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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조직문화 연구의 흐름을 조직관련 3대 학회지인 캉영학연구 인사관리연구， 인 

사조직연구에 수록된 논문들을 통해 살펴호았다 발표 논문에 대한 연구방향의 적젤성파 향후 연 

구의 방향 제시를 위해서 조직문화 연구를 변수‘ 현상， 통합， 분화의 4가지 관점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서 기존 연구를 분류하고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최근까지의 한국 조직문화 연구는 

주로 (변수， 통합)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고 이러한 현상은 다콘 조직연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 

지 못하여 최근 조직문화 연구가 위축되게 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 같다 이에 본 연구가 제 

시하는 향후의 연구방향은 (변수， 통합)관점에 치중된 연구에서 탈피하여， 조직연구에서 문화론적 

접근의 강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변수에서 현상으로， 그리고 통합에서 분화로 연구의 관점 

。1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 서 론 

미국플 비롯한 서구에서 조직문화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 대 

초부터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로 한정지을 경우， 서인덕 (1984) 

이 인사관리연구에 게재한 ‘조직문화와 상징적 접근”을 시초로 하여 한국 조직문화 연 

구의 역사는 벌써 20여년이 넘는다- 나아가 한국에서 조직연구를 대표하는 3대 학회지인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 대학왼 경영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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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영학연구， 안샤조정연구. 얀샤관리연구에 발표된 조직문화 연구의 편수 역시 그간 30 

여 편이 넘어서기 때문에 양적인 변에서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성숙기에 이픈 한국의 조직문화 연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까지 한국의 

조직문화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논 

의해 볼 펼요가 있다 이런 펼요성에 근거하여 기존 연구의 개팔적으로 설명하고， 지적 

한 연구가 이미 김주엽 (2004) 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본 연구는 김주엽 (2004)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보다 연밀한 문헌연구를 하고자 한 

다 그러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읍과 갇은 연구절차들 따른다 첫째， 김주엽 (2004)이 시행 

하였던 바와 같이 정영학연듀， 언사조직연구. 인사관리연구에 게재된 조직문화 연구를 

보다 세밀하게 정리 · 제시한다 이를 통해서 최근까지의 한국 조직문화 연구의 경향과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둘째， 초기의 조직문화 연구가 시도하고자 하였던 바를 보다 

명확하게 。l 해하기 위해서 조직문화 연구의 제반 관점들을 취합하여 기존 연구를 분류할 

수 있는 통합된 관점을 제시한다 이는 첫 단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보다 더 문 

화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함이다 셋째， 본 연구가 제안한 조직문화 연구 분류의 개념 

적 틀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를 분류하여， 현재까지의 한국 조직문화 연구의 문제점과 향 

후의 연구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이상의 3단계를 통해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한국 조직문화 연구가 특정 경향이나 유 

형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막아보고， 애초에 문화적 접근법이 시도하고자 했던 의도에 부 

합되도록 연구방향을 모색한다 

II. 한국 조직문화 연구의 동향 

본 연구는 국내 조직연구를 대표하는 3대 학회지인 캉영학연구， 

관리연듀에 한정하여， 국내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인 DBpia에서 

라는 키워드로 관련 논문틀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들을 

언사조직연구， 인사 

‘조직문화’와 ‘기업문화’ 

문헌연구 하는 과정에서 비 

떨어지는 논문은 제외하였다 록 검색어와는 일치하였지만 본 연구와 관련성이 지나치게 

그 결과로 총 31편의 논문이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었다， 해당 연구의 개요는 〈표 1)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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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간 흐름에 따른 연구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1)을 통해 살펴 볼수 

있는 바와 같이 1990년 초반까지 1년에 1편 내외의 조직문화 연구가 나타나다가， 1993년 

을 기점으로 하여 2003년까지 연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얄 수 있다 

서인덕이 1984년 안사관리연큐에 게재한 “조직문화와 상징적 접근”은 기존 조직연구에 

조직문화론적 관점(그 중에서 특히 상징론적 접근)이 수용되어 연구가 확장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 이론연구이다- 그리고 1986년 서인덕은 얀사관리연구에 “한국기업의 조직문화 

유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31편의 논문 중， 1980년대에 발 

표된 논문은 총 2편이며， 이 둘은 모두 서인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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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표 1)플 토대로 년도별 분포릎 재구성한 것임 

〈그림 1 > 국내 조직문회 언구의 연도별 빈도 

이후 1990년대 초반 태정애(1991 )와 유한호(1992)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1994년부 

터 2000년대 초반까지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의 두드러지게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리 

고는 연구가 주춤해져서 2006년에는 장용선， 문형구의 연구가， 2007년에는 김지대， 박 

상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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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국내 조직문화 연구들(1984 - 2007) 

저자(연도) 구분 연구 목적 결과 및 주요 발견 

서인덕(1 984) 이론 조직문화적 접근을 통한 상정주의 연구의 필요성 제기 

서인덕( 1986b) 실증 한국기업의 문화유형 실증 
한국기업의 전반적 문화유형， 재벌그룹의 문화 

유형， 산업별 문화유형， 부서별 문화유형 규명 

4개의 문화유형 각 차원(권력문화， 역할문화， 파업문화， 인간 

태정애( 199 1) λg1 三。즈 문화)과 조직유효성(조직성장， 조직사회성， 종업원 사기)의 관 가설의 부분적 지지 

계 규명 

유한호( 1992) 이론 단일조직 내에 존재하는 다중의 하위푼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민승기 & 
λ~% 

서인덕(1986)의 구분에 따른 문화유형과 개인태도 및 만족(직 
가설의 부분적 지지 

고종식( 1994) 무만족， 동조성 애사심 적응성‘ 직무올입)과의 관계 규명 

최만기( 1994a) 까E、l三 。E
전략유형 (Miles & Snow. 1978)과 문화유형 (Quinn & 

가설의 부분적 지지 
McGrath. 1985) 간의 적합성과 재무성과 간의 관계 규명 

전략유형 (Miles & Snow. 1978)과 문화유형 (Quinn & 
최만기( 1994b) λE1Y ;ιr McGrath. 1985) 간의 적합성과 이직의도 및 직무만족 간의 가설의 부분적 지지 

관계 규명 

노순규( 1995) λa1τ :ιr 
Likert( 1967)의 연구 등을 끈거로 자체 개발한 문호}측정 모형 

기업문화 파악과 개선방안 제시 
을 사용하여 조직문화 진단과 문화개선 방안 도출 시도 

박상언 & 
경쟁가치모형 (Quinn & McGrath. 1985)에 따른 문화적 프로 군집분석결과 3개의 조직문화 프로필로 구분 

김영조( 1995) 
~즈1 고 τ존，- 필과 조직표과성 (직장생활 만족도， 조직볼입) 간의 관계 규 됨 이들 3개 프로필 군집 간의 직장생활 만족 

며。 도와 조직몰입이 유의한 차이를 보엄 

진상호 & 
~、1 숫 ;ζr 

조직문화 유형 (Quinn & McGrath. 1985)과 리더십 유형 간의 
가설의 지지 

신용존( 1995) 적합성과 직무만족 및 조직볼입 간의 관계 규명 

조영호 & 김일숙 
Tom J. Peters의 저서들에 제시된 기업문화 득성과 조직성 

人E31 으τ으p 과(직무몰입， 조직애착도 매출액 성장률， 경상이익률) 간의 가설의 지지 
( 1995) 

관계 규명 

4 i *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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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조직문화 연구들(1984 - 2007) (계속) 

저자(연도) 구분 연구목적 결과 및 주요 발견 

박노윤( 1996) λ근1 드 。드 
조직문화유형과 성과(수익성， 매출액 신장률) 간의 관계와 

가절의 지지 
조직 문화유행과 환경 간 상호작용과 성과 간의 관계 규명 

기업규모， 직급. 엽총에 따라서 조직문화 형성요인 (환경， 

징수진 (1996) 시Eflr 역사， 선발， 사회화， 기술， 규모， 목적)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의 부분적 지지 

점과 조직문화형성요인과 조직성과 관계 규명 

한주희 & 황윈임 
AE、31 i 。E

조직문화 인식(서인덕， 1985a)과 주관적 경영성과 및 조 
가설의 부분적 지지 

( 1996) 직볼입 간의 관계 규명 

강정애( 1997) 설증 
조직문화 형태 및 장도(Rousseau)와 조직성과 (조직몰입 

가설의 지지 
직무동기， 직무만족) 간의 관계 규명 

낀남현 & 이주호 
λI」l1 으 t?3E 운화유형(최만기， 1993) 리더십 유형(변혁적/거래적) , 행 

가설의 지지 
( 1997) 동성고}(조직볼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간의 관계 규명 

박계홍 & 김원형 
Tom Peters의 저서틀에 제시된 기업문화유형 빚 합의도， 

/E、1 • 6- 인적자원 유지전략 종엽원 근로의식 기업성과 간의 판계 가설의 지지 
(1997) 

규명 

조직문화유형(진취적 카리스마척， 적응적， 관료적) , 전략 조직문화유형에 따라서 전략 유형이 다르게 나 

박노융( 1997) 설증 (}V!i1ler , 1988) , 주관적 성과(수익성， 매출액 성장률) 간 타남 이런 관계는 저성과 조직보다는 고성과 

의 관계 규벙 조직에서 더 의미 있게 나타남 

진상길 & 김인수 
문화유형 (Quinn & McGrath , 1988)과 리더행동 (Stogdill 

문화유형과 리더행동 간의 관계는 지지되었으 

( 1997) 
/I、조1 걷 。으 1963) 의 관계와 두 관계에 있어서의 기술(일상적/비일상 

나， 기술의 조절효과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됨 
적)의 조절효과 규명 

한주희 황원일 1 문화유형(서인덕， 1985)과 조직몰입(감정적 거래적) 간의 
감정적 볼입은 집단문화， 개발문화， 위계문화 

& 박석二1[( 1997)/ E1 즈 。 판게 규명 
와， 거래적 볼엽은 위계문화와 합리문화와 유의 

한 관계를 가집 

김영조 & 박상언 
문화특성(서인덕 1986; Quinn , 1988) 및 문화강도 (일 심리적 성과와 문화특성 간 관계는 지지되고， 

( 1998) 
λ‘ 1 으 oζ→ 치성， 가치합일성)와 조직성과 (직장생활 만족도， 조직올 문화강도와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지지됨 재무 

입， 재무성과) 간의 관계 규영 성과에 대해서 양자에 지지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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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국내 조직문화 연구들(1984 - 2007) (계속) 

저자(연도) 구분 연구목적 결과 및 주요 발견 

문화유형과 인적자원관리 유형 간 관계와 인적자원 

강영순( 1999) 실증 관리 유형과 조직일체감 및 직무만족 간 관계를 구 가결의 부분적 지지 

조방정식 모형으로검증 

이미재(1 999) λa1τ= 
재별간 문화차이 존재 검증 통일 재벌 내에서도 산 

가설의 지지 
업별 문화차이 존재 검증 

김영조(2000) λE1τx 
조직문화와 기업성과(재무적/심리적) 간의 종단적 

기성의 부분적 지지 
관계 규명 

박내회 (2000) 이론 조직변혁에 있어서 조직문화 변화의 중요성 제시 

문형구 & 장용선 
이론 

리더십과 조직문화 간의 관계에 대한 문현연구와 향 

(2001 ) 후 연구과제 제시 

기업문화 개념의 이해/볼이해 종업원과 최고경영자 

박왼우(200 1) 실증 기업문화 변화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규명 의 관심과 참여 기업문화 활동의 지속기간 경영전 

략과의 연계가 중요한 성공/실패 요인임 

송하식， 이턱호， 
실증 

조직문화(개인중심/집단중심， 결과중심/속성중심)이 
가설의 지지 

& 김주엽 (2002) 공정성 지각 및 연봉제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규명 

장용선 & 
조직전체가 비영리사업만 하던 조직이 영리사업을 

사례 수행하면서 영리/비영리라는 하위문화가 발생하는 
문형구(2006) 

과정을분석 

김지대 & 박상언 
조직문화유형 (Miller & Friesen. 1982) 별로 끄 창업적 조직문화에서는 ’하부 구조적 개발 활동에 

(2007) 
시EτZ 로젝트 차원에서 신제품 개발 활동들이 선제품 성과 역점을 두는 반면에， 보수적 조직문화에는 ‘구조적 

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인가를 살펌 개발 활동에 치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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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조직문화 연구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1994년에서 2002년까지의 조직문화 연 

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업문화 변화의 성공 · 실패 요인(박원우， 2001) , 재별의 조직문화 

(이미재， 1999) , 조직문화 강도와 조직유효성(김영조 & 박상언， 1998) , 조직문화 유형과 

리더십 유형과의 관계(전상호 & 신용존， 1995) , 조직문화 유형과 인적자원관리와의 관계 

(강영순， 1999: 박겨l홍 & 김원형， 1997: 송하삭， 2002) , 조직문화 유형과 전략유형과의 관 

계와 그 결과(김남현 & 이주호， 1997: 최만기‘ 1994a , 1994b) , 조직문화 유형과 조직유효 

성올 다룬 연구들(강정애， 1997: 김영조， 2000: 노순규， 1995: 민승기 & 고종식， 1994: 박 

상언 & 김영조， 1995: 태정애， 1991: 한주희， 황원일， 1996: 한주희， 1997) , 조직문화(유형) 

와 조직환경과의 관계(박노윤， 1996 , 1997: 정수진， 1996) , 조직문화와 조직변혁(박내회， 

2000) , 하위문화에 대한 연구(유한호， 1992)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수준， 부서 빛 텀수준， 조직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 

져 왔으며， 동시에 내용면에서도 폭넓게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살펴볼 수 았다- 그런데 

적용된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편향된 정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적용한 연구 

방볍을 실증연구， 이론연구， 사례연구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살펴보면 이론연구가 4편 

(1 3%) , 사례연구가 1편 (3%) ， 그리고 살증연구가 25편 (83%) 있다 

여기서 이론연구로 분류된 연구는 서인덕(1984) ‘ 유한호(1 992) , 박내회 (2000) , 문형구 & 

장용선 (2001 )의 연구이고， 사례연구로 분류된 연구는 장용선， 문형구(2006)의 연구이다‘ 

이론연구는 각 시대척 상황에 맞게끔 연구의 흐름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시기적절하게 발표되었는데 비해， 사례연구는 조직문화 연구 자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가장 최근에 와서야 겨우 1편만이 발표된 것은 득이한 일이라고 하겠다 

Schultz (1 994)는 조직문화 연구의 접근방식을 크게 기능주의 (functionalism)와 상정주의 

(symbolism)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조직 생존에 펼요한 문화적 기능(혹은 요소)에 초 

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조직구성원에게 있어서 문화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Schultz (1 994)의 구분대로라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조직유효성과 

관계된 개별 문화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상징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조직 내의 문화요소에 대한 의미해석이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상정주의적 관 

점에서 조직문화연구는 다변수통계를 활용한 양적연구로는 문화요소의 기술과 해석이 쉽 

지 않다 김주엽 (2004)이 주장한 바도 본 연구가 지적하는 하는 것과 유사한데， 다양한 

관점의 조직문화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양적 연구에 지나치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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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주로 양적연구에 치우친 최근까지의 한국 조직문화 연 

구의 경향은 조직문화의 다양한 관점 중에서 특정 관점에 치우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을 드러내 보인다. 

이런 가능성을 보다 엄격하게 살펴보고자 조직문화 연구를 대표하는 기존 관점들을 살 

펴보고， 이들의 효과적 취함을 통해 앞에서 살펴본 한국 조직문화 연구 경향을 분석해 

보도록하겠다 

m. 조직문화 이론의 제 관점과 통합 

조직문화 연구에서 조직문화 자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조직문화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넓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로 Ott (l 989l가 조직문화에 대한 기존 정의를 정 

리해 놓은 것을 보면， 무려 367ß에 이르는 정의가 등장한다 이는 조직문화에 대한 정의 

가 학자마다 상당히 다르고. 조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문화라는 개념이 

애초부터 연구되어왔던 인류학 자체에서 문화에 대한 접근방식이 폭넓었기 때문이고， 둘 

째는 1980년대 조직문화에 대한 경영학의 관심 폭증으로 문화 및 문화 유사 개념을 갑 

작스럽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가능성 각각에 대해서 

절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인류학에서의 조직문화 연구 

경영학 혹은 조직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문화연구가 시작되는 시점인 1984년에 Allaire 

와 Firsiroty는 문화인류학과 조직연구의 접점을 찾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들은 조직 

문화 연구의 왼류라고 할 수 있는 인류학에서의 문화 연구의 여러 학파를 분류 · 제시하 

고， 그 개념이 조직문화 연구에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문화인류학에서 문화에 대한 학파는 문화를 사회문화시스템으로 보는 

학파와 생각의 시스템으로 보는 학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문화를 사회문화시스 

템으로 보는 학파는 문화가 소재하고 있는 위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개 학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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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되는데‘ 하나는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고 보는 학파와 또 하나는 공유된 의미 

와 상정의 산물이라고 보는 학파이다- 마찬가지로 문화를 생각의 시스템으로 보는 학파 

역시 시스템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해 두 가지 학파로 구분되는데， 이는 사회시스템이 유 

기적으로 잘 물려있다고(synchronic) 보는가， 혹은 그렇지 않다고(diachronic) 보는가 

에 따라서 구분된다 이와 같이 두 단계에 걸친 구분의 결과로 문화인류학에서의 학파는 

〈그림 2)와 같이 총 여 넓 개의 학파로 구분된다 

학 
파 

인녕직 시스잉으호서의 ~:D:f 용 tl2J N:tI 엉잊은 
시g 구를잉기늠't1^1 민서효연펀되어있디 "" 
기 어U뻐 소찌히느U메 띠리서 디을괴 길미 구톨 

윈디 

자료원 Allaire & Firsiroty. 1984. p. 196 

시회g효!적 시스잉으토시약 @:D:)'@:D:)는 시OJ" 

스엉잉 구잉E소미고‘앵용양식괴영등의 신g애서 
구연윈U 시회 ~~J쩍 시스U~I 대힘 연구는 U을 
괴깅디 

〈그림 2> 문화 개념의 분류 

〈그림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문화인류학 내에서도 문화에 대한 학파가 다양하며 

그 의미하는 바와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과 대상이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분 

명한 점은 〈그림 2)의 좌측 네 개 학파는 문화 속에 내재되는 의마와 상징을 해석함으로 

써 대상 조직 혹은 현상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을 둔다 반면 

오른쪽 네 개 학파는 문화요소 혹은 기능들이 자연 및 사회 환경 하에서 생존과 어떤 관 

계가 있는지에 관섬을 가진다. 이상과 같은 문화인류학 내부에 다양한 학파가 있다고 하 

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상에 대한 보다 갚이 있는 이해릎 목적으로 하는 학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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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기능 및 요소와 생존(혹은 번영)과의 관계를 밝히는 두 개 학파로 구분된다고 하 

겠다. 

2. 경영학에서의 문화 개념의 수용과정과 조직문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 

Barley. Meyer와 Gash (1 988)는 1984년 이후 미국 경영학계에서 조직문화에 대한 정의 

가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밝힌 바 있다 그들의 문헌정리에 의하면. 1970년대 

Hughes와 Chicago대학 출신의 사회심리학지들(예. Schein과 Van Maanen 릉)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부적 해석 구조와 의례화된 관행에 대한 이해 

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이후 다양한 경로로 통해 조직문화 

의 개념이 경영학(흑 조직연구)에 도입되게 되는데. 1970년대를 맞아 유입된 경로는 컨설 

턴트 혹은 실무중심의 학자들(Silverzweig & A1len. 1976; Peters. 1978; Ouchi & Price. 

1978; O'Toole. 1979)을 통한 경로와 조직문화와 상징주의에 대해 보다 이론적으로 접근 

한 학지들(Dandridge. Mitroff. & Joyce. 1980; Pettigrew. 1979; Pondy. Frost. Morgan. 

& Dandridge. 1983; Van Maanen. 1979; Wilkins. 1979)을 통한 경로로 구분된다. 이 둘 

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전자는 조직문화를 조직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본 데 비해， 후자는 패러다임 변혁의 축(조직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았다 

는것이다‘ 

Barley 등(1988)의 연구결과는 1984년 시점에서는 이런 실무계의 정의와 학계의 정의가 

꽤 큰 차이를 보였지만. 1987에 이르러서는 둘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Barley 등(1 988)의 연구결과보다는 미국 경영학회에서 조직문화에 대한 개념 

도입과 형성 시기의 두 가지 분류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Allaire와 Firsiroty (1 984)의 

연구에서는 (조직)문화는 자체의 해석적(상징적) 의미를 추구하는 학파와 생존과 번영과 

관련성이 있는 (조직)문화 요소(기능)의 탐색을 추구하는 학파로 크게 대별되었다. 꼭 그 

렇게 일치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Barley 등(1988)의 연구에 나타나는 설무중심의 정의 

와 학계중심의 정의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A11aire와 Firsiroty(1984)와 Barley 등(1988)의 연구를 결부시켜 보면， 조직문화의 이론 

적 발단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대상조직(조직， 국가， 민족)의 바람직한 결 

과와 결부시켜 문화를 연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문화현상 자체를 그대로 두고 해석하여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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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 조직의 내면까지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에 충실할 것인가와 같이 두 가지 흐름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SIIÙrci ch ( 1983)는 조직문화 연구를 비교경영학적 접근(comparative management) , 기업문 

화론적 접근(corporate culture) , 조직 인지론적 접근(organizational cognition) , 조직 상정론적 

접근(organizational symbolism) , 조직과 무의식 과정적 접근(unconscious processes and 

organization)으로 구분하였다 나아가 Smircich (l 983)는 비교경영학적 정근과 기업문화론 

적 접근에서는 조직문화를 독립 혹은 종속변수로 보는데 비해， 나머지 네 개 접근법은 

문화를 조직을 개념화시키는 근본적 은유(a root metaphor for conceptualizing 

organization)로 보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Smircich (l 983)의 구분은 앞의 

Allaire와 Firsiroty (1 984)와 Barley 등(1 988)의 구분과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이를 

Smircich (1 983)의 구분대로 표현한다면 ‘일종의 변수로의 조직문화’와 ‘조직 그 자체로서 

의 조직문화’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3 조직문화에 대한 관점들과 이들의 통합 

앞서 언급한 Allaire와 Firsiroty( 1984) , Barley 등(1988) ， 그리고 SIIÙrcich (1 983)의 내용 

을 토대로 정리하자면， 조직문화 연구에서 조직문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다양한 조직수준， 복잡한 내부구조 역사적 흐름 등으로 인해 조직 

내부인이 아니면 쉽게 파악하기 힘든 조직의 복잡한 특성 때문에，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략하게 표현하 

자연 조직현상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문화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둘 

째는 조직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문화(혹은 문화요소)를 마치 

변수로 보아서 , 01 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통해 조직유효성을 증진시키는데 활용하는 것 

이다-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1970-80년 이전까지의 경영학 흐름과 같은 맥락에서 조직문 

화를 조직유효성 증진을 위한 관리도구로 보자는 것이다， 

본 연구와 같이 조직문화론 접근의 용도 관점에서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본 기존 연구는 

Schultz( 1994)의 연구가 있다 그는 문화논쟁에서 제기되는 이론적 관점들은 크게 합리주 

의 (rationalism) , 기능주의， 상정주의로 구분 짓고， 현실적인 설명력을 고려하여 조직문화 

연구의 관점을 〈표 2)와 같이 두 가지 관점으로 압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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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같은 Schultz (1 994)의 주장은 Allaire와 Firsiroty ( 1984). Barley 등(1988) . 그 

리로 Smircich (1 983)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Schultz (1 994)의 구분에 따른 기능주의와 

상정주의는 조직문화를 통한 조직연구에서 무엇을 추구하는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연， 

조직연구에서 조직문화 개념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기능주의에서 문화 

의 기능이란 조직의 생존 및 번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기능을 의미하고， 상징주의에 

서 문화의 기능이란 외부자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은 깊은 수준의 조직의 특성과 현상을 

이해하도록 하는 일종의 렌즈 같은 기능이다 따라서 이들의 표현을 통일하여 

Smircich (1 983)의 주장과 같이 조직문화 관점 구분의 하나의 축을 ‘변수로서의 문화’와 

‘현상으로서의 문화’로 구분하도록 하겠다 

〈표 2) 기능주의와 상징주의 주요 차이점 

기능주의 ( Functionalism) 상정주의 (Symbo ]ism) 

1 조직 생존에 있어서 문화의 기능은 무엇 | 조직구성원에게 있어서 조직의 의미는 
핵섬 관섬사 

인가?무엇인가? 

조직구성원들이 외부 적응과 내부 통합 | 
| 조직구성틀은 의미를 창조해 내고， 그들 

핵섬 가정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 1 l 이 반응하는 조직 실체들 정의한다 
운데 문화가 발전한다 l 

|조직문화의 상정과 의미를 이해하고， 그 
조직을 진단하고 조직생존에 어떻게 기 l 

분석 결과울 | 1 것들이 조직구성원 틀에 의해서 어떻게 
여할것인가를 밝힘 j 

’ 장조되는지를 밝향 

자료원 Schultz. 1994. p. 17 

문화의 가능에 관한 관접 이외에 조직문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 

야 할 사항은 통일 조직 내에 균질한 문화가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하위 단위 (본부， 부 

서， 팀)에 따라 차별적 문화가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다 

문화란 개념은 애초에 국가나 민족 단위에 존재하는 개념이다 그런 것이 1970년 동 

아시아 국가의 비약적 경제발전과 더불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에 관심이 모아졌고 1 그런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명권에 따른 차이점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 

서 Hofstede를 펼두로 국가 간 문화 차이에 의한 조직성과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Hofstede. Nel\Îien. Ohayv. & Sanders. 1990) 더불어 일본기업에 대한 삼도 

있는 연구를 통해 조직수준에서도 독특한 문화가 있다는 주장(Ouchi. 1981)과 미국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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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에 있어서 독특하고 강한 문화가 큰 기여를 했다는 주장(Deal & Kennedy , 1982; 

Peters & Waterman , 1982) 이 기화가 되어 조직수준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나 사회에 배태되어 있는 기업조직에 과연 독립된 조직문화가 존재할 

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지만((Hofstede et a l., 1990) , 현재의 시점에서는 조직수 

준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논리로 본다면， 조직 내부로 들어갔을 때도 국가 및 민족과 기업조직 간의 관계 

에서와 같이 하위문화에 대한 존재여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Trice (l993) 

는 직업문화(occupational culture)를 주장하였는데， 조직 내 직업적 유사성은 기능별 

유사성을 지난 부서나 팀 내에서 존재활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 중에 

Sackman(l 992)은 지식구조에 의해서 부서단위의 하위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칠적 연 

구를 통해 설증한 바 있다‘ 

〈표 3> 조직문화와 하위문화 간 관계에 관한 세 가지 핀엠 

관점 

통합적 관정 분화적 관점 분열적 관점 

(integration) (differentiation) (fragmentation) 

합의성에 대한 
조직 전반에 걸친 합의 

하위문화 단위에서의 
합의가없음 

접근볍 합의 

문화발현간 
일관성 비일관성 

명확한 일관성이 없거나 

관계 비일관성 

모호성에 대한 
제거하려 함 하위문화 외부로 끌어냉 일정함 

접곤법 

자료원 Martin , 2002 , P. 95 

이런 논의릎 종합적으로 기술한 것이 Martin (1 992 , 2002)의 연구인데‘ 조직 내 하 

위문화가 존재하는 상태에 따라서 조직문화에 대한 관점을 〈표 3)과 같이 통합적 관점 

(integration perspective) , 분화적 관점 (differentiation perspective) , 분절적 관 

(fragmenta tion perspecti ve)으로 구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통합적 관점이란 조직 내 하 

위문화가 존재하기보다는 조직전반에 걸쳐 균질한 조직문화가 있다는 관접이고‘ 분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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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과 분열적 관접은 조직 내 하위문화가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세 가지 관점 

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표 4)와 같이 Martin(2002)이 제시한 

관점별 관리적 함의점에 대한 주장이다 

〈표 4> 문화변화 변화에 대한 각 관점이 제공하는 함의점 

문화변화에 

있어서 

관점 

통합적 관점 분화적 관점 분열적 관점 

리더의 역할 j 리더 중심 수
’
 

챈
 헤얻
 

씨
깐
 
합
 

이
 
을
 

드
E
 
려
「
 

더
 
향
 
음
 

미
닉
 여
。
 이
샤
 

권력은 개인과 환경 

간에 퍼져있음 

환경의 역할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문화와는 별개임 
환경의 영향은 뚜렷함 

환경과조직을 

구분하는 정계는 침투 

가능한 대상임 

변화활동에 

대한함의점 

위
 
적
 

히
 
접
 

、
나
 지→
，
 
거
〈
 

자
 한
 
일
 

리
 
대
 
줄
 

고
[
 
에
 
을
 

선
 
단
 
언
 

일
 
집
 
조
 

식
 
성
 
한
 

。
힘
엄
 
이
껴
 

m 
2 

르E
 

m 

이
카
 폐
애
 

」u
간
 
통
 

뼈
 뺨 아
챈
 

빽
 댐 쁨 

더
 
은
 
구
 

리
，
 -
혹
 추
，
 

개인은 힘이 없어 

보임 

규범적 능력을 찾음 

자료원 Martin. 2002. P 149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통합적 관점에서 분열적 관점으로 갈수록 조직단위 

로 통합된 문화현상이 발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적 관접은 궁극적으로 하 

나의 조직문화는 존재하며 조직의 상층부가 효과적으로 관리 · 변화시킬 때 조직유효성이 

증가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분열적 관점은 조직 내 하위문화가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 

고 권력 간 관계에 의해서 복잡한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조직문화의 인위적 관리가 어렵 

다고 보는 관점이다. 분화적 관점은 양자의 절충적 입장으로서 경우에 따라서 조직문화 

를 관리할 수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다는 보다 현실적인 입장을 띤다 

그런데 조직관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분열적 관점은 현상의 해석과 기술 수준에만 

머물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열적 관점은 배제하고 통 

합적 관점과 분화적 관접만을 고려하도록 하겠다‘ 

이상과 같이 조직문화의 기능에 대한 2가지 관점(기능주의. 상징주의)과 하위문화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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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2가지 관점(통합적 관점， 분화적 관점)을 결합시키면 〈그램 3)과 같이 2x2의 매트 

릭스가 생성된다 〈그림 3)의 통합적 관점을 바탕으로 국내 조직문화 연구를 분류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문화의 기능 측먼 

변수로서의 문화 현상면로서의 문화 

통합된 

문호f 
몽활된 변수로서의 통합된 현상으로서의 

문화 문화 

문호}된 변수로서의 문화된 현상으로서의 

문화 문화 

문
화
 의
 

조
 직
 내
 
일
관
성
 

문화된 
문화 

자료원 Smircich (l 983) , Schultz(1994) , 그리고 Martin(1992 , 2002)의 관점을 저자가 통합하여 표시 
한것임 

〈그림 3) 조직문화에 곤엠 통합 

N. 통합관점에 기반한 기존 연구의 분석 

〈표 1)의 국내 조직문화 연구를 〈그림 3)의 통합관점에 따라서 분류한 결과가 〈표 5 

이다- 실제 구분에 있어서 하위문화에 대한 일관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수준 이상의 내용을 다룬 연구가 있어서 〈그림 3)의 구분에 ‘복합관점’을 추가하여 구분 

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 국내 연구는 (통합‘ 현상) 차원으로 연구가 편중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Barley 등(1 988)의 연구에 의하면， 초기에는 실무계의 조직문 

화 정의와 학계의 조직문화 정의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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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정의는 실무계의 정의로 수렴되었다고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계의 

정의는 조직문화 기능 구분에 있어서 ‘변수로의 문화’에 가깝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설무가들이 생각한 조직문화와 성과 간의 관계는 ‘통제욕구 • 문화적 조작 • 사 

회(조직) 통합 • 성과 및 생산성’라고 표현된다(Barley et a l., 1988) 그런 변에서 

Barley 등(1 988)의 연구에서의 질무계의 정의는 본 연구 〈그림 3)에서 (통합， 변수) 

영역에 가깝다. 

국내에서 조직문화 연구가 본격화된 것이 1990년 대 이후란 점을 생각해 보면， Barley 

등(1 988)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연구결과가 국내 조직문화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연구에서 ‘변수로의 문화’가 아니라 ‘현상으로서의 문 

화’를 연구하그l자 했던 연구들(유한호， 1992; 이미재， 1999; 서인덕， 1984, 1986; 장용선 & 

문형구， 2006)을 살펴보면， 유한호(199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직문화 연구의 황 

금기 전이나 후에 발표된 논문들이다 이런 점을 볼 때， 국내 조직문화 연구의 붐은 미국 

의 경우와 유사하게， 조직문화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있다. 

여기서 서구의 조직문화와 차별적으로 한국 고유의 기업현상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눈 

길을 끄는 연구가 바로 서인덕(1986a ， 1986b)과 이미재(1999)의 재벌에 관한 연구이다 최 

근까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적 현상에서 기업문화라고 하면 그룹 

사에 소속된 하위 계열사를 생각하기보다는 상위의 재별 그룹을 곧잘 떠올리긴 했다 그 

런 점에서 산업효과를 뛰어 넘어 창업자 효과가 잘 나타나는 조직문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적절한 분석단위가 재벌그룹이다 서인덕(1 986)은 이런 문화현상을 재벌， 산업， 기 

업 , 부서수준에 이르기까지 한국적 여건을 고려해 자체개발한 조직문화 측정도구를 사용 

하여 분석 · 제시하였다 이미재(1999)는 재벌그룹의 재별문화를 검증하고， 통일 재별그룹 

내에서도 산업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서인덕(1986a ， 1986b)과 이미재(1999)는 기엽수준을 전후로 하여 상위 및 하위문화를 

밝혔는데 비해， 유한호(1992)와 장용선과 문형구(2006)는 동일 조직 내에서의 하위문화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유한호(1992)는 조직 내 하위문화에 대한 이론적 정리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고， 장용션과 문형구(2006)는 원래 비영리 조직이었던 조직이 하위에 

영리조직을 운영함으로써 동일 조직 내에서 새로운 하위문화가 생성되는 과정을 사례분 

석을 통해서 과정과 결과를 보였다- 장용선과 문형구(2006)의 연구는 실증을 한 연구 중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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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일한 (현상， 분화) 차원의 연구라고 하겠다 

이상의 제한된 연구들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의 조직문화 연구는 〈표 5)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변수， 통합) 차원에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조직 

문화 연구의 경향은 조직문화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관리도구로서의 조직문화’라는 관점 

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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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서의 문화 

통합된 

문화 

태정얘(1 99 1)， 민승기 & 고종식 (1994) , 
최만기(1994a ， 1994b) , 노순규(1995) ， 박상언 & 

김영조 (1 995) , 전상호 & 신용존(1995) ， 조영호& 

김일숙(1995) ‘ 박노윤(1996) ， 한주희 & 황원일(1앉*ì) , 
강정애(1997) 김남현 & 이주호( 1997) 박계홍 & I 해당 사항 없음 
김원형 (1997) ， 박노윤(1997) ， 전상길 & 김인수(997) ‘ 

강영순(999) ， 김영조(2α)()) , 박내회 (2α)0) ， 문형구 & 

장용션 (200 1)， 박원우(200 1) , 송하식 등 (2002) , 
김지대 & 박상언 (2007) 

문화의 

조직 내 

일관성 

랩
 괜
 분화된 문화 ]해당 사항 없음 

서인덕(1 984 ， 1986) , 

이미재(1999) 

유한호(1992) , 
장용선 & 문형구(2006) 

정수진( 1996) 

V. 논의 및 결론 

Allaire와 Firsiroty (1 984)와 Smircich (l 983)의 연구를 잠조해 볼 때， 문화인류학 자체에 

서뿐만 아니라 경영학(혹은 조직연구) 범주 안에서도 조직문화 연구에 대한 접근법은 한 

가지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점은 본 연구에서 Martin (l992 , 2002)의 모형과 

Sch ul tz (1 994)의 모형을 토대로 제시한 통합관점이 적어도 네 개의 연구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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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한국 조직문화 연구는 가능한 다양한 연구접근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 

수로서의 조직문화， 통합된 조직문화로 보는 관점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l 런 연구 

경향은 초기 당시까지의 조직연구의 한계점 때문에 제안된 문화론적 접근법과 상치된다 

즉 과학적이고 요소주의적으로 조직을 파악하고자하는 노력의 한계점 때문에 문화론적 

접근법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은 앞의 전철을 답습한 셈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조직문화연구 초기 시점을 툴이켜볼 필요가 있다 경영학에 있어서， 

조직문화 연구에 대한 본격적 관심이 대두된 시점은 아마도 1983년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의 조직문화 특집호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그 특집호의 총괄안내문 

인 Jelinek. Smircick. 및 Hirsch (1 993)의 글을 살펴보면， 조직문화 연구는 조직연구의 새 

바람은 불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새롭게 시작되는 조직문화 연구의 다 

양한 관점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의 연구를 채택하고자 노력했던 점을 살펼 

수 있다 그에 따라 특집호에 수록된 조직문화 연구들은 인류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섬리 

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향후 조직문화 연구 

의 원형 (prototype)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후 수 년 간의 연구흐름을 정리한 Barley 등 

(1988)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특정방향으로 조직문화 연구가 귀결된 점을 살펴볼 수 있 

다 Barley 등(1988)은 조직문화의 정의를 학계의 정리와 설무계의 정리로 구분하고， 이 

틀이 1980년 초반에서 후반으로 홀러옴에 따라서 두 가지 정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19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실무계의 정의 수렴되었다는 점을 보였다 그러 

나 Barley 등(1 988)의 조사 이후의 조직문화 연구는 정점에 도달했다가 점차 시들해지고 

현재에 도달하게 되었다 미국의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조직문화를 변수로 보고 통합적 관점에서 연구된 연구들이 1990년 중반 폭증하 

였다가 이후에 시들해지고. 2000년대에 들어서 간간히 발표되고 있는 연구들은 조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문화를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가 장용션， 

문형구(2006)의 “사업다각화에 따른 하위문화의 형성과정”인데， 이 연구에서는 (변수， 통 

합)의 정반대 관점인 (현상， 분화)라는 관점에서 연구되어 이전 연구와 많은 차별성을 보 

인다 

이상의 논의 ·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가 주장하는 바는 조직문화 연구가 보다 활성 

화되기 위해서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조직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문화적 접근을 도입하고자 했던 초기의 의의를 되살려 조직문화 연구를 재부홍시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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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변수， 통합) 관점에 치중된 연구를 확대시켜서， 변수에 

서 현상으로， 통합에서 분화로의 연구관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 

하여 조직연구에서 문화적 접근이 가지는 강점을 재대로 발휘하여， 조직연구의 깊이와 

폭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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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of Organizational Culture in Korea: 
Trends and Recommendations 

ABSTRACT 

Won-Woo Park* 
Seong-Ik Ah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trends of Korean organizational 

culture research 밍ld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 an려yzed three 

m며or Korean journals ‘ i. e. Korean Management Review. The Korean Personnel 

Administration JoumaJ. and The Korean JoumaJ of Management and came up with 31 

published articles. In analYZllg the 31 articles. we applied a four-perspective framework 

integrating two (variable-phenomenon. integration-differentiation) dimensions. We found 

that most Korean organizational culture researches lean too much upon (variable. 

integration) perspective. which inhibit the differentiation of culture approach from other 

organizational studies. so we recommend that future organizational culture researches 

should expand their perspectives toward phenomenon or differentiation perspectives 

Key words: Organizational culture. Korean organizational culture researches 

• Professor of OB & H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Ph.D. Candidat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