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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룹 측정하는 。1유는 효과적으로 문화룹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측정은 현재의 문 

화와 바람직한 이상상태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론 문화변화나 서로 

다픈 부서들 간의 문화비교도 가능하게 해준다 나아가 조직문화와 성과 간의 관계뜰 알 수 있게 

도 해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조직문화룹 측정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양한 상 

황 하에서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는 측정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 불명확한 실정이다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판리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조직문화의 측정을 육 

하왼칙에 입각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기업문화의 측정은 왜 필요한가? 한마디로 현재와 미래의 기업문화를 비교(현재와 미 

래， 전체와 부분， 기업간 등으로)하기 위해서는 측정이 펼요하다 일반적으로 측정은 어떤 

대상의 물리적인 크기나 무게 등을 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하고 있는 행위지만， 이론의 검증에서 요구하는 과학적인 측정이라고 

는 할 수 없다 측정이란，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을 현실세계에서 관찰가능한 자료 

와 연결시켜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개념이 숫자로 표시되면 속성의 측정을 

더 객관적으로 자세히 할 수 있으며， 각 사건이나 사불의 속성에 따라서 상대적인 위치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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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할 수 있고， 사건 혹은 사물들의 속성에 관련된 일반적인 볍칙을 도출하거나 관계 

룹 더욱 자세하게 섣명할 수 있게 된다 

조직문화 측정의 목적은 지속적 조직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즉， 지속적 조직성 

장을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하고，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려면 조직푼화를 정확 

히 파악해야 한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 연구자와 실무자들은 문화에 대한 모든 정보가 관리의 도구 

(managerial tool)로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연 

구들은 문화변화의 측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변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데에 있어 문화 

측정의 필요성을 저l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직문화 측정의 펼요성을 ‘비교’의 관점 

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예를 들면， 현재와 미래의 기업문화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조직문 

화를 진단하고 측정해야 한다 Reynierse와 Harker (1 986)는 양적 측정과 질적인 측 

정치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문화 관리에 있어서 가시적인 피드백을 

경영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근본적인 명제는 “조직문화 

를 측정할 수 없으면 조직문화를 관리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Reynierse & Harker. 

1986) ‘ 이처럼 조작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발전 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직문화 

의 측정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특집호의 박원우와 선수영 (2008)의 글에서 논의된 것처럼. 21세기 들어 연구 · 

실무계 모두에서 기업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활하고 있고， 이는 바로 환경변화에 조 

직이 더욱 잘 적응하고 성과를 내기 위함이다 조직문화의 측정은 이처럼 점점 격변하는 

외부 환경에 직면하여 안정성을 유지하고 변화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지속적인 중요성 

을가진다 핵섬적인 조직문화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적 도구를 갖는 것은 조직변 

화의 효과적인 관리에 있어서 특별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직문화를 측정 (measure)하고 평가(assess)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볍은 연구자 

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연구방법의 과다 속에서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Cooper. Cartwright. & Earley. 200 1) 한편 연구자와 실무자들은 측정의 문제를 서로 다 

른 관점 (De Witte & van Muijen. 1999)에서 파악한다. Sackmann ( 1991)에 따르면， 연구 

자들은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따라서 “아는 것을 측정하려고 하지만， 컨설팅 기업은 

문화가 관리되는 방식을 알 필요가 있어서， “변화를 측정”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문화측 

정 관련 이슈는 현재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은 부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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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측정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육하왼칙에 따라 열거 

해보고， 조직문화 측정과 관련된 그 외 다른 이슈들과의 연결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육하원칙에 따른 조직문화의 측정 

1. 무엇을(What) 측정할 것인가? 

1.1 문화의 수준에 따른 측정 이슈 

Schein(985)은 문화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이것이 여러 ‘수준(levell’에서 존재 

함을 인식하고 보다 심층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문화의 수준을 3가지로 나누었다((그림 D 참조) 그 첫 번째는 인공물(artifacts)이다 

이는 가시적얀 조직의 구조와 프로세스룹 의미하며， 거의 해독하기가 어려운 요소들이다‘ 

둘째‘ 채택된 가치 (espoused values)로서 전략， 목표， 칠학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가정들， 즉 공유된 암묵적인 가정들(shared tacit assumptions)을 들 수 있다 무 

의식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당연하게 인정되는 신념 (beliefs) . 인지 (perception) . 사상 

(thoughts)과 느낌 (feelings)틀은 궁극적인 가치와 행동의 근원이 되는 요소들이다 이처 

럼 3가지 수준에서의 개념들은 문화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것， 즉 사람들 

의 일상 행동의 기초가 되는 학습되고 공유된， 암묵적 가정뜰이다 이처럼 문화의 수준에 

따라 문화측정의 방법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문화변화의 방법 등도 달라지게 된다 

조직문화변화는 표면적 수준(surface levell의 행위적 규범 (behavioral norms) 및 인공 

불과 관련될 때，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 이데올로기 및 인간 

본성과 같은 조직문화에 대한 심층 수준에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일이다 따라서 조직문화를 구체화하고 변화시키는 프로세스는 조 

직문화의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조직문화 수준이 조직문화 자체에서 중요한 이유는 조직문화의 측정에 있어서 수준 문 

제가 매우 큰 함의를 갖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였 

다고 하더라도 변화한 조직문화를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노력을 평가할 기준 

이 없기 때문에 노력 자체가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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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림 1 ) 문화의 수준 

한편， 문화변화에 대해 정의하는 학자들은 문화에 대한 통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Brown ， 1995) , 문화변화의 정의에 따라 문화의 어떠한 수준을 측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Kilmann ( 1985)은 문화의 본질 (essence)로 규범 (norm) 

을 구체화한 반면， Lundberg(1 995)는 문화를 가정 수준(assumptions levell으로 정하였다. 

또한 Lewis (l 996)는 “기본 가정의 패턴"(pattern of basic assumptions)으로서 문화에 대 

한 Schein모형을 적용하여 문화를 조직 내의 사람이 보유하고 그 조직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기본 가정이며， 그 가정들은 구성원들의 공유된 느낌， 신념 및 가치 속에 암시되어 

있으며， 상징 (symbols) ， 프로세스， 형태， 및 패턴화된 집단행위 (patterned group behavior) 

의 몇 가지 측면틀 속에 구현되어 았다(Lewis ， 1992). Schein모형은 Hatch (1 993)에 의해 

서 적용되었는데， Hatch는 Schein의 층화된 모형(layered modell의 관점이 아닌 ‘순 

환’ (cyclicall으로서의 가공물， 가치， 가정 및 상정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였다 Kilmann의 

문화변화는 규범이 가정보다 변경시키기 용이하므로 Lundberg의 문화변화보다 훨씬 단 

순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문화의 관리가능성 (manageability)에 대한 신념이 문화를 구 

성하는 요소에 대한 각 개별 연구자의 견해와 연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가 기본 가정으로 구성된다는 것으로 인식되면， 가치 또는 행위에 대한 변화는 문화 

변화로 얀식되지 않을 것이다. Schein (l 983)은 기본 가정이 문화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핵심이 된다고 보았다 (Hatch , 1993). Schein (l 983)과 Dyer(l985)의 문화변화 모형에서는 

조직문화의 가정을 변화시카기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가 기존 가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가정 묶음플 조직에 도입함으로써 변화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 따라서 조직에서 문화의 어떠한 수준윷 측정할 것인지는 조직문화변화의 관점에 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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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결정된다고 할수 있다 

1. 2 조직의 수준에 따른 측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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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의 제 수준(level)을 개인수준， 집단수준， 조직수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조직문화 

는 사람들의 집단성을 기술하는 집단수준의 구성개념이다 그러나 흔히 국가수준을 포함 

하는 보다 상위수준에서 문화를 정의하는 한편， 개인수준의 구성체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레벨이슈(level issue) 란 연구에서 이론의 수준Oevel of theory). 측정의 수준Oevel of 

measurement) . 분석의 수준(level of analysisl 이 상호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제 。l슈들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수준에서 측정된 자료의 결합으로(그 결합이 

논리적 타당성을 지난 경우엔) 집단수준에서의 이론음 검증할 수도 있으나， 이론 · 측정 · 

분석의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연구결과는 이론의 수준보다 측정이나 통계적 분석 

의 수준을 반영하게 되어， 모든 수준이 일치하였을 때 예상되는 실제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박원우 등. 2003) 

문화라는 구성체 (construct)는 그것이 서로 다른 여러 수준에서 정의되고 측정되기 때 

문에 조직 행동의 여타 개념과는 다르다 거시적인 문화개념을 사회체계를 구성하고 있 

는 미시적인 조직체 수준에 적용한 것이 조직문화의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관점 

에서 볼 때， 조직문화는 한 조직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았는 가치관과 신념， 이 

념과 관습， 규범과 전통， 그리고 지식과 기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조직구성 

원과 조직체 전체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조직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전반적인 조직의 문화를 가치와 선호체계， 개인적 

성향(개인적 문화) . 또는 언어， 규범 및 나라의 철학이나 문명화(사회적 문화)의 개념과 

어떻게 차별화시키는 지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조직은 서로 다른 하 

부단위 (subunits)와 연계된 중층적이고， 독특한 하위의 문화를 가질 수 있다 대부분의 조 

직문화는 홀로그램 (holograml과 같다 홀로그래픽 이미지의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는 다 

른 것들로부터 특별한 요소를 차별화시키는 독특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의 

이미지릎 재생시킬 수 있는 공통의 정보릎 각 요소틀 역시 포함하고 있다 이와동일하 

게 조직문화는 독특한 하위문화로 구성될 수 있지만， 각각의 하위문화는 전체 조직에 대 

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형적인 문화를 구성하는 공통적인 속성뜰을 포함하고 있다 ;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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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문화를 측정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측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조직수준 

의 분석은 이러한 도구(instrument)들을 사용할 때 의도된 측정의 대상(target)이라고 할 

수있다 

James와 Jones (l974)는 다수준(multiple level)에서 개념화되는 유사한 구성개념을 표시 

하기 위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조직의 용토(organizational 

climate)와 심리학적 풍토(psychological climate)의 차이는 조직과 개인수준에서 풍토 구 

성개념을 각각 분리하는 하나의 예이다 Chao(2000)는 문화가 서로 다른 수준에서 어떻 

게 개념화되는가 하는 접이 문화적 측변들이 보편적인 성격을 갖거나， 특정 칩단의 사람 

들에게 제약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문화의 개념화를 다수준 구성개념의 관점 

에서 파악하면서， 기존의 논문들과 대별되는 국제적 연구의 2가지 영역 (domain)에서 발 

견되는 문화의 다수준 속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간 수푼과 글로벌 

수준을 ‘emlc’과 ’ etic’의 관점으로 인식하지만， 이러한 관점과 수준 이슈의 통합이 펼요함 

을 지적하였다- 즉. emlc과 etic 관계가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하면서 비교문 

화연구(cross-cultural research)에서 이러한 관계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다. 여기서 etic 

관점은 광범위한 관점을 제시하며 특정 행위의 상황(context)과는 별다른 관련성을 갖지 

않고 행위를 연구한다‘ 따라서 etic 관점에 대한 연구는 국적이나 문화적 그뚱에 관계없 

이 모든 사람에게 관련되고 의미가 있는 보편적인 문화적 요소를 확인하고 이해한다 또 

한 이 연구에서는 문화의 서로 다른 수준들이 조직행동을 이해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펼 

요시 되는지를 설명하고 미래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문화의 수준은 국가문화에 겹쳐지며 (Erez & Gati. 2004). 동일조직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신념과 가치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조직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Schein. 1992) 조직문화의 지배적인 차원은 혁신 (innovation) . 세부적인 것에 대한 주의 

(attention to details). 결과 지향(outcome orientation). 위험 감수(risk← 떠king) 및 팀 중 

심 (team focus) 등을 들 수 있다- 조직문화의 강도는 구성원들의 지각과 선념에 있어 동 

칠성 수준을 바탕으로 한다(Miron. Erez. & Naveh. 2003: (j’Reilly. Chatman. & Caldwell. 

1991) . 강한 문화는 동질성의 하위수준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팀수준의 문화진단을 들 수 있다 팀수준의 경우 문화측정은 조직수준의 경우 

보다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Erez와 Gati(2004)는 문화의 다양한 수준 간에 상호작용 

을 설명하는 문화의 다수준 모형을 설명하였다 이들의 논문에서는 가장 거시수준의 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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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문화에서부터 국가， 조직. 팀문화를 거쳐 개인수준의 문화에 이르기까지 설명하고 

있다 팀수준에서는 팀 구성원들의 공유가치가 집단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한 팀 

수준의 가지는 예를 들면 공유된 학습지향성， 개인의 불신， 상호 신뢰 빚 지원을 표현하 

기 위한 팀의 섬리학적 안정성이다(Bnnderson & Sutcliffe , 2003: Edmondson , 2002) 국내 

연구의 경우 프로젝트팀의 문화진단의 형태로 텀수준의 문화를 측정한 예가 있다(예， 강 

소라 · 김효근， 2004) 

자료왼 Erez & Gati. 2004 , p. 588 

〈그림 2) 문화의 수준에 따른 다이내믹스 

개인수준에서 문화의 개념화는 개별적으로 표현되는 문화적 가치들을 반영한다 예를 

틀연， 집단적 가치는 상호적 자아(interdependent self)로 표현되며， 개인적 가치는 독립적 

자아로 표현된다(Earley ， 1994: Markus & Kitayama , 1991) 

다수준(multiple levcl)에서 문화를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지만， 조직 · 산업 · 국가의 서 

로 다른 수준에 겹쳐지는 카리스마적 려더십을 연구한 Project GLOBE(House et al .. 

1999)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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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 차원의 측정 

DeWulf 등(1 999)은 조직문화의 측정에 있어 9개의 주요 영역 (domain) 또는 차원 

(dimension)이 흔히 측정되고 있음을 발견했는데， 주요 내용은 위계적 관계 (hierarchical 

relations) , 동료 관계 (peer relations) , 하위 그룹들 간의 관계 (relations between 

sub-group) , 선발(selection) 사회화(socialization) , 보상(reward) , 고객사와의 관계 

(relations with clients) , 경쟁자와의 관계 및 직무설계 Uob design) 이다， Dewitt와 

Mu.i ien( 1999)은 조직문화의 차원 및 영역과 관련된 이슈를 제기하면서， 어떠한 행위적 

패턴， 규범， 가치， 신념 및 기본 가정들이 연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몇몇 질 

문지 (questionnaires)들은 Quinn (1 988)의 경쟁가치모형 (Competing Values Framework)과 

같은 개념적 모형 (conceptual framework)으로부터 출발히여 개발되었다 반면， 다른 질문 

지들은 경영자 맞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느끼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특성에 대한 

내용을 묻는 인터뷰를 통해 실증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여기에 있어서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또는 집락분석 (cluster analysis)을 통해 기본적인 차원이 결정되었다 

그러면， 조직문화에 대해 탐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어떤 프로세스를 보아야 하는가? 

(Dewitt & Ml1iien , 1999). Driessen:i!j- De Cock이 1979년에 만든 조직용토(organizational 

climate)에 관한 질문지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이들은 18가지 영역으로 묶일 수 있는 

45개의 서로 다른 측면을 도출하였다， 학문적으로 증명된 측정도구뜰은 Jones and Jones 

Organizational Norms Opinionnaire(Alexander , 1978) , Organizational Ideology 

Instrumcnt(Harrison , 1975) , the FOCUS Questionnaire (van Muijen et al.. 1996) , the 

Organizational Culture Profi]e( O'Reilly et a l., 1991) , the Organizational Culture 

Indicator(Lawthom et al., 1997) , the Organizational Climate Questionnaire-Form B 

(Litwin & Stringer , 1968) , the Competing Valuc Framework(Quinn , 1988) , and the 

Business and Organizational Climate Index(Payne & Pheysey , 1971: Payne et al., 

1992)를 뜰 수 있다 몇몇 경영 컨설팅에서는 조직수준에서 유효성 있는 성과의 ‘인지적 

반영’ (perceptual re f1 ection)을 파악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내어， 풍토 또는 조직의 차 

원을 측정하는 도구를 도입하였다- 예를 들면 Saville와 J-Ioldsworth는 기업문화 설문지 

(Corporate Culture Questionnaire(CCQ) 및 조직유효성 프로파일(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Profi]e) , PA 컨설팅 그룹은 조직가치와 스타일 설문지 ( Organization 

Values and Styles Questionnaire: QVSQ) , Human Synergistics은 조직문화 설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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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Culture Inventory)와 KPMG는 고성과 문화(high penormance culture) 측 

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specialized instrument)를 사용하려고 

;어_Q_ 
，~ 

하였다 

컨설팅 기업은 세분화된 측정도구 

Austin Knight는 조직문화 지표 

(Organizational Culture Index)를. Braxton Associates는 Culture Print률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품질 (Quality)에 대한 볼엽 (commitment) . 고객지호엠 (Customer O:ientation). 혁신， 

관료제의 수준(1εvel of Bureaucracy). 비용 인식 (C{)st Consciousness). 위험 경향성 (Risk 

Propensity) 및 팀워 (teamwork)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조직문화 연구를 위해 이러한 영역들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 

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질문지를 통해서는 조직문화의 격차(difference)가 제시되 

지 않지만， 다른 절문에서는 영역의 차이가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격차가 나타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영역과 차원에 대한 보다 균형있게 항목을 배치시컬 필요가 있다. 

1 .4문화의강도측정 

Payne (1 999)은 문화를 기술하는 3가지 차원의 틀을 개발했다‘ 이러한 틀은 문화의 

강도(strength of culture)에 대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조직이론가나 

관리자들은 문화를 성과와 관련시킬 때， 성과는 강하고(strong) 명 확한(distinctive)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고 본다 Kottler와 Heskett( 1992)는 문화의 강도와 조직성과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Denison (l 990)은 I17H의 보험회사에서 풍토의 강도를 측 

정하여 자산 성장률과 프리미엄 성장률 모두 이후 3년 동안 풍토의 강도와 강한 상관관 

계를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차차 약해진다고 보았다 

강한 문화의 중요한 가정 중의 하나는 조직 내의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흡수하고 그 신 

념과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형의 한 가지 차왼은 합의 (consensus) 

의 강도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높은 수준의 합의에 대한 이려한 가정은 Martin (l995) 

이 통합 관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합의가 없 

다면， 문화도 없다고 본다 조직문화 연구에서 풍토에 관한 질문지 사용을 하게 되면， 

조직풍토에 관한 통계적 방법을 통해 측정하게 된다 학교와 대학의 풍토에 대한 최초의 

측정은 Pace와 Stern (l 958)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 

다고 기대되는 임원진에게 실시되었는데， 이들이 풍토라고 인식한 것을 측정하였다 

복잡한 거대 조직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는 어려움은 풍토라고 여겨지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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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람의 집단을 찾는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사람의 그룹을 확인하 

는 집락분석을 사용하였는데， 몇몇 연구는 이 그룹을 찾을 수 있었으나(Gonzalez-Roma 

et a1.. 1999: Jackofsky & Slocum. 1988) 그렇지 않은 연구도 있다(Patterson et a1.’ 

1996) 공통된 견해로 구성된 풍토를 가진 집단의 존재는 조직 내의 하부문화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으며 Martin (1 995)은 이것을 고유의 권리를 가진 문화의 관점을 정당화하는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라도 하였다 그녀는 이를 서로 차별화된 관점 

(differentiated perspective)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관점은 서로 다른 기능의 사랍들(재무， 마케팅 . R&D. 생산， 판매 등)이 서로 

다른 가치와 규범의 집합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가정하는데， 이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그들이 창출하는 문화를 결정짓는 서로 다른 교육/전 

문적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내의 수준(level)에 의한 차이는 같은 기능 집 

단 내의 하위문화로 이어진다 차별화 관점은 하위문화 내에 통합의 수준이 존재함을 가 

정하는 것이다 몇몇 조직문화 이론가들(예. March & Olsen. 1976: Starbuck. 1983: 

Weick. 1969)은 개인들이 자신의 아젠다를 대부분 추구하기 때문에， 높은 똥합의 수준 

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직과 환경 내의 변화는 계속적으로 관계뜰 파괴하며 

이러한 혼란 상황은 통합된 하위집단의 형성을 막는 무정부주의적 관계를 창출한다고 하 

였다 조직문화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분절된 관점 (fragmented perspective) 이라고 

부른다(Martin. 1995). <그림 3)의 입방체 (cube)에서 수평적 차원은 문화가 구성원들에게 

부과하는 행위와 신념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한 pervasi veness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부 

족 문화는 민주주의 문화보다 더 넓은 범위의 행위와 신념에 대한 통제를 한다 이 그림 

은 문화가 구성원에 대한 영향의 전파력이 더 클수록 문화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문화 엽방체의 마지막 차왼은 성리학적 강도(psychological intensity)라고 명명된 

다 이것은 태도로부터 행위 , 가치를 거쳐 Schein (1 985)이 말한 당연한 가정 (taken-

for-granted assumptions) 또는 무의식적 신념 (unconscious beliefs) 에 이르는 차원 

으로 인식된다 약한 문화는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주려고 하고， 태도와 행위 간의 연결 

이 결코 완벽하지 않더라도(Ajzen & Fishbein. 1980). 두 가지에 있어 모두 성공하 

게 된다. 문화 cube의 관점에서 문화에 대한 통합 관점 (integrated perspective)은 

cube의 오른쪽 최상단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직문화를 촉진하고(강한 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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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강도) 신념과 행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행위 영역 (wide pervasi veness)을 

포괄하는 가치와 가정에 동의한다 

high 

consensus 

..Ille....CL파J.Le..!:Ube 

shallow 
Psychological 

low deeD Intensity 

narr。 ν wide 

Pervaslveness 

자료원 Payne , 200 1. p. 108 

〈그림 3) 문화 입방체 

차별화된 관점을 나타내는 조직은 cube의 중앙에 위치한다 조직의 서로 다른 부분에 

서는 서로 다른 목표와 서로 다른 가정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다 낮은 수준 

의 합의가 존재한다 분절된 관점과 일치하는 문화는 집단적 목표가 아닌 개인주의적 목 

표를 추구함에 따라 그들이 창출해내는 신념과 행위의 범위에서 매우 잘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가치보다는 현재의 행위와 태도에 대한 관한 낮은 수준의 합의와， 상대적 

으로 약한 심리학적 강도(psychological intensi ty)가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예외사항 

은 분절된 문화를 논의함에 있어서 유의할 펼요가 았다 이 문화의 예로서 Meyerson과 

Martin(987)은 학급 R&D 연구소와 혁신적 산업 같은 조직들을 들고 있다 Cube 

framework 내에서 신념과 행위의 제한된 범위를 도입함으로써 얼마나 분절화된 조직이 

의문스러운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이 자리 잡고 있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가 

보다 다양한 신념과 이들에 대한 보다 강한 합의가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사회 

가 제 기능을 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정해진 행동 영역 내에서 개인적일 수 있는 규모 

(scope)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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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의 정도 

합의의 정도 

〈표 1> 문화유형과 문화변화 프로세스 
Paradigm 1: Paradigm 2: Paradigm 3 

Integrated paradigm 1 Differentiated paradi밍n 1 Fragmented paradigm 

높은일관성 

조직←수준 

일관성과 비일관성 

내부의 하부문화 

일관성의 부족/ 병확성 

화합할수 없는 일관성 

이쑤「특유의 합의와 많 

은혼란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 l 부정 

변화 프로세스의 속성 | 혁병적 
의사소통 

증가 

수용 

연속 

변화의 규모 

변화의 왼천 

변화 관리를 위한 

함의 

조직수준 

종종 리더 중심 

개인틀 간의 이주「특유 
지염적이고 약하게 연결 | 

의 변화 

내부와외부 상대적인 개인 적응 

외형적→ 통제가능 [예측가능하고 예측불가 J 연속적 속성으로 인한 

심층적→ 통제어려움 | 능한 왼전과 결과 | 통제불가성 

자료왼 Meyerson & Martin , 1987을 바탕으로 Payne , 200 1, p. 111을 재인용 

1. 5 문화의 격차 측정 

조직문화의 측정은 크게 현실문화와 이상문화와의 격차(gap)를 측정하는 것이다 

Kilmann과 S빠on (l 983)의 Culture-Gap Survey(CGS)는 문화 규범을 구체화하는 체계적 

도구이다 CGS는 두 단계에 걸친 분석을 실시한다 Part 1에서는 조직구성왼들 자신이 

느끼는 실질적 규범 (actual norms) 이 자신의 작업집단에서 작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Part I1에서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바람직한 규범이 조직성과와 직무만족 및 사기 

를 개선시키는가흘 평가한다 실질적 규범과 바람직한 규범간의 차이가 문화격차 

(cultural-gaps)를 창출한다 이러한 문화격차가 서로 다른 수준， 즉 조직 (organization) , 

부서 (departmental) , 작업집단(work group) 등의 수준에서 문화프로파일 (culture profi!e) 

을 발전시키도록 결합될 수 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Quinn과 Cameron (1 999)의 조 

직문화 친단과 Kilmann (l 985)의 문화격차 진단방법이 있다 Quinn과 Camer‘on(999)의 

조직문화 진단방법은 경쟁가치모형이라고도 하는디L ‘통제 신축성’ 그리고 ‘조직내부지횡L 

외부환경지향’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관계지향 문화， 혁신지향 문화， 위계지향 

문화， 과업지향 문화의 네 가지 유형으로 조직문화판 분류하였다 Kilmann (l 985)의 방법 

은 크게 다음과 같은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ι 

, 

* 

-
i 



k 

i 

-

4 

4 

제 1단계 실제적 규범의 표면화(Step One 

~> 
기 왼 우 성 

Surfacing Actual Norms) 

지 

제 2단계 바람직한 규범의 창출(Step Two: Establishing Desired Norms) 

제 3단계: 문화격차의 도출(Step Three ‘ Identifying Culture-Gaps) 

제 4단계 ’ 문화격차의 해소(Step FOUl Closing Culture-Gaps) 

2. 누가(Who) 측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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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의 측정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조직문화의 활동주체가 누구인지 하는 점과 결 

부시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인 조직문화의 활동주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박원우와 

이병철(1996)의 연구에서는 기업문화 활동이 어떤 방식에 의해 시작되는가를 각 회사의 

기업문화 담당자에게 물었다 그 결과 반 이상의 경우에 하향식 (top-down)으로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흔합형이라 할 수 있는 기타 방식의 비중까지 고려한다연 상당히 많은 경 

우에 있어서 하향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상향식 (bottom-up) 이 1/3이 

나 된다는 사실은， 상명하복의 전통적 문화를 고려할 때， 오히려 일반적 예상보다도 상 

당히 큰 비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문화 활동을 주관/담당하는 부서즐 기업문화부 

서， 기획부서， 인사부서， 인력개발/연수부서， 회장/사장/비서실， 홍보실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기업문화 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치를 보였고(27%) 전 

사차원의 추진으로 인해 기획부서가 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49%) 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부서가 추진하는 비율이 꽤 놓았는데， 이는 ‘기업의 문화’보다는 ‘기엽과 문화’ 측면 

이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박원우 & 이병철 1996 ‘ pp 97-98) 또한 각 부서의 주관 

여부에 따른 기업문화 활동의 성과/결과치를 비교( t-test)한 결과， 기업문화부서가 주관하 

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는 성과/결과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기업문화부서 이외의 부서가 기업문화 활동을 주관/담당할 경우엔， 해당 부서의 

주관여부가 성과에 특별한 영향을 안 미치지만 기업문화부서의 주관여부는 큰 의미를 지 

닌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기업문화 활동을 추진하여 효과를 얻으려띤 기업문화만을 전 

담하는 부서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Sackmann (1991)은 조직의 문화분석에 사용되는 서로 다른 연구방법틀에 대한 개요 

(overview)를 제시하면서， 각 방법의 강점과 약점틀을 논의하였다 연속체 (continuum)에 

대한 차별적 방법들을 조직화하였다(De witt & Muüen. 1999) 조직문화연구에 펼요한 



勞使l1li係R究. 제 18권 150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 집단 및 개인들과의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s) 등을 통한 민속학적 

연구(ethnographic studies)이고， 다른 한쪽 끝은 질문지 (questionnaires) . 구조화된 면담 

참여자 끝은 한쪽 있다 도
 

수
 

1 설정될 연속체로 이러한 방법은 

(structured interviews). 체크리스트(checklist) 등의 매우 구조화된 접근방식들이다 연속 

체의 각 끝은 내부자(insider)와 외부자(outsider)의 2가지 상반된 관점을 제시한다. 전형적 

인 내부자의 관점에서 문화연구자는 인류학자의 조사방식을 따르고， 장기간의 조직 생애에 

서 죠뼈 (participation)를 통해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발전시킨다 인터뷰는 조직에서 

실시한다 Lawler. Nadler. 빛 Cammann(1980)은 이러한 방식의 장점으로서 자료의 풍부함 

(richness) . 자료에 대한 상황설명 (contextualization) . 통찰력을 갖추가 위한 감정이입적인 

경청 (empathic listening)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방법이 표면타당도(face validity)를 가지 

고 있음이 확실하게 인지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비해， 이 방법이 갖는 단점은 연구자 

가 자신의 관점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어렵고 이것은 비용 또한 많이 든다 대부분의 경 

우 모든 조직구성원을 동원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추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 

한 표본추출이 조직화될 수 있는가? 자료의 분석은 질문지에 비해 훨씬 더 난해하며 조 

직 간의 비교가 사실상 거의 어렵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외부 관점의 설 

문지 (extemal perspective questionnaires)를 사용하는 것이다 Lawler 등(1980)은 이러한 

방법의 장점으로서 자료의 통계학적인 처리를 가능케 하는 정량화(quantification)를 꼽았 

모든 구성원들은 조직문화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될 수 있으며， 이런 방법을 

통해 표본추출의 문제는 피하게 된다 전자의 방법이 저렴하다면， 이 방법은 훨씬 더 신 

속하다 또한 많은 표준화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정신분석학적인 속성들은 

다 

이미 알려져 있다-

연담을 함에 있어 조직구성원 내부자인 경우나 외부자 분석을 하는 경우 차이점은 잘 

대조되어 나타난다 내부자로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로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 

는 것들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관점에 대해 
4씨 

물어야 하며， 이내 조직의 서로 다른 부서들이 서로 다른 문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내부자에게 필요한 것은 면담을 할 때에 마치 조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응답자들을 대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며， 마치 아무 것도 모르는 것처럼 인터뷰 동 
’ 

안에 신속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한다 내부자로서 연담하는 이점의 하나로 외부자들보다 

더 자세한 것을 물을 수 있으며 섬층 수준의 문제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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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외부자들은 조직문화 면담에 있어 기존의 위치 (naive position)룹 적용하 

프랙티스 이들은 내부자들의 문화적 지식은 문화적 

의 특정 성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부자들은 칠문할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한다 외부자들은 응답자와 관계 및 신뢰를 추축함에 있어 더 노력해야 한다‘ 또한 외부 

자들이 극복해야할 불리한 조건은 문화의 내부 의미에 대해 자신의 고유한 해석을 대체 

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i 

95) 하는 것이다(Driskill & Brenton. 2004. p 
D 

τ
 

짙문을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다 효과적얀 면담 문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서베이 

우랴의 일반적인 확신은 문 표준화된 조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화를 측정함에 있어 ‘ 
화에 대한 심층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나 라더를 격려해야하기 때문에 확신 있 

더욱이， 확신 있는 분석은 표준화되어 있는 는 분석 (grounded analysis) 이 가장 좋다 

조사로 되기 위한 요인에 의한 제한보다는 문화에 대한 고유의 해석을 수정할 수 있는 

관계 적젤한 대한 문제에 사항은 위한 개발을 서베이 동시에 인터뷰와 기회이다‘ * 
구조적， 옵션(예 칠문의 필요한 문화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rapport)를 설정할 것， 

다양한 관점을 발표하는 

구성원틀에 대해 질문할 것 등이다 

그려나 이 두 가지 관점이 반대가 아닌 상보적인 관계일 것이다 컨설팅에 있어서 

운항을 명확하게 표현할 것， 대조적 선택사항들)을 개척할 것， 

베
ι
 

특정한 외적인 관점 도움을 준다 사용은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데 치마킹의 

(external perspecti ve)은 내부 분석 (internal analysis)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이슈이다 오래된 매우 있어서 행동과학에 문제는 확보하는 정보를 있는 타당성 

Argyris (1 970)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방법은 자신들이 타당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연구와 관련된 사람 

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연구자에 대한 정보의 전체 

unobtrusive measures를 사용하는 것은 조직연구에서 가능하지 않다 

프로세스와 연구를 관리 

, 

자발성 조직구성원들의 제시하는 정보를 있는 타당성 방식은 (administering)하는 

( willingness)을 결정하는데 상당부분 작용한다. 연구방법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 연구 ‘ 

의 프로세스는 결과에 매우 중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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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문화변화 측정의 주체 
관점 측정주제 특성 장점 단점 기타 

전사규모의 기업문화 측정 

최고경영자 추진 가능 그 효과 역시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됨 장기간의 조직 

중간괜1자의 초뼈가 있으면 
생애에의 참여를 통해 

조직문화 및 조직문화 변화의 
문화에 대한 심층적 

연구자의 
계층별 중간관리자 

측정은 훨씬 더 기속화될 수 
이해를 발전시킴 

관점이 

내부자 。λALn으 
자료의 풍부성， 자료에 

드러나지 

관점 일반구성원의 참여는 
대한 맥락파악 

。~jL

일반구성왼 궁극적으로는 필수적이나 
( contextualization) 

비용 
통찰력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림 
강한 경청 (empathic 

소모큼 두가지 

부서별 
기업문화부 기업문화 전담부서가 있는 listening) 등을 꼽을 

8。ι~~

(회장비서실)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아 흔히 T A 。끼λ1으D 
상보적 

기획부서 주관으로 전사적 관계임 
타부서 

차원에서 조직문화측정을 실시함 

벤치마킹의 사용은 

조직의 강점과 약성을 
조직의 

파악하게 해중 

외부자 연답 벤치마킹 등의 방법을 면담 등의 방식블 
역사를 

관점 
컨섣팅 회사 

주로사용 통한질문은 
완전하게 

구성왼들에 대한 표면 
이해할 

타당도를가칠 수 
끼 A • 。(d%

있게 해줌 

기타 CEO 평가단 조직을 보다 객관적으로 

혁신관련부처 평가헬 수 있음 

컨설팅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방법들을 통합한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위계적 수준 

(hierarchical level) 및 서로 다른 부분(departments)에서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시 

작한다 이러한 인터뷰의 기본으로서， 측정도구(instrument)가 선택되거나 표준화된 측정 

도구(standardizcd instrument)가 조직」춘유(organization-specific)의 문제들과 결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질문은 구성원들에 대한 더 큰 표면 타당도릎 가질 수 있 

게 된다 보고서는 질문지의 결과뿐만 아니라‘ 변담을 바탕으로 직성된다 외부자와 내부 

자관점은 결합된다 이러한 결합을 현실화하는 또 다른 방냄은 더 나은 수준의 논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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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칠문지 결과가 피드백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의 시작은 외 

부자 관점에서 시작되고 내부자 관점이 뒤를 이어 진행된다- 인터뷰 또는 집단 논의는 

질문지의 주요 결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디에서 조직문화를 측정할 것인가? 사회과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연구방법에는 개별연구자가 추구하는 연구의 목적과 대상， 현실적인 실용성， 그리고 자 

료에의 접근가능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홍두승， 2000)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으로 실험， 참여관찰， 내용분석， 조사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조직문화의 측정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조직내부자와 조직외부자 측면에서 다양하게 측 

정할 수 있다 먼저， 실험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일단 통제한 후 하나의 변수가 또 다 

른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설험의 방법은 자연과학 

에서처럼 비교적 틀이 잡혀있는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심리학이나 교육학 등 사회 

과학에서도 일반화된 지식을 얻는 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실험은 다른 변수들의 영 

향을 일단 배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반복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이 참여관찰에 비해 높고， 논리적으로도 엄밀하다 그러나 실험은 인간의 행동을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관찰한다는 점과 실제 상황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점들이 

많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실험의 상황에서 얻은 결과가 반드시 실제사회에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측정주체에 상관없이 참여관찰법은 직접 참여해서 현상을 관찰 · 기술하는 방법이다(홍 

두승， 2000 , p. 40). 예를 들어 영세민의 생활양식과 의식성향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영 

세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가 살펴보고， 필요시 그 지역에 직접 들어가 거주하연서 

관찰하기도 하는 것이다 참여관찰의 방법은 인류학적 현지조사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 

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문화인류학 분야에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예， 전경수， 

1977). Bruyn (l966)은 참여관찰자는 피관찰자의 생활 활동과 감정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그 자신도 변화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참여관찰자는 관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의 정규적인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발하면 특정의 역할을 강요하거나 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 

직문화 측정에 있어서 또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내용분석이다 내용분석을 연 

구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부터 이며， 그 동안 사회학 · 인류학 · 커뮤니 

케이션학 • 정치학 등에서 많이 사용해 왔다 내용분석은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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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에 직접 접근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분석이 불가능할 때 

쓰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구대상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와 피연구자 간의 상호작용이 

응답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피연구자의 진술을 내용분석하여 필요한 자료 

를 얻을 수 있다 내용분석은 그 자체가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연구 

방볍， 예컨대 질문지나 면접자료의 결과에 대한 보조적 자료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한편， 조사연구는 사회과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비교적 오랜 역 

사를 가지고 있다 조사연구는 사회과학적 연구 이외에 언론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나 상업적 조사전문기관 등에서 행하는 시장조사에서도 흔히 이용되고 있다- 사회조사는 

센서스조사 (census ， 총조사)와 유사하지만 센서스가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임에 

비해 조사연구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다는 점이 다르다. 조사연구는 

대규모 모집단의 특성올 기술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실험과 마찬가지로 반복성과 변수통 

제 가능성의 정도가 높으면서도 실험에 비해 융통성이 많은 편이다 

이처럼 조직문화의 측정주체들은 조직문화 연구의 대상과 방법에 따라 측정 장소가 달 

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조직문화의 측정주체들은 언제 조직문화를 측정할 것인가 다음 

절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3 언제(When) 문화를 측정할 것인가? 

조직문화의 측정은 정기적 진단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의 발생을 계기로 실시할 수 있 

다. 이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특별한 아픈 곳이 없어도 정기 

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것처럼 조직문화의 측정 역시 정기적인 진단 차원에서 실시휠 

수 있다. 또한， 병이 발생할 때 전체적인 신체 상태를 진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문 

화의 측정도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이휘칠 수 있다 

1.l 정기적인 문화의 진단 

사람이 특별한 병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하는 것처럼， 조직도 정기적으로 

문화를 진단할 수 있다 오히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진단을 받는다변， 그 순간은 

이미 늦을 지도 모른다 마창가지로 조직 역시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보다 발전적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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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바람직한 문화 

미래에 나아갈 변화를 위해 현재의 문화 상태를 측정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방향이 무엇인지 비전을 설정해야 하며 현재의 상태를 근간으로 해서 약점과 강점이 무 

엇인지를 파악해 그 격차(gap)릎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조식의 어떤 부분올 변화시킬 

지， 예를 들면 조직의 기본 가치나 신념 조직구조 및 프로세스 등 여러 측면을 변화시 

킬 지를 설정하고 그로 인한 비용과 변화시기 등을 정해야 한다 

자료왼 Dolan & Garcia. 200 1. p 113 

〈그림 4> 조직문화의 진단 

"'1 、l。사 WhM ‘ 。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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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부분은 어느 단계에서 조직문화변화릎 측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기업문화는 기업체마다 다르고 그 형성과정도 다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기엽문 

화의 변화와 개발은 기업체의 성숙단계에 따라서 그 방법과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학종. 1989) 즉. 문화변화의 속성은 조직이 어떤 성장단계에 위치하는가의 여부에 따 

라 달라진다 (Schein. 1985) 집단의 생명 (l ife) 에서 문화의 기능은 집단이 성숙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Schein. 1987) ‘ 집단이 처음 형성되면， 그 진화하는 문화는 안정적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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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가능한 환경을 형성하고 의미， 정체성(identity) .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제시한다 동일 

집단의 많은 세대들은 문화가 매우 잘 배태되고， 전통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집단 내 

의 더 보수적인 요소들， 구세대들의 가정과 가치를 강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문화는 계속적인 안정성 (stability)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외부 환경 (external changes)에 

보다 민김한 집단의 어느 한 부분(segments)에는 의미와 정체성을 더 이상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counterculture’가 젊은층， 집단 내의 외향적인 요소들에 의 

해서 형성되고， 전체 집단 문화는 통합성(integrity)의 상실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된다 

(Martin & Siehl. 1983) ‘ 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 혁명， 구조조정 등이 일어나게 되면， 물 

론 프랑스‘ 미국 구소련 연합， 중국은 주요한 혁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는 적었 

지만，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 (cultural paradigm) 이 창출될 수 있다 

변화의 종류는 조직의 발전적 단계뿐만 아니라 조직이 해벙되고(unfrozen) . 변화의 

준비가 가능해진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이는 외부로부터의 위기 또는 변화를 향 

한 내적인 힘 때문이다(Schein. 1980) 기존의 문화를 해빙시킬 수 있는 힘 은 조직 발 

전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서로 달라칠 것이며， 변화의 특정한 메커니즘은 특정한 발전 

단계에서 특별한 관련성을 가칠 것이다 

1.2 특정 사건 발생 시 문화의 진단 

조직문화의 측정은 정기적인 주기를 가지고 측정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특정 사건， 

예릎 들변 기업의 인수 · 합병이나 조인트 벤처 등의 형태로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에 조직문화를 측정하기도 한다 문화가 만나는 경우는 한 기업이 다른 하나를 획득할 

때， 즉 두 가업의 합병이 일어나는 경우 또는 두 기업이 조인트 벤처에 참에할 때이다 

(Schein. 1985) 합병은 항상 둘 중 하냐를 지배적인 (dominant) 것으로 만들지는 않 

으면서， 문화를 조화시키려고 한다 인수에 있어서， 인수당한 조직은 자동적으로 인수기 

업의 거대 문화 속에서 하위문화(subculture)가 된다 조인트 벤처의 경우에 새로운 조 

직은 처음부터 두 문화를 연결하면서 시작한다 각 경우에 있어서， 혼합 또는 융화 

(assimilation)의 문화의 문제는 전체의 새로운 단위 ( unit)가 공유된 역사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혼란스러워지고， 따라서 하나 또는 또 다른 하위단위는 열등의식 

과 위협， 분노， 그라고 벙어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Buono. Bowditch. & Lewis. 1985: 

McManus & Hergert. 1988)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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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공개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 공유되거나 양립할 수 있는 기술， 공유된 사 

업 목표， 재무적 양립성 (financial compatibility). 공통된 시장과 제품 시너지-의 경 

우 이러한 프로세스를 주도한다 두 조직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매우 상이하고， 

사업과 인적 프로세스(human process)에 대한 기본적 가정이 실제적으로 갈등을 겪게 

될 때까지 너무 늦게서야 얄게 된다. “문화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야할 측면(기업의 철학 

또는 스타일， 기술적 원천 (origins) . 이것틀이 바로 기본적 가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 

며， 사명과 미래에 대한 신념， 내적으로 그 자체가 조직화되는 방식 같은 측면)들이 거 

의 체크되지 않고 있다 인수， 합병 또는 조인트 벤처에서 문화적인 부조화(cultural 

mismatchl은 재무， 제품， 마케팅의 부조화만큼 커다란 위험이다. 합병 또는 조인트벤 

처로 연결되는 협상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증대한 공식척인 문화측정아 가능하 

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각 주체들이 새로운 조직에 볼입하기 전까지는 중요한 차이들 

발견하지 못한다는 위험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합병 또는 조인트 벤처가 공개적으호→ 발표되면， 공식적 평가(formal assessment) 

를 하게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는다 각 조직은 각 문화단위로부터 참가자들의 

통등한 수를 가지고 태스크포스(task forces)를 구성할 것이다 이러한 태스크포스는 

인공물， 표방 가치， 사명， 목표， 수단， 측정， 조정 메커니즘， 언어， 집단의 경계 (group 

boundaries) 및 지위와 보상 체계의 주요 영역에서 공유된 암묵적 가정틀을 측정해야 

한다. 사실상 인수 · 합병， 그리고 조인트 벤처를 계획하고 있는 조직 내에서 그러한 활 

동을 위한 자신의 준비의 일부로서 문화측정을 하여야 한다. 조직은 자신의 문화에 대해 

서 가능한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마주치는 두 개의 문화는 앞서 논의된 측정의 종류릎 초월해야 하 

는데，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 공유된 개념에 대해 동일 의미를 사용하는 것도 얄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dialogue)는 참가자들이 사고 과정 (thought process l 의 기본 

을 형성하는 가정에 대한 고찰을 시작하기 위해 충분히 긴장을 풀고 대화하는 형태이다 

(Isaacs. 1993; Isaacs. 1999; Schein. 1993)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대화 과정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를 참가자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대화의 완급을 조 

절할수 있다， 

조인트 벤처 , 파트너십 , 합병 또는 인수가 참가주체들이 각자‘ 그러고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단계라면. 계획자들은 새로운 조직에서 사용하게 될 전략， 목표 빚 수단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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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에 대해 초점을 둔 대화를 조성해야 한다 구조와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구체화되 

면， 매우 중요한 다음 단계는 명백한 차이를 창출해낸 기본 가정이 무엇인지를 사려 깊 

게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re f1ecti ve process’에 있어서 핵심은 스스로의 가정을 먼저 

고찰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대화의 모든 당사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도전 

하고， 명확히 하며， 구체화하려는 충동들을 유보시켜야 한다 대화의 속도를 낮추면서， 심 

층적 수준의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얼마나 많은 인지 (perceptions) , 사고 

및 느낌들이 학습된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 

화， 즉 자신의 집단정체성과 자신의 사고가 지니고 있는 배경 색채 (background color) 정 

도에 이르기까지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조직문화는 정기적인 진단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에 측정될 수 있 

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조직문화를 측정하는가? 예를 들변， 기업의 인수합병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서 조직문화의 측정이 활발한 작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

M&A를 통한 기업간 결합현상은 이미 현대 기업경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으며， 오 

늘날 그 추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박원우 & 백광일， 2002 , pp 71-72) 세계 산업계 

는 구조조정에 의해 끊임없이 재편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세계 산업계의 역 

사는 구조조정의 역사라고 할 만큼 업계의 지도는 업체 간의 결합 · 협력을 통해 끊임없 

는 변화륜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상황 하에서 ‘기업 간 구조조정’이 ’기업 내 

구조조정’보다 한층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한 기업의 경영요소의 모든 

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내 구조조 

정’만으로는 그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 반해 M&A의 결과는 

매우 초라하며 다분히 회의적이다 그 결과는 조사한 기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 

M&A를 감행한 기업들 중 50-75%가 실패에 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세히 부정적 

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높은 M&A의 실패율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되 

었다‘ 그 주요 원인으로 M&A 관련 전문기들은 한 목소리로 문화충돌 등과 같은 기업 

의 문화적， 인적자원 측면의 미숙한 관리를 그 주범으로 꼽고 있다(Gerard ， 1986: 

Mirvis & Marks , 1986: Schweiger , Ivancevich , & Power , 1987) 따라서 합병 

후의 관리를 위해서는 양기업 또는 다자간 기업의 조직문화를 측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인수합병과 같은 특정 사건을 통해 조직의 작업장의 특정이 점차적으 

로 다민족 또는 다국적 구성원들의 팀으로 이뤄지는 경우 팀 또는 조직문화 측정의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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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은 다양성의 증가로 인해 관리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팀구성왼이 공유하고 “설행하는" (enact) 규칙， 규범， 기대 DJ 
7' 역할의 발생을 흔 

합된 팀의 문화(hybrid team culture) 라고 일걷게 된다 이러한 문화의 발생은 집단 

조득..Q.... ol 
-, 1'-1 공통된 정체성 (common sensc of identity)음 제시하고 팀 구성의 자기평가의 

근거를 제시하며 팀의 상호작용과 성과릎 촉진하게 된다(Casmir. 1992: Klimoski & 

Mohammed. 1994) 따라서 다양성의 증가로 인해 국적， 문화적 배경， 성， 인종， 기능 

적 배경 등의 측면에서 이칠성을 가진 텀 또는 조직의 증가함에 따라 이들플 적극적으로 

관리할 펼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조직문화의 측정은 더욱 더 탄력을 

받게 된다 

4 어디서 (Where) 측정할 것인가? 

사회과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추구하는 연구의 모처마 , -, 

대상， 현실적 실용성， 그리고 자료에의 접근가능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된다(홍두승， 

2000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으로 살헝 · 참여관찰 내용분석 · 조 

사연구 등을 뜰 수 있는데， 이러한 방볍은 그 측정 장소(p]ace)에 따라서도 분류를 한 

잠여관찰의 방법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현상올 파악할 수 있기 때 

문에 미묘한 어감상， 시간상의 변화 등 심층의 차원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중특히 이 것이다 

또한 연구설계 및 착수가 용이하며 융통성이 높고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 

용이 절감되는 이점도 갖고 있다‘ 그러나 참여관찰은 때로 객관적인 판단을 그르칠 수 

았으며， 대체로 질적 자료이기 때문에 대규모 모집단에 대한 기숭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 

지고 있다 。l 에 비해 조사연구는 대규모 모집단의 특성을 기술하는데 득히 유용하다. 

실험과 마찬가지로 반복성과 변수통제 가능성의 정도가 높으면서도 실험에 비해 융통성 

이 많은 편이다 다른 기법에 비하여 특정 연구결과를 사회행동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의 가능성이 높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수의 수가 많다는 점에서 큰 장접을 

갖는다 그러나 참여관찰에 비해서는 융통성이 떨어지고 연구대상을 피상적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조직문화의 측정은 조사대상 기업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거나 조사연구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한편， 조직문화의 측정은 여러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인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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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으로 구성된 다국적 집단 등에서 행해지는 조직문화의 측정은 단일조직에 비해 상대 

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만， 필요성은 많이 제기될 수 있다 사업장의 복잡성 및 업 

무 강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인력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되고 있 

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 어떻게 하변 다국적으로 구성된 팀 또는 구성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경쟁우위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편， 다국적 집단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이러한 집단이 조직문화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 

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록 이러한 다국적 팀 또는 집단의 조직문화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설증연구는 거의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예. Earley & Mosakowsk.i. 2000; Gibson. 1999; Show et al., 1996)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펼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조직문화의 측정을 필요로 하는 조직의 예로서 고성과 조직을 들 수 있다 

높은 성 과의 조직 문화에 대 한 관섬 은 Harvard , Stanford , MIT 및 McKinsey가 조직 문화 

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부정적 영향을 탐색하기 시작한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조직 유효성 및 문화 측정 영역은 여전히 난제에 

둘러싸여 있으며， 아직도 명확한 답이나 인정된 툴이나 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 

하면， 그러한 고성과 조직에서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De Witte와 van Muijen (1 999)은 

Cameron ( 1980)에 제기한 이슈를 다시 사용하면서‘ 문화측정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질 

문을 제기하였다 측정은 행동의 어떤 영역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누구의 관점 또는 

어떤 관점이 제시되어야 하는가， 어떤 분석 수준(level of analysis) 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사용되어야 하는가， 어떤 관련사항(referent) 이 도입되어야 하는가 

등의 물음은 문화 측정의 문제를 도입하는 다양한 범위의 접근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De 

Witte와 Muijen (1 999)이 제기한 물읍에 대한 영확한 답변의 부재로 인해， 이들은 조직문 

화의 측정 및 분석과 함께 이를 전략적 선택과 함께 연계하는 것을 학겨l와 컨설팅 조직 

어l 계속적으로 제시해 오고 있다 Sparrow .Qj- Gaston (1 996)은 조직문화와 풍토에 대한 중 

요한 측정들을 개발시킬 펼요성이 증가되어 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1990년대는 새로운 조직 형태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념， 고용 관계의 기본 및 심리학적 

계약의 출현과 함께， 조직의 속성과 형태에 있어 계속적인 변혁(혁명)이 일어났다 

Ruigrok와 Achtenhagen (1999)은 4가지 혁신적인 독일 기업에서 경제학적인 조직형태로 

부터 새로운 네트워크 조직형태(셀룰러 개인 또는 수평적 구조라고 일컬어점)토의 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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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찰하였고， 1992년에서 1997년까지의 기간에 중요성이 증대한 협력 (co-ordinationl 조 

기업에도 동일하게 이는 다른 유럽 역할을 발견하였다 직 메커니즘으로서 

적용된다(Ruigrok et al" 1999 1‘ 

조직문화의 

따라서 지난 50년 동안 조직문화는 조직학(organizational sciencesl의 행동주의적 측면 

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 인수와 합병. 조인트벤처， 전사적 

포함한 비즈니스 활통에 대한 조직문화의 중심성은 조직 또는 기업의 적합성 (fitl과 변화 

E 。

-0걷클「 품절 관리 

가 지역주의 (rcgionalizationl 빛 세계주의 (globalizationl에서 흔히 오르내리는 화제가 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조직문화 측정의 어버린 곳에서， 매우 명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다 

전사적 품질 관리 등 제반 비즈니스 활통 고성과 조직 또는 인수와 함병， 조인트벤처， 

조직문 그러면 이러한 곳에서 조직문화 측정의 필요성은 제기된다 발생하는 곳에서 。l

화의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다음 젤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 
5 , 어떻게(How tol 측정할 것인가? 

기볍 문화 자체에 대한 개념과 별도로， 연구자들은 진단기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 

1996) 

행동은 가지와 가정에 대해 항상 좋은 지표는 아니다 진단기법은 행동의 관찰과 분석， 

빚 문제에 대한 응답의 분류 등 보다 더 심층적인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칠적이고 양적인 접근방법은 서로 다른 문제의 유형을 고찰하는데 적합하지만， 이러한 

은 매우 다양하지만， 예외 없이 행동에 관한 연구를 모두 다루고 있다(Lewis ， 

& 사용된다(Kcith 함께 조
 
。종

 
아니며， 7내.Q_ 

~~ 띠는 성격을 정반대의 lJ}λ1 흐드"01 
。-"프 1 접근 

‘ 

t앙법의 사용 및 현상 

여기서 강 

특정한 연결 관계에 초점을 

도출된다 

과학적 

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을 중심으로 하는 섣증적 패러다임으로부터 

조되는 부분은 일반화가 가능하거나 문제점의 

두는 통계학적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많은 양적 연구틀은 객관적 진리 탐구， 

요소들 간의 

Strauss , 1998) 
,. 

이와 대조적으로‘ 칠적인 연구자틀은 보통 명백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현상학적인( phcnomenologica l) 전통의 한 부분이다 한 대상의 

양적인 연구자들은 그들의 자료와 분석 기볍에 신념을 두는 반면， 질적 전문가들은 다양 

한 해석 (multiple interpretationsl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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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로 다른 지향점은 이론 정립과 연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및 수집 자료의 종 

류에 대한 상반된 접근방식을 가져오게 된다 실증가능한 양적인 관점은 자료의 이용을 

통한 현 이론의 검증을 신뢰한다 이론적인 설명은 이러한 자료， 선행 이론， 선험적 논리 

(priori reasoning)로부터 도출된 귀납적인 성격을 띠며， 통계학적 프로토콜 (statistical 

protocol)이 지배한다 새로운 이론은 검층에 의해 제시된 관계를 설명한다 이와 대조적 

으로， 질적인 연구들은 보통 연역적으로 이론을 발전시킨다 이 경우 연구자뜰은 면담이 

나 관찰(observations)을 통한 개인적 경험과 관련된 근거를 고잘하면서 탐색적 틀을 구 

성 한다 

칠적·양적 

는두가지 

전통 간의 차이가 제대로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정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연구자들은 실제적으로 

같은 연구 내에서나 연구 프로그램 있다 따라서 

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접근방법을 연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처 

럼 결과를 연결시키는 것은 유악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적어도 새로운 칠문을 제기 

할 수 있다， 질적 접근방법은 계량적 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를 조사하는데 이용될 수 있 

다 양적인 기법들은 짐적인 분석을 토대로 발전된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조직문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조직문화관리 유형과 연계시켜 생각 

해 볼 수 있다. 조직문화의 관리 혹은 변화관리는 시간대와 관련조직의 수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박원우 & 백광일， 2002 , pp. 80-8 1) 즉， 기업문 

화(변화) 관리의 이슈가 〈그림 5)의 네 가지 케이스에 따라 문화관리 혹은 변화관리의 

의미와 방볍이 달라지게 된다， 물론 이들 네 개의 유형 또한 각각 세부유형으로 다시 나 

I 유형은 특정시점에서 한 기업의 문화를 파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는 문화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느냐가 주된 이슈로서， 기업문화의 개 

념과 분석방법이 주로 논의의 초점이 된다 B유형은 통일기업의 미래의 바람직한 문화 

와 현재의 문화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관련된 것 

5)에서 〈그렴 윌 수 있다 

이다 이때 문제시되는 것은 문화격차 분석방법과 문화변화관리의 방법이다 m유형은 서 

로 다른 조직이 결합하는 경우(예， M&A) , 그들 간의 문화격차 혹은 충돌로 인한 부작용 

을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서로 다른 조직의 문화를 파악해야 하고， 그틀 간 

의 결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 조직을 대상으로 하였던 I 또는 n유형의 경우 

와는 다르다.N유형은 서로 다른 조직이 결합하여 그들이 지녔던 기존의 문화와는 다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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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단일시간대의 단일조직에서 문화관리를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이 현재 생각하고 

느끼는 조직의 특성들을 기술하고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조직의 여러 측면들에 대한 진단 

(diagnosis) 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조직의 상태파악， 현안 진단 등을 위주로 주로 설 

문지를 이용한 양적인 측정방법을 활용한다 

둘째， 단일시간대의 복수조직의 문화관리와 측정을 위해서는 기업 간 문화충올을 파악 

할 수 있는 측정이 펼요하다 이 영역 연구들의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의 문화 혹은조 

직의 다른 요소(예를 들면 조직전략， 조직구조 혹은 조직의 환경적 득성)들과 조직의 문 

화와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박원우 & 방호진. 200 1. p 181 ) 이러한 연구주제 

들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이 개인 조직 적합성 (P-O fît) 에 관한 것이다 

이 영역의 주제들 중에서 P-O fît 분야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설행되고 있는 이유는‘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기에 있어 조직의 구성원블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다른 요소들 

의 경우에 비해 훨씬 용이하다는 방볍론상의 문제에 많이 기인하고 있다 개인 조직 적 

합성의 츠i처~요 --, 0 ~ 대표할 
/
←「 있는 것이 0’ Reilly와 그의 동료뜰(199 1)이 개발한 

OCP(Organizational Culture Profî!e)이다 OCP에는 개인과 조직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 

는 54개의 문항이 담겨 있다 이를 이용하여 조직의 프로펼 점수(profile score)와 개인의 

프로필 점수를 구한 후， 이뜰의 상관관계플 통해 적합도 점수를 도출한다 이러한 과정음 

프로펼 비교 접근 방법 (profile comparison approach)이라고 부른다 

셋째， 복수시간대의 단일조직의 문화관라는 현재와 이상문화를 측정하고 그러한 방향 

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시작될 수 있다‘ 소위， “바람직한 문화‘’라고 영영되 

는 것은 현재의 문화에서는 단순하게 유지될 수 있는 채택된 가치들의 집합이다 팀원， 

커뮤니케이션의 개방성，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입파워된 종업원， 높은 수준의 신뢰， 

수평조직과 유연조직에 있어 합의가 도출되는 의사결정 등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현 

실적으로， 대부분의 기업 문화에서 이러한 프랙티스들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위 

계， 높은 통제정도， 경영 특권‘ 종업왼과의 제한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경영진과 종엽원 

이 기본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가정--노조의 존재， 고충처리절차(grievance 

procedures) . 파업 권한 및 다른 인공물에 의해 상징화되는 진실 (truth)에 대한 심도 있는 

가정 을 근거로 문화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들은 조직에 깊숙이 배태된 것 

들이며， 새로운 경영진이 “새로운 문화’를 단지 주창했다고 해서 변화하지는 않는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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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조직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지향하는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의 불만사항 

부터 시작하여 조직의 비전 창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종업원들의 불만사항들은 조직에 깊숙이 배태된 것들이어서 변화하기 힘들 수도 

있다 따라서 조직문화의 측정 역시 경영비전이나 목표. 지향가치 등 보다 섣층적 수준의 

문화적 요소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서베이는 표방 가치가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 

는 일부의 가치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서베이 자료는 그러힌 가치들이 

적합성을 갖지 않는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종업원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는 왜 가치들이 적합하지 않으며， 이것들이 적합하기 위해서 문화에서 변화해야 하는 것 

을 조사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관찰이나 섬 

층 인터뷰를 실시하는 이른바 현장에서 조직의 현재모습과 지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포괄적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양적인 측정방법뿐 아니라 칠적인 측정방 

볍을 이용하여 조직문화를 측정하여야 한다 

넷째， 복수조직 및 복수시간대에서 문화격차의 분석 및 문화변화관리의 방법과 관련하 

여서는 다음의 세 가지 단계를 들 수 있다(Brooks & Dawes. 1999) 우선 단일조직의 두 

가지(또는 그 이상) 문화를 진단하고 이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구체화한다 두 번째로 

이상적인 미래의 문화적 특성을 구체화하며， 세 번째로는 문화관랴의 툴을 사용하여 현 

재 조직에서 이상 조직으로 옮겨갈 수 있는 변화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거의 성공에만 의존하는 것은 실패룹 부를 수 있다 Gagliardi (1986)에 따르면， 이 

러한 상황에서 문화는 더 이상 효과적인 조기경보시스템 (early warning system)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조직문화의 재창조(recreationl는 조직문화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관 

리적 개입 (managerial intervention l 이 된다 특히. M&A와 같은 활동들은 문화적인 발전 

을 촉진시키는 ‘펼수불가결한 위기’ (necessary crisisl로 사용될 수 있다 위기는 문화변화 

릎 시작하는 은유적인 ‘촉발재’ (trigger 1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합병에 관한 사건과 프로세 

스의 결합을 통해 변화를 위한 시스템 준비성 (system readinessl을 창출할 수 있다 

많은 조직들은 소위 부적절한 ‘현재의 상태’ (current statel 에서 교착되어 있으며. M&A 

를 통해 ‘이상적인 상태’ (desired statel로 나아갈 펼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상태 

를 정확히 진단하여 지향하는 이상적인 문화로 변화시컴에 있어서 필요한 전략 및 방법 

음 설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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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측정부분 및 측정방법 

현재 나타나는 현상(예 종업원 

n 불만족정도) 또는 문화적 특성 진단 

이상과 현실 간의 및 문제점 파악을 주로 측정하고 。1상 
현재 시점에서의 

문화적 특성 도출 
문화격차(문화충돌) 문화릎 파악하여 그 격차해소에 노력 

해소 서베이나 프로파일 (pro!ile) 등의 양적 

측정방법 위주로측정함 

m W 컨설턴트 등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복수기업 간 결합된 복수기업의 서베이부터 종업왼 및 경영진 인터뷰‘ 

문화격차(문화충돌) 현재와다른 내용분석， 참여관찰 등 다양한 방법 

해소 이상문화를 추구 고려하여 조직문화를 진단함 

복수시간대 

(동태적) 

시간대 

단일 시간대 

(정태적) 

단일 

조직 

밝
 집
 

조직 

의수 
~ 

‘ 

2002. p 81을 재얀용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함 박왼우·백광일 자료왼 
}‘ 

〈그림 5) 문화변화관리의 제 유형 및 측정방안 

1. 1 문화에 대한 양적 접근 방볍 ‘ 
수준에 한정되기 때문에， 측정 측정이 가시적이고 접근가능한 문화의 조직문화의 양적 

아 관점 (measurement perspective)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Ashkanasy. Broadfoot. & 

예를 들면. Martin(1992)과 같은 학자는 조직문화의 양적 측정방볍이 과거 

에 단일분석방법 (monomethod)의 바이어스(bias)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고 하면서， 이러 

Falkus. 2000) 

Martin이 문화연구에 있어서 양적인 

내용은 다수준 

한 단일분석방법은 지나치게 naive함을 지적하였다 

포함시켜야할 펼요성을 주장했음에도 

(multilevel) 빚 다방법 (multimethod)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Shein ( 1985)의 3가지 수 I~ 

핵심적 그 불구하고， 데이터를 

준별 유형화(typology)는 양적 및 칠적 측정볍에 대한 차별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더욱이， 

문화적 요소들이 participants들에게 점차 의식적이고 가시적으로 되면서. 이것들은 표준 

화된 측정 (standardized measurement)에 접큰할 수 있게 되었다(Rousseau. 1990) ‘ 예를 들 

어， 서베이를 이용해 Schein의 유형화(typology) 수준 중 가시적 수준을 효율적이고 표준화 

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반면， 문화의 심층 수준은 심층관찰(intensive observation). 

구성원의 관여 7.- 7J 
~， 

(involvement)를 통해서 조사될 수 았다(Ott. 1989; Rousseau. 1990; Schein. 1990) 

성층면접 (focused interview). 자가분석 (self-analysis)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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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의 요점은 양적 측정방법은 조직의 보다 덜 추상적인 수준에 대한 측정 수 

단이라는， 이 측정방법의 명확하고 연속적인 역할이다 그러나 양적 측정방법의 유용성은 

분명 조직문화의 보다 낮은， 가시적인 수준(shallower levell으로 한정된다 대신. Deal과 

Kennedy (1 982)가 주장한 대로， 문화의 3가지 수준은 특히 문화가 강할 때， 통합된다‘ 이 

러한 경우에 있어， 조직문화의 양적 측정은 문화의 심층적인 수준을 두드렬 수 있는 일 

종의 잠재성을 갖게 된다(Ott. 1989; Rentsch. 1990) 이제까지는 조직문화가 가치보다는 

인지된 프랙티스(perceived practice) 속에서 근본을 이루고 있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Hofstede. Neuüen. Ohayv. & Sanders. 1990). 조직의 경영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창문과 

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양적 측정의 잠 

재성을 강조할 만한 것이며， 서베이 방법은 조직문화 연구의 유용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특성이다 자기보고식 서베이 (self-report survey)는 반응자가 자신들의 현실 인식을 기록 

할 수 있도록 한다‘ 행위와 태도는 객관적 현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 

한 행위자의 인식에 의해 결정되므로(Rentsch. 199이， 현실보다는 지각(perception)에 의 

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분명 더 적절하다 조직발전의 견지에서 보면， 자기보고식 측정은 

조직구성원들에게 내적인 신뢰성 (internal credibility)을 제공하고， 이것이 바로 구성원들 

이 서베이 결과룹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양적인 

기법들과 서베이 측정의 다른 수많은 장점들에 대해 기술해 왔다 여기에는 데이터 해석 

에 있어 반복(rep!i cation) 및 횡단적 비교연구의 참작， 수용된 준거체계 제시， 조직의 문 

화변화 노력의 시작 및 평가 보조， 그리고 다변량 통계기법을 통해 분석가능한 데이터 

제시의 내용들이 포함된다(Cooke & Rousseau. 1988; Xenikou & Furnham. 1996). 

1.1. 1 조직문화 서베이에 대한 고찰 

Schein (1 985)은 직장 생활의 공통된 경혐의 결과로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게 되는 가정 

의 기본적인 패턴으로부터 문화를 도출해 낸다(Ashkanasy. Broadfoot. & Falkus. 2000) 

Grundy와 Rousseau( 1994)는 Schein( 1985)의 모형이 여러 다른 방식으로 개염화 

(construed)되는 복잡한， 다수준의 현상을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복잡성의 

관점에서 보면. Marcoulides와 Heck(l 993)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문화의 모수(parameter) 

를 기술하는 것은 그 한계점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견해 

도있다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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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에 대한 양적 분석의 한계를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은 Smircich (l 983)의 조직 

문화의 2가지 단면 간의 차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has) 것으로 보는 것과， 조직과 ‘동일 

함의는 향후 대한 추론에 이러한 존재한다 관점이 는
 

보
 

것로 어떤 시되는’(is) 

Schein (1 985)이 분류한 문화의 각 수준에서 서로 다른 연구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Rousseau (1 990) 는， 측정의 적정 수단은， 설명되어야 할 문화의 수준을 따른다고 하였 다 

문화의 외부 층(shallowcr laycr)은 구조화된 양적 기법음 사용함으로써 보다 잘 설명 다 

여기서 

되고 보다 잘 고찰될 수 있다 

Ashkanasy 등(2000)은 1975년에서 1992년에 겸쳐 발표된 18개 측정도구를 분류하였다 

측정의 샘플은 다음 표에서 제시되어 있지만， 모든 사항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주목할만한 예외사항은 조직문화와 리더십의 주요 국가 간 연구를 발천시켰다는 점이다 

‘ 

모집단에 대표성음 가지는 샘플을 이들은 선택한 18개의 측정치가 조직문화 측정도구의 

다음 표에서는 포뱃 (format) . 타당성 (validity) 및 신뢰성 구성하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reliability) 쁨만 아니라， 측정된 차원 (dimcnsion)의 수， 각 석도(scale)에 대한 문화의 수 

이라한 모수의 선택은 Rousseau (1 990)가 연구한 것과 유사하다 준을 제시하고 있다 ’ 
〈표 3)에서는 문화의 수준이 행위에서 신념 및 가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로 Likert-style의 응답척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측정도구는 포뱃에서 다르 

다 타당성과 신뢰성의 측면에서 Cooke파 Laffcrty (1986). O'Rcilly 등(991)이 제시한 척 

도가 신뢰성이 았고 구성개념과 기준타당도(criterion validity)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된다 

주요 관심사는 각 측정치가 저l시하는 문화의 

수준이다 각 수준에서 작동하는 측정도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화를 측정하며 , 이는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측정의 속성을 기술할 수는 있지만， 
v 

1.1 .2 관측연구에 대한 고찰 

서베이 연구에 이어 소위 기술적 연구의 두 번째 연구형태인 관측연구는 사람이나 사물， 

” 

사건에 대한 행동 패턴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얻는 

관측연구의 특정이라면 관찰 대상이 되는 사람 

이나 현상에 대해 연구자가 개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되었을 당시 

의 기록이나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관측연구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관측방법에는 구조화된 관측방법 (structured observation method)과 비구 

연구를 의미한다(이군희. 2001.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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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직문화의 측정도구 종합 

합의타당도 개념타당도 기준타당도 

저자 년도 1 /~-Zτ 자왼 유형 (Type) 포뱃 신뢰성 ( Consensual (Construct (Criterion 

Validity) Validity) Validity) 

Allen & 
1990 7 행위 Likert x 、‘

Dycr 

Kilmann & 

Saxton 
1983 4 행위 Paired X X x x 

Cooke & 
Lafferty 

1986 12 행위 Likert x X X 

Hanison 1975 1/2 15 typmg Rank 

Handy 1979 2 9 typmg Rank 

M‘a따rg양enson 1979 2 24 typmg Likert 

Organization 
Technology 1979 2 5 descriptive Likert 

ln따ltcrnational 

Glasel 1983 2 4 typmg Likert 

Harris & 
Moran 

1984 9 effectiveness Likert 

Sashkin & 
1985 2 10 effectiveness Likert x 

Fulmer 

Enz 1986 2 22 fit Likert x x x 

Reynolds 1986 ? 14 descriptive Likert X x 

o Reilly et 
1991 24 fit 낭sort x x x x 

al 

Woodcock 1989 2 12 effectiveness Likert 

Hofstede et 

al 
1990 2 NA descriptive Likert 

Lesscm 1990 2 7 typmg Rank 

PA 
Co이nsu비llting 1991 9‘ NA descriptive Likert 

Group 

Migliore ct 
1992 2 20 descriptive Likert x 

al 

자료원 Ashkanasy et al.. 2000 ‘ p 136 재인용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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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된 관측방법 (unstructured observation method)이 있다 우선 구조화된 관측방 

법이란 연구자가 어떠한 사실을 관찰하고 어떠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기록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병기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관측연구방법을 말한다. 이에 비해 비구조화된 관측 

방볍은 연구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현상에 대한 모든 관점을 연구자가 관찰하면 

서 진행하는 관측연구방법을 말한다 비구조화된 관측방법은， 관측자가 서로 다름으로써 

나타나는 바이어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내용은， 결론적인 

사실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검정대상이 되는 가설로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구조 

화된 관측방법은 탐색적 연구(exp!oratory research)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며 기업 내 

조직문화를 진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관측연구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관측연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것이 실제 행동에 대한 측정이라 

는 점이다(이군희. 2001. p. 201) 따라서 특정한 행동을 가정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 

생활 수 있는 바이어스가 관측연구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 진행자가 인터뷰를 진 

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바이어스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서베이 연구의 적 

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관측연구는 큰 무리 없이 적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특정한 행동이 관찰되었을 경우에 동기나 신념， 태도， 선호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그 행동의 기본인지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연구자의 의도에 따른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많은 비 

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관찰 대상자에게 사전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모르는 상태 

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관측 

연구와 서베이 연구는 경쟁하는 관계에 았다기보다는 서베이 리서치의 단점을 보완하는 

연구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l. 2 문화에 대한 질적 접근 방법 

질적인 접근방식은 서베이→유형의 측정과는 상반되는 방법으로， 현상의 계량화 

(quantification)를 지양한다 이는 Denison (l 996) 이 만든 풍토와 문화연구 간 차이 

의 기초가 되는 양분(dichotomy)이 될 것이다- 그는 이 두 종류의 연구가 구별되는 다 

양한 차원을 기술하고， 질적 방법의 사용은 문화연구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는 반면， 풍 

토는 비교 서베이 (comparative survey)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Denison은 포괄적 

용어인 ‘질적 방법’과 ‘양적 방볍’의 차이가 불확실하다고 보았다 실제 이러한 구분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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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예， Henwood , 1996: Symon & Casse!l, 1998) , Symon과 

Casse!l (1 998)은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차이는 결국 ‘red herring'이라고 하였는데， 이 

는 각 접근방법이 서로 다른 기초를 가진 반복체계 (epistemology)에 의한 정보를 전달하 

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기초적인 반복체계는 연구자가 조직문화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이해 방식， 측정방식， 그리고 자료의 해석 및 사용방식 측면에 반영되어 나타 

난다. 

문화에 대한 접근방식의 구분에 대해 Davey와 Symon(200 1)은 그들 스스로 ‘질적인’ 

Davey와 또한 채택하였다 방법을 연구와 절충주의적인 수정된 구체화한 성격으로 

적용된 ‘질적’ 방법은 2가지의 영역으 조직문화의 분석방법에 Symon(2001)에 의하면， 

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는 심리학적인 원리로부터 도입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 

이것은 Mohan( 1993)의 체계적， 관점으로부터 채택한 방식이다‘ 는 사회/인류학적인 

인지적， 상징적 접근방법 중 인지적， 상징적 방식의 분류와 유사성을 갖는다 여기서 체 

프레임은 양적 측정을 강조하고 조직구조와 기능을 고찰한다 인지적 프레엽은 인 계적 

지적 구도와 구성개념을 통한 ‘개인의 센스메이킹’(individual sense making)을 강조하며， 

상징적 프레임은 조직에서 은유(metaphors)와 스토리 (stories) 연구를 통한 이해를 강조 

질적 접근방법은 

individual sense making’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별 종업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이 

를 조직문화의 전반적 형상을 구축하려고 한 방법이 있다(집단간 차이를 포함) , 

도출된 관점으로부터 심리학적 따라， 프레임에 Mohan의 한다-

문화연구에 있어서 질적인 방볍은 repertory grid , Twenty Statements Test(TST) , 중 

요 사건법 (Critical Incidents) , 귀 인분석 법 (attribute analysis) , 담론분석 (discourse 

analysis)의 심리학적 방법과 민속지학(ethnography) , 스토리 분석 (story analysis) , 조직 

역사 분석 (analysis of organizational history)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의 서술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맺음말 
m 

앞서 언급한 

조직문화의 측정은 가장 기본적인 

보았다 기술해 조직문화의 측정에 대해 

조직문화를 제대로 진단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근거하여 이제까지 육하원칙에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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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문화의 측정은 격변하는 외부 환경에 직면하여 안 

정성을 유지하고 변화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지속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핵심적인 조 

직문화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진단적 도구를 갖는 것은 조직변화의 효과적인 관 

리에 있어서 특별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문화측정 관련 이슈는 현재도 많은 논의 

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은 부지l 한 섣정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문화측정에 대한 기존의 논의플을 정겸하여 종합할 펼요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문 

화측정의 이슈와 함께 조직문화에 한정되지 않은 국가 간 비교문화 연구 등의 이슈에도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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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the Studies on Effective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Culture 

ABSTRACT 

Won-Woo Park* 
Jee Young Seong** 

Al though the concept of organizational culture has been prominent in organizational 

and management literature since the 1970s. scholars still disagree on the best way to 

measure it. 30me writers have suggested the use of multiple methods (e.g .. Martin. 

1992; Rousseau. 1990). but these methods are often complex. expensive. and 

time-consuming. Nonetheless. it is important to explore the effective methods to match 

the contingency of each organization 

In this vein. this paper focuses on asscssment of cultures and seeks to examine the 

effective measurement of culture. Wc prcscnt our discussion in three méÚ or scctions. In 

the first. we raise questions about why organi- zational culture should be measured 

and about how the assessmcnt of organizational cultmc is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tingency of organization. In the sccond main section of the paper. we present a 

typology for classification of the mcasurement of culture drawing on ‘5W lH’ In this 

section. we address the object. subject. time. place. mcthods to measure the 

organizational culture. We also address quantitative methods such as questionnairc 

measmes and the qualitative method used in the assessment of organizational culture 

Finally. based on this discussion. we suggest some issues to be addressed 

in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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