 인간관계 및 물질적 환경, 사회심리, 문화 환경 및 사회구조와 제도적 환경
에서 발견되고 개발시킬 수 있는 모든 수준의 영적 사회자산을 총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07년에 발생한 미국 듀크대학 경영대학원에 유학 중이던 “쫓
겨난 한국 유학생들”(도정일, 2007) 사건은 통합적‒영적 리더십이론을 활용하여 사회문
화적 측면을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좀 더 뚜렷하게 설명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해이한 몇몇 유학생들이 경험한 개인적 위기인 것으로 좁은 의미에서 간단
하게 이해 될 수 없고,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교육의 위기이자 문화의 위기”라는 매우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도정일(2007)의 평가는 “성공하는 데 필요하다면 무슨 수를 쓰건 한국에서
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현실적으로 보편성 있게 받아들여진 한국사회 특유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여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만 혹은 국가적으로만 단면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통합적인 관점에서 개별적이면서 집합적인 관점에서 동시에 이해
되어야 한다. 이 망신스러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사회의 윤리적 붕괴와 물질적 생존
경쟁 위주의 사회 환경이 만들어 낸 한국인의 집단 병리적 의식구조를 세계지역사회에
노출하게 된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한국의 청년들이 앞으로 글로벌 시민사
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치열한 경쟁적 지역사회 현실을 극복
하기 위한 개인적 의식의 변화를 경험해야 하고, 동시에 한국학생들이 통합적‒영적 사
회자산이 풍부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이고 사회제도적인 사
회변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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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통합적‒영적 리더십 요소들과 영성적 지능

리더의 통합적-영적
가치관(values)
R-1
R-2
R-3
리더의 통합적-영적
인간관계 기술(skills)

R-1
영성적 지능 R-2
R-3
(spiritual
intelligence)
R-1
리더의 통합적-영적
R-2
지식(knowledge)
R-3

R-1: 자기 자신과의 심층심리적-영적 관계성
R-2: 타인, 가족, 그룹과의 통합적-영적 인간 관계성
R-3: 외적 조건이나 외부 환경과의 통합적-영적 제도적 연계성

위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적‒영적 리더십의 요소들은 리더의 가치관,
사회적 인간관계 기술 및 합리적 사고와 지식의 영역 모두에서 발견되고 진보적으로 발
달될 수 있다. 이러한 리더십 요소들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
에 대한 결정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삶의 질에 집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결
정을 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으로 통합적‒영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에 묘사된 영성적 지능은 통합적‒영적 가치관, 인간관계 기술, 그리고 지식분야의 통합
적‒영적 리더십 요소들을 총체적을 반영하는 행동능력이다. 다시 말하여 저자가 의미
하는 영성적 지능은 통합적 인간관계성과 사회구조적 연계성 속에서 발휘되는 행동능
력이며 통합적‒영적 차원의 가치관, 인간관계 기술, 그리고 지식적 리더십 요소들을 총
체적으로 활용하는 영적 기능이라고 정의된다.

이 논문에서 저자가 정의한 영성적 지능은 종교적인 혹은 비종교적인 사회문화 환
경의 다양한 맥락들 안에서 또한 가정과 각종 사회 공동체 혹은 기관들을 통하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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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활용될 수 있다. 21세기에 요구되는 통합적‒영적 리더십은 개별적 자아의식, 대인
관계 의식, 심층적 사회의식, 그리고 인류가 공유한 영적 사회자산에 대한 초자아적 의
식들을 모두 필요로 한다. 따라서 통합적‒영적 리더십은 영성적 지능의 발달과 함께 점
차적으로 진보한다고 볼 수 있으나,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적 조건들의
영향권 안에서 발달될 수 있다. 탈 포스트모던적인 글로벌사회가 필요로 하는 통합적‒
영적 리더십은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진 개인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역동
적인 경제, 사회, 정치적 환경 안에서 유기체적인 발달이 가능하다. 그것은 글로벌 시민
사회의 멤버로서 주어진 환경에서 스스로 통합적‒영적 리더십의 발전적 단계를 개인생
활에서 먼저 경험함으로써 그와 연계된 사회, 문화, 종교적인 면에서 고유한 특성을 지
닌 특정 지역사회 속에서 각자의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유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 영적자산과 사회적 영적자산은 통합이론의 사상한적 영역에서 불가
분의 총체적 관계성을 갖고 영성적 지능을 가진 통합적‒영적 리더들에 의해 활용된다.

5. 거시적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통합적‒영적 리더십
최근에 들어 통합이론의 틀을 실증적 연구에 응용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사회과학 분
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그러나 통합이론을 리더십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이나
영적리더십 개념에 적용시키는 연구 활동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회
복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Brilliant, 1986;
Rank, 2000)과 연관을 지어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에 이루어진 영성과 사
회사업협회(The Society for Spirituality and Social Work)의 설립을 기점으로 하여 영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이 미시적 사회복지 접근방법과
관련된 연구들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영성과 사회복지를 다룬 연구들은 거의 없는 상황
이다. 본 저자는 21세기의 글로벌 시민사회는 미시적 사회복지적인 관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제들을 직면하고 있으므로, 통합적이고 영적인 사회과학적 접근방법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탈 포스트모던한 지구사회가 직면한 개인적이고 집합적
인 문제들은 단면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총체적이고 자기초월적인 노력을 요구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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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글로벌 시민사회의 진보를 위한 개별적이고 집합적인 노력을 성공적으로 실천
하기 위한 사회과학 방법론 구축의 초보적 단계로서 저자는 먼저 통합적‒영적 리더십
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장을 마치며 저자는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한다.

첫째, 통합적‒영적 리더십은 개인적이고 집합적 수준에서 또한 내면적이고 외재적
인 면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합이론의 사상한적 영역에서 연계적으로 총
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둘째, 통합적‒영적 리더십이론의 목적은 심층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 문화적 이슈
와 관련된 개인적 혹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진보
적이고 시너지스틱(synergistic)한 인간관계와 사회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필
요한 실제적인 공헌을 하는 데에 있다.
셋째, 자기 자신, 타인, 또한 보다 큰 지역사회와의 다면적 관계성들을 화합시키는
통합적‒영적 리더십은 영성적 지능이 높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
로서의 모든 개인들이 각자 유기체적으로 독특한 지역사회 환경 속에서 육성
시킬 수 있다.
넷째, 통합적‒영적 리더십은 영적 사회자본의 기능을 가지며 글로벌 시민사회의 사
회 진보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한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통합적‒영적 리더십이론 분석의 틀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영성과 리더십 연
구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저자가 검토한 영성적 지능과
통합적‒영적 리더십에 관련된 개념적 요소들은 미래의 실증적 연구에서 활용
될 수 있다.

끝으로 한국 국민이 글로벌 시민사회의 주요 멤버로서 지도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사회의 환경적 조건 속에서 통합적‒영적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싶다. 한국이 글로벌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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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의 기본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 사회자본 또는 통합적‒영적 리더십과 같은
새로운 개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앞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무
대에서 글로벌 시민사회의 진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아이디어들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서 통합적‒영적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기 바란다.

주 1. 국내에 소개된 번역서뿐만이 아니라 Ken Wilber의 통합 이론에 관련된 영문 및 국문의 모든 참고문헌들은 조
효남(2008)의 의식, 영성, 자아초월, 그리고 상보적 통합에 총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주 2. 이 논문에서 저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미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정의된 다음
과 같은 영성의 개념을 사용한다.
“영성이란 개인이 자아self 보다 더 큰 신성한 무엇인가에 참여하기 위한 자기 초월을 하기 위한 본질적인 인
간 능력이다. 그것은 연관성, 의미, 목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추구를 촉진한다. 그것은 광범위한 종교적 서술,
신념, 실천을 통해서 경험되고, 형성되고 구체화되고 표현되며, 가족, 지역사회, 사회, 문화, 그리고 자연 속에
서의 영향력들에 의해 구체화 된다”(Yust, Johnson, Sasso, & Roehlkepartain, 2006: 8).
이러한 정의는 ‘환경적 맥락에 놓인 자아’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환경적 맥락 속의 자아(self-in-environmental contexts)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과학자, 특히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개념에 친숙한 사회복지 연
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영적 발달에 대한 다음의 정의도 역시 영성이 다양한 환경적 맥락에서 경험되고 양
성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영적발달은 자기초월을 위한 본질적인 인간능력의 증진과정이며, 여기서 자아self란 신성을 포함한 것으로서,
자기보다 더 큰 무엇으로 구현된다. 이는 관련성, 의미, 목적과 기여에 대한 추구를 촉진하는 발전적 ‘엔진’이
다. 이는 종교적 전통, 신념과 실천의 안팎에서 형성 된다”(Benson, Roehlkepartain, & Rude, 2003: 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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