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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마이크로소프트 의 CEO, 스티브 발머 (Steve Ballmer)는 넥타이를 

풀어 해친 체 사람들 앞에서 원숭이 춤 (Monkey Dance)을 추고 있다. 

근엄하고 위엄 있어야 할 한 기업의 CEO 가 왜 이토록 무대에서 

흥분했을까? 그건 바로 최고경영자가 조직원들에게 자신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보통 인간” 임을 보여주며 동시에, 말단 사원에서 부터 

높은 임원진까지 하나로 화합 시킴으로써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이렇듯 많은 최고경영자들은 비전 공유에 힘쓴다. 왜냐하면 

비전 공유는 조직원들의 동기부여, 목표 성취, 그리고 화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공유된 조직의 비전은 단순히 

전달되는데 그치지 않고,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금 

제각각 다른 프로세스 (Process) 을 통하여 재평가 되곤 한다. 즉, 

비전은 기업의 최고경영자에 의하여 발현 되며, 이후 통합, 전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직 구성원에게 공유 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비전 공유 프로세스는 생각 만큼 쉽게 진행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 기업의 비전은 공유 과정에서 수 없이 많은 제약 요인들을 

만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업의 성격, 산업, 그리고 조직원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해 비전의 공유도 는 큰 차이를 보이곤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이 자사의 비전을 상이하게 공유되는 

메커니즘을 추적해보고, 이러한 비전 공유의 차이를 유발하는 3 요소인 

직급, 근무부서, 근속년수에 의거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내 1 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실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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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실시 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1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나타 날 수 있는 대표성의 

오류를 극복하고 검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국내 

7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비전 공유도 차이를 조사 하였다. 그 결과 

비전 공유도 는 근무부서, 근속년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요어: 기업 비전, 비전 공유도, 직급, 부서, 근속년수 

학번: 2010-20470 

 

 

 

 

 

 

 

 

 

 

 

 

 

 



 7 

I. 연구배경 및 목적 

 

 “盲人摸象” (맹인모상) 이라는 사자성어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바른 눈과 깊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으로써, 사물을 보고 판단함에 

있어서 일부만 보고 판단 하지 말라는 뜻이 내포 되어 있다. 즉 어떠한 

사건을 보고 이해 함에 있어서 “장님이 코끼리 더듬 듯” 일부만 보고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견해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뜻 이다.  

 

그러나 많은 조직 구성원들은 “장님 코끼리 더듬 듯”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근거하여 조직의 주변 환경을 

인식한다. 기업의 비전 공유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속한 부서, 주변 환경, 경험을 토대로 조직의 비전을 다르게 해석하곤 

한다. 그렇다면 왜 많은 경영인 (조직에 모든 구성원 포함) 들은 자신이 

소유한 제한된 정보에 근거하여 한 조직의 환경과 전략을 결정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정보 비대칭 성 (Information asymmetric) 과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때문이다. 즉, 경영자가 지닌 

정보와 조직의 임직원들이 소유한 정보량의 차이 때문에 경영자는 

조직의 전략, 문제, 그리고 시장을 제한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한된 (Bounded) 기업 환경에서는 조직 구성원은 자신이 

소유한 정보를 제외한 다른 구성원들이 소유한 정보를 인지 하지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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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한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조직의 전략과 기업 환경을 판단 

한다.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이 소유한 정보가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많고 가치 있으며, 이를 더 신뢰 하는 경향이 크다 (Bernardo & 

Welch, 2001;  Hayward & Hambrick, 1997). 이렇게 왜곡된 “자기 

신뢰” 는 결과적으로 조직 구성원 간의 정보 공유를 가로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보/비전을 공유를 가로막는 요인 중에 “정보 비대칭 

성,” “제한된 합리성,” “왜곡된 자기 신뢰” 을 야기 하는 궁극적 

요인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조직 또는 조직 구성원의 어떠한 

특징들이 비전 또는 정보의 공유를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제 1의 요인이 

되는 것 일까? 본 논문에서는 위의 질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조직이 

자사의 비전을 공유함에서 있어서 영향을 주는 3 가지 요소 (직급, 부서, 

근속년수)를 토대로, 직급, 부서, 근속년수의 차이가 조직 구성원 간에 

비전 공유도 차이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알아 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2 가지 stage을 을 통하여 가설을 도출하며 동시에 이를 

사례 및 통계적 방법으로 증명 하였다. 이를테면, 먼저 비전 공유가 안 

되었을 경우 나타 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다양한 경영 사례를 통하여 

살펴 보았으며,  더 나아가 국내 A  기업을 상대로 사례 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 하였다. 그러나 Stage 1 에서 실시한 통계 조사는 단 한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조사에 쓰여진 자료의 대표성이 

부족하며, Stage 1에서 도출 된 통계 결과를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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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시키기에는 다소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내 7개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을 설문 하였다.  요컨대, 

본 논문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내 A 사의 사례 연구 및 통계 

조사를 비롯하여, 추가적으로 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통계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조직원들의 직급, 근무 부서, 근속년수의 

차이가 기업의 비전 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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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2.1 기업 비전의 정의와 속성 

많은 경영자들은 기업 아이덴티티 (Corporate identity) 와 기업 이미지 

(Corporate image) 를 혼용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차이를 

뚜렷이 구분하여 인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기업 아이덴티티는 

기업 이미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기업 이미지 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 개념이 내포 되어 있다. 왜냐하면 기업 아이덴티티는 기업 

이미지 처럼  기업 스스로 “What is the current perception and/or 

profile?” 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진실되게 “What are 

we?” 를 묻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Balmer, 2001). 즉, 기업 

아이덴티티는 고객에게 인지되는 이미지상 또는 연상체가 아니라, 기업 

그 자체, 즉 기업의 실체 이다 (김나영, 2006). 따라서 기업 

아이덴티티는 고객에게 인지 되어지는, 즉 수동적 속성 보다는 기업 

스스로 창출해 가는 적극적, 주체적 속성을 내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기업 아이덴티티는  기업의 스토리, 설화, 영웅담과 세레모니 

등과 같은 방법으로 조직 내 재생산 되며 한 기업이 나아 가야 할 나침반 

작용을 한다 (Albert &Whetten, 1985). 뿐만 아니라 기업 

아이덴티티는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활용되며, 때로는 기업을 움직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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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1(Dutton et al, 1994) 

그러나, 이러한 기업 아이덴티티의 주체적 속성 때문에 간혹 기업의 

비전과 혼용되어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기업 비전은 기업 아이덴티티와 

다르게 정의 되고 있다. 예컨대, Parikah 와  Neubauer (1993) 은 기업 

비전을 “조직이 지닌 미래에 대한 욕구” 로 정의한다. Kouzes 과 

Pozner (1996) 은 기업의 비전을 “이상적 속성,” “독특함,” “미래 

지향적,” 그리고 “이미지 성” 을 지닌 4가지 속성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혹자는 기업의 비전은 기업 전략의 형성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Balmer, 1995). 예컨대, Lipton (1996)은 기업의 

비전은 “미션,” “전략,”과 “문화” 로 이루어진 결정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그는 “미션”을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 

으로 정의 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Collins 과 Porras (1998) 도 

기업의 비전을, 핵심 가치와 핵심 목적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핵심 

아이덴티티” 와 “미래 지향성”으로 정의 하였다.  

이러한 “기업 비전”의 속성 때문에 Hay과 Williamson (1997) 은 

기업 비전 생성은 한 기업의 전략을 형성하는 첫 걸음으로 정의 하였으며, 

Parikh 와 Neubauer (1993), Vadermerwe (1995) 는 비전을 기업의 

전략을 실행시키는 원동력으로 정의 하였다. 더 나아가 Schoemaker 

                                                        
1
 Dutton et al, (1994)은 기업 아이덴티티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또한 기업이 특정 

이슈, 현상에 취하는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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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는 기업의 비전을 “기업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인식, 기업 발전 방향” 이라고 정의 하였으며, 이러한 공유된 비전을 

통하여 기업의 전략이 정의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비전은 주체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한 기업의 전략을 생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이다. 그렇다면 비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형성하고 

기업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2.2  기업 비전 공유의 긍정적 효과 

첫째, 기업의 비전 공유는 기업을 하나로 통일해주고 통합시켜주는 

긍정적인 매개체가 된다. Grunig (1992) 은 비전 공유를 통하여 조직의 

미션에 대한 공유와 가치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으며, 동시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지름길이라고 하였다. 예컨대, 1930년대 

마오쩌둥은 비전 공유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지도자이다. 마오쩌둥의 

붉은 군대가 국민당 군대를 대파한 사례를 두고 한 군사역사가는 그가 

붉은 군대에게 자신의 비전을 잘 공유함을 써 동기부여를 통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2, 라고 하였다. 이처럼 비전 공유는 조직원들을 동기부여 

                                                        
2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병사들로 하여금 매일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독려했으며 자신이 속한 부대의 임무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병사들 개개인의 능력을 크게 

신뢰했다. 다른 부대에서 전례가 없는 작전을 수행할 때면 지도자는 병사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했고, 자신이 내리는 명령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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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가 하며, 조직을 통합 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비전 공유는 조직이 나아가야 하는 미래상을 제시해준다. 애플 

(Apple) 사의 스티브 잡스 (Steve Jobs)가 i-pod 개발 하였을 때 i-

pod을 두고  “It’s as Apple as anything Apple has ever done” 

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후에 애플의 “Easy-to-use-technology” 

비전을 형성하는데 기여 하였으며, 이후에 출시되는 여러 제품에서 

소비자가 복잡한 기술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인터페이스 

(interface) 을 디자인하는 철학을 창출하였다.  

 

셋째, 공유된 비전은 회사의 핵심 가치 (Core value)를 창출 하기도 

한다. IBM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새뮤얼 팔미사노는 경영자가 기업의 

비전을 혼자만 알고 있을 때 보다 구성원과 함께 공유 할 때 비로서 

핵심가치를 창출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기업의 비전은 

경영자 혼자만 알고 있는 슬로건이 아니라 많은 조직원들과 함께 

공유해야 함을 뜻 한다. 이러한 그의 철학을 담아 내었던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내무 전산망을 통한 비전 공유이다. 그는 2003년 7월 23일 

회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IBM의 핵심가치 정립에 직원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며 동참을 권고 하였으며, 그 해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72시간 동안 새로운 IBM의 핵심가치가 무엇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밸 류 잼(Value Jam)’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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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의 이러한 비전 공유 노력에 힘 입어 당시 임직원 32만 명 중 

약 70% 이상이 참여했으며, 1만 개가 넘는 아이디어가 채택돼 IBM의 

새로운 핵심가치를 수립하는 데 사용됐다. (정동일, 2012) 

넷째, 공유된 비전은 조직 구성원에게 주인 의식을 불러 일으켜 주기도 

한다.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자포스 (Zappos.com)는 신입 

직원을 선발할 때 비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가 직원을 

선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한다. 자포스는 조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자사의 비전을 교육시키며, 신입 직원 각각에게 

자포스가 그들의 개인적 비전 및 가치와 일치하는 조직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비전과 가치를 자신이 얼마나 동의하며 이에 동의하여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권유한다.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회상의 비전을 잘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간주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이들에게 회사를 그만 두도록 하면 회사를 

그만 두는 대가로 2000 달러의 수표를 써 준다. 그 결과 이들은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조직원에게 강력하게 전파 할 수 있었으며,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동시 주인 같은 종업원을 선발 할 수 있었다 (정동일, 2012).  

 

그러나 모든 기업들이 이처럼 비전 공유를 통하여 긍정적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 GE의 로버트 나델리 (Robert Nardelli) 는 한때 잭 웰치의 

후계자로 꼽힐 정도로 GE에서 유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2000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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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건축자재 유통업체 홈 디포의 CEO로 스카우트됐다. 하지만 그의 

부임 후 주가는 물론 소비자 만족도까지 형편없이 떨어져 불명예 

퇴진해야 했다 (김성희, 2011). 그렇다면 왜 로버트 나델리는 잭 웰치와 

마찬가지로 비전 경영을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명예 퇴진 해야 

했을까? 이는 로버트 나델리가 기업의 비전을 올바르게 이해 하지 

못했다기 보다는 이를 공유하는데 실패 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비전의 생성과 공유 과정은 흔히 리더의 목적 의식을 조직 구성원에게 

전달하며, 구성원에게 자부심과 열정을 불어 일으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동일, 2002). 요컨대, 비전은 단순히 창조되는 것 

자체만으로써 기업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으며, 반드시 

“비전 공유” 과정을 거침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창출 함 을 알 수 있다 

(Hatch 과 Schultz’s, 1997).  

 

2.3 비전 공유에 관한 선행 연구 

지금까지, 비전 공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략 분과가 아닌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영역 및 조직행동 (Organizational behavior)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전략 경영 (Strategic 

Management) 분야에서는 지극히 미비하게 다루어졌다. 예컨대, Deal 

과 Kennedy (1982)는 커뮤니케이션이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이 조직 문화 창출 및 기업의 비전을 고착화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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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침을 밝혔다. 또한 신호창 & 윤선현 (2008) 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조직문화의 창출과 기업 목표 달성 여부에 관한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기업의 목표 달성 및 기업 비전 공유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조직 이론 분야에서는 기업의 비전 공유 과정을 

Vision statement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조직에 비전이 

발현되어 공유되는 과정을 기업의 CEO 의 성격, 조직 구성원의 동기 

부여,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반면 전략 

경영(Strategic Management) 분야에서는 기업의 비전이 형성되어 

공유되는 과정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며, 기업이 자사의 비전을 공유 

시 창출 하는 긍정적 효과에만 주목 하고 있다.  예컨대,  Collins 와 

Porras (1994), Peters 와 Waterman (1982) 는 조직원들에게 비전 

학습을 통하여 나타 날 수 있는 생산성 증대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Senge, Roberts, Ross 와 Smith (1994) 는 공유된 비전이 조직원들의 

학습 능률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다. 한편 조직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에서는 Chorn (1991) 이 비전 공유를 통한 조직 

구조 형성과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Brenne, Nunes, Shill 

과 Timothy (2007) 는 비전 공유와 조직의 진화와 혁신을 

연구하였으며, Labovitz 과 Rosansky (1997) 는 비전 공유를 통하여 

강력한 리더십과 견고한 조직 문화 형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처럼 

지금 까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 보면 비전 공유에 관한 연구가 주로 

리더십과 성과에 치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전 공유를 통하여 나타 



 17 

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만 주목 하였을 뿐, 비전 공유를 활성화 시키는 

요인, 방해하는 요인 등과 같이 조직 내 비전 공유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러한 제약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된 모델이 바로 

전사적 전략 경영 모델 (TSM: Total Strategic Management) 이다. 

TSM 모델은 기존의 비전 공유 모델과는 달리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 그리고 조직 내부의 구조적 

특징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차별적 요소를 지닌다. “전사적 전략 연구” 

은 서울대학교 조동성 교수가 개발한 전략 통합 모델로써, 조직의 전략이 

기업 내 얼마나 잘 흡수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전략 측정 

모델이며, 동시에 기업의 비전을 수립하는 CEO 의 비전이 기업 외부 

관계자와도 얼마나 공유되는지 한 눈에 진단 할 수 있는 모델이다. 뿐만 

아니라, TSM 모델은 기업 내부의 구조적 특징, (예컨대: 기업의 각 부서,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 비전 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한 눈에 

보여주는 유일한 모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TSM 은 다음과 같이 

4 가지의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를 통하여 기업의 비전 공유의 제약 

점을 파악 할 수 있게 설계 되었다.  

 

TSM 제 1 단계에서는 CSM (CEO Strategy Management)단계로써 

최고경영자의 비전을 기업의 가치로 연계시키는 총체적인 활동으로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증 조직 리더가 비전을 높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단계이다. 즉 다시 말하면 제 1 단계에서는 최고경영자의 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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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며 (Albert & Whetten, 1985; Dutton et al., 1994) 구성원 

비전 간의 통합이 이루지는 단계로써 (Stuart, 2002; Kiriakidou & 

Millward, 2000; Dutton, Durkerich & Harquail, 1994), CEO, 구성원,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전략이 조율과 통합되는 단계이다. 그러나 만약에 

제 1 단계에서 CEO, 구성원 간에 비전이 제대로 통합 되지 못 했을 경우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Nahapiet & Goshal, 

1998).  

 

제 2단계는 비전이 조직 내부에서 통합되는 “구조통합과정” (SIM: 

Structural Integration Model)이다. SIM 단계에서는 기업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사의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기업의 구조를 

형성해 간다.  

제 3단계에서는 기업에 의해 형성된 비전 이 구조적 통합 과정을 거쳐 

기업 전략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PIM 

(Process Integration Model) 단계이다. 예컨대, 제 3단계에서는 기업 

전략에 관련된 환경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 전략, 스토어 전략, 

제품 전략, 그리고 브랜드 전략 초기의 형성된 기업의 비전 과 통합되어 

관리 되는 단계이다. 이러한 PIM 통합 과정을 통하여 기업은 일관된 

기업의 비전을 공유 및 실행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 형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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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경영을 통하여 실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조동성, 2012) 

마지막 단계인 제4단계에서는 기업의 비전 이 고객에게 전달되어 

고객에게 평가, 피드백을 받는 단계로써, 올바른 기업 비전 평가와 

고객에 의한 피드백이 제공 되었을 경우 재무적 성과 등 지표 및 

유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시적 성과뿐 아니라, 학습과 성장, 

기업문화 등의 비가시적 성과도 창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마지막 

단계서 고객의 평가, 피드백을 받은 비전 은 다시금 제 1 단계로 

전달되어 재평가 받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업은 

초기에 자신들이 수립한 비전과 고객에게 평가되어 피드백을 통하여 

비전 과의 괴리를 분석 할 수 있다.  

이러한 TSM 분석을 통하여 기업은 자사가 추구하는 비전과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는 성과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분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에서 시작해서 성과로 귀결되는 전략경영프로세스를 

점검해서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TSM 은 

최고경영자가 주도하고 전 구성원 및 소비자가 참여하여 전략을 성과를 

일치시키는 경영혁신 모델로써, 고객 뇌리에 기업이 원하는 비전을 

각인시켜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작기 생존 성을 확보 할 수 있다 

(조동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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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TSM 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기업은 비전 공유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자사에서 비전 공유에 문제가 발생 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오류를 빠르게 파악하고 진단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TSM 모델은 각 

기업의 비전 공유 시 영향을 주는 구조적,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파악하고 

비전 공유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TSM 의 모델의 특징을 바탕으로 조직의 근무 부서, 직급 제도, 그리고 

근속년수의 차이가 비전 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2.4 기존 TSM 선행 연구의 제한점 

TSM 모델은 TIM (Total Image Management) 모델에서 출발 하였다. 

TIM 모델은 주로 기업의 비전 형성 및 공유 메커니즘을 중심이 아닌 

기업의 이미지, 아이덴티티 형성 메커니즘을 제시해주는 모델로써 주로 

기업의 이미지 형성 과정을 다루고 있다. 예컨대, 김보경 (2005) 는 

“기업 이미지 형성과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에서 TIM 모델을 

바탕으로 TIM 모델을 소개하고 기업 이미지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구체화 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에 진출해 있는 펌프 회사의 아이덴티티 

형성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고객이 인지하는 이미지를 연구 하였으며, 

TIM 모형을 구체화하는 연구였다. 김나영 (2006) 은 “전사적 이미지 

경영에 관한 연구” 라는 논문에서 지난 TIM연구에서 기업 내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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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적 요소에 의하여 기업 이미지가 창출 될 수 

있음을 사례 연구로 증명 하였다. 마지막으로 편유림(2007)의 “한국의 

국가이미지 경영” 이라는 논문에서는 TIM 모델을 국가 차원에 맞게 

수정하여 TCIM(Total Country Image Management)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따른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기업 이미지를 조사함에 있어서 칼러 이미지 

(Color image)를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기업 관계자와 고객이 

느끼는 이미지를 구체화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설문자가 기업 이미지를 

인식 함에 있어서 단순히 색깔이 주는 이미지가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한 색깔을 보고 설문자가 느끼는 이미지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색깔일 지라고 경영자가 연상하는 

색의 명도, 채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업 이미지가 창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노랗다” 와 “누렇다” “셋 노랗다” 의 기업 

이미지는 단순히 Yellow 라는 단어로 함축되어 표현 될 수 없으며, 이 

3개의 색깔은 노랗다는 개념에서는 동일 할 지 모르지만, 서로 전혀 다른 

이미지를 지녔기 때문이다. 둘째, 사례개발과 경영자, 구성원과의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 자료가 부족하다. 셋째, 기업 데이터를 수집 함에 

있어서 극히 일부만을 수집하는 표본추출 연구에 기반을 하고 있다. 넷째, 

기업 이미지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기업 내에서 비전이 형성되어 기업 

내 공유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무엇보다 비전 공유의 

실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넷째, 기존 T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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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기에, 대표성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정교한 Likert 7점 척도에 기반한 다중회귀 

분석 (Multiple regression)이 아닌 명목척도에 기반으로 하는 Chi-

square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중회귀 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이미지가 아닌 기업의 비전 공유 메커니즘을 연구 하고자 

한다.  

<그림 1: TS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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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가설 도출 

 

3.1 조사 방법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기업의 비전 공유의 중요성과 비전 공유에 

성공/실패 했을 경우 야기 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그리고 비전 공유에 관현 선행 연구 

(조직이론 & 커뮤니케이션, 전략적 측면) 들을 이론적으로 고찰 

해보았다. 뿐만 아니라, TSM 모델을 소개하는 동시에,  TSM 모델이 

기존 연구가 비전 공유 메커니즘을 제시해 줌을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TSM연구 의 제한 점을 간략히 살펴 보았으며, 더 정교한 검증 

방법이 필요성을 역설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제약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 가지 Stage 을 통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1 Stage 에서는 국내 기업의 사례 연구를 실시 하였다. 이를 통하여 

1차적으로 가설을 도출 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기업에 대하여 통계 

조사를 실시 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언급 하였던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2 Stage  에서는 서로 다른 기업을 대상,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하여 재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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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Stage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 조사를 실시 하며, 이를 다시금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통하여 가설 검증을 실시 하였다. 그러나, 제 2 Stage 에서는 

보다 정교 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히 다중회귀 분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검증함에 앞서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 을 통한 다중공선 성 검정, 문항의 신뢰도 

검정 (Crombach’s alpha test), 그리고 KMO Analysis 을 통하여 

가설 검정의 정교 성을 높였다.   

 

3.2 연구가설 

Nadler 과 Tuschman (1990) 는 기업의 비전이 잘 공유 되어야지만 

사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으며, 

Grunig(1992) 은 조직이 미션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비전 공유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기업의 비전 공유는 기업의 목표 성취는 

물론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비전을 올바르게 인지하거나 공유 하지 못했을 경우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어렵고,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비전 공유에 영향을 끼치는 3요소인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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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그리고 근속년수가 조직 구성원의 비전 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흔히 직급체제는 조직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과 비전 공유에 방해가 

되는 요소 라고 한다 (Hage, 1980). 즉 직급체제는 조직 구성원간 정보 

공유를 차단하며 통합은 저지 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직무불만족은 

물론이거니와 조직의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 이다. 특히 

직급체제와 같이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수직적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문화의 경우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비전 공유 더 

더욱 어렵게 한다 (Morden, Bowels, 1998). 또한 Grunig (1992)는 

직급체제의 속성 때문에 상하직급간 비전 공유/통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비전 공유 문제는 구조화된 조직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요컨대, 직급체계는 조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가로 막는 직접적인 요소가 되며, 이는 종국적으로 상하 직급 

간에 비전 공유와 통합에 큰 장애를 유발한다.  

그렇다면 왜 구조화된 조직일수록 비전 공유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는 조직의 직급마다 외부와의 노출빈도, 조직 관여도 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직급 낮은 지위의 사원들은 높은 지위의 

사원들 보다 외부인들과 더 많은 접촉을 하고 있으며, 높은 지위로의 

상향 커뮤니케이션 시 내용이 왜곡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빈도에 따른 비전 공유도 차이는 실제로 직급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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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조직일 수록 그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Grunig, 1992; 

신호창 &윤서현, 2008). 예컨대, 고객과 그리고 다른 외부인들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하위직 구성원들은 상위 직급의 구성원들에 비해 

조직에 적게 관여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잦기에 상위직급 구성원들 보다 

더 외부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반면 상위직급 구성원들은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에 깊게 관여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적은 관계로 하위직 

구성원 보다 상대적으로 비전의 공유도가 높게 나타난다. 요컨대, 

외부환경과 접촉 빈도는 조직의 비전 공유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첫 가설은: 

 

H1: 상위 직급일 수록 하위 직급보다 비전 공유도가 높을 것이다.  

 

Song 과 Parry (1993), Gupta, Raj, & Wilemon (1985a, 1985b, 

1986) 은 부서간의 통섭 (Integration)을 조직 관여도 차이로 정의 

하였다. 또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도 “효과적인” 전략적 구성, 마케팅 

등의 활동에는 부서간의 상호작용을 1등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Carlsson, 1991; Griffin & Hauser, 1992; Moenaert et al., 1994; 

Urban and Hauser, 1993). 예컨대, 기업의 핵심 부서 및 외부 접촉이 

적은 부서 일 수록 상대적으로 외부 접촉이 많은 부서 보다 부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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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협업 및 비전 공유가 많다. 이를테면, 영업 부서나 소비자 

보호실 같은 부서는 다른 부서들 보다 외부 접촉이 잦으며, 조직에 깊게 

관여하는 부서일 수록 여타 다른 부서들과 협업, 정보 공유의 기회가 

많은 반면 외부 노출도가 심한 부서일 수록 기업 내부자들과 긴밀한 정보 

공유가 원하지 않다. 부서간 상호 접촉 빈도와 외부 노출 도는 부서간 

커뮤니케이션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Ruekert &Walker, 1987; 

Woodward, 1965). Griffin 과 Hauser (1992) 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보 공유가 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오려면 먼저 부서간 상호 

통섭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두 번째 가설은: 

 

H2: 외부접촉이 많은/적은 부서 일수록 비전 공유도가 낮을/높을 것이다3.  

 

마지막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조직 내 비전 공유도가 상이 할 것이다. 

Finkelstein 과 Hambrick (1990) 은 Tenure (근속년수)가 더 긴 조직 

구성원일 수록 전략적 타성 (Strategic inertia) 가 더 많기에 조직 내 

전략적 변화를 잘 시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3외부접촉 적은 부서: 경영지원본무, 마케팅본부, 기획본무,  

외부 접촉이 많은 부서: 글로벌사업부, 영업본부,지사, 해외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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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가 적은 조직 구성원일 수록 전략적 타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전략적 변화에 더 개방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근속년수는 또한 조직 학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Henderson, Miller & Hambrick (2006) 은 

근속년수의 차이로 인한 전략 학습이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근속년수가 긴 조직구성원 일 수록 기업 외부와의 접촉이 서서히 

단절되며, 종국적으로 기업 내부에 정보에 의존한다고 한다. 이는 

환언하면 근속년수가 적은 구성원일 수록 외부와의 접촉이 더 잦으며 

외부의 유입된 정보를 통한 비전 학습이 더 활발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세 번째 가설은: 

 

H3: 근속년수가 많은 구성원이 근속년수가 적은 구성원보다 비전 

공유도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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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가설 검증 

 

Stage 1 (경영 사례 & 1개 기업 검증)  

국내 의류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A 사 는 창업 이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였다. 1991년 내려진 취사 및 야영금지 조치 때를 제외하면 IMF 

외환위기 시절에도 A 사는 꾸준히 성장했다. 매장수도 최근 5년간 174%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의류 브랜드로 도약했다.  

기업규모도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최근 4 년간 100 명이 

넘는 직원이 새로 입사하였으며 임금수준도 동종업계의 90% 이상 

따라갔다.   

 

이렇게 A 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경쟁력은 

바로 회장인 B 회장 자신이 지닌 아이덴티티를 기업 내 효과적으로 흡수 

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 다져진 경영 이념을 

하나의 기업 아이덴티티로 승화 시켰으며, 이를 꾸준히 조직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며, 상품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A 사는  

“전문성” 이라는 경쟁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패션화 물결에 요동치는 

의류 시장에서도 꿋꿋하게 A 사 만의 독자적인 시장 영역을 확보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A 사는 날씨를 예측하여 판매 수요 예측 솔루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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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함으로써 자사의 경쟁력을 높여 갔다. 차별화된 판매 예측 솔루션과 

경영 이념으로 무장한  A 사는 업계 선두주자인 외국 브랜드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 하였으며, 2012 년에는 연 매출 

5,000 억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B 회장은 자신의 경영 이념, 즉 경영 비전이 현재 종업원들에게 

올바르게 공유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적지 않는 의심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 비전을 공유하는 과정인 체육대회의 참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가 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A 사의 비전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지 않음을 최근 의뢰환 컨설팅 회사로 부터 확인 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B 회장의 강한 비전 공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하, 부서간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자사의 비전도 서로 다르게 

인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물론 현재는 비전 공유도 차이의 수준이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하나, B 회장은 자신의 경영 비전이 A 사 

내 공유 되지 못함을 염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전 공유의 메커니즘은 

직급체제, 근무 부서, 그리고 근속년수의 차이에 의해 좌우 됨을 전달 

받은 B 회장은 자사의 비전 공유도 를 진단하고 자신의 비전을 효율, 

효과적으로 조직원들과 공유하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A 사의 비전 공유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또한 비전 

공유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나타 날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사례를 통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A 사의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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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A 사를 대상으로 IPS (산업정책연구원) 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통계 검증 하였으며, 비전 공유도가 직급의 차이, 

근무 부서의 차이, 근속년수의 차이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 조사를 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비전 공유도 

는  
비전 숙지   비전 공감

 
 의 평균값 (Mean) 을 선정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직급, 근무부서, 근속년수의 차이에 따른 비전 공유도 를 알아 

보았다.  

 

Model 1 을 살펴본 결과 A 사에서는 직급의 차이에 따라 비전 공유도 에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은 반면, (회장=1, 부장/차장=2, 과장/대리=3, 

사원=4, 계약직=5, 인턴=6 으로 코딩) 직급이 하락함에 따라 비전 

공유도 소폭적으로  (t=-0.142) 하락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 지만, 

직급이 상승함에 따라 비전 공유도가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찬 가지로 Model 2 에서는 직급을, Model 3 에서는 직급, 부서를 

통제한 상태로 각각의 요소들의 비전 공유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1>의 Model 2 에서와 같이 근무부서는 비전 

공유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이하지 않으며, 도리어 근무부서가 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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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관여 하지 않은 영업부, 글로벌 사업부, 지사, 해외지사 등과 같은 

부서가 비전 공유도가 높음을 확인 하였다 (경영지원본무=1, 마케팅 

본부=2, 기획본부=3, 영업본부=4, 글로벌 사업=5, 지사=6, 

해외지사=7 으로 코딩). 또한 해당 부서가 외부의 노출도가 증가 함에 

따라 비전 공유도 또한 소폭적으로 상승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두 번째 가설은 A 사의 경우 채택 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근속년수가 많은 조직 구성원일 수록 그렇지 못한  구성원 

보다 비전 공유도가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 한 수준의 차이가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A 사의 비전 공유도 와 근속년수와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Model 3 과 같은 결과가 도출 되었다. Model 3 에서와 같이 비전 공유도 

는 근속년수가 높아짐에 따라 소폭적으로 증감 함을 알 수 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는 아니지만, 근속년수 변화에 따른 

비전 공유도의 평균값의 변화를 살펴 보면 대체적으로 근속년수와 비전 

공유도 는 양의 방향으로 비례함을 알 수 있다. <표 2, 3, 4 비전 공유도 

와 직급/근무부서/ 근속년수의 평균값 비교 Table 을 참고 할 것> 

그러나 Stage 1 에서의 연구가 의류 산업에 국한되었다는 점과, A 사의 

기업 특수성을 감안 할 때  A 사에서 도출 된 결과는 다소 객관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 Stage 에서 7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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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7개 기업)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의 벤처, 중소기업, 대기업 총 7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였다. 그 중 92 개의 표본이 

수집하였다4.  조사대상의 문항별 응답자와 빈도 는 <표 5> 와 같이 

나타난다.   

본 논문의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Likert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직 구성원이 자사의 비전을 얼마나 잘 공유하는지 설문 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STATA 12.0 을 이용하여 먼저 

문항간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는지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를 먼저 실시하였다 <표 6>. 그 

결과 <표 6> 과 같이 문항간 상관관계가 0.8 이하로 낮은 상관계수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문항간 다중공선 성이 의심 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후 문항의 구성 타당도 (Construct validity) 를 

검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추출모델은 주성분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중의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요인은 고유치 (eigenvalue) 가 1 

이상인 요임만으로 추출하였으며 요인 적재치가 0.4 이상인 문항들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표 7> 에서와 같이 단 1개의 요인이 

                                                        
4 기업의 회장일 경우는 특별한 근무부서에 속하지 않기에 근무부서와 비전 공유도를 

측정하는  Model 5 에서는 단 91 개의 표본으로 검증 실행. 단 Model 3 에서는 1 개의 

결측값이 발생하여 91 개의 표본으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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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되었다. 또한 KMO 검정을 통하여 표본 적절치를 검증 한 결과 <표 

8> 에서와 같이 연구에 사용된 문항의 표본이 적절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항의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알파 검정 

(Cromback’s alpha test)을 실시한 결과 0.6 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에 사용된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검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7개 기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Model 4, 5, 6 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Model 4 에서 볼 수 있듯이 직급 차이는 

기업의 비전 공유도의 차이를 유발 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직급에 따른 비전 공유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t 값 (t=-0.115)을 

살펴 본 결과 직급이 하락함에 따라 비전 공유도 는 소폭적으로 하락 

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Model 5 에서 직급차이를 통제한 상태로 근무 

부서의 차이가 비전 공유도 차이를 유발하는지 여부를 검증 해 본 결과 p 

값이 p<0.000 으로 크게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Model 2 

와 마찬가지로 본 논문의 가설과는 반대로 도리어 조직 내 깊게 관여하는 

부서가 비전 공유도가 낮으며, 외부 노출이 높은 부서가 비전 공유도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0.300).  

 

마찬가지로 직급, 근무 부서를 통제 한 채로 근속년수의 차이와 비전 

공유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Model 6 과 같이 비전 공유도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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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에 따라 p<0.1 수준으로 소폭 (t=0.184)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비전 공유도 는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며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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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한계점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1개 기업과 7개 기업 모두를 실증 검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직급에 따라 비전 공유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직급이 하락 함에 따라 t 값의 

변화를 살펴 보면 소폭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직급이 상승 

함에 따라 비전 공유도 는 상승한다) 또한 <그림 2> 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비록 뚜렷한 패턴은 분석이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직급에 

낮아짐에 따라 비전 공유의 하향화가 관찰 되었다. 환언하면, 직급이 

상승함에 따라 조직의 비전의 숙지도 와 공유도 는 상승 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는 직급체계의 조직에서는 직급마다 외부에서 유입된 

정보의 소유가 상이 하며 직급에 따라 외부 정보, 또는 조직의 한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자신이 소유한 제한된 정보로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신호창 & 윤선현, 2008). 뿐만 아니라, 직급 체제 에서는 상위직급 

자는 고객들에게서부터 온 시그널을 하급자들을 통하여 전달 받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직급체제인 조직에서 하급 직급이 상급 직급 보다 

조직에 적게 관여하며 외부에서 온 시그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신호창 & 윤선현, 2008). 이를 통하여 첫 번째 가설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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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본 논문의 가설을 지지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근무 부서와 비전 공유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A사와 7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모두 가설을 지지 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A 사와 

7개 기업 모두 근무 부서의 외부 접촉 빈도가 늘어 날 수록 도리어 비전 

공유도가 높아지며,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접촉이 잦으며 부서가 반대로 

비전 공유도 작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A사의 경우는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오로지 7개의 기업의 

사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그림 

3> 에서와 같이 조직의 각 부서의 비전 공유도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도리어 외부와의 접촉이 잦은 부서 일 수록 기업의 비전 공유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유교 (Confucianism)에 근거한 한국 국가들에게는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동양 문화권의 

기업들에서는 조직 자체를 기업이 아닌 가족으로 인지하기에 조직에서 

멀리 떨어진다고 하여 가족의 유대감이 끊이지 않고 도리어 더 강화돼 듯, 

기업의 비전의 공유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Cho & Park, 1998). 

이를 통하여 볼 때 근무부서의 차이가 비전 공유도 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가설을 채택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속년수와 비전 공유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비전 공유도 

는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소폭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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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184). 그러나 p 값이 0.1 이하 라는 점을 감안 할 때 근속년수에 

따라 비전 공유도 에 관한 가설은 본 논문의 유의도 판정 기준인 p<0.05 

에 미치지 못 하였다. 따라서 본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 결과를 보면 본 논문의 가설이 

하나도 채택 되지 않았다. 물론 한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표본은 

애당초 대표성의 문제가 있지만, 단 한 개의 가설이 채택되지 않음은 

A사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접근법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직의 중심부 역할을 하는 기획 본부 등과 같은 부서일 수록 도리어 

비전 공유도가 낮으며 외부 접촉이 잦은 부서가 도리어 비전 공유도가 

높았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긴 하지만, 근무 부서에 따른 

비전 공유도 평균의 변화와   t 값의 변화를 통하여 볼 때 가설 2 는 외부 

접촉 빈도와 기업 내부에 깊게 관여하는 부서를 지나치게 임의적으로 

나눈 오류를 범하였다. 셋째,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기업환경과 

구조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조직 구조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도출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기업의 구조가 

simple structure 인 조직에서는 거의 모든 전략적 의사결정은 기업의 

고위급 인사, 또는 조직의 CEO 에 의하여 좌우된다 (Levicki, 1999). 

따라서 논문에서 같은 비슷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으나, 조직이 

Functional structure 로 발전 할 경우, 조직의 의사결정은 한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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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좌우 되기 보다는 조직의 여러 부서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Keats & O’Neill), Multidivisional structure 에서는 업무와 전략적 

의사결정은 분권화 되어 해당 부서에 모든 의사결정이 위임되는 경향이 

있기에 비전 공유도 에 큰 차이를 안 보일 수 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Functional structure 와 Multidivisional structure에서는 본 

논문의 가설이 체액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 군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 될 수 있다. 예컨대, 

커뮤니케이션이 중시되는 IT계열 회사에서는 정보 공유를 비롯한 비전 

공유가 물류/생산 산업 군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해당 

기업이 다국적 기업인지 여부도 비전 공유도 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왜냐하면, 해당 기업이 다국적 기업일 경우 문화, 언어차이로 인하여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더 많이 속출 하기에 비전 공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Loosemore & Lee, 2002). 그 외 조직 문화, 인센티브 제도, 

스트레스 정도 등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달라 질 수 있으며 

(Gaines, 1980).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가설을 검증하는 소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7개 기업을 설문 조사 함에 있어 단 92개의 표본이 

사용되었다. 이는 유의도 에 적지 않는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 표본을 사용 함으로써 유의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가설의 지지 여부를 가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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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Appendix

< 표 1: Result of Research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직급 
-0.142 

(0.111) 

-0.138 

(0.113) 

-0.135 

(0.115) 

-0.115 

(0.179) 

-0.136 

(0.176) 

-0.112 

(0.174) 

근무부서 
 

0.00701 

(0.0488) 

0.00387 

(0.0515) 

 0.300*** 

(0.0803) 

0.279*** 

-0.0798 

근속년수 
 

 
0.0149 

(0.0713) 

  0.184* 

(0.0946) 

Constant 
5.878*** 

(0.457) 

5.840*** 

(0.487) 

5.802*** 

(0.529) 

3.667*** 

(0.709) 

2.778*** 

(0.781) 

2.231*** 

(0.818) 

    
   

Observations 119 117 116 92 91 91 

R-squared 0.014 0.013 0.013 0.005 0.15 0.185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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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 사 비전 공유도 평균값 -직급-> 

직급 비전 공유도 (비전숙지+비전공감)/2  

회장 5.50 

사장 / 임원 5.70 

부장 / 실장 / 차장 5.54 

과장 / 대리 5.14 

 사원 5.38 

점주  5.14 

<표 3:  A 사 비전 공유도 평균값 –부서-> 

부서 비전 공유도 (비전숙지+비전공감)/2   

경영지원본부 5.24 

마케팅본부 5.50 

기획본부 5.15 

영업본부 5.46 

글로벌사업본부 5.29 

직영점(매장근무) 5.14 

대리점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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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 사 비전 공유도 평균값 –근속년수-> 

근속년수 비전 공유도 (비전숙지+비전공감)/2   

1 년 미만 5.05 

2 년 미만 5.15 

3 년 미만 5.04 

5 년 미만 5.48 

10 년 미만 5.52 

10 년 이상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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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사대상의 문항별 응답자와 빈도 > 

구 분 빈도 구성비율 

(%) 
성별 남 61 66.3 

여 31 33.7 

연령 

20 대 15 16.3 

30 대 48 52.2 

40 대 24 26.1 

50 대 이상 5 5.4 

부서 

경영지원본부 19 20.9 

마케팅 본부 11 12.1 

기획 본부 23 25.3 

영업 본부 23 25.3 

글로벌 사업 6 6.6 

지사 1 1.1 

해외 8 8.8 

직급 

창업자 1 1.1 

부장/차장 5 5.4 

과장/대리 23 24.7 

사원 42 45.2 

계약직 20 21.5 

인턴 1 1.1 

 

근속년수 

1 년 미만 27 29.0 

2 년 미만 13 14.0 

3 년 미만 22 23.7 

4 넌 미만 12 12.9 

5 년 미만 12 12.9 

10 년 미만 5 5.4 

10 년 이상 1 1.1 

설문 대상 기업 비빔밥유랑 단, CJ, 삼성전자, 엘지 전자, 

SK 에너지, 에코 맘,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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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Correlation Analysis> 

 문항 1 문항 2 

문항 1 (자사 비전의 숙지 정도) 1  

문항 2 (자사 비전의 공감 정도) .241** 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1-tailed) 

< 표 7:  Factor Analysis>  

설문 문항 요인 

분석 

문항 1:  자사의 비전을 얼마나 숙지 하고 있는가? 0.849 

문항 2: 자사의 비전을 어느 정도 공감하는가? 0.849 

Crombach’s alpha test 0.611 

<표 8: KMO and Bartlett's Test> 

Kaiser-Meyer-Ol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500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19.267 

df 1 

Sig.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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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Mean by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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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Final Table> 

 A 사 7개의 기업 

요인 유의미 가설 유의미 가설 

직급 ✕ 채택 ✕ 채택 

근무부서 ✕ ✕ p<0.00 ✕ 

근속년수 ✕ 채택  p<0.1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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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ean by Department> 

 

 

 

<그림 4: Mean of Ten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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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ranking, tenure, and the working 

department of an employee influences the 

Vision/Strategy sharing mechanism of an 

organization. 

 

Yeongsu Kim 

Business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Business) 

Seoul National University  

 

 

Vision/Strategy sharing activities have been thought as a core 

activity of an organization, as it was regarded as a golden goose, 

which creates core competence of an organization. But 

unfortunately, many companies just simply under evaluated the 

importance of vision sharing. Plus, there were limited pervious 

researches that paid attention to vision sharing based on the TSM 

model and demographical and organizational traits. For these, 

reason this paper aims to shed light to the mechanism of an 

organization in order observe what demographical trait of 

organization influence the vision/strategy sharing mechanism. In 

so doing this paper adoped a multi perspective approach by using 

case and empirial study. 

Key words: Vision, Strategy, Sharing, TSM, Core compet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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