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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과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및 조직신뢰의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년

최 재 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과 핵심가치교

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및 조직신뢰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대기업의 핵심가치교육이 핵심가치 실천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명하고, 둘째, 핵심가

치 전개활동이 대기업의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

는가를 구명하며, 셋째, 조직신뢰 변인이 대기업의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핵심가치교육에 참여한 대기업 종사자이며, 목표 모집단은 10

대 그룹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핵심가치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대기업 종사자이다. 

본 조사의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 시스템(KSDC)와 우편 조사를 함께 활용하였으

며, 목표 모집단인 10대 그룹사를 중심으로 최근 핵심가치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물

어보고, 실시하였다면 설문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총 500명에게 설

문을 배포하였으며, 그 중 243부(48.6%)의 설문이 회수되었고 이중 불성실한 응답 

10부를 제외한 233부(46.6%)가 최종 설문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주요 통계방법

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기법을 활용하고, 변인 간의 관계

를 밝히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조절변인 분석모형(moderator mode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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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핵심가치교육은 

핵심가치 실천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심

가치교육이 대기업 구성원들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 어떤 개입방법보다도 조직의 핵심가치를 전파하고 공유시키는데 가

장 영향력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핵심가치

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기업의 핵심가치 전개활동은 순수 조절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에서 핵심가치교육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핵

심가치를 홍보하려는 노력이나 제도/시스템에 핵심가치를 적용시키고 이를 지속적으

로 관리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핵심가치 전개활동을 함께 실시해야하는 것을 의미한

다. 셋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조직신

뢰 수준은 조절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조직신뢰의 하위변인인 제도적 신뢰와 

수직적 신뢰 역시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순수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을 받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믿

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개입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핵심가치 전개활동과 조직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

째, 조직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으

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위계적 선형모형(HLM)을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개인/조직차원의 변

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대기업 종사자, 핵심가치 실천,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조직신뢰, 

조절효과분석

학  번: 2012-2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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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글로벌 일류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그 존재의 의미가 핵심가치에 있

다.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철학이 담겨있는 혼이야 말로 기업의 존재 의미이며 목적이

다. 우리나라의 기업들 역시 역사가 어느 정도 오래되고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기업 

내의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신적인 지주를 기업의 핵심가치라

고 하며 핵심가치는 기업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회사의 정체성과 신념을 제시해 

주며 기업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부여하고 기업의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이송원, 2007).

핵심가치는 기업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신뢰하는 핵

심적인 원칙, 믿음, 가치를 형성하게 한다(양병철, 2009). 이러한 이유로 이제는 거

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나름의 핵심가치를 정립하여 가지고 있게 되었으나 실제 국내

에서는 전사적으로 이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핵심가치를 

만드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이며, 핵심가치의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가

를 대변하는 것이다(고현철, 강우란 2004). 

따라서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일류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자사의 

핵심가치(core values)를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많

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Collins & Porras, 1994).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들의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핵심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때 조직의 직접적인 지시 없

이도 그들은 조직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며, 조직의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

(O'Reilly, Chatman, & Caldwell, 1991).

기업의 핵심가치를 확산하고 공유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

이 교육훈련이다.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이 입사했을 때나 주요 직책이나 직위에 보

임했을 때, 조직의 체계에 따라 일정한 직급으로 승진을 하였을 때, 기업은 기업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핵심가치를 포함하는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고 잠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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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은 조직구성원들의 핵심가

치 실천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핵심가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석진, 2011). 

그러나 핵심가치교육의 실시가 곧바로 핵심가치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HRD 분야에서는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를 규명하고 어떻게 조

직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

재 수행되고 있는 핵심가치관련 연구들은 핵심가치교육보다는 조직구성원의 핵심가

치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이 조직 몰입과 조직의 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재혁, 2011; 하동수, 2012; 이태형, 2009; 배윤경, 2009).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핵심가치의 인식 및 실천이 조직몰입이나 조직의 문화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관계는 규명되었지만, 조직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핵심가치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핵심가치교육에 관한 몇몇 연구 역시 대부분 핵심가치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과 실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핵심가치교육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핵심가치의 실천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

서 HRD 분야에서 핵심가치교육을 통해 어떻게 핵심가치의 실천 수준을 높일 수 있

는지, 두 변인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개변인나 조절변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

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

에, 핵심가치교육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핵심가치의 실천에 영향을 주는지를 구

명할 필요가 있다.

핵심가치교육이 핵심가치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

을 고찰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수행된 핵심가치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우선, 

핵심가치를 선포하고 전파하며 강화시키는 활동을 포함하는 ‘핵심가치 전개활동’

이 핵심가치의 성공적인 전파 및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수행

되고 있었다(이혜민, 2011; 신주호, 2011; 박주훈, 2012; 유은영, 2011). 그러나 

핵심가치 전개활동은 독립적으로 핵심가치의 실천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핵심가치교

육과 함께 실시되었을 때 그 효과가 증대될 것이며, 핵심가치교육과의 상호작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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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핵심가치의 실천수준을 높이는 조절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김명신(2011)은 조직신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조직구성원이 조직과 상

사, 그리고 동료를 신뢰하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사의 방침과 규정을 자

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하였으며(Gragam, 1991), 신뢰는 조직구성원들의 

사상적 구심점을 이루기 위한 경영이념과 경영철학의 핵심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

다(Miles & Creed, 1995; Powell, 1996). 따라서 조직신뢰는 핵심가치교육과 핵심

가치 실천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핵심가치교육과 상호작용을 통해 핵심가치

의 실천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즉, 핵심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의 핵

심가치 실천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핵심가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핵심가치교육이 

핵심가치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

는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핵심가치 전개활동과 조직신뢰 수

준이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두 변인이 갖는 

조절효과를 구명함으로써 HRD 실무자들이 핵심가치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핵심가

치 실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즉, 기업구성원들이 인식하는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핵심가치교육

과 조직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가치 전개

활동과 조직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과 핵심가치교육, 핵심가

치 전개활동 및 조직신뢰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대기업의 핵심가치 실천과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및 조직신뢰의 수

준을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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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기업의 핵심가치교육과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의 핵심가치교육과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핵심

가치 전개활동이 갖는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넷째, 대기업의 핵심가치교육과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가 갖는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기업의 핵심가치 실천과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및 조직신

뢰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기업의 핵심가치교육은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대기업 핵심가치교육의 하위변인(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자료 

및 매체, 강사 및 학습촉진자, 교육 유용성)은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핵심가치 전개활동은 대기업의 핵심가치교육과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조직신뢰는 대기업의 핵심가치교육과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1. 제도적 신뢰는 대기업의 핵심가치교육과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2. 수직적 신뢰는 대기업의 핵심가치교육과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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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핵심가치 실천

핵심가치의 실천은 조직 구성원들의 마인드와 행동의 변화, 즉 사람을 변화시키려

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핵심가치 실천이란 기업이 정립한 핵심가치를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실제 행동과 태도에 이를 반영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O'Reilly, Chatman, & Caldwell(1991), 조영호, 박계홍(1992),  

Collins & Porras(1994), Denison, Halland, & Goelzer(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 타당도를 확보한 이혜민(2011)의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나. 핵심가치교육

기업에서는 전체 구성원들에게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가치를 정하고 선포하며, 이

러한 가치를 정립한 근거에 대해 인식시키고 실천시키기 위하여 핵심가치교육을 활

용한다. 즉, 핵심가치교육이란 기업에서 조직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핵심가치교

육에 대해 만족한 정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Kirkpatrick(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이혜민(2011)의 도

구와 김진모(2012)의 도구를 수정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핵심가치 전개활동

핵심가치가 구호나 선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핵심가치가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게 하는 핵심가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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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활동이 필요하다(배윤경, 2008; 이태형, 2009). 이러한 핵심가치의 전개 활동은 핵

심가치 도출, 행동요소 추출, 선포, 시스템에 정렬, 강화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핵심가치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핵심

가치를 도출하고, 행동요소를 추출하고, 선포하는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에 정

렬 및 강화 활동을 핵심가치 전개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태형(2009)의 연구와 유은영(2011)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

된 6문항의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조직신뢰

조직신뢰란 타인이나 집단의 말이나 약속, 구두, 혹은 문서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생

각하고, 이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Cook와 Wall(1980)과 Podsakoff(1990)의 설문 문항

을 참고하여 전문가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사용한 김명신(2011)의 조사도

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일반화의 한계를 갖는다. 연구대상의 모집

단인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학자들에 따라 그 정의가 상이하고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자료를 수집하기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위한 접근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익명성 보장을 위해 응답자가 소속된 회사를 조사하여 분류하

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표본 집단 이외의 기업 상황에 적용할 때에는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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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핵심가치

가. 핵심가치의 개념

핵심가치(Core Value)란 그 기업의 문화를 구성하고 대표하며 조직의 미션, 비전

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행동원칙이나 신조, 경영원칙 

등을 말한다. 대다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실천하며, 외부적 환경변화와 무관하게 조

직을 지켜나가는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요소이며, 모든 조직의 영속적 신념, 의사결정 

조직 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이다. 이는 조직을 이끄는 바람직한 행동들을 제

시하는 기본적인 규범이며 즉, 회사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자 신념이 바

로 핵심가치이다. 핵심가치는 장기간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그 기업의 이미

지, 실체이자 모든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핵심가치는 조직의 

성장 동력 위기극복 및 기회창출의 원천이기도 하다. 모든 초일류 기업들은 그들의 

핵심가치를 잘 정립하고 보존 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석진, 2011). 

Peters & waterman(1982)은 저서 In search of Excellence에서 초우량 기업들

의 핵심가치를 분석한 결과 8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는 최고가 되겠다

는 신념, 둘째는 세밀한 업무수행과 훌륭한 일처리의 중요성의 신념, 셋째는 구성원 

개인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 넷째는 탁월한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신념, 다섯째는 대

부분의 구성원들이 개혁가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 여섯째는 필연적인 결과인 실패를 

격려하는 의지, 일곱째는 격이 없는 대화의 중요성의 신념, 여덟째는 경제적 성장과 

이익의 중요성의 신념과 인식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도자가 바뀌게 되고, 제품은 낡은 것이 되고 새로운 기술이 부상하

고, 시장도 변화도 경영기법도 왔다가 사라지지만, 위대한 회사의 핵심가치는 지도이념

과 영감의 원천으로 계속 남아있다(신주호, 2011). Coliins & Porras(1994)는 핵심

가치는 특수한 문화나 운영 지침과 혼동되어서는 안되며 경제적 이익이나 근시안적인 

기대치와도 타협해서는 안되는 조직의 필수적이고 영속적인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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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 Marshall(1995)은 핵심가치는 조직의 미션이나 비전을 성취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 방식이나 구성원들의 활동방식에 대한 규범이라고 정의하

였다. 신태균(2006)은 핵심가치란 조직 내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규범이고, 기업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며 신념이고 장기간 변하지 않는 

특징들의 결합체라고 정의하였다. 송영수(2007)는 핵심가치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임

을 강조하면서 핵심가치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로 상대방의 행동에 

의존하면서 위험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며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알

려주는 핵심 DNA라고 정의하였다. 노용진(2003)은 핵심가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였는데, 핵심가치는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가

치관과 신념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Gad(2001)는 핵심가치를 삶

의 규칙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하였으며, Klenke(2005)는 핵심가치는 우선순위에 대

해 조직구성원들이 이전에 해놓은 결정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역

할을 한다고 하였다. 김동철과 서양우(2008)는 핵심가치를 미션 및 비전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의 일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핵심가치는 조직 내에 깊게 내재된 믿음의 표현이며, 모든 직원들이 생활에

서 나타나는 행동에 의해 조직을 인도하는 영원한 원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핵심

가치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는 <표 Ⅱ-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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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     의

Collins &

Porras(1994)

핵심가치는 특수한 문화나 운영 지침과 혼동되어서는 안되며, 경제적 이익
이나 근시안적인 기대치와도 타협해서는 안되는 조직의 필수적이고 영속적
인 신념이다.

Gad(2001) 핵심가치는 삶의 규칙이다.

노용진(2003)
핵심가치는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가
치관과 신념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Klenke(2005)
핵심가치는 우선순위에 대해 조직 구성원들이 이전에 해놓은 결정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Charles &

Hill(2006)

핵심가치는 조직의 미션이나 비전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즈니
스를 하는 방식, 구성원들의 활동방식에 대한 규범이다.

신태균(2007)

조직 내에서 바람직한 행동들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규범이며, 기업 구성원
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자 신념이고 장기간 변하지 않는 특징들의 결
합이다.

송영수(2007)

상대방 행동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로 상대방의 행동에 의존하면서 위험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 핵심가치는 방향을 알려주는 핵심 DNA

이다.

김동철, 서양우
(2008)

미션 및 비전을 쫓아가는데 있어서의 일하는 방식이다.

김명신(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정리.

<표 Ⅱ-1> 핵심가치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나. 핵심가치의 중요성

1980년대 이후 핵심가치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었고, 비즈니스의 시대적 상황 변

화에 따라 핵심가치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1980년대에는 일본기업의 약진과 

미국기업의 추락으로 인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람을 자산으로 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업의 핵심 자산이 자본에서 인간 중

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조직 구성원의 재능과 열의를 얼마나 잘 이끌어 

내느냐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조직 안에서 구성원에게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핵심가치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 후 1990년대 초

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핵심가치의 필요성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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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2000년대 접어들어 다른 기업과 상생하며 오래도록 선진 기업으로 남기 위

해 핵심가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실제로 Dunpont와 같은 기업들은 200년이 넘도

록 핵심가치와 함께 선진기업으로 그 위치를 지키고 있다. 이러한 기업이 다른 기업

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핵심가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

식이 퍼져 나갔다. 핵심가치에 대한 기업의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암묵적인 

공유, 간헐적 강조, 덕목으로 인식, 사업전략과 별개, 국내위주의 공유였다면 현재는 

핵심가치에 대한 구체적 명시와 제도와 연계, 행정자원의 활용, 전략 실행의 촉진제

의 역할로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김명신, 2011).

황인경(2003)은 핵심 가치의 중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첫째, 핵심가치는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감정적 몰입을 유도하여 회사 생활이나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감정적 몰입을 유도하여 회사 생활이나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인데, 즉 기업은 핵심가치를 명확히 제시하고 전사적으로 공유함으

로써,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몰입을 촉진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잠재력을 발휘 하도

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핵심 가치는 구성원들의 팀워크를 강화시켜 준다는 것

이다. 동일한 가치를 추구함에 따라 구성원들은 감정적인 유대감을 느끼게 될 뿐 아니

라, 명시적인 기준이나 규범이 없어도 핵심가치에 근거하여 서로 간에 기대하는 바를 

암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내에서 팀워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구성

원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엮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

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간 강력한 팀워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Peters & Waterman(1982)의 연구에 따르면 성과가 뛰어난 기업들은 모두 실제

로 회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명확한 일련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에 반해 

성과가 낮은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일관된 가치를 보유하지 못한 특징을 보이고 있었

다.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당

수익률이나 성장률과 같이 계량가능한 재무적 목표에만 치우쳐 있다고 밝혔다. 임무

의 양을 정화하게 정해놓고, 매우 명확한 재무상의 목표를 갖고 있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가 기업의 목적을 광범위하게, 덜 명확히, 보다 질적으로 서술한 회사보다 낮았

으며, 명확한 가치를 가지지 못한 기업 또한 낮은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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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선진기업의 경우 핵심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E의 경우 1981년 잭 웰치 회장의 취임 이후 내부적으로 추진된 기업문화

의 혁신으로 ‘9 Value’를 정립시켰고, 이후 경영전략의 실행을 지원하고 시장의 

변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가치 세부 항목을 계속적으로 수정하여 2003년 핵

심가치를 ‘10 Value’로 전환시켰다. Johnson & Johnson은 1943년 3대 사장인 

로버트 우드 존슨에 의해 기업의 책임을 명시하는 ‘우리의 신조(Credo)’를 핵심가

치로 제정하였다. 현재 ‘우리의 신조’는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1979년 1차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을 추가하고 적용 범위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 하였고, 1987년 2차 수정에선 양성평등을 강조하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배려할 것을 약속하였다.

세계적 컨설팅 기업인 ‘Brain & company’의 ‘Orit Gadiesh’회장은 “풍랑

을 만나 항해사가 북극성을 보고 진정한 북향을 찾는 것처럼, 기업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의 최고책임자인 CEO에게 그 기업의 항해 방향을 알려주

는 내부적이 나침반이 핵심가치이며, 이는 기업 구성원이 공유하고 신뢰하는 핵심적

인 원칙, 믿음,가치”라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점차 핵심가치는 기업 내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가치는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21세기 주요 이슈로서 많은 연구자들은 철학과 가치가 강한 기업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핵심가치는 첫째, 기업의 정체성

(Identify), 일체감과 소속감을 부여하며, 조직을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하겠다. 특히 오늘날 기업의 글로벌화가 촉진 되고 다수의 기업에 신세

대들이 증가할 때 핵심가치는 다양성과 가치관을 지닌 구성원들을 하나로 뭉치에 하

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핵심가치는 기업에서 중요시하는 가치와 신념을 

표현하며 구성원들에게 자긍심과 의미를 부여하고 조직과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지속적 성장을 위한 조직 문화의 구축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며, 세계최고의 기업을 만들기 위한 조직운영의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기업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기업문화를 지향하고자 하고 있으며 불



- 12 -

확실한 환경 속에서 핵심가치는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타’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신태균, 2006).

다. 핵심가치의 역할 및 기능

지적 자산과 지식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는 오늘날 지식기반 경제체제하에서 기

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식, 경험, 능력을 마음

껏 발휘할 수 있는 기업문화와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공을 구가하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핵

심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핵심가치를 통하여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하고 

잠재력을 발휘하게 했다. 이들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단순히 일할 직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종의 공동체 의식, 소속감 그리고 상호 신뢰와 존중의 가치

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조직 내에 숨어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오늘날과 같이 글로벌 차원의 무한경쟁의 가속화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

데 급변하고 있는 경영환경 하에서는 전략적 사고가 기업 경영에 있어 필수적이다.

1) 전략에 대한 가치 중심적 접근

대부분의 기업들의 전략에 대한 접근방법은 <표 Ⅱ-2>와 같이 가장 먼저 자사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전략에 맞추어 조직을 조율하며 마지막으로 경영

방침을 결정하지만, 성공하는 기업들은 <표 Ⅱ-3>와 같이 직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가치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경영방식을 결정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한다. 통상적인 경영전략과는 정반대

의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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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① 전략
▸ 우리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

▸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인가?

② 기능적 전략 ▸ 마케팅, 제조, 재무, 인력관리 등

③ 성공의 핵심요소 ▸ 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④ 조직의 합리화
▸ 경영 활동 및 시스템의 설계

(직원 모집 및 선발, 성과 평가, 교육 훈련 및 개발 등)

⑤ 경영진의 역할 ▸ 가치의 조화와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출처: O’Reily, C., & Pfeffer, J. (2002). 숨겨진 힘 사람. 김병두 (역.). 서울: 김영사. (원저 2000 출판)

<표 Ⅱ-2> 기존 기업들의 전략에 대한 관점

단계 내용

① 근본적인 가치 또는 신념
▸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 우리는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② 가치들을 반영하고 구체화
하는 경영활동들의 개발

▸ 그러한 가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영 방침이나 경영 
활동은 무엇 인가?

③ 그러한 경영활동을 바탕
으로 핵심역량 개발

▸ 고객들을 위하여 경쟁업체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④ 가치와 일치하는 경영전
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방
법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활용 한다.

▸ 우리의 역량을 고려할 때, 그러한 가치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도 경쟁업체들이 쉽사리 모방할 수 없도록 만
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⑤ 경영진의 역할
▸ 경영진은 자사가 추구하는 가치나 기업문화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O’Reily, C., & Pfeffer, J. (2002). 숨겨진 힘 사람. 김병두 (역.). 서울: 김영사. (원저 2000 출판)

<표 Ⅱ-3> 성공하는 기업들의 전략에 대한 관점

성공하는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직원들에게 일할 의욕을 주고 잠재

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근본적인 가치(예를 들어, 일하는 재미, 

공정한 대우, 성취감을 주는 업무, 상호 신뢰, 존중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 그리고 

가족적인 분위기 등)이다. 이러한 가치들을 활용하여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실질

적 방법으로 그러한 가치들을 나타내는 경영방침이나 경영 활동을 새롭게 개발한다. 



- 14 -

2) 인사관리의 철학 및 관점에 대한 인간 중심적 접근

경영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기업의 우수한 인재 확보 및 보유할 수 있는 

능력과 더 나아가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직원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기업의 성공의 열

쇠가 된다.

직원들에 대한 관점이 전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에 

대한 대부분의 경영학 이론들의 근거가 되는 관점을 살펴보면, 첫째, 직원들에게 충

분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철저히 감사하지 않는 한,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둘째, 직원들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이 진정으로 선호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있

다. 셋째, 경영자들의 목표와 직원들의 목표는 서로 일치할 수 없다. 즉, 직원들과 경

영자들은 업무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결과를 원하고 있으며, 그 말은 결국 인센티브 제

도는 직원들이 조직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구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들은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여 직

원들이 엉뚱한 일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직원 개개인

의 개별적인 판단을 줄이고 업무를 최대한 표준화하며, 금전적인 보상을 기본으로 하

여 직원들이 매일 자신들이 해야 할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직원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통

제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곧 권한이 없다는 사실과 회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는 사실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되어,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회주의적 

태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경영진은 다시 통제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직원들의 

반감은 더욱 거세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된다. 

반면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인사 관리의 철학 및 관점에 대하여 인간 중심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치(예를 들어,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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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미, 공정한 대우, 성취감을 주는 업무, 상호 신뢰, 존중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 

그리고 가족적인 분위기 등)를 제시하여 직원, 고객, 회사, 주주들이 모두 이익을 얻

을 수 있도록 각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지식, 능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접근

방법을 구사하는 가치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경영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이들 기업들은 핵심가치 우선의 경영방식을 통하여 기업이 축구하는 궁극적인 가치

와 직원들의 목표를 동일하게 만들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전 직원들이 진심으로 기업

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직원이 잠재력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의 기

업들의 공통점은 첫째, 명확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치는 전사적으로 공유되고 

기업 성공의 기초가 되는 핵심역량 구축의 토대가 된다. 둘째,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이들 기업의 사람 중심의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일관성을 지닌

다. 셋째, 이들 기업의 창업자, 최고경영자, 임원진은 리더로서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

고 이를 기업 구성원 모두가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3) 핵심가치의 기능

성공하는 기업들이 다른 기업과 차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들 기업의 가치 

중심적 기업문화이다. 이 기업들은 경쟁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두 가지 면을 강

조한다. 그것은 첫째, 그들이 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하는 목표의식과 둘째, 사람의 

중요성이다. NUMMI처럼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직원 개개인을 중요시 하는 경우이

든, AES처럼 직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이든 상관없이, 

이 기업들은 모두 다양한 경영활동 및 방식을 통하여 사람의 중요성과 해당 기업에

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준다.

핵심가치가 지속적인 경재우위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

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만약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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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느 누구도 일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의 경제적 주체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

중받고 싶어 한다. 다시 말하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

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같

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핵심가치는 기업이 자사의 핵심역량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

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에 진출하거나 특정한 경영방식을 도입할 것인

지 여부와 같이 경영전략이나 경영방침을 결정해야 할 경우,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추

구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즉,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지 판단을 하게 된다.

셋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복잡한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치는 기업이 지속적으

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넷째, 핵심가치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다섯째, 직원들은 각종 경영방식을 통하여 회사가 그러한 가치에 대하여 정말 중요

하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들 기업의 직원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보다 적극적이며 훨씬 의욕적이고 애사심도 더 높다. 그 

결과, 이들 기업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경쟁사들보다 더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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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가치 실천

가. 핵심가치 실천의 개념

핵심가치의 실천은 조직 구성원들의 마인드와 행동의 변화, 즉 사람을 변화시키려

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

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이 가치

를 실천하고 행동화화는 단계에 접어들어야 하며 각종 행사나 업무수행 시 이를 참

고하고 이를 지침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해야만 한다(배윤경, 2009). 

즉, 핵심가치 실천이란 기업이 정립한 핵심가치를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실제 행동과 태도에 이를 반영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핵심가치의 실천

은 기업에서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핵심가치 공유 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핵심가치교

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조직신뢰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

명하고자 한다. 

핵심가치의 실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본 결과, 이혜민(2011)은 조직 구성

원들의 핵심가치에 대한 인식 및 실천 수준이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

였으며, 구체적으로 β값은 .437, t값은 4.179으로 유의수준 .01이하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사의 핵심가치를 개인이 인식하

고 실천하는 수준이 조직의 성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며, 단순히 핵심가치를 표어나 구호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조직구성원들의 핵심가치 실천수준이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인식하고 조직구성원들에게 핵심가치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명신(2011)의 연구에서도 기업 구성원의 핵심가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천수

준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β=.292, t=2.780). 이러한 결과는 핵심가

치교육을 통해 핵심가치 실천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조직이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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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나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주체인 조직 

구성원에게 어떠한 사고와 행동 양식을 함께 일깨워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조직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이 조직의 성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

으며 보다 장기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이재혁(2011)은 핵심가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조직의 성과, 조직몰

입,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윤영(2010)은 핵심가치에 대한 수용도

와 실천도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핵

심가치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이 조직의 성과, 조직 몰입, 직무 만족,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변인들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는 기업 구성원들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은 조직 성과와 조직 효율성에 긴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핵심가치를 잘 인식하고 실천하는 수준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궁극적으로 조직에 긍

정적인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조직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

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핵심가치를 통해 조직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과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핵심가치에 대한 중요성이나 조직 구성원이 핵심가치를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졌고, 그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다수

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HRD 분야에서

는‘그렇다면 핵심가치의 실천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

요가 있으며, 실제로 기업에서 수행되고 있는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한 

HRD 활동들의 영향 관계가 분석되어야 한다. 

선진 기업들에서는 회사의 핵심가치를 전파하고 공유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핵심가

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핵심가치를 홍보하고 제도화하고자 하는 다양

한 활동들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 특히 핵심가치를 홍보하고 제도화하는 활동은 핵심가치 전

개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김명신(2011)은 조직신뢰수준이 높으면 회사의 방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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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자발적으로 수용한다고 하였고, 조직신뢰는 조직구성원들의 사상적 구심점을 

이루기 위한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

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조직신뢰의 관계를 구

명하고,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명하고자 한다.

나. 핵심가치 실천의 측정

조직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에 대한 측정 도구는 O’Reilly, Chatman & 

Caldwell(1991), 조영호, 박계홍(1992), Collins & Porras(1994), Denison, 

Halland & Goelzer(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 및 HRD 현장 전문가로

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은 이혜민(2011)의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이혜민

(2011)의 도구는 핵심가치 인식수준을 총 7문항으로,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총 9문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가치에 대한 인식수준 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핵심가치

를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핵심가치 실천수준만을 측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핵심

가치 인식수준을 묻고 있는 7문항을 제외한 9문항을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핵심가

치 실천문항은 이혜민(2011)의 도구에서 핵심가치 인식 및 실천 수준의 하위변인으

로 구인화 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본 연구에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핵심가

치 실천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은 회사의 핵심가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동료들에게 전파하고 실천하는지, 일상생활에도 회사의 핵

심가치를 적용하여 실천하고 있는지 등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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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조직신뢰

가. 핵심가치교육

1) 핵심가치교육의 개념

기업에서 조직의 성과 및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흔히 활용하는 인적

자원개발의 도구는 교육훈련이다. Noe(1986)는 교육을‘개인의 지식, 기술, 태도 등

의 변화 유도를 위해 설계된 학습경험’으로 정의하였다(현영섭, 2004). 많은 학자들

에 의해 교육은 다양하게 정의되어져 왔지만,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 현장

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교육과 훈련, 그리고 개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전체 구성원들에게 왜 기업이 이러한 가치를 정하고 선포하

며 무엇을 위해 이러한 가치를 정립했는지 인식시키기 위해 교육을 활용 한다.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현재 각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그리고 중간 간부 교육을 통해 현재 회

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 세미

나를 통해 기업 구성원들이 기업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CEO의 의지

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는 가치전파의 피드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를 위해 혁신부서나 인사부서에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서 평생 학습 이란 개념을 토입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목표 혹은 비전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의 가

치는 구성원들에게 숙지와 암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신태균, 2006).

신입사원 교육 등 기업들은 스스로 정해 놓은 직급별 기대역할과 필수역량의 향상

을 위해 기업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그것의 실천 역량을 교육하는데 L그룹의 경우 

신입·경력 입문 교육, 대리진급과정, 과장진급과정, 부장진급과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경영자로 육성되는 교육과정으로는 예비경영자과정, 신임임원과정 등

이 있고, 연구·전문위원과정, 경영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자 역량 강화 과정 등 

해당 직급 및 직책별로 정의한 기대역할과 역량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교육을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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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L그룹 연수원에서는 이상과 같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정하

여 직급별 필수교육(MMPP: Mandatory Managerial Promotiona Program)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대개의 회사들에게 계층별 교육, 경영교육, 간부교육 등의 용어로 불

리는 것들과 동일한 교육으로 보면 된다. 

국내 최대 기업인 S그룹의 예를 들어봐도, 그룹연수원에서 주관하는 SVP라고 하

는 S그룹의 Shared-Value Program을 기반으로 과장, 차장, 부장 등 직급별 승진자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기업의 핵심가치를 실천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마치 국가가 실시하는 공교육 의무교육 제도처럼 기업 스스로 의무

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고용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지원되고 있

는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도움도 있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인재를 최

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재경영의 가치와 인재육성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러한 직급별 필수 의무교육을 통한 핵심가치교육

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이러한 각 기업 집단의 핵심가치 필수의무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찾게 하는 이유로 들 수 있다.

L그룹은 국내  사무직 인원이 2010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6만 여명에 이르고 있

으며 신입사원교육과 경력사원교육을 포함하여 매 6년 정도면 전 구성원이 직급별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형태로 핵심가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사제도에 의한 

직급별 체류연한에 따라, 실제로 매 4년 정도에 한 번 씩은 전 구성원들이 핵심가치

교육을 받고 있다. 이것은 국내 최대 기업인 S그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SVP라고 하는 S그룹의 핵심가치교육과정 또한 직급별 필수 의무과정으로 운영되

고 있는데, 국내 사무기술직 임직원들을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다. H그룹도 동일한 

방식으로 직급별 필수 의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P철강 그룹, C생활문

화그룹 등의 일반기업과 K전력공사, L주택공사 등의 공기업들도 핵심가치를 전파하

고 확산하기 위해 대규모의 시설 투자와 많은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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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P&G, Toyota, Merck, IBM 등 소위 위대한 기업이라고 불리고 오래도록 영

속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그 기업이 내부적으로 핵심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오

래 전부터 이러한 핵심가치를 구성원들에게 전파하고 확산하여 전 구성원들이 그러

한 핵심가치 기반의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앞에서도 확인한 바 있었다.

이들 기업은 탄탄한 핵심가치 기반의 경영을 통해 영속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가

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점에서 영향을 입어 핵심가치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규모 기업집단 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연수원은 이미 익숙한 조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우수기업을 보더라도 국내와 

같은 대규모 인원과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 또한 전 구성원들

을 필수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해외 기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L그룹은 2009년의 경우 신입·경력사원 5,000명, 대리 2,000명, 과장 2,500명, 

부장 1,300명 등 매년 그룹의 외형적 성장에 발맞추어 진급과정의 교육참가 인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룹연수원 교육의 약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각 

사에서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에서도 핵심가치를 교육하는 직급별 의무교육의 비중이 

이미 50%를 상회하고 있어 양적으로도 가장 크고 중요한 교육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직급별 교육의 운영에 그룹차원에서만 연간 약 400억 원 이상의 교육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사업 자회사 단위로 확대하면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든 L그룹이 공

식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직급별 필수과정의 운영을 선포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해온 

것이 1999년부터 이므로 현재 12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엄청난 투자가 진행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투자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가치교육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지금까지 투자된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교육 투자와 노력에 대한 성과를 과연 무엇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핵심가치교육의 성과는 기존에 그래왔듯이 일반적인 직

무교육의 평가와 동일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데 있다. 여기서 분명하게 제기되

는 것이 바로,‘다르게 교육하고 있으면서 똑같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 GE는 핵심가치의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핵심가치 공유

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영국의 석유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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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British Petroleum)의 경우는 현장 근무자들을 캐스팅하여 핵심가치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을 영화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핵심가치를 전

달할 수 있었다고 한다(황인경, 2003). 이렇든 기업들은 구성원들에게 기업이 정환 

가치에 대해  선포하고 왜 기업이 이러한 가치를 정하고 선포하며 무엇을 위해 이러

한 가치를 정립했는지 인식시키는 작업으로 교육과 사내 홍보를 활용한다. 국내에 많

은 기업들이 현재 각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그리고 중간 간부 교육을 통해 현재 회사

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 세미나

를 통해 기업 구성원들이 회사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최고 경영자층

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는 가치전파의 피드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배윤경, 2009). 

이처럼 많은 기업들은 핵심가치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의 핵심

가치를 조직 구성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핵심가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2) 핵심가치교육의 측정

핵심가치교육에 대한 측정은 핵심가치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핵심

가치교육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Kirkpatrick에 따르면 핵심가치교육의 효과성

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1단계 만족도 평가와 2단계 학습 평가, 3단계 학습 전이 평가, 

4단계 결과 평가가 있다. 그러나 2단계 이상의 평가는 각 기업에서 실시하는 교육프

로그램의 내용 및 목적과 특성에 맞게 실시가 되어야 하며, 평가를 정교하게 실시하

는 데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 따라서 핵심가치교육에 대하여 직원들이 인식하는 

수준을 만족도로 보고 핵심가치교육을 측정하고자 한다.

Keller(1987)는 학습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교육에 있어서 교육

과 관련된 학습자를 포함한 고객의 피드백은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Marriam와 Caffarella(1999)

는 교육만족도를 교육내용을 통한 만족과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로 제시하였다. 

Smith와 Offerman(1989)는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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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뿐만 아니라 환경, 직원관계들을 강조하였다. 학습자는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교육내용과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를 뒷받침할 시설, 설비, 직원서비스, 

인간관계 등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불만족을 느낀다고 하였다. 권성연(2011)은 교육

만족도에 있어서 수업내용보다 수업시설이 학생들의 교육만족도에 더 중요하게 작용

하고 있다고 하였다. 임연욱, 이옥화(2008)은 교육내용, 교수방법, 교육일정, 현업활

용도, 교육환경, 교육 참여도 등의 항목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중 교육 참여도가 교육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교육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교육만족도는 연구목적과 대상 그리고 

교육기관에 따라 다양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만족도 구성요인들은 

교육기관의 물리적 환경, 교육내용 및 과정, 교육결과, 교육자료 및 매체, 강사 및 학

습촉진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

기관의 물리적 환경은 기업에 따라 매우 상이할 수 있으며, 핵심가치교육의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명하고자 하는 

핵심가치의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핵심가치교육내용 및 방

법, 교육자료 및 매체, 강사 및 학습촉진자, 교육 유용성이 있다. 

또한 이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으며 연구 대상을 특정기업이 아닌 일반 대기업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2단계 

이상의 평가를 실시하여 핵심가치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보다는 1단계 만족도 평가

를 실시하여, 핵심가치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핵심가치교육은 기

술/지식의 변화 보다는 태도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지식/기술의 변화를 측정하는 2단계 학습평가 보다는 1단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가치교육을 핵심가치교육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였으

며, 이러한 만족도 측정 도구는 Kirkpatrick(1996)의 연구를 기초로 개발하고 타당

성을 확보한 이혜민(2011)의 도구와 공공기관의 교육성과평가 도구를 개발한 김진

모(2012)의 도구를 함께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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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가치 전개활동

1) 핵심가치 전개활동의 개념

핵심가치의 존재 목적은 발견 및 도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성원

들이 생활화하고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데 있다(신태균 2006; 이태형, 2009; 유은

영, 2011). 이는 기업의 핵심가치가 정립과 전사적 공유를 넘어서 구성원들의 지지

와 실천, 그리고 조직의 제도 및 시스템의 용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핵심가치는 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핵심가치는 단순히 도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핵심가치는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지고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지어야 한다. 

즉, 핵심가치가 조직구성원들 사이에 살아 있을 때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은영(2011)은 지속적인 성과창출 기업은 공통적으로 핵심가치

를 정립하고 있지만, 이들의 핵심가치의 내용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며 성공기업을 위

한 필수적인 핵심가치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핵심가치의 내용이 무엇인

가’보다는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

다고 하였다. 이는 기업의 핵심가치가 정립과 전사적 공유를 넘어서 구성원들의 지지

와 실천, 그리고 조직의 제도 및 시스템에의 용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장정관, 2011).

다시 말해서 핵심가치의 존재 목적은 발견 및 도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

원들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유은영, 

2011). 따라서 핵심가치가 구호나 선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성

원들의 태도와 행동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핵심가치가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게 

하는 핵심가치 전개활동이 필요하다(배윤경, 2008; 이태형, 2009).

세계적인 기업인 GE는 핵심가치 실행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핵심가치 공유

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또한 채용 인터뷰 때 그들의 핵

심가치와 관련된 질문을 함으로써 지원자가 GE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등 

핵심가치를 인사제도와 연계하여 핵심가치의 실행을 조직에 체화시키고 있다(신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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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Johnson & Johnson사는 그들의 핵심가치인‘우리의 신조(Our Credo)’를 

체질화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측정하고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서베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 모델을 전 세

계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IBM은 핵심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핵심가치의 실행 가이

드라인을 구체화하였고, 조직구성원들의 채용기준과 신입사원들의 사회화 과정의 기

반을 핵심가치에 두고 있는 등 핵심가치와 인사 프로세스를 연계시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경영진이 핵심가치 전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으로 

핵심가치 전개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핵심가치를 기업 내에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핵심가치를 전

개시키고 있다.

 핵심가치를 전개시키는 대표적인 활동에는 홍보 및 실천운동과 같은 활동과 조직

의 핵심가치를 시스템/제도와 일치시키는 제도화가 있다. 홍보 활동은 주로 구성원들

에게 일 방향적으로 노출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서는 보다 흥미로운 내용이나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핵심

가치의 내용을 영화나 만화, 다큐멘터리 등으로 제작하여 전달하고 있다. 영국의 석유

업체인 BP(British Petroleum)의 경우는 현장 근무자들을 캐스팅하여 핵심가치를 보

여주는 실제 사례들을 영화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핵심 가

치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황인경, 2003). 또한 이는 주로 CEO와 전체 구성원

들 사이의 간담회나 경영이념 선포식과 같은 행사를 통해서 발표되고 특히 새로운 해

가 열리거나 한 해의 결산 보고를 할 때, CEO가 주주들에게 보내는 공식 서한 같은 

곳을 활용하기도 한다.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그들의 핵심가치를 공표하기 위해 기업 

건물 내의 표어 게시를 통해 나타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가치의 공

표 및 전파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며, 회사의 홈페이지에 비전, 미션, 

핵심가치를 표현함으로써 기업이 현재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의도

를 제시하기도 한다(신태균, 2006).

다음으로 핵심가치를 제도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핵심가치의 정립 못지않

게 경영 시스템과의 일관된 연계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병권, 2006). 따라서 핵심가치를 기업 내에 신속하고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 27 -

위해서는 표방하는 핵심가치에 적합한 제도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구성원들을 

핵심가치에 몰입하게 하려면, 말만이 아닌 제도, 시스템 측면에서 가시적이고 직접적

인 변화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이지연, 2012). 

가치를 제도화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업의 가치를 인사 

제도 속에 규정으로 융합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규범이나 캠페인을 통하는 것이

다(황인경, 2003).

인사제도에는 기업이 정립한 핵심가치를 인재상으로 만들어 직원 선발 시 평가하

는 방법이 있고 이를 정량화시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기업이 단순히 

업무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에 개인의 가치를 잘 부합하

여 성공적인 기업의 몰입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가치를 

잘 준수하고 따르려는 종업원의 충성도 외에도 구성원 스스로 가치를 실현시켜 자기

실현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보상 프로그램은 구성원들에게 기업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에게 기대되는 행위와 성과를 중심으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에서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구성원들의 

실천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양병철, 2009).

혁신제도 또한 유용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신태균, 2006). 기업의 특성상 시

간에 따라 가치를 중심으로 기업 행위가 발전하여 관행이란 것이 생겨나고 구성원들

은 이런 관행에 거의 몰입되어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 대부

분의 구성원들은‘갑자기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점진적인 변화보다는 혁신을 통한 변화가 구성원들에게 오히려 긍

정적인 효과를 창출해 내는 경우가 있다.

규범이나 캠페인을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문화를 제도화 할 수도 있다(황인경, 

2003). 규범이란 기업 구성원들이 준수하고 보전해야 할 행동 양식의 집함체로 기업

의 안과 밖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구

성원들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강한 문화 속에서 일하며 스스

로 그 규범을 잘 준수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규범 속에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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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어 놓는 것은 구성원들이 기업이 원하는 가치를 실천하게 만드는 매우 훌륭한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캠페인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업 가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

로 역설하게 됨으로 가치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수준의 변화를 꾀하게 된다.

이미 선진 기업들에서는 채용프로세스에서부터 핵심가치 적합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행동규범이나 행동요소로 구체화된 핵심가치를 개인과 기업역량 평가의 잣대

로 사용하는 등 제도에 활용함으로써 기업 내에서 정착되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E는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 전사적으로 3~4개월에 한 번씩 웹에 올려진 핵심가

치와 관련된 질문을 중심으로 사장과의 대화를 실시하며,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서베이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IBM은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 관리자 계층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여 핵심가치의 현장 전파를 촉진시키며 핵심가치 실행 가이드라인을 구

체화하여 17개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하고 모든 임직원이 매년 1월 실행 가이드라인

데 서명하게 한다(고현철, 강우란, 2004). 또한 모든 성과 측정을 핵심가치와 연계시

키는 시스템과 함께 리더십 역량을 핵심가치와 연계시킨 역량모델을 개발하여 실시

하고 있다.

삼성은‘인재양성 프로그램’과‘최고 기술’을 위한 R&D 센터의 개발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IMF 경제위기 이후 세계 

일류수준의 기업 성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채윤, 2005). 특히 인력개

발원 및 계열사 연수시설을 활용하여 핵심가치 전파자 양성에 주력하며, 신입사원 입

문교육을 비롯하여 모든 승진자 과정에 반드시 핵심가치를 필수적으로 학습할 수 있

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핵심가치 공유를 전개해나가는데 공통점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핵심가치 공유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핵심가치를 

정립하기는 하지만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천의 

한계성을 보이는데 반해 이들 기업은 강력한 실천프로그램을 가지고 핵심가치를 전

개하였다. 또한, 이들은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 전략적인 기능을 별도로 두었다. 일반

적인 조직 채널을 통해서는 효과적인 전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사무국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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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전담 조직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GE의 경우 Crontoville 연수원을 

창구로 하여 강력한 혁신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삼성의 경우에도 별도 전담 조직을 통

해 이를 추진하였다. 이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HRD 부서 내에 별도의 조직문화팀 

등을 신설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세계 일류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핵심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기업들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의 내용이나 이를 공유하는 

방식에는 그 특징과 차이가 존재하며(신태균, 2006), 결국 전사적인 핵심가치 공유

를 위해서는 <표 Ⅱ-4>의 내용과 같이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스타일 전파 방식 세부 내용

제도연계형
(미국)

인사제도와의 연계 채용기준, 평가·보상 연계, 리더십 시스템과 연계 등

Audit 및 측정·평가
가치정착에 대한 Survey, 현장 확인, Audit를 통한 
반가치적 행동통제 등

현장전파형
(미국, 일본)

OJT, 멘토링 현장에서 가치 관련 커뮤니케이션 활동

현장리더에 의한 교육 현장리더에 의한 가치관교육, 행사

교육주도형
(삼성)

집합교육
주로 신규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연수원을 통
한 1:多 전파 교육

문화의 암묵적 공유 기업문화에 스며든 암묵적 가치 공유

※ 출처 : 이송원(2007). 기업 핵심가치와 기업문화.

<표 Ⅱ-4> 선진기업의 가치전파·공유 방법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핵심가치 전파 및 공유 형태는 교육주도형과 현장전파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핵심가치에 대한 집합식 교육이나 핵심가치를 전파하고 

제도화하는 핵심가치 전개활동들을 통해 핵심가치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전개활동을 변인으로 선정하였고, 현장

에서 핵심가치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신뢰를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인들은 종합적으로 조직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

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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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가치 전개활동의 단계

핵심가치를 도출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프로세스<표 Ⅱ-5>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핵심가치 도출, 가치별 행동요소 추출, 선포, 시스템에 정렬, 강화의 다섯 단계로 나

누어 볼 수 있다(고현철, 강우란, 2004). 

수준 방법 중요포인트

1단계
핵심가치 
도출

- CEO 이니셔티브
- 창업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를 관통
하는 성공요인 도출

- 전 직원 대상 서베이
- 직급별/직군별 집단토의
- Top-down → Bottom-up 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

- 핵심가치를 “선정”하
는 것이 아니라 “발
굴”하겠다는 자세로 
접근

- 필요에 따라 열망가치
의 배합도 가능

2단계
가치별 
행동요소 
추출

- 전직원 대상 심층 서베이 및 인터
뷰

- 직군별 가치의 세부 행동요소 정의

- 각 행동요소가 설득력
이 있을 때 실천을 유
도하기가 용의

3단계 선포 - 전직원에게 내용과 의미 전달
- 선포식을 해도 좋으나 

월례 조회 등을 이용
할 수도 있음

4단계
시스템에 
정렬

- 채용, 배치, 육성, 평가시스템에 핵
심가치 적용

- 역량평가에 활용

- 특히 평가결과의 이행
이 중요

5단계 강화

- 정기적 직장 서베이를 통해 점검 
및 피드백

- 일화와 사례를 발굴한 후 전파
- 글로벌기업일 경우 모든 현장의 가

치 일체화를 추진

- 서베이는 연 1회, 혹
은 연 2회, 반드시 지
속적으로 실시

고현철, 강우란(2004)

<표 Ⅱ-5> 핵심가치의 전개활동 단계

가) 핵심가치 도출 단계

핵심가치 도출 단계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핵심가치

를 만들어내는 단계이다(장정관, 2011). 기업은 핵심가치의 도출을 위해 기존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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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분석하고 창업자나 최고경영자의 경영관, 기업관 등을 정리하며 선진기업의 핵

심가치를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임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내부설문이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이태형, 2009). 또한 기업의 핵심가치는 

CEO의 방향성과 의지를 바탕으로 도출해야하며, 특히 전 직원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현철, 강우란, 2004). O'reilly(1989)는 기업의 

핵심가치는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할 수 있는 명료하고 구체적인 것이어

야 하며,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회사의 가치, 경영원칙, 방향성 등이 반영되어 공

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 가치별 행동요소 추출 단계

가치별 행동요소 추출 단계는 도출된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핵심가치의 

정의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가치별 행동요소는 

‘핵심가치 실천을 위해 해야 할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와 더불어‘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신태균, 2006).

이러한 행동요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설문을 할 때에는 문화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조직문화 진

단 설문지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터뷰는 자사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 

요구사항, 현재의 기업문화, 자사의 강점 및 약점, 약점에 따른 개선 사항, 향후 핵심

가치 정립 방향 등을 질문하고 의견을 분석하여 현재의 가치체계를 진단할 수 있도

록 한다(정정관, 2011). 또한 직급별, 직군별 집단 토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핵심가치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배윤경, 2008).

다) 핵심가치 선포 단계

핵심가치 선포 단계는 구성원들이 도출된 핵심가치와 행동요소를 공유할 수 있도

록 선포 또는 전파하는 단계이다(이태형, 2009). 핵심가치의 선포 및 상징 적인 행

위는 주로 최고경영자와 전체 구성원들 사이의 간담회나 핵심가치 선포식과 같은 행

사를 통해 발표하는데, 특히 시무식이나 종무식, 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를 할 때 사

내 홍보를 위해 구성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유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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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또한 핵심가치의 선포는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있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매우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핵

심가치 홍보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식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가치의 선포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을 통하여 구성원간

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이송원, 2007).

라) 시스템 정렬 단계

시스템 정렬 단계는 핵심가치의 실천을 위해 기업에서 핵심가치를 제도 및 시스템

과 연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원들을 핵심가치에 몰입하게 하려면, 말만이 아닌 

제도, 시스템 등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황인경, 2003). 

구성원들로 하여금 핵심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평가와 보상

제도가 있다. 보상 프로그램은 구성원들에게 기업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구성원들에게 기대되는 행위와 성과를 중심으

로 인정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에서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구

성원들의 실천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양병철, 2009). 그러나 보상프로그램은 

효과는 발휘하지만 장시간 그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

는 구성원들이 보상과 연계된 핵심가치 연계 제도에 대하여 또 다른 업무의 연장선상

에 있어 그 보상을 받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배윤경, 2008).

핵심가치를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실천 사무국을 운영하기도 한

다. 이들은 세부적인 계획을 통해 구성원들의 마인드를 이해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핵심가치를 실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정립한 핵심가치를 인재상으로 구성하여 직원 채용 시 평가하는 방법, 

핵심가치의 각각의 행동기준을 정량화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인사제

도와 연계하여 핵심가치 실천을 강화할 수 있다(신태균, 2006). 이는 기업이 단순히 

수치상의 업무 성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핵심가치에 부합하고 소속감

과 자부심, 충성심을 지닌 구성원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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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으로 전파교육을 담당할 직원을 선발하여 핵심가치에 대한 워크숍 및 교

육을 실시한 후, 교육을 받은 전파 담당 직원들이 현업으로 돌아가 하부 단위 조직에

서 핵심가치교육 및 모임을 진행함으로써 강력한 핵심가치 전파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 정렬 단계는 체계적, 지속적 관리를 가능케 해서 전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이 정착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유은영, 2011).

마) 강화 단계

강화 단계는 핵심가치를 실천하는 단계로서 많은 기업들이 핵심가치 실천수준 서베

이를 하거나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과정이다(유은영, 2011). 기업 내에서는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핵심가치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과 실천 수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하고 즉시적인 피드백 을 주어야 한다(장정관, 2011).

핵심가치를 실천한 각종 성공 사례를 최고경영자가 전파 및 공유하고 이에 대해 

시상 또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인식도를 높이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 수 

있다(이태형, 2009). 또한 리더가 가치실천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구성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배윤경, 2008). 핵심가치의 성공적 전파 및 실천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핵심가치 강화 활동이 필요하다.

위의 단계들을 종합해 보면, 핵심가치의 전개는 핵심가치의 도출 및 정립, 선포, 핵

심가치에 기반한 채용 및 육성 등 인사제도와의 연계, 핵심가치의 실천수준 조사, 사

례 공유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핵심가치를 내재화시키는 일련의 과

정들을 핵심가치 전개활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핵심가치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대기업이기 때

문에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행동요소를 추출하고, 선포하는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

스템에 정렬 및 강화 활동을 핵심가치 전개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왜냐하면, 핵심가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핵심가치가 도출되어 선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핵심가치 전개활동이란 이미 현재 대기업에서 

정립하고 선포한 핵심가치를 구성원들에게 전파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선포된 핵심가치를 얼마나 시스템화 및 제도화 시켰으며, 핵심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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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3) 핵심가치 전개활동의 측정

핵심가치 전개활동을 측정하는 도구는 고현철, 강우란(2004)이 정의한 기업의 핵

심가치 전개활동 단계에 따라 개발되어 이태형(2009), 유은영(2011), 장정관

(2011), 박주훈(2012)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이 도구들은 핵심가치를 도출하였는

지, 핵심가치별 행동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핵심가치를 알리고 표어(Slogan)을 선포

하였는지에 해당하는 3문항과 핵심가치를 회사의 시스템 및 제도에 반영하였으며, 강

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

분의 대기업에서는 이미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핵

심가치를 도출해서 선포하였는가를 묻고 있는 3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6문항을 활

용하여 핵심가치 전개 활동을 측정하였다.

다. 조직신뢰

1) 조직신뢰의 개념

신뢰(trust)는 사회적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으로서,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형

성된 곳이라면 어디서든 관심을 갖고 다루어져 온 주제이다. 신뢰에 관한 연구는 최

근 조직행동과 조직이론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뢰의 정의는 선행 연구자

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Rousseau, Sitkin, Butt와 Camerer(1998)가 미국 경영학회지에 발표한 것으로 타

인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 근거해서 자신의 취약성을 수용하는 심리

적 상태이다.

신뢰연구의 대표적 학자 중 하나인 Rotter(1980)는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다

른 개인 혹은 집단이 약속한 것에 대해 본인이 믿어도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로 

신뢰를 정의하였다. Gambetta(1988)는 상대방과의 교환관계를 확실히 하고 상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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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최소한 해를 끼치지 않는 어떤 행동을 취할 확률이 충분히 높다는 기대 혹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신뢰라고 정의하였다. Mayer, Davis & Schoorman(1995)는 상

대방이 본인에게 중요한 특정행동을 수행해 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상대방을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자신의 위험을 상대에게 노출시키고자 하는 의향이라고 

정의하였다.

조직적 측면에서의 신뢰는 맹목적으로 야기되기 보다는 개인적인 존중과 조직구성원

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진실한 관심에 근거한 지속적인 행동의 결

과로서 구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뢰는 신념, 확신, 기대, 일관

성, 안전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으나, 신뢰에 대한 연구의 관점과 상

황, 그리고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그 개념이 정립되고 있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는 어렵다(Lewis & Weigert, 1995).

 Cook & Wall(1980)은 신뢰를 상대방이 선의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선의를 수

행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Jones & 

George(1998)의 정의에 의하면 신뢰란 교환관계에 있는 두사람 간의 확신의 표시

로, 상대방의 행동에 의하여 자신이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또는 상대방이 

자신의 취약성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Cummings & Bromiley(1996)는 조직신뢰란 상대방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약

속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충실하게 노력할 것이며, 상호간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행동

하고 또 거래관계에서 거래 파트너를 과도하게 착취하면서까지 이기적인 이익을 추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신뢰의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표 Ⅱ-6>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조직신뢰란 타인이나 집단의 말이나 약속, 구두, 혹은 문서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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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Rousseau,

Sitkin, Butt,

Camerer(1988)

타인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 근거해서 자신의 취약성
을 수용하는 심리적 상태이다.

Rotter(1980)
한 개인이 타인이나 집단의 말이나 약속, 구두, 혹은 문서의 진술이 믿
을만하다고 하는 일반적 기대이다.

Cook &

Wall(1980)

신뢰는 상대방이 선의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선의를 수행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이다.

Gambetta(1988)
상대방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적어도 해롭지 않은 어떤 행동을 취
할 확률이 충분히 높다고 기대 또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Mayer et

al.(1996)

신뢰자에 대한 감시나 통제가 가능한 능력, 위차와는 관계없이 신뢰자
에게 중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자
발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이다.

Lewis &

Weigert(1995)

조직적 측면에서의 신뢰는 맹목적으로 야기되기 보다는 개인적인 존중
과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진실한 관심
에 근거한 지속적인 행동의 결과로서 구축된다.

Matthai(1989)
종업원이 불확실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조직의 말과 행위에 일관성이 
있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종업원의 감정이다.

Jones &

George(1998)

교환관계에 있는 두 사람간의 확신의 표시,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 해
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또는 상대방이 자신의 취약성을 이용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Cummings &

Bromiley(1996)

상대방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약속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충실하게 
노력할 것이며, 상호간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이기적인 이익
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이다.

<표 Ⅱ-6> 조직신뢰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2) 조직신뢰의 유형

신뢰는 사회적 불확실성과 경쟁이 심화되고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조직 혹은 사회

의 유지를 위해서 이해관계 이상의 것이 요구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여 왔다. 

이러한 인식은 조직신뢰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구성원의 조직 몰입과 협조를 증

진시킨다는 인식으로 확장 되었다. 더욱이 생산성 향상, 품질의 제고, 신기술 현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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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조직신뢰 

형성 메커니즘 개발이 요구된 상황도 조직신뢰 연구를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Fox(1974)와 Cook & Wall(1980)은 조직 내에서 신뢰를 신뢰의 대상에 

따라 부하의 수직적 신뢰와 상사의 부하에 대한 신뢰와 같은, 상하 관계에서 형성 되

는 수직적 신뢰와 동료 등 상호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수평적 신뢰, 그리고 

조직구성원들과 조직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제도적 신뢰로 구분하였다. 수직적 신뢰

와 수평적 신뢰를 개인 간 신뢰(interpersonal trust), 제도적 신뢰는 조직신뢰

(organizational trust)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Gabarro(1978)의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서 부하의 수직적 신뢰가 상사가 효과적인 업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Organ(1988)은 종업원과 상사 간에 사회적 교

환관계가 발전되기 때문에 상사의 공정성이 종업원의 조직시민행동을 이끌어 낸다고 

주장하였다. Rousseau 외(1998)는 개인수준과 사회수준의 신뢰를 구분하여 신뢰의 

유형 발달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Aryee 외(2002)는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

는 조직과 수직적 신뢰로 대표된다고 하면서 신뢰의 정도에 따라 교환이론의 관점에

서 개인의 노력의 투입 정도가 달라져 조직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장우

석, 2007). Reynolds(1997)는 신뢰는 조직 내에서 사람들 간에 관계가 행해지는 

방식의 표출이며 따라서 조직 구성원 자신들이 아닌 구성원들 간의 관계이며 뛰어난 

조직과 평범한 조직을 구분 짓는다고 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조직신뢰

(organizational trust)와 개인간 신뢰(interpersonal trust)를 서로 다른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신뢰의 유형을 바탕으로 신뢰관계를 수직적 신뢰와 제도

적 신뢰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즉, 조직 구성원 개개인 간의 상하 관

계에서 형성되는 수직적 신뢰와 조직구성원들과 조직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제도

적 신뢰로 조직 신뢰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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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신뢰의 측정

조직신뢰는 조직구성원들과 조직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제도적 신뢰와 상사의 부

하에 대한 신뢰와 같은, 상하 관계에서 형성되는 수직적 신뢰로 구분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신뢰를 제도적 신뢰와 수직적 신뢰로 측정하고 있는 Cook 

& Wall(1980)과 Podsakoff(1990)의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개발한 뒤, 전문가로부

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사용한 김명신(2011)의 조사도구를 수정하여 활용하였

다. 현재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HRD 담당자들에게 안면타당도를 검토 받았으며, 

어색한 용어나 애매모호한 용어를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조직신뢰의 측

정 도구는 제도적 신뢰 5문항, 수직적 신뢰 5문항을 포함하여 전체 10문항을 Likert 

Type 5점 척도로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제도적 신뢰에서는 조직에 대하여 구성원이 

신뢰를 갖고 있는지, 충성심을 갖고 있는지 등을 측정하였으며, 수직적 신뢰에서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상사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 충성심, 믿음 등을 측정하였다.

4. 핵심가치 실천과 핵심가치 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및 조직신뢰의 관계

가.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

대기업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선포하였으나, 이러한  

핵심가치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호나 선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

니라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이지연, 2012). 즉, 조

직구성원들이 핵심가치를 실천할 때, 핵심가치는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며, 조직의 

정신적 지주로써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조직 구성원들이 핵

심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핵심가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핵심가치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핵심가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천수준을 측정하고 있었으며(김명신, 2011), 핵심가치교육의 설계에 관한 연구

(곽영결, 2013; 송영민, 2010; 양병철, 2009)만 수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핵심가치

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가치교육이 그 목적을 달성하였는가에 

관한 것이다. 즉, 기업이 핵심가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실제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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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를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

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통해 핵심가치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조직의 성과, 조직 문

화 형성, 조직 몰입 등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이혜민, 2011; 

김명신, 2011; 배윤경, 2009; 박주훈, 2012), 이 연구에서는 핵심가치 실천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핵심가치교육이 핵심가치의 실천을 높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나.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핵심가치 전개활동의  조절효과

선진 기업들은 조직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핵심가치를 교육

하는 활동과 핵심가치를 도출, 전파, 제도화하는 핵심가치 전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전개활동을 각각 개별적

으로 분석하고 있으며(김명신, 2011; 박주훈, 2011; 배윤경, 2009; 신주호, 2011; 

유은영, 2011; 윤영, 2009; 이재혁, 2011; 이태형, 2009; 장정관, 2011), 두 변인

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 

박주훈(2011)은 핵심가치 전개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김명신(2011)은 핵심가치교육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배윤경(2009)은 기업의 핵심가치에 대한 인식이 구성원

들의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신주호(2011)은 기업의 핵심가치교육이 

조직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유은영(2011)은 핵심가치 전개활동이 조직

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고, 윤영(2009) 역시 핵심가치 실천

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이재혁(2011)은 기업의 핵심가치 실천이 조직

의 성과, 조직 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이태형(2009)은 핵

심가치 전개활동이 성과지향적 기업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이혜민(2011)은 기업 내 핵심가치 실천 및 핵심가치교육이 조직 구성원의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고, 장정관(2011)은 핵심가치 전개활동이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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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전개활동이 모두 핵심가치의 실천 

수준을 높여 조직의 성과나 문화 형성, 조직몰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러나 핵심가치 실천을 높이기 위한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는 핵심가치교육이나 핵심가

치 전개활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고 있지 못하며, 이들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가치 전개활동과의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전개활동은 조직 구성원의 핵심

가치의 실천 수준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두 변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핵심가치 실천 수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핵심가치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더라도 핵심가치 전개활동이 미흡하다면 조직 구성원들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은 향상되지 못할 수 있다. 반면에 핵심가치교육은 비교적 덜 효과적으로 실시되

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가치 전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조직 구성원들의 핵

심가치 실천 수준은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가치교육이 핵심가치 실천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어

서 핵심가치 전개활동이 갖는 조절효과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는 핵심가치교육과 핵

심가치 실천의 관계가 핵심가치 전개활동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핵심가치의 실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

체적인 메커니즘을 구명할 수 있다.

다.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조절효과

조직신뢰에 대한 연구는 최근 조직행동과 조직이론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한 개인이 타인이나 집단의 말이나 약속, 구도, 혹은 문서의 진술이 믿을만하다

고 하는 일반적 기대로 정의하고 있다(Rotter, 1967). 따라서 조직신뢰 수준이 높은 

기업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사의 방침과 규정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며(Graham, 1991), 조직구성원들이 강한 공동체 의식과 조직에 대한 일체감

을 바탕으로 조직 문제에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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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신뢰는 조

직목표의 효과적 달성, 직무만족, 동기부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wivedi, 

1983). 따라서 신뢰는 고성과 조직이 되는 필수요인이다(Boss, 1978). 조직구성원

이 조직과 상사, 그리고 동료를 신뢰하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사의 방침

과 규정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한다(Grahanm, 1991). 또한 신뢰는 조직 구

성원들이 강한 공동체 의식과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바탕으로 조직 문제에 자율적이

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기적, 자율적, 그리고 인간중심적인 

조직 운영을 가능케 한다(Tyler & Degoey, 1996).

둘째, 신뢰는 기업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사상적 구심점을 이루기 위한 경영이념과 경

영철학의 핵심요인이 된다(Miles & Creed, 1995; Powell, 1996). 또한 신뢰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Costigan, Ilter & Berman, 1998). 신뢰는 

장지적으로 조직의 안정적인 발전과 구성원의 행복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Cook & wall, 1980). 특히 신뢰는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신뢰 당사자 간에 믿음을 주어 집단이나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협력과 협동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도록 한다(Burt & Kenz, 1995; Tyler & Kramer, 1996). 

기업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으로서 신뢰에 대한 관심을 부각 시킨 

연구자들 중 Peyrefitte(1995)와 Fukuyama(1995)는 각각 유럽과 미국을 배경으로 

연구하면서 조직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기

업의 조직 및 경영혁신 분야에서는 경영혁신의 흐름과 더불어 협력적 문제해결팀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teams)이 기업 경영에 도입됨으로써 팀원들 간 그

리고 팀장과 팀원들 간의 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증

적 연구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Zalabac, Ellis, & Winogard, 2000).

신뢰와 핵심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없었으나, 신뢰가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핵심가치가 성과에 미치는 연구에 대해 살펴

보면, 배은경(2009)은 구성원 개별 역량을 높임은 물론, 구성원들 간 팀워크를 강화

시킴으로써 조직 전체적의 인적 자원 역량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으로 궁극적으로 기

업의 성과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명신(2011)의 연구에서는 핵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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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천수준이 조직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조직신뢰는 조직구성원들의 사상적 구심점을 이루기 위한 

경영이념과 경영철학의 핵심요인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회사의 방침과 규정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한다.

따라서 핵심가치교육이 실시된 후, 조직 구성원이 현장에 돌아가서 핵심가치 실천

을 하는데 있어서 조직신뢰 수준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핵심가치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였더라도 조직의 신뢰 수준이 낮으면 핵심가치가 공유되고 실천되

는 수준이 낮아질 수 있으며 핵심가치교육이 덜 효과적이었더라도 조직의 신뢰 수준

이 높으면 핵심가치가 공유되고 조직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가치교육이 핵심가치 실천에 영향을 주는 관

계에 있어서 조직신뢰가 갖는 조절효과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는 핵심가치교육과 핵

심가치 실천의 관계가 조직신뢰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러한 분석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

니즘을 구명할 수 있다.

5. 핵심가치실천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관계

Pfeffer(1985)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개인별로 측정되지만 이

러한 데이터가 모이면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

한다.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인 핵심가치 실천이란 기업이 정립한 핵심가치를 조직 구

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실제 행동과 태도에 이를 반영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조직의 핵심가치를 실천한다는 것은 조직의 가치를 내재화 시키고, 받아들여 행

동함으로써 조직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핵심가치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통

제하기 위하여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탐색하였는데,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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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혼인여부, 교육을 받은 시기 등이 있었다. 

정윤호(2005)는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직급, 근속기간, 일가치, 고용형태에 따라 조직몰입을 인식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연령이 높을수록 개

인은 조직에 대한 이해력과 애착감이 증대하고, 노력이나 시간·비용의 투자가 증가

하여 더 조직에 몰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별과 관련하여, 여성은 일과 관련된 

투자가 적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조직몰입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다음으로 교윤 수준은 높을수록 대체직업을 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몰입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조직에 대한 몰입수

준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으로써 고용되어 월급을 받

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조직에 더 몰입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검

증하기 위해 실제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교육수준, 고용형태에 따라서만 조

직몰입을 인식하는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혜민(2011)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직급을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설정

하고 핵심가치 실천 수준에 대한 집단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연령이 높아질수

록 핵심가치 인식 및 실천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에 따라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의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핵심가치 실천 수준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직급에 따라 대

리 이하와 과장 이상으로 집단을 나누어 핵심가치 인식 및 실천수준을 살펴본 결과 

직급이 높을수록 핵심가치 인식 및 실천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로 높았다. 

강미영(2007)의 연구에서는 혼인여부, 직급, 근속년수에 따라 조직몰입을 인식하

는데 차이가 있다. 기혼자의 경우 미혼자 보다 조직에 대한 몰입 수준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직급에 따라서는 직급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을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또한 근속년수에 따라서

도 오래 근무한 근로자일수록 조직몰입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외의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도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급, 근무경력, 혼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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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은 시기가 핵심가치 실천이나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분석 결과는 연구마다 조금씩 상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역시 성별, 연

령, 최종학력, 직급, 근무경력, 혼인여부, 교육을 받은 시기를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설정하였고, t검정 및 F검정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인을 통제 변인으로 설

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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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가설적 연구 모형

I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실천, 핵심가치 전개활동, 조직신

뢰 수준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은 핵심가치 

실천과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및 조직신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표에 따라 [그림 Ⅲ-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에 따르면 기업의 핵심가치교육이 조직 구성원들의 핵심가치 실천에 영

향을 주는 데 있어서 핵심가치 전개활동과 조직신뢰가 조절효과를 갖는다.



- 46 -

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실제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이다. 대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중소기업법

에 근거하여 업종별로 상시 종사자 수 및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을 구분하는 방법(중소기업청, 2007)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0대 그룹과 그 계

열사 혹은 1000대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법(대한상공회의소, 2007)이 있다. 

중소기업법에 근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시 종사자 수가 300명 이하인 경우를 

중소기업, 이상인 경우를 대기업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방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이 인원수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으며 구분된 

대기업 집단이 대기업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1000대 

기업의 경우 매출액과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선정되는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상위권에 해당하는 기업과 하위권에 해당하는 기업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며,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업종 특성에 따라 은행 및 보험사들이 높은 순위에 해

당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30대 그룹사를 연구의 모

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그룹사 차원에서 핵심가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10대 

그룹사(매출액 순)를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 모집단인 10대 

그룹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순위 그룹명 계열사 수 순위 그룹명 계열사 수

1 삼성그룹 78 6 포스코 그륩 65

2 현대자동차 그룹 55 7 한화 그룹 49

3 SK 그룹 86 8 GS 그룹 68

4 LG 그룹 59 9 현대중공업 그룹 22

5 롯데 그룹 76 10 LS 그룹 48

출처: ㈜ 커리어넷. (2013). 30대 그룹. from http://www.career.co.kr/bible/default.asp.

<표 Ⅲ-1> 10대 그룹사 현황(2012년 0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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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0대 그룹 및 계열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을 뿐

만 아니라 핵심가치교육을 받은 연구 대상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비확률적 표집(Non-probability sampling) 중에서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을 사용하여 표집을 하였다.

목표 모집단의 종사자 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모집단의 크기와 상관없이 

표본크기가 384명 이상이 되면 모집단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384명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균 회수율과 유효자료율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500

명으로 표집의 크기를 설정하였다.

3.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조사도구는 질문지로, 질문지는 개인의 생각, 태도, 감정 등 

관찰하기 힘든 구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박도순, 2004)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질문지는 핵심가치 실천, 핵심가치교육에 대

한 만족도, 핵심가치 전개활동, 조직신뢰를 측정하는 4개의 조사도구와 일반적 사항

을 묻는 문항으로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변인들에 대한 조사도구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타당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연구목적과 대상에 맞도록 수정하여 그래

도 사용하였으며, HRD 전공 박사수료 대학원생 2명, 박사과정 대학원생 2명에게 내

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표 

Ⅲ-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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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수 문항번호 출처

핵심가치 실천 9 Ⅳ-1~9

O'Reilly, Chatman, & Caldwell(1991)

Denison, Halland, & Goelzer(2004),

이혜민(2011)

핵심
가치
교육 

교육내용 및 방법 3

Ⅰ-1~15
Kirkpatrick(1996), 이혜민(2011), 김
진모(2012)의 도구를 수정

교육자료 및 매체 3

강사 및 학습촉진자 5

교육유용성 4

핵심가치 전개활동 6 Ⅱ-1~6
이태형(2009), 유은영(2011)의 도구
를 수정

조직
신뢰

제도적 신뢰 5 Ⅲ-1~5 Cook와 Wall(1980), Podsakoff(1990)

김명신(2011)수직적 신뢰 5 Ⅲ-6~10

인구통계학적 변인 8 Ⅴ-1~8

<표 Ⅲ-2> 조사 도구의 구성

가. 핵심가치 실천

조직구성원이 속한 기업의 핵심가치에 대한 조직구성원 개인차원에서의 인식 및 실

천수준의 측정을 위한 조사도구는 O'Reilly, Chatman, & Caldwell(1991), 조영호

(1992), 박계홍, Collins & Porras(1994), Denison, Halland, & Goelzer(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 타당도를 확보한 이혜민(2011)의 도구를 활용

하였다. 이 도구는 핵심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을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실천 수준

을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에 맞도록 핵심가치 인식을 제외한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측정

하기 위한 9문항을 사용하였으며, HRD 전공 박사수료 대학원생 2명, 박사과정 대학

원생 2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또한 예비조사에서 핵심가치 실천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895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233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본조사의 신뢰도 계수 역시 .916로 높은 신뢰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나. 핵심가치교육

조직구성원의 핵심가치교육을 측정하기 위해서 핵심가치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

하였고, 조사도구는 Kirkpatrick (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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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교육 만족도를 도출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자료 및 매체, 강

사 및 학습촉진자, 교육 유용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요인에 따른 핵심가

치교육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5점 Likert 척도를 응답방식으로 사용하여, 총 1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도구는 이혜민(2011)의 연구와 김진모(2012)의 연구

를 바탕으로 교육공학 및 교육학 박사, 20년 경력이상의 HRD 전문가로 부터 내용타

당도를 검증받았으며,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  SPSS의 확인적 요

인분석을 활용하였다(<표 Ⅲ-3> 참조).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을 채택하

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 값은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50 이

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구분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교육 내용 
및 방법

1 .354 .262 .356 .530

2 .186 .390 .382 .635

3 .272 .253 .147 .799

교육자료 
및 매체

4 .218 .230 .834 .155

5 .351 .339 .660 .249

6 .335 .250 .626 .431

강사 및 
학습 
촉진자

7 .775 .244 .175 .193

8 .788 .206 .325 .122

9 .767 .237 .339 .091

10 .747 .239 .102 .299

11 .783 .258 .152 .309

교육 
유용성

12 .320 .720 .260 .225

13 .266 .696 .154 .350

14 .276 .828 .198 .159

15 .195 .811 .246 .198

고유치 8.459 1.277 .889 .676

설명변량(%) 56.397 8.517 5.927 4.506

누적변량(%) 56.397 64.913 70.840 75.346

<표 Ⅲ-3> 핵심가치교육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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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5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

시하였는데 내적 일치도 계수가 .693~.899으로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어 본조사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2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다음 

<표 Ⅲ-4>와 같으며 .789~.944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 

구분 문항
예비조사(n=56)

내적일치도(Cronbach α)

본조사(n=233)

내적일치도(Cronbach α)

핵심가치교육 15 .888 .944

교육 내용 및 방법 3 .693 .789

교육자료 및 매체 3 .788 .845

강사 및 학습 촉진자 5 .899 .913

교육 유용성 4 .821 .892

<표 Ⅲ-4> 핵심가치교육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다. 핵심가치 전개활동

핵심가치 전개활동 측정에 사용할 조사도구는 핵심가치 전개활동이 성과지향적 기

업문화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태형(2009)과 핵심가치 전개활동이 조직몰입

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유은영(2011)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

증된 6문항의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들은 핵심가치를 도출하였는지, 핵심가

치별 행동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핵심가치를 알리고 표어(Slogan)을 선포하였는지에 

해당하는 3문항과 핵심가치를 회사의 시스템 및 제도에 반영하였으며,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에

서는 이미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핵심가치를 도출

해서 선포하였는가를 묻고 있는 3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6문항을 활용하여 핵심가

치 전개 활동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도구를 HRD 전공 박사수료 

대학원생 2명, 박사과정 대학원생 2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56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핵심가치 전개활동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867이었으

며, 2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 조사에서는 .882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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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신뢰

신뢰는 제도적 신뢰와 수직적 신뢰로 나우어 Cook와 Wall(1980)과 

Podsakoff(1990)의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전문가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사

용한 김명신(2011)의 조사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제도적 신뢰 5문항, 수직적 신뢰 5

문항, 전체 10문항을 Likert Type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설문을 활용한 최익

봉(2004)의 연구에서 조직신뢰와 상사 신뢰의 신뢰도(Cronbach α)는 각각 .71,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도구를 HRD 전공 박사수료 대학원생 2

명, 박사과정 대학원생 2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

한 통계적 방법으로 SPSS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 값은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5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표 Ⅲ-5> 참조). 

구분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제도적 신뢰

1 .234 .821 -.065

2 .291 .835 -.102

3 .341 .779 .078

4 .262 .720 .280

5 .003 .037 .953

수직적 신뢰

6 .723 .361 .152

7 .792 .213 .115

8 .862 .211 .046

9 .739 .415 -.169

10 .788 .260 -.128

고유치 5.199 1.182 1.050

설명변량(%) 51.985 11.823 10.502

누적변량(%) 51.985 63.809 74.311

<표 Ⅲ-5> 조직신뢰변인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1차)

그러나 역문항인 5번 문항이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 회사는 직원들을 속여서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역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네 문항과는 다른 차원의 내용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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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고 있어 구인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

도적 신뢰 5번 문항을 제거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Ⅲ-6>과 같이 이론적 구조에 맞게 적재되었으며, 대부분의 요

인 적재치가 .750 ~ .850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조직신뢰 변인은 역

문항인 5번을 제외한 총 9문항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분 문항 요인 1 요인 2

제도적 신뢰

1 .173 .808

2 .258 .848

3 .304 .751

4 .318 .590

수직적 신뢰

6 .756 .271

7 .776 .204

8 .836 .272

9 .728 .398

10 .795 .235

고유치 5.195 1.148

설명변량(%) 57.727 12.759

누적변량(%) 57.727 70.486

<표 Ⅲ-6> 조직신뢰변인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2차)

또한 각 변수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를 사용하

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Ⅲ-7>과 같다. 

구분 문항
예비조사(n=56)

내적일치도(Cronbach α)

본조사(n=233)

내적일치도(Cronbach α)

조직신뢰 9 .888 .908

제도적 신뢰 4 .778 .861

수직적 신뢰 5 .910 .890

<표 Ⅲ-7> 조직신뢰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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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본 조사에 앞서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목표 모집단인 10개 그룹사의 종사자 56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배포 및 회수, 분석을 통해 문

항 수정 및 제거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보완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 시스템(KSDC)과 우편 조사를 함께 활용하여 

2013년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목표 모집단

인 10대 그룹사를 중심으로 최근 핵심가치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물어보고, 실시하

였다면 설문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대상을 설명하였으며, 핵심가치교육을 받은 지 3개월에서 1년 이내인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다른 방법에 비

하여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을 완료한 사람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0대 그룹사 중 한화와 현대 중공업에서 설문 협조를 받을 수 

없었으며, 이를 제외한 8개 그룹사에서 핵심가치교육을 받은 500명에서 설문을 배포

하였으며, 그 중 243명(48.6%)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중 인구통계학적 특

성 문항이나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10부를 제외하고 총 233부(46.6%)를 

사용하여 최종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이 된 233명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급, 근무 경력, 혼인 여부, 핵심가치교육을 받은 시기를 조사하였다(<표 Ⅲ-8> 참

조). 먼저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79%(184명), 여성 21%(49명)으로 남성 응

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30세 미만이 

57.1%(133명)로 가장 많았고, 30세~35세가 22.7%(53명), 35세~40세가 

4.3%(10명), 40세 이상이 15.9%(37명)이었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최종 학력은 

대졸 이상이 81.1%(189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대학원 이상이 15.5%(36명)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졸 이상이 3.0%(7명)이었다. 응답자들의 직급은 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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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가 14.2%(33명), 과장이 4.3%(10명), 차장

이 3.0%(7명), 부장이 12.4%(29명)로 나타났다. 근무 경력 역시 1년 미만이 

56.2%(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3년이 9.4%(22명), 3년~5년이 8.6%(20명) 

5년~10년이 10.3%(24명), 10년 이상이 15.5%(36명)으로 나타났다. 혼인 여부는 

미혼이 67.0%(156명), 기혼이 33.3%(77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대기업의 

핵심가치교육이 주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핵심가치교육을 

받은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이 대부분 30세 미만, 대졸 이상, 사원, 1년 미만, 미

혼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이 핵심가치교육을 받은 시기는 1개월~1년 이내인 

사람이 7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 <표 Ⅲ-8>은 설문 응답자의 일반

적 특성을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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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84 79.0

여성 49 21.0

계 233 100.0

연령

30세 미만 133 57.1

30세 이상～35세 미만 53 22.7

35세 이상～40세 미만 10 4.3

40세 이상 37 15.9

계 233 100.0

최종학력

고졸 1 0.4

전문대졸 7 3.0

대졸 이상 189 81.1

대학원 이상 36 15.5

계 233 100.0

직급

사원 154 66.1

대리 33 14.2

과장 10 4.3

차장 7 3.0

부장 29 12.4

계 233 100.0

근무 경력

1년 미만 131 56.2

1년 이상～3년 미만 22 9.4

3년 이상～5년 미만 20 8.6

5년 이상～10년 미만 24 10.3

10년 이상 36 15.5

계 233 100.0

혼인여부

미혼 156 67.0

기혼 77 33.0

계 233 100.0

교육받은 
시기

1개월 미만 29 12.4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2 13.7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3 18.5

6개월 이상～1년 미만 94 40.3

1년 이상 24 10.3

계 233 100.0

<표 Ⅲ-8>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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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주요 통계방법

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기법을 활용하고, 변인 간의 관계

를 밝히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조절변인 분석모형(moderator model)에 

근거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방법을 연구 문제

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9>과 같다.

연구문제 통계기법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연구문제 1. 기업의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실천, 핵심가치 전개활동,

조직신뢰의 수준은 어떠한가?
평균, 표준편차

연구문제 2. 기업의 핵심가치교육은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위계적 회귀분석

연구문제 3. 핵심가치 전개활동은 기업의 핵심가치교육과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위계적 회귀분석
(조절변인 분석)

연구문제 4. 조직신뢰는 기업의 핵심가치교육과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위계적 회귀분석
(조절변인 분석)

<표 Ⅲ-9> 연구문제 따른 통계분석 방법

다중회귀분석에서 예측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가 양적변수이어야 

하고 정규분포를 따르며, 잔차의 등분산성, 상호 독립성이 만족되어야 한다. 정규분포 

가정은 정규확률도표(P-P plot)를 이용하여 검토할 수 있는데, 점들이 45°직선상

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대체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등분

산성은 잔차의 산점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0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

포하고 있는 경우 등분산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상호 독립성은 

Dubrin-Watson의 통계 값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값이 2에 근접하는 경우 상호 



- 57 -

독립성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목적에 따라 총 3번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① 핵

심가치교육이 핵심가치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②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핵심가치 전개활동의 조절효과 분석, ③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Ⅲ-2] ① 다중회귀분석(핵심가치 실천-핵심가치교육)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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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Ⅲ-2]는 핵심가치교육이 핵심가치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

귀분석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 검증 결과이다. P-P 도표를 보면 대부분의 점들이 

45° 직선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정규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산점

도 역시 0을 기준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등분산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3] ② 다중회귀분석(핵심가치 전개활동의

조절효과)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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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Ⅲ-3]는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전개활동의 조절

효과 분석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 검증 결과이고, [그림 Ⅲ-4]는 핵심가치교육과 핵

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조절효과 분석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 검증 결과

이다. 각 그림의 P-P 도표를 보면 대부분의 점들이 45°직선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

으므로 정규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산점도 역시 0을 기준으로 고르게 분포

하고 있기 때문에 등분산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4] ③ 다중회귀분석(조직신뢰의 조절효과)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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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독립성은 Dubrin-Watson 계수를 통해 검증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

음 <표 Ⅲ-9>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다중회귀분석에서 2에 가까운 수치가 나타

나 상호 독립성이 검증되었다.

구분 Durbin-Watson 계수

핵심가치교육-핵심가치 실천 2.027

핵심가치 전개활동의 조절효과 1.965

조직신뢰의 조절효과 1.938

제도적 신뢰의 조절효과 1.963

수직적 신뢰의 조절효과 1.983

<표 Ⅲ-10> 다중 회귀분석의 상호 독립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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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의 결과

1. 핵심가치 실천과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및 

조직신뢰 변인의 수준

연구문제 1. 대기업의 핵심가치 실천과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및 

조직신뢰의 수준은 어떠한가?

대기업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핵심가치 실천과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

동 및 조직신뢰에 대한 수준은 다음 <표 Ⅳ-1>와 같다. 

핵심가치 실천 변인의 평균은 32.74점, 표준편차는 5.83, 5점 환산평균은 3.64, 

최대값은 45, 최소값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가치교육 수준은 대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핵심가치교육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도 수준으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교육내용 및 방법, 교재 및 매체, 강사 

및 학습촉진자, 교육 유용성에 대한 만족도를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핵심가치교육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만족도 평균은 58.40점, 표준편차는 9.33, 

5점 환산 평균은 3.89점, 최대값은 75, 최소값은 20으로 나타났다. 핵심가치교육의 

하위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교육내용 및 방법의 평균은 11.24점, 표준편차는 2.06, 

5점 환산 평균은 3.81점, 최대값은 15, 최소값은 5로 나타났다. 교재 및 매체의 평

균은 11.78점, 표준편차는 1.96, 5점 환산 평균은 3.93점, 최대값은 15, 최소값은 5

로 나타났다. 강사 및 학습촉진자의 평균은 20.07점, 표준편차는 3.56, 5점 환산 평

균은 4.01점, 최대값은 25, 최소값은 5으로 나타났다. 교육 유용성의 평균은 15.14

점, 표준편차는 3.15, 5점 환산 평균은 3.78점, 최대값은 20, 최소값은 4로 나타났

다. 

핵심가치 전개활동의 평균은 22.54점, 표준편차는 4.38, 5점 환산 평균은 3.76점, 

최대값은 30, 최소값은 6으로 나타났다. 조직신뢰 수준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33.32

점, 표준편차는 5.73, 5점 환산 평균은 3.70점, 최대값은 45, 최소값은 13으로 나타

났다. 조직신뢰의 하위변인인 제도적 신뢰 변인의 평균값은 14.98점, 표준편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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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5점 환산 평균은 3.75점, 최대값은 20, 최소값은 4로 나타났으며, 수직적 신

뢰 변인의 평균값은 18.34점, 표준편차는 3.44, 5점 환산 평균은 3.67점, 최대값은 

25, 최소값은 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핵심가치 실천과 핵심가치교육, 전개활동 및 조직신뢰에 대한 인식 수

준은 5점 만점에 3.67~4.01 정도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5점 환산 
평균

최대값 최소값

핵심가치 실천 32.74 5.83 3.64 45.00 12.00

핵심가치교육 58.40 9.33 3.89 75.00 20.00

교육내용 및 방법 11.42 2.06 3.81 15.00 5.00

교재 및 매체 11.78 1.96 3.93 15.00 5.00

강사 및 학습촉진자 20.07 3.56 4.01 25.00 5.00

교육 유용성 15.14 3.15 3.78 20.00 4.00

전개활동 22.54 4.38 3.76 30.00 6.00

조직신뢰 33.32 5.73 3.70 45.00 13.00

제도적 신뢰 14.98 2.86 3.75 20.00 4.00

수직적 신뢰 18.34 3.44 3.67 25.00 8.00

주1) n = 233

<표 Ⅳ-1> 핵심가치 실천과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및 조직신뢰 변인에 대한 인식 수준

2.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

연구문제2, 3, 4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앞서 각 변인들에 대한 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통제변인을 설정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대상으

로 t 검증과 F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조직신뢰 및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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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실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Ⅳ-2>과 

같다. 종속변인인 핵심가치 실천수준과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핵심가치

교육이 .682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하위요인 별로는 교육유용성이 .711

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교육내용 및 방법이 .643, 교재 및 매체

가 .561, 강사 및 학습촉진자가 .477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핵심가치 전개활동은 

핵심가치 실천 수준과 .572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조직신뢰 역시 

.648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조직신뢰의 하위요인 별로는 제도적 신뢰가 

.624, 수직적 신뢰가 .556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핵심가치교육은 핵심가치 전개활동과 .428의 중간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

다. 하위변인 별로 살펴보면 교육유용성이 핵심가치 전개활동과 .48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고, 교재 및 매체가 .375, 교육내용 및 방법이 .370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강사 및 학습촉진자가 .275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핵심가치교육과 조직신뢰의 관계를 살펴보면 .509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었다. 하위요인 별로는 교육유용성이 .519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교재 및 매체는 .428, 교육내용 및 방법은 .425, 강사 및 학습촉진자는 

.39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핵심가치 전개활동과 조직신뢰는 .596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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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핵심가치 
실천

핵심가치 
교육

교육내용 
및 방법

교재 및 
매체

강사 및 
학습촉진자

교육 
유용성

전개 
활동

조직 
신뢰

제도적 
신뢰

수직적 
신뢰

1. 핵심가치 실천 1

2. 핵심가치교육 .682** 1

2.1 교육내용 및 방법 .643** .858** 1

2.2 교재 및 매체 .561** .847** .715** 1

2.3 강사 및 학습촉진자 .477** .883** .658** .669** 1

2.4 교육유용성 .711** .875** .699** .663** .638** 1

3. 전개활동 .572** .428** .370** .375** .275** .481** 1

4. 조직신뢰 .648** .509** .425** .428** .394** .519** .596** 1

4.1 제도적 신뢰 .624** .527** .450** .403** .399** .566** .643** .886** 1

4.2 수직적 신뢰 .556** .407** .332** .374** .321** .391** .456** .923** .641** 1

**p<0.01, *p<0.05

<표 Ⅳ-2>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조직신뢰 및 핵심가치 실천 변인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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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제변인을 설정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대상으로 핵심가치 실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T검정과 F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핵

심가치 실천으로 기업이 정립한 핵심가치를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실제 행

동과 태도에 이를 반영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조직의 핵심가치를 실천한다는 것

이 조직의 가치를 내재화 시키고, 받아들여 행동함으로써 조직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는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 경력, 혼인 여부 등이 있었으며, 이를 설문

문항에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변인들 중에서 통제변인을 설정하기 위

해서 성별과 혼인여부를 대상으로 각 집단이 핵심가치 실천을 인식하는데 있어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지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은 성별에 따라 핵

심가치 실천을 인식하는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연령과 최종학력, 직

급, 근무경력, 교육받은 시기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F검정을 실시

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인식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급, 근무경력, 교육받은 시기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모든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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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t / F p

성별
남자 33.30 5.90

2.921** .004
여자 30.61 5.06

연령

30세 미만 31.95 5.36

4.654** .004
30세~35세 34.10 6.58

35세~40세 35.78 6.52

40세 이상 32.74 5.26

최종학력 

전문대 졸 29.71 6.26

4.427** .005대졸 32.35 5.73

대학원 졸 35.03 5.45

직급

사원 31.83 5.49

4.299** .001

대리 32.30 6.83

과장 33.40 6.31

차장 35.71 4.07

부장 이상 36.62 4.59

근무 경력

1년 미만 32.44 5.70

4.959** .001

1년~3년 30.18 6.01

3년~5년 31.95 5.05

5년~10년 32.04 6.80

10년 이상 36.28 4.52

혼인 여부
미혼 32.22 5.53

-1.927 .055
기혼 33.77 6.29

교육 받은 
시기

1개월 미만 35.82 5.48

3.148** .015

1~3개월 32.41 6.06

3~6개월 33.38 5.09

6개월~1년 31.69 5.49

1년 이상 32.71 6.85

n=233   주: *p<0,05, **p.<0.01

<표 Ⅳ-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핵심가치 실천 수준의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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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심가치 실천에 대한 핵심가치교육의 위계적 회귀분석

연구문제 2. 대기업의 핵심가치교육은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대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핵심가치교육이 기업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에 직접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핵심가치교육을 독립변인으로 핵

심가치 실천은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한 이유는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

었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급, 근무경력, 교육 받은 시기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

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1단계에서 통제변인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핵심가치교

육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표 Ⅳ-4> 참조). 

독립변인

종속변인 : 핵심가치 실천

모형 1 모형 2

β t β t

통제 
변인

성별 -.149 -2.210* -.136 -2.587*

연령 -.179 -.967 -.111 -.768

최종학력 .051 .763 .010 .200

직급 .412 2.260* .062 .429

근무경력 -.002 -.017 .064 .580

교육 받은 
시기

-.213 -3.295** -.164 -3.249**

독립
변인

핵심가치교육 .637 11.925**

F 5.943** 28.756**

R2 .142 .485

△ R2 .142** .342**

*p<0,05, **p.<0.01

<표 Ⅳ-4> 핵심가치 실천에 대한 핵심가치교육의 위계적 회귀분석



- 68 -

위의 <표 Ⅳ-4>에서 살펴보듯이, 대기업 종사자의 핵심가치교육은 기업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표준화 계수(β)는 .637

이었으며, t값은 11.925로 유의수준 .01에서 핵심가치교육은 핵심가치 실천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통제변인이 갖는 영향력을 제외한 핵심가

치 실천에 대한 핵심가치교육의 설명량 역시 34.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나. 핵심가치 실천에 대한 핵심가치교육 하위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연구문제 2-1. 대기업 핵심가치교육의 하위변인(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자료 

및 매체, 강사 및 학습촉진자, 교육 유용성)은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다음으로 핵심가치 실천에 대해 핵심가치교육 하위변인들을 대상으로 다중 회귀분

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독립변수들을 함께 투입하였을 경우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으

로 인하여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차한계와 변량 팽

창계수를 활용하여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표 Ⅳ-5> 참조).

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변량 팽창계수(VIF)

교육내용 및 방법 .378 2.645

교재 및 매체 .411 2.435

강사 및 학습촉진자 .473 2.115

교육 유용성 .425 2.354

<표 Ⅳ-5> 핵심가치교육 하위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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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간의 상관이 높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회귀분석에서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이 지나치게 높을 때, 부분 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져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개별 변인의 변량을 해석하는 것이 모호해지고 회귀계수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며 표본 사례수의 변화와 같은 자료의 미세한 변화나 회귀모형에서 변인

의 추가나 삭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큰 표준오차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해 회귀

분석 결과의 통계적인 유의미도를 감소시키게 되며, 변인의 투입 순서에 따라 종속변

인을 설명하는 변량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한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공차한계(tolerance)와 변량 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사용하였다. 공차한계는 한 변인이 다른 변인들과 얼마

나 상관을 갖는지를 의미하는 독립변인들의 중다상관제곱(Ri2)을 1.0에서 감하여 계

산되며, VIF는 공차한계의 역수이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는 1에 근접할수록 다중공

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0.1 이하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VIF는 10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송지준, 2008). 이 연구

에서 다중공선성은 <표 Ⅳ-5>과 같이 나타났다. 따라서 VIF값과 공차한계 모두 정

상적인 값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기업의 핵심가치교육의 어떠한 요소가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에 영향

을 주고 있는지를 구명하기 위해 교육내용 및 방법, 교재 및 매체, 강사 및 학습촉진

자, 교육 유용성과 같은 하위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넣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내용 및 방법이 유의수준 .01에서 핵심가치 실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β=.270, t=3.659), 교육 유용성 역시 β=.485, t=6.963으

로 유의수준 .01에서 핵심가치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교재 및 

매체와 강사 및 학습촉진자는 기업 구성원이 핵심가치를 실천하는데 유의미한 영향

을 주고 있지 못하였다(<표 Ⅳ-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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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 핵심가치 실천

모형 1 모형 2

β t β t

통제 
변인

성별 -.149 -2.210* -.107 -2.178*

연령 -.179 -.967 -.112 -.833

최종학력 .051 .763 -.015 -.306

직급 .412 2.260* .117 .866

근무경력 -.002 -.017 .037 .357

교육 받은 
시기

-.213 -3.295** -.133 -2.841**

독립
변인

교육내용 및 
방법

.270 3.659**

교재 및 매체 .082 1.152

강사 및 
학습촉진자

-.096 -1.454

교육 유용성 .485 6.963**

F 5.943** 27.408**

R2 .142 .565

△ R2 .142** .423**

**p<0.01, *p<0.05

<표 Ⅳ-6> 핵심가치 실천에 대한 핵심가치교육의 위계적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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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핵심가치 전개활동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핵심가치교육이 핵심가치 실천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어서 기업

의 핵심가치 전개활동이 갖는 조절효과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핵심가치교

육을 독립변인으로, 핵심가치 전개활동을 조절변인으로, 핵심가치 실천을 종속변인으

로 설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조절변인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계

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종속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을 때 결정계수가(R2)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3단계에서 상호작

용 항만 유의하다면 순수 조절변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호작용 항과 조절변인 모

두가 유의하다면 유사 조절변인이다. 또한 조절변인만 유의하다면 이는 조절변인이라

기 보다 독립변인으로 간주해야 하며, 조절변인과 상호작용 변인 둘 다 유의하지 못

하면 조절변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연구문제 3. 대기업의 핵심가치교육과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

에서 핵심가치 전개활동이 갖는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핵심가치교육이 기업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있어서 핵심가치 전

개활동이 갖는 조절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 <표 Ⅳ-7>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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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통제
변인

종속변인 : 핵심가치 실천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β t β t β t β t

성별 -.149 -2.210* -.136 -2.587* -.072 -1.474 -.070 -1.474

연령 -.179 -.967 -.111 -.768 -.029 -.222 -.087 -.654

최종
학력

.051 .763 .010 .200 .029 .600 .054 1.118

직급 .412 2.260* .062 .429 -.005 -.041 .017 .127

근무
경력

-.002 -.017 .064 .580 .104 1.026 .126 1.253

교육 받은 
시기

-.213 -3.295** -.164 -3.249** -.134 -2.889** -.122 -2.664**

핵심가치
교육

.637 11.925** .495 9.231** .010 .057

전개활동 .331 6.458** -.319 -1.330

교육 ×
전개활동

.966 2.775**

F 5.943** 28.756** 35.162** 33.094**

R2 .142 .485 .569 .584

△ R2 .142** .342** .084** .015**

<표 Ⅳ-7>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전개활동의 조절효과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은 총 4단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급, 근무경력, 교육 받은 시기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

인 핵심가치교육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인 핵심가치 전개활동을 투입하

였고, 4단계에서는 상호작용 항인 (핵심가치교육 × 핵심가치 전개활동)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각 모형에서 결정계수(R2)가 48.5%, 56.9%, 58.4%로 유의

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핵심

가치교육은 핵심가치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β=.637, t=11.925), 3

단계에서 투입한 핵심가치 전개활동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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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t=6.458). 그러나 4단계에서 핵심가치교육과 전개활동의 상호작용 항을 동시

에 투입하였을 때, 핵심가치교육과 전개활동 변인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영향력을 잃

어버리고, 오직 상호작용 항만이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β=.966, t=2.775).

따라서 핵심가치 전개활동은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순수조절효

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전개활동변인이 기업 구성

원의 핵심가치 실천을 높이는데 각각 영향을 주기 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해 핵심가치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핵심가치교육을 통해 기업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가치 전개활동을 함께 실시함으

로써 핵심가치교육과 전개활동이 상호작용을 하여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 Ⅳ-1]은 핵심가치교육이 핵심가치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

활동 변인이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

한 것이다. 핵심가치 전개활동 변인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전개활동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각 집단에 따라 핵심가치교육이 핵심가치 실천에 미치는 정

도를 각각 비교한 것이다. 

[그림 Ⅳ-1] 핵심가치 전개활동의 조절효과 패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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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Ⅳ-1]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핵심가치 전개활동 변인의 수준이 낮은 집단은 

핵심가치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핵심가치 실천 정도가 증가하는 수준

이 낮은 반면에 핵심가치 전개활동 변인의 수준이 높은 집단은 핵심가치 교육이 높

아질수록 핵심가치 실천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4.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4. 대기업의 핵심가치교육과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

에서 조직신뢰가 갖는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신뢰 수준이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

서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8>와 같다.

독립/통제
변인

종속변인 : 핵심가치 실천

모형 1 모형 2 모형 2 모형 2

β t β t β t β t

성별 -.150 -2.210* -.136 -2.592* -.084 -1.765 -.082 -1.765

연령 -.189 -1.000 -.128 -.872 -.095 -.722 -.150 -1.150

최종
학력

.052 .769 .011 .215 .014 .301 .032 .682

직급 .417 2.271* .071 .489 .057 .442 .074 .582

근무
경력

.002 .014 .072 .644 .129 1.293 .158 1.597

교육받은 
시기

-.214 -3.299** -.166 -3.275** -.134 -2.959** -.121 -2.708**

핵심가치
교육

.638 11.918** .430 7.784** -.133 -.650

조직신뢰 .390 7.453** -.259 -1.109

교육 ×
조직신뢰

1.059 2.847**

F 5.929** 28.721** 38.511** 36.279**

R2 .143 .486 .592 .607

△ R2 .143** .343** .107** .015**

<표 Ⅳ-8>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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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회귀분석은 총 4단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급, 근무경력, 교육 받은 시기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

인 핵심가치교육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인 조직신뢰를 투입하였고, 4단

계에서는 상호작용 항인 (핵심가치교육 × 조직신뢰)를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각 모형에서 결정계수(R2)가 48.6%, 59.2%, 60.7%로 유의

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핵심

가치교육은 핵심가치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β=.638, t=11.918), 3

단계에서 투입한 조직신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β=.390, 

t=7.453). 그러나 4단계에서 핵심가치교육과 조직신뢰의 상호작용 항을 동시에 투입

하였을 때, 핵심가치교육과 조직신뢰 변인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오직 상호작용 항만이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β

=1.059, t=2.847). 

따라서 조직신뢰 수준은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순수조절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핵심가치교육과 조직신뢰 변인이 기업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을 높이는데 각각 영향을 주기 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해 핵심가치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기업에서 실시하는 핵심가치교육이 핵심가치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조직신뢰 수준과 함께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 Ⅳ-2]은 핵심가치교육이 핵심가치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신

뢰 변인이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조직신뢰 변인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

단 별로 핵심가치 교육이 핵심가치 실천에 미치는 수준을 각각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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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조직신뢰 변인의 조절효과 패턴 분석

[그럼 Ⅳ-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직신뢰 변인의 수준이 낮은 집단은 핵심가치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핵심가치 실천 정도가 증가하는 수준이 낮은 

반면에 조직신뢰 수준이 높은 집단은 핵심가치 교육이 높아질수록 핵심가치 실천 수

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연구문제 4-1. 대기업의 핵심가치교육과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제도적 신뢰가 갖는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다음으로 조직신뢰의 하위변인인 제도적 신뢰가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갖는 조절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1단계에서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급, 근무경력, 교육 받은 시기를 통제변

인으로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핵심가치교육을 투입하고 3단계에서

는 조절변인인 제도적 신뢰 변인을, 4단계에서는 상호작용 항인 (핵심가치교육 × 제

도적 신뢰)를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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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표 Ⅳ-9>에서와 같이 각 모형의 결정계수(R2)가 48.6%, 57.4%, 59.7%

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4단계 모형에서 핵심가치 실천에 대해 핵심가치교육

과 조직신뢰가 갖고 있던 영향력은 사라졌다. 이는 핵심가치교육과 제도적 신뢰의 상

호작용 항이 투입되었을 때, 다른 변인이 핵심가치에 주는 영향력은 없어지고 오직 상

호작용 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립/통제
변인

종속변인 : 핵심가치 실천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β t β t β t β t

성별 -.150 -2.210* -.136 -2.592* -.097 -2.009* -.096 -2.027*

연령 -.189 -1.000 -.128 -.872 -.085 -.630 -.150 -1.132

최종 
학력

.052 .769 .011 .215 .019 .407 .042 .891

직급 .417 2.271* .071 .489 .044 .329 .054 .417

근무 
경력

.002 .014 .072 .644 .141 1.375 .177 1.767

교육받은 
시기

-.214 -3.299** -.166 -3.275** -.148 -3.196** -.137 -3.027**

핵심가치
교육

.638 11.918** .432 7.454** -.195 -1.030

제도적 
신뢰

.362 6.624** -.427 -1.828

교육 ×
제도적 
신뢰

1.248 3.468**

F 5.929** 28.721** 35.674** 34.697**

R2 .143 .486 .574 .597

△ R2 .143** .343** .088** .023**

<표 Ⅳ-9>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제도적 신뢰의 조절효과 분석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신뢰변인이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 있어서 

순수조절 효과를 보인다는 의미이며, 이는 핵심가치교육과 제도적 신뢰가 개별적으로 

핵심가치 실천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핵심가치 실천에 영향을 준

다는 것을 뜻한다. 즉, 기업의 구성원들이 제도적 신뢰를 갖고 있을 때, 이러한 인식



- 78 -

이 핵심가치교육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 Ⅳ-3]은 제도적 신뢰 변인의 조절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제도적 신뢰 변인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집단 별로 핵심가치 교육이 핵심가치 실천에 미

치는 정도를 각각 비교하였다. 

[그림 Ⅳ-3] 제도적 신뢰 변인의 조절 효과 패턴 분석

[그럼 Ⅳ-3]을 살펴보면 제도적 신뢰 수준이 높은 집단은 핵심가치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핵심가치 실천 수준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제도적 신뢰 수준이 

낮은 집단은 미비하게 증가하였다.

연구문제 4-2. 대기업의 핵심가치교육과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수직적 신뢰가 갖는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조직신뢰의 또 다른 하위변인인 수직적 신뢰가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

에서 갖는 조절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Ⅳ-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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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인

종속변인 : 핵심가치 실천

모형 1 모형 2 모형 2 모형 2

β t β t β t β t

성별 -.149 -2.210* -.136 -2.587* -.095 -1.936 -.093 -1.916

연령 -.179 -.967 -.111 -.768 -.102 -.769 -.137 -1.030

최종
학력

.051 .763 .010 .200 .009 .177 .020 .413

직급 .412 2.260* .062 .429 .066 .492 .081 .609

근무
경력

-.002 -.017 .064 .580 .093 .905 .111 1.088

교육받은 
시기

-.213 -3.295** -.164 -3.249** -.136 -2.898** -.124 -2.651**

핵심가치
교육

.637 11.925** .511 9.566** .092 .451

수직적 
신뢰

.310 6.160** -.217 -.857

교육 ×
수직적 
신뢰

.797 2.122*

F 5.943** 28.756** 34.247** 31.442**

R2 .142 .485 .563 .572

△ R2 .142** .342** .078** .009*

<표 Ⅳ-10>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수직적 신뢰의 조절효과 분석

<표 Ⅳ-10>와 같이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수직적 신뢰가 갖

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모형에서 결정계수(R2)가 48.5%, 56.3%, 57.2%로 유의미하게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단계 모형에서 핵심가치교육과 수직적 신뢰의 상호작

용 항만이 핵심가치 실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이때 핵심가

치교육과 수직적 신뢰변인은 갖고 있던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수직적 신뢰 변인은 순수조절효

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핵심가치교육과 수직적 신뢰가 각각 기업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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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실천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함께 상호작용을 했을 때 핵심가치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 Ⅳ-4] 역시 수직적 신뢰 변인의 조절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수직적 신뢰 변인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집단 별로 핵심가치 교육이 핵심가치 실천에 

미치는 정도를 각각 비교하였다. 

[그림 Ⅳ-4] 수직적 신뢰 변인의 조절 효과 패턴 분석

[그럼 Ⅳ-4]를 살펴보면 수직적 신뢰 수준이 높은 집단은 핵심가치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핵심가치 실천 수준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수직적 신뢰 수준이 

낮은 집단은 미비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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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가. 핵심가치 실천과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및 조직신뢰 변

인의 수준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과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및 조

직신뢰 수준은 대체로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

치 전개활동에 대한 5점 환산 평균값이 각각 3.89, 3.76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

으며, 조직신뢰 변인 3.70, 핵심가치 실천 변인 또한 3.64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하위 변인별로 살펴보면 강사 및 학습촉진자에 대한 만족도가 4.01로 가장 높았

고, 교재 및 매체는 3.93, 교육내용 및 방법이 3.81, 교육 유용성이 3.78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조직신뢰의 하위변인들을 보면 제도적 신뢰가 3.75으로 수직적 신뢰 

3.67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핵심가치 실천과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및 조직신뢰 변인에 대

한 인식 수준이 3.64~4.01로 대체로 높게 나타난 것은 대기업에서 핵심가치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핵심가치를 전개하는 활동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을 10대 그룹사로 선정한 

만큼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신입사원에 대한 핵심가치교육 활동이나 핵심가치 전개

활동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

대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핵심가치교육은 기업 구성원들의 핵심가치 실천을 향상

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직급, 근

무경력, 교육받은 시기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핵심가치교육이 갖는 순수한 영향력

을 분석해보았는데 설명량이 3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핵심가치교육이 핵심가치를 실천하게하고 조직에 몰입하게 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김명신, 2011; 이지연, 2012; 이혜민, 2011; 하동수, 201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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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 대기업에서는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기업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내재화시킴으로써 조직에 몰입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대다수의 대기업에서는 핵심가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이러한 핵심

가치교육이 구성원들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현재 대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핵심가치교육

이 기업 구성원들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 어떤 다른 개입방법들보다도 조직의 핵심가치를 전파하고 공유시키는데 가장 영

향력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핵심가치 실천에 대한 핵심가치교육의 설

명량이 34.2%나 되고, β값이 .637, t값이 11.925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상당한 의

미가 있다. 이는 기업 구성원이 자신들이 받은 핵심가치교육이 효과적이었다고 인식

할수록 실제 현업에 돌아가서 기업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핵심가치교

육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가치교육의 하위변인으로 교육내용 및 방법, 교재 및 매

체, 강사 및 학습촉진자, 교육 유용성을 구인화 하였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재 및 매체와 강

사 및 학습촉진자에 대한 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교육내용 및 방법과 교육 유용성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핵심가치교육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교재 및 매체를 정교하게 개발

하고 역량 있는 강사 및 학습촉진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

떠한 방법으로 학습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교육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유용하다고 느끼는지 역시 기업 구성원이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에서는 핵심가치교육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핵심가치

에 대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할지를 고민하고, 구성원들이 교육을 받았

을 때 어떤 내용에 만족할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분석을 실시해야 하겠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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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육방법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수 방법을 선정하고, 학

습자들의 선호 성향을 분석하여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

시켜야 하겠다. 끝으로 핵심가치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이 교육이 유용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단순히‘우리 회사의 핵심가치는 

이런 것이구나.’를 학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현업에 돌아갔을 때 핵심가치교육을 

통해 배웠던 내용이 유용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핵심가치의 내용만

을 전파하기 보다는 신입사원들이 회사에서 맡은 역할이나 업무가 실질적으로 회사

의 성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은 현업에 돌아가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이 지금 수행하는 일이 회

사의 성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자신이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이

해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가치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보다 

회사의 핵심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핵심가치 전개활동의 

조절효과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기업의 핵심가

치 전개활동은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Baron & Kenny(1986)의 3단계 조절변

인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각 모형에서 결정계수(R2)

는 34.2%, 8.4%, 1.5%씩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핵심가치교

육과 전개활동의 상호작용 항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순수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핵심가치 전개활동이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이나 조직몰입에 

독립변인으로써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결과(박주훈, 2012; 신태균, 2006; 유은영, 

2011; 장정관, 2011)와는 다른 결과이다. 

물론 핵심가치 전개활동은 기업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핵심가치 전개활동과 핵심가치 실천, 조직몰입의 관계

만을 분석하고 있었고, 핵심가치교육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고 있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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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인으로 핵심가치교육을 선정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또 다른 독립변인으로 제시

하고 있는 핵심가치 전개활동과 핵심가치교육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전개활동은 개별적으로 구성원

의 핵심가치 실천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핵심가치 전개활동은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순수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전개활동이 각각 독립변인으로써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 구성

원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무리 효과적으로 

핵심가치교육을 실시하고, 핵심가치교육이 종료된 순간에 기업 구성원들이 핵심가치 

실천에 대한 경각심을 받았을지라도 현업에 돌아갔을 때 아무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업에 돌아갔

을 때 기업의 핵심가치를 자주 홍보하고 노출시키는 활동, 직원의 배치나 육성 평가

시스템에 핵심가치를 반영하고 역량평가에 활용하는 활동, 정기적으로 핵심가치에 대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구성원들의 핵심가치 인식, 실천 수준을 점검하고 피드백 

하는 활동 등과 같은 핵심가치 전개활동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에서는 기업의 핵심가치를 구성원들에게 전파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 대부분 핵심가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가치교육은 보통 신입

사원으로 입사하였을 때나 진급할 때 한 번씩 받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러

한 이유로 기업의 구성원들은 핵심가치교육을 받고 현업에 돌아가서 바쁜 업무들을 

수행하다보면 핵심가치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잘 이루어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이 핵심가치를 홍보하려는 노력이나 제도와 시스템에 핵심가치를 적용시키고 반

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면, 바쁜 업무들을 수행하면서도 구성원들은 핵심가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대기업에서는 핵심가치교육을 실시한 후

에, 기업 구성원이 현업에 돌아가서 핵심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핵

심가치 전개활동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 핵심가치교육이나 핵심가치 전개활동은 직접

적으로 핵심가치 실천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기업 구성원들의 



- 85 -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조절효과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조직신뢰 수준

은 조절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Baron & Kenny(1986)의 3단계 조절변인 분석방법

을 바탕으로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각 모형에서 결정계수(R2)는 34.3%, 

10.7%, 1.5%씩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른 변인의 영

향력은 사라지고 핵심가치교육과 조직신뢰의 상호작용 항만이 유의수준 .0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서 실시한 핵심가치교육이 성공적으로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

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효과

적으로 설계된 핵심가치교육을 실시하였더라도 구성원이 조직을 신뢰하는 수준이 낮

다면 핵심가치 실천은 이루어질 수 없다. 반면에 핵심가치교육이 비교적 덜 효과적으

로 설계되었을지라도 구성원이 조직을 신뢰하는 수준이 높다면, 그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은 핵심가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업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핵심가치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구성원은 

기업의 핵심가치를 내재화 시키고 실천하며, 조직에 보다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핵심가치교육을 효과적으로 설

계하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는 자신이 속한 조

직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쉽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개입방법들을 모색해봐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직신뢰의 개념은 개인적인 존중과 조직구성원으로서

의 역할을 훌륭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관심에 근거한 지속적인 행동의 결과로서 구축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조직은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과도하게 착취하거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구성원이 조직으로

부터 전달받는 내용이나 약속, 문서의 진술에 대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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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행동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의 문화나 풍토 및 특성에 따라 조직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는 믿음을 통해 창출 되는 것이며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이 단순

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성장과 함께 개개인 

구성원들의 성장도 함께 추구해나가며, 각 구성원들이 존중받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믿음이 조직신뢰를 구축하는데 가장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직신뢰의 하위변인인 제도적 신뢰와 수직적 신뢰 역시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순수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앞에서 조직신뢰 수

준이 보이고 있는 결과 같은 것이며,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수직

적 신뢰의 경우 각 구성원이 상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였다면, 상사로

부터 전달받은 회사의 가치나 신념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신뢰하는 상사와 함

께 속해있는 조직에 대한 신뢰 역시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직적 신뢰 

역시 핵심가치교육이 핵심가치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있어서 순수조절효과를 보인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구성원들의 핵심가치 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서로 소통하며 믿음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굳이 상사와의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조

직 구성원들과 함께 가치를 공유하거나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직에 대한 신뢰가 구축된 상태에서 핵심가치교육을 받는다면 구성원은 보다 수월

하고 기업의 핵심가치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직신뢰의 하위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도적 신뢰와 수직적 신뢰 

변인의 조절효과 크기를 비교해보면, 제도적 신뢰가 수직적 신뢰보다 보다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도적 신뢰와 핵심가치교육의 상호작용 항은 β값 1.248, t

값 3.468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두 변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2.3%의 설명량이 

.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예측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수직적 신뢰와 핵심

가치교육의 상호작용 항은 β값 .797, t값 2.122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두 변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0.9%의 설명량이 .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예측되고 있어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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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다 그 영향력이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수직적 신뢰는 제도적 신뢰보다는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미시적인 개념으로 조직의 가치를 실천하거나 내재화시키는 거시적인 

개념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제도적 신뢰는 직접적으로 조직의 가

치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수직적 신뢰는 조직의 핵심 가치

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구성원

들이 상사와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신뢰

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의 개입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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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과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및 조직신뢰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대기

업 종사자의 핵심가치 실천과,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및 조직신뢰 변인에 

대한 인식수준을 구명하고, 둘째, 대기업의 핵심가치교육이 핵심가치 실천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명하며, 셋째, 핵심가치 전개활동이 대기업의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

천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를 구명한다. 넷째, 조직신뢰 변인이 대기업의 핵

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핵심가치교육에 참여한 대기업 종사자이며, 목표 모집단은 10

대 그룹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핵심가치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대기업 종사자로 설

정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 시스템(KSDC)와 우편 조사를 함께 

활용하여 2013년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목

표 모집단인 10대 그룹사를 중심으로 최근 핵심가치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물어보

고, 실시하였다면 설문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500명에게 설문을 배

포하였으며, 그 중 243부(48.6%)의 설문이 회수되었고 이중 불성실한 응답 10부를 

제외한 233부(46.6%)가 최종 설문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우선, 설문 응답

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조직신뢰, 핵심가치 실천의 

수준을 구명하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기법을 사용하였

다. 또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활용하였

으며,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조절변인 분석

모형(moderator model)에 근거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종사자의 핵심가치 실천과,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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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변인에 대한 인식수준은 5점 Likert 척도에서 대부분 3.5점이 넘는 보통 이상

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인 10대 그룹사는 다른 기

업들에 비해서 신입사원에 대한 핵심가치교육이나 핵심가치 전개활동을 활발히 실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다수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그룹단위의 대기

업에서는 핵심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구성원들에게 전파하고 

내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둘째,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는 통계수준 p<.01 이하에서 β값 

.637, t값 11.925으로 핵심가치 실천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구성원이 자신들이 받은 핵심가치교육이 효과적이었다고 인식할수록 실제 

현업에 돌아가서 기업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핵심가치

교육이 기업 구성원들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

으며, 그 어떤 다른 개입방법들보다도 조직의 핵심가치를 전파하고 공유시키는데 가

장 영향력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가치교육의 하위변인들이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분석한 결과 교재 및 매체와 강사 및 학습촉진자에 대한 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교육내용 및 방법과 교육 유용성은 유의

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핵심가치교

육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교재 및 매체를 정교하게 개발하고 역량 있는 강사 및 학습

촉진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학습자들이 만

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이 얼마나 자

신들에게 유용하다고 느끼는 정도 역시 기업 구성원이 핵심가치를 실천하는데 중요

하기 때문에 핵심가치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이 교육이 유용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설

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기업의 

핵심가치 전개활동은 순수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전개활동이 각각 독립변인으로써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리 효과적으로 핵심가치교육을 실시하고, 핵심가치교육이 종료된 순간에 기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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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이 핵심가치 실천에 대한 경각심을 받았을지라도 현업에 돌아갔을 때 아무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핵심가치 실천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핵심가치를 홍보하려는 노력이나 제도/시스템에 핵심가치를 적

용시키고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즉, 대기업에서는 핵심가치교육을 실시한 후에, 기업 구성원이 현

업에 돌아가서 핵심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핵심가치 전개활동을 함

께 실시해야 한다. 핵심가치교육이나 핵심가치 전개활동은 직접적으로 핵심가치 실천

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기업 구성원들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

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조직신뢰 

수준은 조절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핵심가치

교육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는 구성원들이 조직

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

유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쉽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믿

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개입방법들을 모색해봐야 한다. 

조직의 문화나 풍토 및 특성에 따라 조직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는 믿음을 통해 창출 되는 것이며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이 단순

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성장과 함께 개개인 

구성원들의 성장도 함께 추구해나가며, 각 구성원들이 존중받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믿음이 조직신뢰를 구축하는데 가장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직신뢰의 하위변인인 제도적 신뢰와 수직적 신뢰 역시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순수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앞에서 조직신뢰 수

준이 보이고 있는 결과와 같은 것이며,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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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대기업 종사자의 핵심가치 실천과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및 조직

신뢰 변인에 대한 인식수준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

리나라의 대기업에서는 핵심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구성원에게 전파

하고 내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핵심가치교육은 대기업 종사가 인식하는 핵심가치 실천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심가치교육이 대기업 구성원들의 핵심

가치 실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 어떤 개입방법보다도 

조직의 핵심가치를 전파하고 공유시키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핵심가치교육의 하위변인별로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육내용 및 방법과 교육 유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핵심가치교육을 설계하는데 있어 학습할 내용, 

교수 방법, 교육의 유용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기업의 

핵심가치 전개활동은 순수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에서 핵

심가치교육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가치를 홍보하려는 노력이나 제도/시스템

에 핵심가치를 적용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핵심가치 전

개활동을 함께 실시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핵심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 

수준은 조절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을 받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

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개입방법들을 모

색해야 한다. 다음으로 조직신뢰의 하위변인인 제도적 신뢰와 수직적 신뢰 역시 핵심

가치교육과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순수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앞에서 

조직신뢰 수준이 보이고 있는 결과와 같은 것이며,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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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핵심가치교육이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는 핵심가치 전개활동과 조직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구명하였다. 그러나 핵심가치 

전개활동 중 어떠한 전개활동이 보다 효과적이고, 기업에 상황에 적합하지, 어떠한 

개입방법을 통해 전개활동 수준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

고 있지는 못한다. 조직신뢰 역시 어떠한 개입방법을 통해 조직신뢰 수준을 높일 것

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추

후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직신뢰의 경우 수직적 신뢰보다는 제도

적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이루어진다면 기업에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직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개인차원과 조직차

원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핵심가치교육이나 핵심가치 전개활동과 같은 변인들은 개인의 인식으로 측정하

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현재는 같은 핵심가치교육/전개활동을 받은 개인들의 

응답 점수가 상이한 상태이지만, 위계적 선형모형(HLM)을 활용하여 분석한다면 조

직차원 변인에 대한 측정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분석한 관계를 보

다 엄밀하게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3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

으로 표집 할 수가 없었고, 각 응답자들이 응답한 점수가 한 기업을 대표하고 있다는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인식한 수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

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조직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높이기 위

해 위계적 선형모형(HLM)을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핵심가치교육과 구성원의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핵심가치 전개활동과 조직신뢰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러나 대기업 종사자의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개인/조직차원의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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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조사 도구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과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 전개활동, 조직신뢰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전공하

고 있는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내 기업의 핵심가치교육과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핵심가치 

실천의 관계에서 핵심가치 전개활동 및 조직신뢰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속하신 기업의 핵심가치교육에 대

한 만족도, 핵심가치 전개활동, 조직신뢰, 핵심가치 실천 정도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시는 소요되는 시간은 약 5~10분입

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는 회사의 사적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

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

기 바랍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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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최재영 드림

지도교수 김진모

【연구자 연락처】    전화 : 02) 880-4894, C.P.: 010-9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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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Ⅰ. 다음은 귀하가 소속된 조직의‘핵심가치교육’에 관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항

목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핵심가치교육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주의집중과 흥미유
발이 이루어지도록 편성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핵심가치교육의 내용은 교육 시작 전 내가 기대했던 바에 
부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핵심가치교육의 교육 방법(강의식, 토론식 등)이 교육 내용
을 전달하기에 효과적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4
핵심가치교육에서 사용되었던 교재와 시청각 자료는 이해
하기 쉽게 구성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핵심가치교육에서 사용되었던 교재와 시청각 자료의 내용
은 교육목표와 일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6
핵심가치교육에서 사용되었던 교재와 시청각 자료는 학습
에 유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7
핵심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우수한 강사(또는 
Facilitator)가 선정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강사의 태도와 열의(자신감, 친근감, 안정감)는 만족스러웠
다.

① ② ③ ④ ⑤

9
강사의 강의준비(교재, 자료, 내용숙지, 사례 제시)는 충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0
강사는 교육생(교육 대상자)들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동기 유발시켰다.

① ② ③ ④ ⑤

11 강사의 강의 스킬(화법, 동작, 표정)에 대해 만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2
핵심가치교육내용은 나의 업무 태도 향상이나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핵심가치교육을 통해 조직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미션
이나 비전, 목표, 가치 등)를 이해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핵심가치교육내용은 조직을 이해하고 조직 내에서 성장하
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핵심가치교육과정이 회사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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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가 소속된 조직의‘핵심가치 전개활동’에 관한 설문입니다. 아래

의 항목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핵심가치 전개활동을 위한 별도의 부서(팀)

나 시스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는 핵심가치 실천을 위한 각종 워크숍(세미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핵심가치 실천을 위한 행동이 인사제도(채
용, 배치 육성, 승진, 평가 및 보상)에 반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는 구성원들의 핵심가치에 대한 인식과 실천수
준에 대하여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의 리더들은 핵심가치 실천을 위해 솔선수범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는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핵심가치 실천을 
위한 사내 커뮤니케이션(방송, 안내, 행사, 모범상, 시상
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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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가 소속된 조직의‘조직신뢰’에 관한 개인의 인식을 묻는 설문입

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직원의 의견을 충족시키려고 성실히 노력한
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조직에 대하여 강한 충성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항상 나를 공정하게 대우해 주려고 노력한
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는 조직의 장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
로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는 직원들을 속여서 이익을 챙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상사는 나를 항상 공정하게 대한다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상사는 결코 어떤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일 사람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의 상사의 정직성을 완벽히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의 상사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어떠한 긴급 상황에서도 나의 상사를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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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가 소속된 조직의 핵심가치에 대한 귀하의‘핵심가치 실천 수

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발적으로 우리 회사의 핵심가치를 실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회사 핵심가치의 기준에서 어긋남 없이 행동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업무 수행 방식은 우리 회사의 핵심가치와 잘 부합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 회사의 핵심가치를 생각하며 일상 업무를 행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우리 회사의 핵심가치를 현 직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적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우리 회사의 핵심가치를 실천함에 있어 당당하고 떳
떳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자발적으로 우리 회사의 핵심가치를 동료들에게 전
파하고 공유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자발적으로 우리 회사의 핵심가치를 실천하는데 모
범이 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회사업무 이외의 일상생활과 일상 업무에도 우리 회
사의 핵심가치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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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구통계학적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_____① 남자     _____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_____① 30세 미만  _____② 30~35세  _____③ 35세~40세 

   _____④ 40세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_____① 고졸  _____② 전문대졸  _____③ 대졸이상  _____④ 대학원이상

4. 귀하의 직급은?

   _____① 인턴  _____② 사원  _____③ 대리  _____④ 과장  

   _____⑤ 차장  _____⑥ 팀장 이상

5. 귀하의 근무경력은?

   _____① 1년 미만  _____② 1~3년 미만  _____③ 3~5년 미만  

   _____④ 5년~10년 미만  _____⑤ 10년 이상

6. 귀하의 혼인 여부는?

   _____① 미혼  _____② 기혼

7. 핵심가치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_____① 예  _____② 아니요

8. 핵심가치교육을 받았다면, 최근 몇 개월 이내에 받으셨습니까?

   _____① 1개월 미만  _____② 1~3개월 미만  _____③ 3~6개월 미만  

   _____④ 6개월~1년 미만  _____⑤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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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core value 

practice, core value education, core value development activity and organizational 

trust of employees in large corporations. The specific objectives were to identify 

the effect of core value education on core value practice,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core value development ac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value 

education and core value practice,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trus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value education and core value 

practice.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are participants in core vale education, which is 

being operated in the 10 large group corporations. Data was collected via online and 

offline mail, and 243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from the 10 large group 

corporations. After screening the data, 233 response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19.0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core value practice, core value education, core 

value development activity and organizational trust. An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prior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core value eduction had an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ore value practice.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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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re value development activity exis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value 

education and core value practice.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has exis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value education and core value 

practice. Also, trust in the organization and trust in the superior which is the sub 

factors of organizational trust had on moderating effect between core value 

education and core value practice.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es were suggested: First, further 

research need to study the method for improving the level of core value 

development activity and organizational trust. Second,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is 

study need to classify the personal level and the organizational level by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s(HLM). Third, follow-up studies about other variables that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value education and core value practice need to 

develop the result of this study.

Keyword: core value practice, core value education, core value development 

activity, organizational trust

Student number: 2012-2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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