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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존 전략적 인사관리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 성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업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기업 성과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급변하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재무 성과 이외의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혁신이 중요한 경쟁우위로 여겨지면서 조직 학습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Kang & Snell, 2009).

조직 학습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점진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으로 나누어 논의가 이루어

지면서, 이 둘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March, 1991; Kang

& Snell, 2009). 본 연구에서는 이 둘간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의 하나로 맥락적 양면성

(contextual ambidexterity)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간 맥락적 양면성의 연구들은 기업이나 사업 수준의 양면성(ambidexterity)에 초점

을 두었다(Mom et al., 2009). 또한 개념적, 방법론적으로 개인과 조직 수준이 혼재되

어 사용되어 왔다. 즉 개념적으로는 두 가지 종류의 혁신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에 초점을 두면서도(Gibson & Birkinshaw, 2004; Jansen et al., 2008;

Bledow et al., 2009), 조직이나 사업부서의 시스템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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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갖거나, 측정 역시 조직 차원의 질문을 개인에게 하기도 하였다(c.f. Gibson &

Birkinshaw, 2004). 양면성을 개인 수준에서 이해하려는 개념적, 실증적 연구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Mom et al., 2009). 개념적으로 개인 수준의 논의가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맥락적 양면성을 바라보는 듯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이 맥락적 양면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즉 개인의 역량, 지식기반을 키워나가는 것이 조직 혁신의 근

본이다. 그리고 개개인의 역량 증진에 있어서 직무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한다. 구

성원들이 양면적 능력을 갖기 위해 어떠한 제도가 필요할지에 대한 답으로, 종업원들을 동

기 부여 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직무설계인 직무충실화에 초점을 둔다. 개인이 상반되고 모

순되는 듯한 두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그들의 역량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지

식과 스킬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직무관련 훈련들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직무는 구성원과 조직을 연결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지우, 1997; Hackman & Oldham, 1975).

직무충실화는 전통적인 연구이고 최근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데, 가장 기본적

이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개념이다. 전통적인 직무충실화 연구에서 직

무특성(Hackman & Oldham, 1976)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활용(exploitation)

과 탐험(exploration)의 개념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무충실화는 구

성원의 직무만족이나 성과, 창의성 등 간의 관계는 논의되어 왔지만 양면성과의 관계는 논의

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들로부터 출발하는 상향식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직

무충실화(job enrichment)가 조직 구성원들의 양면성 수준을 높인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또한 이들 관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혁신 자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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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양면 조직/양면성(ambidexterity)

조직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역량을 잘 활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역량을 탐험

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주장이 그간 제기되어 왔다. 그러면서 양면 조직의 개념이 등장하

기 시작했는데, 이는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O’Reilly & Tushman(2008)은 어떻게 양면성(ambidexterity)이 역동적 역량(dynamic

capability)으로서 작용하는지에 대해 명제를 제시하였다. 효율성과 혁신은 서로 상충되

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고 역동적 역량을 쌓는데 있어 경영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을 강조하였다. 즉 양면성은 매우 긍정적인 역동적인 역량이 될 수 있으며, 효율성과 혁신

이 반드시 상반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많은 실패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랜 기간 성공한 기업

들을 보면 그들은 많은 기술적 변혁의 시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변화에 적응해간 것을

알 수 있다(O’Reilly & Tushman, 2008). 최근에는 역동적 역량의 개념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역동적 역량을 위해서는 전략적 리더십의 역할이 강조된다(O’Reilly & Tushman,

2008).

Teece et al.(1997)은 역동적 역량을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내, 외부적 역량을 통합하

고 쌓아가는 기업의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조직 역량은 기존 조직의 루틴이나 구조, 프로

세스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루틴들은 조직이 작동하는 방식, 구조, 문화, 경영진의

가치관 등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역량은 곧 기업이 현재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O’Reilly & Tushman, 2008).

기업이 양면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탐험에 관여할 수 있는 일관된 역량, 구

조, 문화와, 활용과 관련된 그 다른 편의 일관성, 그리고 양면적 활동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최고경영진의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다(O’Reilly & Tushman, 2008).

O’Reilly & Tushman(2008)에 의하면, 처음 “조직 양면성”의 개념을 사용한 것은Duncan

(1976)의 연구에서였는데, 그는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중적 구조를 고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혁신을 시작하고 실행하는 데 다른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Duncan의 관점에 의하면 혁신이 진화함에 따라 조직이 구조를 바꿈으로서 양면성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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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점진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관점 보

다는, Tushman & O’Reilly (1997)이 제기한, 양면성이 활용과 탐험을 동시에 달성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많은 조직에 당면한 변화의 속도나 환

경의 복잡성,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조직이 무언가를 순차적으로 선

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Tushman & O’Reilly (1997)에 의하면 활용과 탐험

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이 각각을 분리된 하위단위(subunits)나 사업모델 등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양면성은 활용과 탐험에 각각 다른 분리된 하부 구조를

수반하긴 하지만 서로 다른 역량이나 시스템, 인센티브, 프로세스나 문화가 내부적으로 일

관성있게 연결되어야 한다. 분리된 구조들은 공통된 전략적 의도, 공통된 가치체계 등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체계나 상충되는 전략 등은 경영

진의 일관되고 공통적인 인센티브시스템이나 팀 프로세스를 통해 일관된 체계로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양면성이 순차적으로 채택되지 않고 동시에 추구될 때 경영진의 통합 노력

이 더 중요해진다(O’Reilly & Tushman, 2008).

양면성의 선행요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He & Wong(2004)

과 Venkatraman et al.(2006)의 연구에서 양면성과 매출 증가와의 관련성을 증명했고

Tushman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양면적 조직설계가 기능적, 교차기능적(cross-

functional) 설계보다 더 효과적이고 양면적 설계로 바꾸면 혁신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

냈다. 그리고 기존의 제품 성과 또한 양면 조직에서 더 높음을 증명했다. 또한 Cottrell &

Nault(2004)는 활용과 탐험을 동시에 추구하면 더 긴 생존을 보임을 제시했으며 그밖에

다른 연구들에서는 더 높은 재무적 성과, 학습과 혁신의 발전 등을 제시했다. 즉 양면성이

적절한 전략적 상황 하에서 실행되었을 때 지속적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됨을 보여주는 결과

들이다.

양면성의 선행요인에 관해서도 일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일부 연구들은 환경적 역동성

하에 양면성이 더 발현됨을 보였다. Jansen et al.(2005)은 기업의 시장이 불안정하고

변화하고 경쟁적일 때 양면성이 높아짐을 발견했다. 다른 연구들도 비슷하게, 기업 환경이

역동적일수록 양면성이 높아짐을 나타냈다. 또한 Beckman(2006)의 연구에서는 최고경

영진의 경험의 다양성을 양면성의 선행변수로 보았다. 성과 하락과 최고경영진에 대한 압

력(Holmqvist, 2004)이 양면성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양면성 선행요인에

대한 많은 실증 연구 결과는 역동적 역량의 선행변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O’Reil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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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shman, 2008).

1) 양면성의 분석 수준

양면성의 분석수준(개인 vs. 조직)에 대해서 Raisch, Birkinshaw, Probst, & Tushman

(2009)의 연구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면성 연구는 주로 조직 수준의 메커니즘에서 설

명되어 왔다. 그리고 조직 수준에서 사업부단위, 제조 공장, 하나의 팀 단위까지 내려와 양

면성이 설명되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주로 구조적인 메커니즘이 양면성을

가능케 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Raisch et al., 2009). 반면 구성원 개개인들은, 활

용이나 탐험 중 하나만을 행하는 존재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다. 구조적 양면성을 다룬 연

구에서 경영층의 소수가 통합을 위해 양면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 것 외에는(Smith &

Tushman, 2005), 양면성의 개인 수준은 충분히다루어지지 않았다(Raisch et al., 2009).

또한 양면성의 개인 수준을 다루는 맥락적 양면성의 경우에도 역시 조직 메커니즘에 많은

초점을 둔다. 맥락적 양면성을 다룬 Gibson & Birkinshaw(2004)의 논문에서도 종업원들

이 활용과 탐험의 활동들을 모두 가능케 하도록 만들어주는 사업부단위의 맥락(context)

에 초점을 둔 것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맥락적 양면성(contextual ambidexterity)의 연구에서 중요한 전제로 가정하

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의 양면성은 활용과 탐험을 실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뿌리를 둔다는

것이다. Mom et al.(2007) 또한 일부 경영진들이 고도의 활용과 탐색 활동에 동시에 관

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보면 조직 양면성에 있어 구성원 개인들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aisch et al., 2009).

개인들이 양면성을 지니려면 여러 상충되는 목표나 사고, 역할 등을 잘 아울러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활용과 탐험의 두 가지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도전적이고 어려운 일임을 여

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바 있다(Raisch et al., 2009). 그러면 이러한 개인의 양면성을 결

정짓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일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간의 연구들은 상향식,

하향식, 또는 수평적 지식흐름, 단기 및 장기적인 시각, 개인적 특성, 역설적 사고 능력,

기존 지식 범주 정도 등이 개인의 양면적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적 요인

외의 조직적 요인 또한 개인의 양면성에 영향을 주는데, 이에는 사회화, 인지, 팀 빌딩 제

도, 경영진의 통합노력, 경영진의 보상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Gibson & Birkinshaw

(2004)는 경영자들이 양면적 활동들에 대한 시간을 배분하는데 필요한 맥락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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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개인의 양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인 특성들 외에도 조직수준의

요인들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aisch et al., 2009).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과 조직적 요인들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는데, 그렇다

고 구성원들의 개인적 양면성의 합이 반드시 조직 양면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

양면성은 구성원들의 개인적 양면성의 합의 영향을 받지만, 이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

닌 것이다(Raisch et al., 2009).

Bledow et al.(2009)은 그간의 연구들이 보인 조직수준의 양면성 개념을 개인과 팀 수

준의 양면성 개념까지 확장하였다. 혁신의 양면적 속성과 요구사항들을 다루는 일은 조직

상위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 종업원들은 물

론 종업원들이 모인 작업 팀, 그리고 조직 전체적 차원까지 모두 상충되는 요구사항들을

다루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 수준에서 어떻게 양면적 속성이 다루어지느냐가 다른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개개인의 종업원들이 서로 상충되는 활동들을 스스

로 잘 다룰 수 있다면 그만큼 리더가 지시해야 할 부분도 적어지는 것이다.

Bledow et al.(2009)은 개인수준의 양면성에 대해서 다른 연구들에 비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Bledow et al.(2009)은 개인 수준에서의 양면성은 상반되는 활동들을 수행하

고 그러한 다른 행동들간을 넘나드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의 활동들을 동시에 다 잘 하는 사람들은드물지만 존재한다. 행동 이론(action theory)

(Frese & Zapf, 1994)은 어떻게 개개인의 서로 다른 행동들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

것들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행동 이론에 의하면, 혁신을 가져

오는 행동들을 조절하는 것은 반복적인 활동들을 조절하는 것과는 다르다. 즉 반복적인 활

동들을 조절하는 것은 하향식, 위계적인 순서를 따른다. 목표들은 세분화되어서 순차적으

로 달성된다. 반면에, 혁신적 활동의 목표는 실행 전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실행이 진행

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목표가 바뀌기도 한다. Hacker(2003)은 이것을 기회주의적 행동

조절(opportunistic action regulation)이라고 하였다. 혁신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

면 두 가지 형태의 행동 조절이 필요하고 그 행동들간에 잘 전환하고 통합하는 것이 도전

과제가 된다.

또한 Bledow et al.(2009)은 활용적이고 탐험적인 활동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지원해주

는 요인은 전문성의 넓이와 깊이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영역 전문성을 확보하면 개개인

들이 활용적이고 탐험적인 업무 과제들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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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개인의 양면성을 위해서는 직무 관련 훈련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직무충실화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양면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Bledow et al.(2009)은 팀 수준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양면적인 팀은, 직무

에 필요한 다양한 특성을 지닌 팀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활동들과 성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죽 개개인들이 가져오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공통적인 목표를 향해 잘 통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 다 창의적인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보다 창의적인 사람, 순응자, 세부적인 것에 강한 사람 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때 그 팀이 더 혁신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조직 수준의 양면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들이 논의한 바 있는데, Bledow et al.

(2009)은 특히 양면 조직은 단지 활용적이고 탐험적인 활동들을 분리해서 그것들을 경영

진이 통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충돌되는 요구사항들을 다

루는 조직 가치와 제도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맥락적 양면성 (Contextual ambidexterity)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맥락적 양면성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기존 지식의 활용과 새로운 지식

의 탐험을 모두 할 수 있는, 즉 alignment와 adaptability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행동

적 역량을 지니는 것이다(Gibson & Birkinshaw, 2004; Jansen et al., 2008). 맥락

적 양면성은, 이러한 두 가지를 달성하는 메타 역량을 지니게 하고 사업 단위 성과를 창출

하기 위한 맥락을 만들기 위해 잘 선택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만들어감으로써 달성된다

(Gibson & Birkinshaw, 2004). 즉 조직 맥락을 통해서 조직이 양면성을 추구하는 것

이다(이경묵 & 유지현, 2011). 구성원들이 활용과 탐험적 혁신을 모두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원적 조직 맥락’에 대해 Gibson & Birkinshaw(2004)가 설명해주고 있

는데, 우선 성과관리와 사회적 지원의 균형을 통해서 맥락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Ghoshal & Bartlett(1994)은 통제(discipline), 확장(stretch), 지원

(support), 그리고 신뢰(trust)의 4가지의 맥락을 제시했다. 성과관리는 확장과 통제로

구성되며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높은 목표를 수립하여 좋은 성과를 내게 하는 차원으로

활용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 지원은 지원과 신뢰로 구성되고 구성원들에게 자율성과 안정

감을 주면서 활동범위를 넓히게 하는 차원으로 탐험과 관련이 있다(이경묵 & 유지현,

2011). 이 두 가지 차원에 대해 Gibson & Birkinshaw(2004)는 성과관리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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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모두 이루어질 때 조직 양면성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조적 양면성 조직에서 활용과 탐험을 위한 조직을 분리한다면 맥락적 양면성 조직에서

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부서와 구성원들이 활용과 탐험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여 양

면성을 달성한다(이경묵 & 유지현, 2011). 무엇보다 구성원들은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며, 상반되는 요구사항들, 서로 다른 직무 요구사항, 외부 환경 등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Bledow et al., 2009). 즉, 조직 전체의 양면성은 각 구성원들의 특정 행동

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Kang & Snell, 2009).

전통적으로 기존의 양면성 연구들은 대부분 조직 수준에서 다루어져 왔고, 두 가지 상반

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의 능력으로 폭넓게 정의되어 왔다(Adler et al., 1999).

그리고 대부분 사업부 단위 (business unit)에서의 양면성을 다루어 왔다(Raisch et al.,

2009). 또한 많은연구들이 구조적양면성(structural ambidexterity)을 다루어 왔고 이는 활

용과 탐험의 역할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Raisch et al., 2009; Tushman &

O’Reilly, 1996). 맥락적 양면성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차이점은 양면성이 활용과 탐험을

함께 하는 개인의 능력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Rasich et al., 2009; Kang &

Snell, 2009). Gibson & Birkinshaw(2004)는 종업원들이 활용과 탐험을 모두 수행

하게 하는 사업 단위 상황을 묘사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능

력이 개인의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가정한다. 개인이 조직 양면성의 중요한 근원이

된다(Raisch et al., 2009).

배종석 & 박오원(2010)은 맥락적 양면성 조직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행동

들을 수행하는 능력을 전체 구성원 개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적자원 민첩성

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조적 양면성은 조직 수준에서 논의되므로 개개인이 양면성이

없어도 조직 차원에서 양면성이 성립될 수 있지만, 맥락적 양면성 조직은 개개인이 양면성

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이 양면성에 대해 개인 차원에서는 거의 다루어진 바가없다(Raisch et al., 2009).

개인의 양면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들은엄밀히말하면 개인 수준 창의성 연구에

서 주로 이루어져 왔고, 이는 양면성이라기 보다는, 주로 Amabile(1996)의 연구에서 창의

성, 탐색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성격(personality)이 다르다는 연구들이었다.

개인 차원에서 양면성을 다룬 연구는 관리자(manager)들의 양면성 연구가 전부이다.

Mom et al.(2009)은, 양면성을 경영자 수준에서 보고, 특정 기간내에 활용과 탐험 관련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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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을 함께하는 경영자의 행동적 방향성으로 정의했다(cf. Gibson & Birkinshaw,

2004; O’Reilly & Tushman, 2004; Tushman & O’Reilly, 1996).

O’Reilly & Tushman(2004)에 의하면, 양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양면

성을 지닌 최고경영진(senior team)과 매니저들이다. 따라서 양면성에 있어 경영자 수준의

분석도 중요시되고 있다(Mom et al., 2009). 양손잡이 경영자(Ambidextrous manager)

들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모순, 대립되는 것들을 다루며(Smith & Tushman,

2005; Tushman & O’Reilly, 1996), 멀티태스킹을 하며(Birkinshaw & Gibson,

2004; Floyd & Lane, 2000), 그들의 지식과 스킬, 경험을 연마하는 동시에 새롭게 한

다(Floyd & Lane 2000).

본 연구에서는 경영진 외에도, 그간 간과했던 모든 종업원들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조직

의 양면성은 개인의 양면적 능력이 쌓인 결과가 될 것(Raisch et al., 2009)이기 때문이

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직 양면성이 개인 양면성의 단순 합은 아니다(Raisch et al.,

2009).

이와 같이 맥락적 양면성은 그간 개념적으로 개인수준, 조직수준의 논리가 혼합되어 사

용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이 맥락적 양면성을 대개 조직 수준에서 이끌어가고 있고, 맥락

적 양면성을 위해 많은 조직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 출발은 분명 개인수준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 수준에서의 능력이 확보되어야 이것을 사업단위, 조직단위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3) 구조적 양면성 (Structural ambidexterity)

구조적 양면성은 활용과 탐험을 구조적으로 분리하여 조직 양면성을 추구한다(O’Reilly

& Tushman, 2004).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용과 미래 신 시장기회의

발굴을 위한 탐험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적 특성을 가지는 조직과 탐험적

특성을 가지는 조직을 분리시켜 운영하는 것이다(O’Reilly & Tushman, 2004; 배종석

& 박오원, 2010). 또는 하나의 사업부 안에서 특정 그룹은 유기적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또 다른 그룹은 기계적 구조를 띄는 업무 분할 방식도 구조적 양면성 조직으로 볼 수 있다

(배종석 & 박오원, 2010).

구조적 양면성 조직에서는 특정 조직은 적합성을 추구하고 특정 조직은 유연성을 추구한

다. 그리고 기존 조직과 새로운 조직 간의 협력과 조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Gib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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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kinshaw, 2004; 배종석 & 박오원, 2010).

활용 전담 조직과 탐험 전단 조직은 물리적인 구분 되에도 조직구조와 운영방식이 상이

하다. 활용 전담 조직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를

필요로 하고, 역할과 책임이 구조화 되어 있으며 업무 프로세스가 치밀하게 설계되고 경험

이 많은 숙련된 인적자원을 활용한다(Tushman & O’Reilly, 1996; 이경묵 & 유지현,

2011).

반면 탐험 전담 조직은 새로운 시도를 하여 성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활용 전담 조직보다

는 규모가 작고 분권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무질서한 업무 프로세스를 사용한

다. 기업가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이 필요하고 인적자원 또한 비교적 젊고 다양해야 한다.

효율성보다는 새로운 시도, 탐험, 실험 등을 강조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Tushman et

al., 1997; 이경묵 & 유지현, 2011).

구조적 양면성 조직은 분화가 큰 특징인데, 이러한 분화로 인해 양 조직간 고립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다른 한편으로 통합이 강조된다. 활용 조직과 탐험 조직이 서로 잘 연계되어

야 하고 자원과 역량이 상호 교환되며 기존의 사업부서가 신규사업 부서를 적극적으로 지

원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최고경영진의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Tushman

et al., 1997).

Tushman et al.(1997)에 의하면, 양면 조직을 위해서 경영진은 점진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상반된 이중적인 요구사항들과 같은 불

안정성을 다룰 수 있는 내부적 다양성과 역량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양면 조직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최고경영진은 서로 다른 조직의 다양

한 역할, 구조, 프로세스, 문화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지극히 분화된 조직을

만들어야 함과 동시에 고도로 잘 통합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조직

분화를 넘어서서 경영진은 공식적인 규칙, 제도, 역할, 보상, 비공식적 네트워크, 규범, 가

치 등을 제공하여 통합을 달성해야 한다. 또한 탐험적 활동을 위해서는 조직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최고경영진은 이러한 급진적 변화, 전략적 변화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

다. 급진적 변화는 경영진이 주도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혁신의 이중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의 비전과 전략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Tushman et al.

(1997)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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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는 Herzberg(1968)가 동기부여 이론을 설명하면서 처

음 언급하기 시작한 개념이다. 종업원 동기부여 요인들을 사용해서 종업원성과를 이끌어내

려는 종업원 동기부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Testerman, 1980). 그리고 직무의 수직

적 확장을 대표한다(Herzberg, 1968; Hackman & Oldham, 1976). 즉 조직 위계에

서 더 높은 사람이 수행할 과업이나 의사결정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다(Campion et al.,

2005). 전통적인 직무 역할에서 확장되어 본인이 담당한 것보다 좀더 난이도 높고 도전적

인 일들까지 감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직무충실화 개념은 직무특성이론(Hackman & Oldham, 1976)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직무특성이론에 의하면 직무의 핵심 차원 5가지가 개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개인/직무 결과에 영향을 주고, 이 관계들이 개인의 성장욕구 수준(growth need strength)

에 의해 조절된다(Hackman & Oldham, 1976). 여기서 핵심 직무 차원은 기술다양성

(skill variety), 직무정체성(task identity), 직무중요성(task significance), 자율성

(autonomy), 피드백(feedback)이다.

기술다양성은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무가 얼마나 다양하고 서로 다른 활동들을 요구하

는 지에 대한 것으로, 수행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스킬들과 재능들의 사용을 수반

한다(Hackman & Oldham, 1976).

직무정체성은 직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함으로써 하나의 전체적인 완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Hackman & Oldham, 1976). 즉, 종업원들에게는 하나의 일을 완성하

는 것이 부분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을 것이다(Hackman & Oldham, 1976).

직무중요성은 직무가 다른 사람들의 생활이나 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이고, 자

율성은 직무를 통해 얼마나 큰 자율성, 독립성,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Hackman & Oldham, 1976). 피드백은, 직무에 요구되는 일들을 수행한 결과로서

얼마나 직접적이고 명확한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지에 대한 것이다(Hackman &

Oldham, 1976).

비록 직무특성이론이 꽤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개념이라 하더라도, 현대 조직에서 이

미 직무특성이론의 논리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다른 직무까지 확대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고 이는 인재개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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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나 TFT 활동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제도적으로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보다 난이도 높은 직무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비제도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우

수인재들에게 추가적인 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무충실화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조직에서 ‘직무충실화’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현대사회 조직

에서는 종업원들의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무 설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직무를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무는 직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직무특성과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Loher & Noe, 1985). 직

무 충실화를 하면 개인적 성취와 인정, 기회, 직무성장 등을 통해 개인적인 성취감과 인정

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Loher & Noe, 1985). 이러한 직무 설계를 통해 개개인이 더 도

전의식을 가지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며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Loher & Noe,

1985).

직무특성 연구들이 직무만족, 성과, 창의성 등과의 관련성은 많이 분석했지만 조직, 개인

수준의 양면성과 관련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 관련성

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 가설

Bledow et al.(2009)는 개인 수준의 양면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떻게 개인들에게 양

면적 활동들을 분배하고, 그것을 경영진과 자기통제(self-regulation)에 의해 통합할 것

인지에 대해 제시한다. 우선 개인 수준에서 양면적 활동들을 분리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는 개인들마다 각자에 맞는 서로 다른 지식, 스킬, 아이디어 창출과 실행과 관련된 능력에

따라 과업을 분배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창의성 관련 보상을 제시해준다. 또한 팀 보다는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양면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들에게 자기통제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행동 지경을 넓히고 상황적 요구에 따

라 대처하는 유연성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여러 다른 사고와 행동들에 대한 개인의 사고방

식을 넓히고 상충되는 요구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특유의 전략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과업 요구를 다루기 위해 노력과 감정을 통제하도록 하고 외부 환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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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도적인 행동을 취하는 방법으로 자기통제를 달성하여 개인 양면성을 달성할 수 있다

(Bledow et al., 2009).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면, 개인의 양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

인들에게 직무 관련 훈련이 중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직무충실화와 많은 관련성을 볼 수

있는 논의로, 직무충실화와 맥락적 양면성간의 관련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 직무충실화와 맥락적 양면성

Adler et al.(1999)의 연구에서는 직무충실화가 직접적으로 조직(NUMMI)의 혁신역

량과 유연성을 증대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혁신역량이 지속적인 운영을 개선시키는

방향에 있을 때 효율성 증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Adler et al., 1999). 즉 직무

충실화는 탐험에 큰 영향을 주었고, 활용 또한 간접적으로 증대시킨 것이다(Adler et al.,

1999).

직무충실화는, 반복적인 생산 업무에 비일상적인(nonroutine) 과업들을 추가함으로 인

해, 종업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에도 혁신적이고유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Adler et al.,

1999). 직무충실화는 활용과 탐험 모두에 대해 종업원들에게 훈련을 제공해서 이 두 가지

모두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Simsek et al., 2009).

또한 배종석 & 박오원(2010)은 맥락적 양면성이 성공적으로 유지되려면 종업원들의 민

첩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원 유연성과 조정 유연성이 높아야 하고, 이는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직무순환을 실시하는 것 등을 통해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직무충실화와 맥락적 양면성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시사하는데, 이는

다음의 구체적인 근거들로 인해 보다 명확해진다.

1) 직무충실화를 통한 인적자본의 증대

개개인들은 새로운 지식을 사용하고 흡수하기 위해 기존 관련 지식들이 필요하다(Cohen

& Levinthal, 1990). 기존 지식 범주의 폭이 큰 사람들은, 그리고 그 지식간 연결고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상반된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Cohen & Levinthal, 1990).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과 학습이 개인, 그리고 조

직의 양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의 지식기반을 확장시키고 인적자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직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직무충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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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특히 많은 고성과작업제도 연구에서 나타난 직무 설계에 있

어서도 직무충실화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Becker & Huselid, 1998; MacDuffie,

1995; Pfeffer, 1994).

직무충실화가 이루어진 직무들은 더 높은 수준의 지적 도전을 주고 더 높은 수준의 스킬

과 훈련을 요구한다(Dwyer & Fox, 2000). 이는 더 많은 종류의 작업 내용을 포함하며,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고, 작업자들이 그들의 직무를 계획, 지도, 통제하는 데 있어

보다 많은 자율권과 책임감을 부여한다. 그로 인해 개인적인 성장 기회와 의미 있는 작업

경험을 제공한다(Monczka & Reif, 1973). 또한 직무충실화는 직무를 “수직적으로” 확

장시켜 의사결정의 책임감을 증대시키고, 직무의 깊이를 더한다(Hackman & Oldham,

1976).

직무충실화는 더 많은 직무 자율권과 통제권, 더 다양한 스킬 요구사항 등으로 인해 종

업원들의 정서적이고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자극시키고, 직무 목표에 대한 다양하고 불확

실한 방향들을 제공한다(Griffin, Patterson, & West, 2001; Dwyer & Fox, 2000;

Campbell, 1988). 현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더 많은책임감과유연성, 높은 기술

적, 개념적, 대인관계 스킬이 요구되는 전문직종들을 들 수 있다(Dwyer & Fox, 2000).

직무충실화는 이렇게, 종업원 개개인의 지식과 스킬, 훈련, 통제력, 유연성, 자율성, 영

향력 등을 증대시킴으로 인해 조직의 인적자본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조직

인적자본의 증대는 조직 혁신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직무충실화가 조직의 양면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2) 직무충실화를 통한 구성원들의 role breadth self-efficacy(RBSE) 증대

직무충실화는 구성원들의 RBSE를 증대시켜 개개인이 기존의 전통적인 기술적 필요사항

을 넘어서서 더 높은 수준의 다양한 역량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Parker, 1998), 구성원들의 탐색적 활동의 기반이 된다.

RBSE를높이는 중요한 도구(intervention) 중 하나는 직무를 재설계하는 것이다(Parker,

1998). 그리고 그 중에서 직무충실화는 RBSE를 증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 설계

전략이다(Parker, 1998). 직무충실화로 인해 구성원들은 직무에 대해 자율권을 가지게 되

고 팀 목표 설정과 같은 큰 의사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Parker, 1998).

이렇게 종업원들이 더 넓은 범위, 그리고 주도적인 과업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게 될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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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렇게 할 의향, 즉 모티베이션이단순화된 직무보다 더높다는 것이다(Wall & Martin,

1987). 자율권(autonomy)은 종업원들이 환경에 대해 더 많은 개인적 통제력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식된 통제감은 자아효능감에 중대한 결정요인이 된다(Bandura, 1986;

Bandura & Wood, 1989). 그리고 직무충실화가 RBSE를 촉진시킨다는 실증 연구들도

존재한다(Parker, 1998).

직무충실화가 RBSE를 촉진시키는데, RBSE는 조직 혁신, 특히 탐험에 중요한 근간이

될 수 있다. 이는 직무충실화로 인해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역량과 역할이 증대되기 때문임

은 물론, Parker(1998)의 연구에서 RBSE의 개별 특정 항목들을 살펴보면 이것들이 탐

색적 활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장기적 문제를 분석한다”, “작업 영역에서 새로운 절차를 설계한다”, “당신 분야 작업

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경영진에게 제안 한다”, “기업 전략에 대한 논의에 기여한다”,

“당신 작업 부문에 돈을 투자하기 위한 제안서를 쓴다”, “당신 작업 부문에 목표를 세우기

위해 돕는다”, “기업 외부의 공급자나 고객 등과 연락하여 문제를 논의한다”, “동료집단에게

정보를 제시한다”, “다른 부서 사람들을 방문해서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Parker, 1998). 이 항목들이 RBSE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데, 이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서 보다 새롭고 도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는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 주며, 이러한 활동들이 조직 내에서 탐색활동들을 위한 중요한 뿌리가 될

것이다.

3) 직무충실화를 통한 상향식(bottom-up) 지식 흐름

직무충실화를 통해 하위 구성원들의 역량까지 증대되기 때문에 상향식 지식 흐름이 활발

히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탐험활동이 촉진될 수 있다.

Mom et al.(2007)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 내에서 경영자가 다른 부서나 사람들로부터

얻는 지식은 이 경영자의 활용과 탐험활동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가는 지

식 흐름은 경영자의 탐험 활동을 증가시킬 것이다(Mom et al., 2007). 상향식 흐름은

경영자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부서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지식과 관련된 것이다

(Mom et al., 2007). 이것은 조직의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길(path)을 따르지 않고, 비

규칙적이고 랜덤하게, 비예측적으로 흘러온다(Burgelman, 1983). 그리고 이것은 대게

기존 활동의 양적 변화보다 질적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Sanchez & Heene, 1996).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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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식 지식 흐름은 지식을 주입 받는 경영자들이 기존의 믿음을 수정하게끔 하며,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 다양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개발하고 실험하도록 하며, 전략적 의사결

정을 재 정의 하도록만든다(Bartlett and Ghoshal, 1993; Burgelman, 1983b; Floyd

and Lane, 2000; Kimberly, 1979; Quinn, 1985). 또한 경영자들의 기존 지식 기반

에 새로운 지식을 더함으로써, 상향식 지식 흐름은 탐색적 학습의 주요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Brady & Davies, 2004; Mom et al., 2007).

4) 직무특성모델 구성요소들과 맥락적 양면성

송병식(2005)은 직무특성과 창의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직무다양성, 과

업정체성 및 과업중요성 등과 같은 직무특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들은 모두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직무특성 요인들과 개인 창의성과의 관계는 연구

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를 각각 활용과 탐험으로 연결시키려는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March(1991)에 의하면 활용은 개선(refinement), 선택, 생산, 효율성, 선발, 실행, 등

과 관련이 있다. 활용의 핵심은 경험의 신뢰성을 창출하는 것이고(Bontis et al., 2002;

Holmqvist, 2004; Levinthal and March, 1993), 기존의 지식기반을 더 깊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Mom et al., 2007). 이는 기존의 지식과 역량, 기술, 프로세스, 제품

등을 개선, 적용, 확장하는 것을 포함한다(Levinthal & March, 1993; March, 1991).

또한 생산이나 채택 등에 있어 단기적 관점에 집중한다(Duncan, 1976; Tushman and

O’Reilly, 1996).

탐험은 변화(variation), 위험감수, 탐색(search), 실험, 유연성, 발견, 혁신과 관련이

있다(March, 1991). 탐험의 핵심은 경험의 다양성을 창출하는 것이고(Bontis et al.,

2002; Holmqvist, 2004; Levinthal and March, 1993; McGrath, 2001), 기존의

지식기반을 확장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Mom et al., 2007). 이는 새로운 조직 규범,

루틴, 구조, 시스템을 탐색하는 것을 포함하고(Crossan et al., 1999), 기술, 사업 과정,

시장 등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경험하는 것(McGrath, 2001),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하

고 채택하는 것(Duncan, 1976; Tushman and O’Reilly, 1996), 기존의 신념과 의사

결정을 재고려하는 것(Floyd and Lane, 2000; Ghemawat and Costa, 1993) 등을

포함한다.

직무특성 요인들 중 자율성은 종업원들에게 자유와 재량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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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는 혁신에 도움이 된다(King et al., 2007).

혁신적 기업들에서 추구하는 창의성은 근로자들에게 직무자율성이 많이 주어질수록 촉진

된다(Amabile et al., 1996). 자율성은 일에 대한 흥미를 높여 개인의 창의성의 생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혁신 행동을 조장한다(송병식, 2005; Oldham & Cummings,

1996). 따라서 직무자율성은 근로자들의 혁신적인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

다(Scott & Bruce, 1994). 구글이나 3M, 애플 등 혁신적인 기업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업에 대한 자율성이 많이 증가하면 직원들이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탐험의 가능성도 증가한다. 또한 자율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직무복잡성(job complexity)

이 지적 유연성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다

(Kohn & Schooler, 1983). 따라서 자율성은 특히 탐험과 많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기술 다양성은 구성원들이 하는 업무가 얼마나 다양한 기술을 요구하는가를 뜻하며

(Hackman & Oldham, 1975), 기술다양성에 기반을 두고 직무설계를 하게 되면 직무

수행의 폭이 넓어지고 직무만족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홍계훈 외,

2009). 활용과 탐험의 성격을 고려해 봤을 때, 탐험은 경험의 다양성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술다양성을 통해서도 보다 폭 넓은 기술,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탐험의 가능성이

특히 커질 것이다.

직무정체성은 직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함으로써 하나의 전체적인 완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므로(Hackman & Oldham, 1976), 기존의 지식기반을 더 깊게 하는 활

용과 좀 더 많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앞에서 언급한 크게 4가지 범주의 근거에 의해, 직무충실화는 조직 구성원들

의 활용과 탐험 수준을 모두 높여 조직의 맥락적 양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 1: 직무충실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활용과 탐험 수준을 높일 것이다.

2. 조절효과

1) 조직문화를 통한 양면성 구축

양면성 조직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 양면성 조직을 구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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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구성원들이 활용과 탐험을 모두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치, 지식, 기술, 의미, 상징,

규범, 행동,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해집합적인공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장용선& 문형구,

2011).

(1) 구조적 양면성 조직의 하위문화

장용선 & 문형구(2011)에 의하면 양면적 조직에서 활용적 혁신을 주로 수행하는 하위

문화 단위는 조직의 기존 능력을 향상시켜 성과를 높이려 한다. 활용의 활동을 주로 수행

하는 조직의 하부단위는 목표달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치와 일관된 내용을 담는

공식, 비공식적 관행과 상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목표달성을 이루기 위한 관리 시스템과

목표달성에 대한 인정 문화가 필요하다.

탐험을 주로 수행하는 하부조직은 혁신지향문화가 필요하다. 혁신지향문화는 혁신적인

해결책, 새로운 서비스 제공방식, 혁신과 개발에 대한 몰입, 기업가 정신, 위험 수용의 리

더십, 신제품 및 서비스의 선도 강조, 변화와 도전, 위험을 추구한다(장용선 & 문형구,

2011).

(2) 맥락적 양면성 조직문화로의 변환에 대한 영향요인

장용선과 문형구(2011)은 양면성 조직의 구축을 위해 조직문화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는

데, 구조적 양면성 조직은 조직의 하위문화를 통해 구축할 수 있는 반면 맥락적 양면성 조

직은 개별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활용과 탐색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함을 주

장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이러한 특성들을 모두 보유한 맥락적 양면성 조직문화를 형성

하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적 양면성의 조직문화는 구조적 양면성

의 조직문화를 먼저 구축한 후에 맥락적 양면성 문화로 변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조절효과로 살펴볼 메타루틴에 대한 논의에 앞서, 맥락적 양면성

조직문화의 촉진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큰 흐름을 살펴보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Adler et al.(1999)는 누미(Nummi)사의 사례연구를 통해 일상적 과업과 비일상적 과

업을 분리한 다음 종업원들이 이들을 차례로 경험한 후에 둘 사이의 통합을 촉진하는 과정

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훈련, 신뢰, 리더십, 강한 문화와 비전을 중요하게 여겼

다. 장용선과 문형구(2011)는 구조적 양면성에서 맥락적 양면성 조직문화로의 변환을 촉

진하는 영향요인으로 촉매기능의 조직문화, 리더십, 환경 및 상황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



박 미 혜 105

했으며, 이 중 촉매 조직문화와 리더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① 촉매기능의 조직문화

구조적 양면성에서 맥락적 양면성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쪽간의 상호작용을 원활

히 해주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이에는 Gibson & Birkinshaw(2004)가 맥락적 양면성

의 중요한 맥락으로 제시한 구성원들간의 지원과 신뢰를 들 수 있다. 조직의 신뢰가 높아

야 조직 내 자원의 교환과 같은 협력적 행동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Tsai &

Ghoshal, 1998).

② 리더십

맥락적 양면성 조직문화로 변화하려면 경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리더들은 보상,

통제, 역할모델, 관심, 지도, 승진, 자원분배, 채용기준, 조직구조 등에 관여하는 리더십

과정을 통해 조직문화를 형성한다. 또한 경영자의 전략적 비전 제시와 상징적인 리더십,

조직변화 추구 등이 필요하며(Cummings & Worley, 1997),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가치

전달, 새로운 전통 수립(Trice & Beyer, 1991) 또한 중요하다.

2) 메타루틴

직무충실화로 인한 구성원들의 역량 증대를 조직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

다면 직무충실화가 맥락적 양면성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개개인들의

역량을 통합시키고 강화시켜 상향식 지식흐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조직 내 지식흐름이나 루틴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혁신 자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주는 메타루틴(meta-routine)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우선, 탐험과 활용을 통한 역동적 역량의 구현을 위한 루틴을 이해하기 위해 이홍과 이현

(2009)의 연구를 참고하기로 한다. 우선 루틴이란 반복적인 성격으로 패턴화된 조직내의

과정을 의미한다(Winter, 2003). 루틴은 조직능력을 창출하는 근원이 되며(Grant, 1991),

새로운 것을 결합하고 창출하는 것은 루틴들의 뒷받침이 있어야 이루어진다(Kogut &

Zander, 1992). 루틴을 기반으로 활용과 탐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활용을 위한 루틴과

탐험을 위한 루틴이 구분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고 루틴 안에 활용과 탐험의 속성이 모두

내재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다. 활용과 탐험을 위한 루틴이 구분되어 있다는 주장은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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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성을 이해하는 단초가 되고, 루틴 안에 양면적 속성이 들어가 있다는 두 번째 주장은

맥락적 양면성을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이홍 & 이현, 2009).

첫째, 활용과 탐험의 루틴이 구분되어 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O’Reilly & Tushman

(2004)에 의하면 조직의 역동적 역량은 활용적 루틴으로 구성된 조직과 탐험적 루틴으로

구성된 조직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얻어진다. 또한 Goldstein(1985)은 조직이 역동적

역량을 가지려면 합리적 구조와 적응적 구조의 이중 구조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탐험과 활용을 위한 루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운영루틴이고 또 나는

수정루틴이다(이홍 & 이현, 2009). 운영루틴은 곧 활용적 루틴을 의미하고 효율성이나

안정성, 예측성의 특징을 지닌다. 반면 수정루틴은 탐험적 속성을 창출하는 루틴으로, 기

존의 운영루틴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루틴을 생성한다. 조직을 역동적으로 개선하고 조직을

환경변화에 적응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수정루틴은 루틴의 진화를 위한 루틴

(routine for routine evolution)으로 표현되기도 한다(이홍 & 이현, 2009). 이러한 운

영루틴과 수정루틴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구조적 양면성의 설계로 이어진다.

둘째, 활용과 탐험은 이미 루틴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Feldman

& Pentland(2003)에 의하면 루틴은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성향 외에도 자신을 변화시키

거나 외부의 충격에 적응하려는 변화적이고 탐험적인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어, 루틴의 내

부는 변화와 안정이라는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즉 루틴은 스스로를 교정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루틴이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적 연쇄이

고, 행위자의 명시적 루틴에 의해 수행적 루틴이 수정될 수 있다는 견해는 맥락적 양면성

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이홍 & 이현, 2009).

이렇게 이홍 & 이현 (2009)은 양면성을 구축하기 위한 실제적인 도구로서의 루틴에 대

한 설명과 역할에 대한 견해들을 제시했다. 활용과 탐험이 루틴 자체에 내재되어 있고 이

것이 맥락적 양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메타루틴은 이 루틴을 뛰어넘는 보다 고차원

의 개념이다. 배종석 & 박오원(2010) 또한 맥락적 양면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탐험활동

을 가져가기 위한 메타 학습력(meta-learnability)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메타루

틴의 개념과 연결될 수 있으며 맥락적 양면성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Adler et al.(1999)은 NUMMI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는데, 유연성과 효

율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 중 메타루틴과 직무충실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

하였다. 특히 메타루틴과 직무충실화는 맥락적 양면성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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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루틴은 루틴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루틴이며,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체계화시키고, 혁

신적 프로세스를 루틴화 시킨다(Adler et al., 1999). 메타루틴은 활용적이고(exploitive)

탐험적인(exploratory) 활동들의 통합과 조정을 가능케 한다(Simsek et al., 2009).

Adler et al.(1999)에 의하면, 메타루틴은 비루틴 과업들의 효율적 성과를 촉진시켰고,

작업자들과 공급자들은 루틴 생산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비루틴 과업에 기여했다. 메타루틴

은 루틴한 과업의 효율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비루틴 과업의 혁신성을 계발시켜 조직의

양면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Adler et al., 1999). 기존 연구 문헌들에서 메타루틴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표준화된 문제해결 절차(Adler et al., 1999), 카이젠(Adler et al.,

1999), TQM과 지속적 개선(Hackman &Wageman, 1995) 등이 있다.

메타루틴의 개념을 가져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메타루틴이 될 수 있는 실질적 변수를 조

직 내 시스템화된 혁신활동으로 본다. 예를 들어, LG 혁신한마당, LG CNS 혁신학교, 삼

성 SDS 전문가 성장 지원프로그램, 한전 TDR(Tear-down & redesign) 신경영기법 등

을 들 수 있다.

‘LG 혁신한마당’은 1992년이래 19년간 열려온 LG 고유의 ‘경영혁신 지식 공유의 장’으

로 매년 국내외 각 사업장에서 진행된 경영혁신 활동의 성공사례를 모든 임직원이 함께 공

유하는 자리다. 외부강연, 우수성과 계열사 15개 팀의 혁신사례 발표 등이 이루어진다.

LIG 넥스원은 새로운 기업비전의 수립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 모델을 세웠다. 이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통해 일의 라

이프 사이클에서 변화돼야 할 요소를 전략적 사고(Strategic Thinking), 체계적 일처리

(Systematic Working), 지속적 혁신(Sustainable Innovation)의 S3 로 정의한 것이

다. 또한 한전 경영혁신의 중심에는 ‘TDR(Tear-Down & Redesign)’이라는 신 경영기

법이 있다. TDR는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기존업무를 전면 재검토, 경영효율을 개선하

는 시스템이다. 한전은 지난해 전사적인 TDR 혁신활동을 통해 총 115개의 과제를 수행했

다. 그 결과 5900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기업 내 혁신활동을 위해 체계화된 시스템과 절차, 과정을 만들어 낸

것으로써, 혁신 과정을 루틴화시켰다는 점에서 메타루틴으로 볼 수 있겠다. 개개인을 조직

차원에서 통합하여 혁신 활동을 체계화시키고 서로간 상호작용이 커질 수 있는 조직의 시

스템화된 혁신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양면적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직 내 시스템화된 경영 혁신 활동들은 직무충실화가 맥락적 양면성에 미치는 영향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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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시킬 것이다.

가설 2: 메타루틴(조직혁신시스템)은 직무충실화와 맥락적 양면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맥락적 양면성에 대한 개인 수준의 연구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경영자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일반 직원들까지 고려함으로써 맥락적 양면성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무충실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대적 직무설계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직무 설계에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으며

(Grant, 2007), 팀웍이 강조되는 현대 조직에서 개개인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직무충실화

개념에 사회적 또는 전략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Grant(2007) 등이 제시한 관계적 직무 설계(Relational job design)의 개념은

조직의 양면성과도 중대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업원들에 의해 형성되는 작

업장 맥락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서로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자 하는 동기를 만들어낸

다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종업원들간의 관계가, 종업원들이 그들의 일을 중요

하고 의미 있게 경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직무설계

연구가 직무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관계적인 측면은 무시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관계적인 면은 종업원의 경험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직무의 관계적 아키텍쳐는 종

업원들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친사회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동기를 증가시킨다

(Grant, 2007). 이러한 관계적인 아키텍쳐가 종업원들을 동기부여시켜 더 높은 생산성과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직무특성이론이 직무에 초점을 두는데 반해 관계적 직무설계

이론은 직무를 넘어서서 종업원들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관계 아키텍쳐(relational

architecture)”에 초점을 둔다. 추후 연구에서는 관계적 직무설계와 맥락적 양면성간의 관

계 또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직혁신시스템의 조절효과를 통해, 조직 내 창의적, 혁신 활동들을 시스템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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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들도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가져올 수 있다. 조직 내 지식 흐름을 원활히 하고 암묵

적 지식을 이끌어내어 조직 내 지식을 루틴이나 시스템으로 체계화시켜, 급진적 혁신을 이

루면서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맥락적 양면성과 직무설계에 대한 시사점은 물론, 조직의 역동적 역량

과 조직 혁신, 변화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개념적, 방법론적으로 맥락적 양면성이 보다 정교화되길 기대하고, 기존의 창의성 연구

와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고 맥락적 양면성은 어떻게 차별적으로 개념화되어야 하는지 추

후 보다 정교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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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contextual ambidexterity to find an HR practice

that enhances both exploitation and exploration of an individual employee.

Ambidexterity is the ability to exploit and explore simultaneously, and it is

usually conceptualized as an organizational mechanism rather than as individual

dimension. Studies on structural ambidexterity describ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s, that the structural mechanisms are used to enable ambidexterity.

Contextual ambidexterity focuses on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Gibson and

Birkinshaw(2004) describe business unit contexts that enable employees

ambidextrous. Studies on contextual ambidexterity assume that it is rooted in

an individual’s ability to exploit and explore.

Raisch et al.(2009) mention that individual dimension of ambidexterity has

not explored further. Extending the concept of organizational ambidexterity to

individuals, it is a crucial issue how to enhance individual capabilities of both

exploitation and exploration. Thus, what makes an individual ambidextrous?

Job is at the heart of making an individual ambidextrous, because it is the

most direct means of making an employee knowledgeable and skillful to be

ambidextrous. According to Job Characteristics Model of Hackman and Oldham

(1980), job dimensions of task significance, skill variety, task identity, autonomy,

and feedback influence individual and job outcomes. Research on job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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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job enrichment indicate that high levels of variety, autonomy, and task

identity, with increased range of tasks, increase the levels of motivation,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Job enrichment generates enhanced level of human

capital, role breadth self-efficacy(RBSE), and bottom-up knowledge flow, thus

making employees ambidextrous.

More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nrichment and individual ambidexterity

can be strengthened by metaroutines. Metaroutines systemize creative process

and enrich contextual ambidexterity. Metaroutines can be exemplified as

systemized innovation-promoting activities in organizations.

A model of relational job design could be also considered as an antecedent of

contextual ambidexterity. Besides job characteristics, the relationship architecture

of jobs, such a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fluence individual outcomes and

motivate employees to make prosocial difference. Since relational characteristics

are significant in contextual ambidexterity, relational job design could be

considered in future re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