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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실제 실무자(practitioner)에 의해서, 그리고 학계 혹은 연구자(academics)에 의해서 제일 많 

이 쓰이는 조직문화 측정도구가 무엇이고, 그것의 구체적 활용방법은 무엇인지 파악·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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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측정도구에 관한 글은 매우 드물다. Ashkanasy, Broadfoot, & Falkus(2000)는 

1975년에서 1992년에 걸쳐(1992∼2000년 사이엔 새로운 도구 개발이 거의 없었다고 함.) 

발표된 18개 측정도구를 분류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들은 학술적 연구자나 컨설

턴트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학술논문이나 유명 책에 수록되어 알려진 것이다. 

<표 1>에서 ‘수준’은 Schein(1985)의 ‘조직문화 수준’ 구분을 활용한 것인데, 각 설문지의 

내용이 조직문화의 어느 수준을 측정하는지 나타내고 있다. 수준 1은 행동패턴(patterns of 

behavior), 수준 2는 신념과 가치관(beliefs and values), (비록 <표 1>에는 없으나) 수준 3은 

기본가정(basic assumptions)을 의미한다. ‘차원’으로 표시된 숫자는 각 설문지에서 측정되

는 구성개념이 몇 개인지를 나타낸다. ‘설문지 유형’은 크게 두 가지 typing survey와 profile 

survey로 대별되는데, profile survey는 수준에 따라 다시 몇 종류로 구분되는바, 수준 1에

서는 behavior pattern 한 종류이지만, 수준 2에서는 다시 세 가지 즉, effectiveness survey, 

descriptive survey, fit profile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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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ng survey는 조직문화 유형을 상호 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고 독립적인 표준화된 

틀로 미리 구분해 놓은 후, 그 틀 범위 내에서 각 유형의 수치로써 조직문화를 측정·설명하

려는 것이다. Profile survey는 조직구성원으로부터 파악된 믿음과 가치관 측정치의 점수 차

이로부터 조직문화의 속성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Typing survey와의 차이점은 측정된 규범, 

행동, 가치나 믿음의 여러 수치를 통해 조직문화의 특성을 구분하려는 것이지만, 이들 ‘규범, 

행동, 가치나 믿음’의 유형구분이 반드시 상호 배타적, 즉 독립적이지는 않아 개념상 중복이 

<표 1> 조직문화의 측정 설문지

저자 연도 수준 차원
설문지 

유형
포맷

신뢰도

(Reliability)

구성타당도

(Construct 

Validity)

예측타당도

(Criterion 

Validity)

Allen & Dyer 1980 1 7 Behavior Likert  

Kilmann & Saxton 1983 1 4 Behavior Paired   

Cooke & Lafferty 1986 1 12 Behavior Likert   

Harrison 1975 1/2 15 Typing Rank

Handy 1979 2 9 Typing Rank

Margerison 1979 2 24 Typing Likert

OTI* 1979 2 5 Descriptive Likert

Glaser 1983 2 4 Typing Likert

Harris & Moran 1984 2 7 Effectiveness Likert

Sashkin & Fulmer 1985 2 10 Effectiveness Likert

Enz 1986 2 22 Fit Likert   

Reynolds 1986 2 14 Descriptive Likert  

O’Reilly et al. 1991 2 24 Fit Q-sort   

Woodcock 1989 2 12 Effectiveness Likert

Hofstede et al. 1990 2 NA Descriptive Likert

Lessem 1990 2 7 Typing Rank

PA Consulting Group 1991 2 NA Descriptive Likert

Migliore et al. 1992 2 20 Descriptive Likert

*OTI: Organization Technology International
출처: Ashkanasy et al., 2000, p. 136 수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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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다. Effectiveness survey는 높은 조직유효성 및 성과와 직결된 문화를 형성하는 가

치관을 측정하려는 것이고, descriptive surveys는 조직유효성은 고려치 않으면서 가치관을 측

정하는 것이며, fit profile은 개인과 조직의 적합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들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 구성타당도, 예측타당도가 인정되는 설문지는 <표 1>에 ‘’으로 표시되어 있다. 

현재 실무자에 의하여 제일 많이 쓰이는 조직문화 측정도구는 Kilmann-Saxton Culture 

Gap Survey이고, 연구자(혹은 학계)에 의하여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은 Competing Values 

Framework에 기반한 조직문화 설문지이다. 이들에 관해 그 내용과 구체적 활용법을 상세히 

서술토록 한다.

I. Kilmann-Saxton Culture Gap Survey

Kilmann-Saxton Culture Gap Survey는 30여 개 문화권, 137개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물론 실무적인 폭 넓은 활용 이전에 학술적으로 그 타당성과 신뢰성은 이미 

입증된 것이다. 이 측정도구의 특징은 현재시점에서 특정조직의 문화적 특성을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래의 바람직한 이상적 문화의 수준과 현재 문화상태 간의 격차를 제

시해 줌으로써 경영/관리자로 하여금 어디에 경영/관리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경영의 방

향성까지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조직의 어떤 측면에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는지 알

려주는 기능을 한다.  

1.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Kilmann-Saxton 문화차이 분석기법에서 활용되는 조직문화 요

소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수직축은 일과 사람으로 구분되고, 수평축은 단기와 장기

로 나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축에 의하여 조직문화 요소가 네 가지(과업지원, 과업혁신, 사

회적 관계, 개인적 자유)로 구분된다. 이들 네 가지 문화요소는 조직의 규모나 업종과 무관하

게 모든 업종, 모든 단위조직에서 존재하는 기본적 문화요소라 할 수 있다. 

Kilmann-Saxton 문화차이 분석은 어느 한 시점에서 조직문화 현상을 파악하기보다는 현

재의 조직문화 상태와 희망하는 조직문화 상태 간의 차이(gap)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

고 있다. 문화차이(culture gap)는 전체 조직뿐만 아니라 사업부, 부서, 작업집단 등 여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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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조직의 각 구성원들이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을 기초로 각 문화요소

마다 희망상태와 현재상태의 격차치를 파악하여 문화차이의 수치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설문지란 개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단위조직에 대하여 묻는 

56개 문항의 설문지이다. 현재상태에 대하여 28개, 이상상태에 대하여 묻는 28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이다.

<그림 1> Kilmann-Saxton 문화차이 분석기법의 조직문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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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mann-Saxton 문화차이 분석 설문지*

1. 현재상태 파악

(    ) 1. A. 다른 팀이나 부서의 일이면 뒷전으로 미룬다.
  B. 다른 팀이나 부서의 일이면 지원한다. 

(    ) 2. A. 창의성이 존중된다.

  B. 창의성이 무시된다.

(    ) 3. A. 부서 내에서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B. 부서 내에서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    ) 4. A. 우리 부서에는 근무 중의 복장은 자유롭게 입는다.

  B. 우리 부서에는 근무 중의 복장은 무난한 것으로 입는다.

(    ) 5. A. 다른 부서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B. 자신의 부서에 도움이 될 때만 정보가 공유된다.

(    ) 6. A.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

  B. 변화 지향적이다.

(    ) 7. A. 직장동료가 친구처럼 되어도 무방하다.

  B. 직장동료가 친구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    ) 8. A. 우리 부서에서는 의사소통이 정식경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B. 우리 부서에서는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    ) 9. A. 업무분장이 공정하지 못하다.

  B. 업무분장이 공정하다.

(    ) 10. A. 일을 할 때 새로운 방식을 추구한다.

  B. 일을 할 때 기존의 방식을 추구한다.

(    ) 11. A. 동료들과 인간적인 친분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B. 동료들과 인간적인 친분을 이루려 한다.

(    ) 12. A. 규정과 절차를 따름에 있어 개인적 판단에 의한 자율성이 허용된다.

  B. 우리 부서에서는 모든 규정과 절차가 준수된다.

(    ) 13. A.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B. 쫓겨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일하면 된다.

•아래의 항목(1-28)에 대하여 A나 B 중 귀하의 팀 혹은 부서 내의 현재 상황을(주의: 귀하 개인의 상황

이 아님)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골라 (   ) 안에 써 주십시오. 때에 따라 A나 B 중 어느 하나가 뚜렷하게 

귀하의 부서상황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보다 더 가까운 것을 골라 반드시 A나 B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

시오.(만약 귀하가 하나 이상의 부서에서 일하신다면 그중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을 생각하시고 답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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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A.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B. 항상 개선하려고 한다.

(    ) 15. A. 작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장려되고 있다.

  B. 작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장려되고 있지 않다.

(    ) 16. A. 우리 부서에서는 개인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행동한다.

  B. 우리 부서에서는 조직보다는 개인을 위해서 행동한다.

(    ) 17. A. 정보는 본인에게 이득이 될 때만 타인과 공유한다.

  B. 조직이 보다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타인과 공유한다.

(    ) 18 A.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

  B.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행에 옮겨지는 것을 막는다.

(    ) 19. A. 부서 내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B. 부서 내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내려 한다.

(    ) 20. A.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 수행시 개인적 선호도를 표출한다.

  B.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 수행시 개인적 선호도를 말하지 않고 묵묵히 지낸다.

(    ) 21. A. 다른 사람들의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돕는다.

  B. 자신의 일에만 몰두한다.

(    ) 22. A. 새로운 일을 맡는 것을 꺼려한다.

  B. 새로운 일을 기꺼이 맡는다.

(    ) 23. A. 조직 내의 업무의 활동에 참여하여 남들과 잘 어울리도록 권장하고 있다.

  B. 조직 내의 업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고 있다.

(    ) 24. A. 우리 부서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경력을 위하여 살아간다.

  B. 우리 부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살아간다.

(    ) 25. A. 조직 내 타 부서와 경쟁적이다.

  B. 조직 내 타 부서와 협조적이다.

(    ) 26. A. 새로운 아이디어가 장려된다.

  B.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시된다.

(    ) 27. A. 타 부서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B. 타 부서의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    ) 28. A. 우리 부서에서는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B. 우리 부서에서는 조직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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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상태 파악

(    ) 1. A. 다른 팀이나 부서의 일이면 뒷전으로 미루어야 한다.

  B. 다른 팀이나 부서의 일이면 지원해야 한다.

(    ) 2. A.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B. 창의성이 무시되어야 한다.

(    ) 3. A. 부서 내에서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조성되지 않아도 된다.

  B. 부서 내에서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조성되어야 한다.

(    ) 4. A. 우리 부서에는 근무 중의 복장은 자유롭게 입도록 해야 한다.

  B. 우리 부서에는 근무 중의 복장은 무난한 것으로 입도록 해야 한다.

(    ) 5. A. 다른 부서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B. 자신의 부서에 도움이 될 때만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    ) 6. A. 기존의 방식을 지켜야 하다.

  B. 변화 지향적이어야 한다.

(    ) 7. A. 직장동료가 친구처럼 되어야 한다.

  B. 직장동료가 친구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    ) 8. A. 우리 부서에서는 의사소통이 정식경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B. 우리 부서에서는 조직 내 아무하고나 자유롭게 의사소통될 수 있어야 한다.

(    ) 9. A. 업무분장이 공정하지 않아도 된다.

  B. 업무분장이 공정해야 한다.

(    ) 10. A. 일을 할 때 새로운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B. 일을 할 때 기존의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

(    ) 11. A. 동료들과 인간적인 친분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

  B. 동료들과 인간적인 친분을 이루어야 한다.

(    ) 12. A. 규정과 절차를 따를 때 개인적 판단에 의한 자율성이 허용되어야 한다.

  B. 우리 부서에서는 모든 규정과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    ) 13. A.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B. 쫓겨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일하면 된다.

(    ) 14. A.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B. 항상 개선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앞에서는 귀하가 계신 팀 혹은 부서 내의 현재 상황에 관하여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서의 규범이나 

특성은 앞으로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항목(1-28)의 A나 B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   ) 안에 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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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A. 작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장려되어야 한다.

  B. 작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장려되지 않아도 된다.

(    ) 16. A. 우리 부서에서는 개인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B. 우리 부서에서는 조직보다는 개인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    ) 17. A. 정보는 본인에게 이득이 될 때만 타인과 공유해야 한다.

  B. 조직이 보다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타인과 공유해야 한다.

(    ) 18. A. 남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행에 옮겨지도록 도와야 한다.

  B.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행에 옮겨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    ) 19. A. 부서 내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B. 부서 내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    ) 20. A.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 수행시 개인적 선호도가 표출되어야 한다.

  B.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 수행시 개인적 선호도가 표출되지 않아야 한다.

(    ) 21. A. 다른 사람들의 일이 완성되도록 도와야 한다.

  B.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여야 한다.

(    ) 22. A. 새로운 일을 맡기를 거부해도 된다.

  B. 새로운 일을 기꺼이 맡아야 한다.

(    ) 23. A. 조직 내의 업무의 활동에 참여하여 남들과 잘 어울리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B. 조직 내의 업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

(    ) 24. A. 우리 부서 사람은 자신의 일과 경력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B. 우리 부서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    ) 25. A. 조직 내 타 부서와 경쟁적이어야 한다.

  B. 조직 내 타 부서와 협조적이어야 한다.

(    ) 26. A. 새로운 아이디어가 장려되어야 한다.

  B.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시되어야 한다.

(    ) 27. A. 타 부서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아도 된다.

  B. 타 부서의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한다.

(    ) 28. A. 우리 부서에서는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해야 한다.

  B. 우리 부서에서는 조직의 가치를 중요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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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차이 분석 집계표

I. 현재 및 이상상황 파악

•귀하께서 앞의 설문지에서 각 항목별로 응답하신 답은 A 또는 B입니다. 아래 집계표의 각 항목번호별

로 제시된 답(A 또는 B)이 귀하께서 응답하신 답과 일치할 경우 그 위에만 O표 하여 주십시오. 그 후 각 

주제별로 O 표시한 것의 수를 합해서 소계란에 적어 주십시오.

1. 현재상황 파악 

과업지원 과업혁신 사회적 관계 개인적 자유

번 호 응 답 번 호 응 답 번 호 응 답 번 호 응 답

1

5

9

13

17

21

25

B

A

B

A

B

A

B

2

6

10

14

18

22

26

A

B

A

B

A

B

A

3

7

11

15

19

23

27

B

A

B

A

B

A

B

4

8

12

16

20

24

28

A

B

A

B

A

B

A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2. 이상상황 파악

과업지원 과업혁신 사회적 관계 개인적 자유

번 호 응 답 번 호 응 답 번 호 응 답 번 호 응 답

1

5

9

13

17

21

25

B

A

B

A

B

A

B

2

6

10

14

18

22

26

A

B

A

B

A

B

A

3

7

11

15

19

23

27

B

A

B

A

B

A

B

4

8

12

16

20

24

28

A

B

A

B

A

B

A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II. 이상-현상 간 격차 파악

•각 주제별로 이상상황의 소계란에 적힌 숫자에서 현재상황의 소계란에 적힌 숫자를 제하여 그 수를 아

래의 난에 적어 주십시오. 순서(2에서 1 즉, 이상치에서 현재치를 빼는 것임)를 주의하십시오. 결과는 + 

또는 -로 나오니 부호도 숫자와 함께 표시하여 주십시오.

과업지원 격차 과업혁신 격차 사회적 관계 격차 개인적 자유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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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결과의 분석 및 활용방법

각 구성원이 설문지에 응답하면, 문화차이 분석 집계표를 응답자 개인별로 활용하여 문화

격차분석을 할 수 있다. 우선 각 응답자가 설문지에 응답한 결과를 집계표에 옮겨 적어야 한

다. 집계표에는 각 문항번호 옆에 A 혹은 B 중에서 하나씩만 있는데, 각자가 응답한 내용(A 

혹은 B 중 하나)이 집계표에 있으면 동그라미 치고 없으면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 

후 각 문화요소별로 동그라미 쳐진 것이 몇 개인지를 파악하여 그 숫자를 소계란에 적으면 

된다. 결국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으면) 0부터 (모두 동그라미로 처져 있으면) 7까지의 숫자

로 소계란 8곳이 적힐 것이다. 그 후 각 문화요소별로 이상수준에서 현재수준을 제하여 그 

격차치를 맨 아래 격차란에 적으면 된다. 이들 격차치의 범위는 -7(이상치가 0이고 현재치

가 7인 경우)에서 +7(이상치가 7이고 현재치가 0인 경우)까지의 수 중에서 하나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개인별로 도출된 격차치 4개는 흔히 계층별로 보았을 때, 위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절대값이 작아지고 아래 계층으로 갈수록 절대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아래 계층의 구성

원일수록 바람직한 이상상태에 비하여 현재가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개인별로 도출된 4개의 격차치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단위조직별로 4개 문화요소 각

각의 평균을 구하면 각 단위조직의 조직건강상 특성이 파악되고 조직문화 관리의 방향이 도

출될 수 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문화차이를 나타내는 격차치의 범위는 -7에서 +7까지로 나타날 

<그림 2> 조직 내 현재상태와 희망상태 간 문화차이의 예



 박원우 61

수 있다. <그림 3>과 같은 양식에 절대값에 수평선을 그어 문화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양수

의 문화차이는(이 경우 <그림 2>에서와 같이 해당영역을 검게 표시한다.) 해당 문화요소 측

면에서 현재상태가 희망상태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는 해당 문화요소를 강

화시킴으로써(예, 부서간의 정보교류 확대와 협조성 증진을 통한 과업지원의 강화) 조직발

전을 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음수의 문화차이는 (이 경우는 <그림 3>에서와 같이 해

당영역에 실선을 긋고 공란으로 표시한다) 해당 문화요소 측면이 현재 적정수준을 초과하

여 과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때는 해당 문화요소를 약화시킴으로써(예: 

개인의 자유재량권을 감소시킴) 조직발전을 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격차치의 부호가 의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격차치 절대값이다. 고혈압 

뿐만 아니라 저혈압 또한 건강에 도움이 못되는 것처럼 (부호에 관계없이) 격차치 절대값의 

크기가 크면 문제가 있다. 두 단계로 나누어 격차치를 해석하여야 하는데, 첫 번째는 업종이

나 조직의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 격차치의 절대값이 2나 3을 넘는지 보아야 한다. 2를 

넘으면 경고수위, 3을 넘으면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성별, 국적, 연령, 체

질 등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혈압을 넘으면 정상범위를 벗어나 문제 있는 것으로 해석하

는 것과 같다. 2를 넘어 경고수위를 넘는다는 것은 해당 경영/관리자가 그 문화요소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격차치가 3을 넘으면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당

장 그 문화요소 측면에 격차치를 해소하려는 조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4개 문화

요소의 격차치를 통하여 경영관리자는 자신이 이끄는 단위 조직에서 경영관리의 에너지가 

어디에 더/덜 투입되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격차치가 2를 넘으면 경고수위를 넘는 것이라 했기에 적정 격차치는 2 이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격차치가 1.0 내외로 적다고 하여 무조건 “It’s OK”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비록 격

차치가 1.0 내외의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안심할 것이 아니라 추가분석을 하여야 한다. 흔히 

건강진단 결과가 나오면 의학적 기준으로 정상범위에서 각 수치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

기도 하지만, 비록 정상범위에서 벗어난 정도가 적다고 할지라도 각 피검진자의 가족력을 

봄으로써 각 수치에 대한 추가소견을 내리는 것과 같다. 즉, 두 번째 단계로는 각 단위의 격

차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급단위의 평균과 비교하여야 하는데, 분석 대상인 조직의 

격차치가 상급조직 대비 2배 혹은 3배를 넘는지도 보아야 한다. 상급조직이라 함은 분석대

상인 조직이 포함된 상위의 조직을 의미하는데, 팀의 경우엔 부문 혹은 본부, 본부의 경우엔 

회사 전체, 회사의 경우엔 그룹 혹은 산업(업종)이 될 수 있다. 상급단위 대비 2배가 넘으면 

경고수위, 3배가 넘으면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추가해석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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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이 있어야 한다.  

<그림 2>의 경우와 같이 분석이 되었다면, 이 조직은 과업지원 측면에서(부서간 협조지원

이 미흡하여) 경고수위를 넘어 위험수위에 육박했고(따라서 경영관리자는 부서간 협조지원

에 신경을 써야 하며), 과업혁신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수위를 많이 넘었기에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조치가 당장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에 비하여 사회적 관계나 개인적 자유 측면

에서는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Kilmann-Saxton의 문화격차분석법은 이상과 현상 간의 격차만을 표시하기에 격차의 근원

이 되는 현재와 이상형의 절대치 정도는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변수의 수치에 선호성

(좋고 나쁨)이 없을 때는 현재치와 이상치의 수치상 의미가 없으므로 격차만이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절대치 또한 의미가 있으므로 격차만을 필요정보 내용으로 생각하여, 그것만을 그

림으로 그리는 데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요소에서 이상과 현실 간의 격차가 +3.2라면, Kilmann의 설명/해석방

식에 의하면 위험수위를 넘어가는 큰 격차이다. 물론 이상과 현실의 절대치가 각각 어떠한

가를 떠나서, 아무튼 격차가 그만큼 나왔다면 대단한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는 격차의 크기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격차가 나오게 된 원인으로서 절대치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상치 7(최고치)과 현재치 3.8에서 도출된 +3.2의 격차와(이 경우엔 팀장/부서장이 부서의 

이상을 매우 올려놓았지만, 아직 이상수준에 비해 현재치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 이상치 3.5

와 현재치 0.3에서 도출된 +3.2의 격차는 (이 경우엔 부서장이 부서의 이상수준을 전혀 올리

려 하지 않았을 뿐더러 현재치는 극도로 낮은 상태라고 해석) 매우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2>에서와 같은 막대그림표식의 격차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림 3>과 같

<그림 3> 거미집으로 표현한 이상-현실 간 문화차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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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미집의 이상치(점선으로 표시)와 현재치(실선으로 표시)의 동시 표시가 필요하다. 이러

한 표시방법은 격차치(점선과 실선의 격차)뿐만 아니라 격차의 원인까지도 제시해 주는 이

점이 있다. 격차의 크기와 무관하게 격차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그림 3>에서 격차가 중앙의 점인 4를 기준으로 바깥쪽에 위치하면 활성화된 팀에서의 격차

를 의미하고, 안쪽에 위치하면 침체된 팀에서의 격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 2>와 <그림 

3> 두 개를 비교하면 활성화 혹은 침체의 정도를 알 수도 있고, 나아가 어느 쪽에 어느 정도

의 격차가 존재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격차치 그림과 절대치 그림을 목적에 따라

서 따로 그리면 더욱 좋을 것이다. 

동일한 기업 내라고 해서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문화차이를 인식하지는 않는다. 문화차이

를 크기(size)와 유형(type)으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조직계층의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구성원들의 현실과 이상 간의 문화차이가 적다. 한 예로 임원들은 회사의 규정이나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사내 유인물에 언급된 것처럼, 그들이 부하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평소 행동이 그들의 생각이나 말

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문화차이는 조직계층의 가장 아래에서 가장 강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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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따라서 계층별, 직군별, 지역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구성원을 구분하고 각 단위별 

문화격차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림 4>와 같이 그림으로 표시될 수 있다.

조직 내 구성원들의 행동변화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follow-up 

workshop)가 필요하다. <그림 5>와 같이 Kilmann-Saxton 문화차이 분석을 통하여 문화차이

상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 전체 및 사업부별 현재와 희망상태 간 문화차이의 예

<그림 5> 두 시점 간 문화차이 비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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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lmann-Saxton Culture Gap Survey의 국내 사례

실제 국내 모 그룹사에서 적용된 사례를 바탕으로 Kilmann-Saxton Culture Gap Survey의 

활용법을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자. 다음의 회사 경영자는 저자로 하여금 회사의 임직원대

상 교육체계롤 재정립하여 달라는 일을 부탁했고, 저자는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기업문화진

단을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혹자는 “교육체계 재설정과 기업문화진단과 무슨 관

계인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터인데, 앞서 설명하였듯이 비록 설문지 명칭에 문화격차분

석이란 표현이 있지만 이 설문지는 단위조직의 경영관리 에너지가 어디에 얼마나 투입되야 

하느냐를 파악하는 도구라고도 하였다. 이 회사 교육의 에너지가 어떤 측면에 얼마나 투입

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활용한 것이다. 회사의 제 사업 단위별로도 평균치를 구

하였는데, 회사 전체의 수치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 6>과 같다.

비록 위험수위인 3.0을 넘은 격차는 없었으나, 일 측면에서 경고수위인 2.0은 많이 넘었

다. 부서간 협조·지원뿐만이 아니라 변화·혁신 측면의 사고행동 또한 많이 부족하기에 그

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그룹에선 ‘인화’를 강조하여 당시 인

화단결을 강조하는 교육을 중시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 혹은 인간관계 측면의 격차치가 

0.41에 불과한 것은 그 측면에서(그룹차원에서 강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교육의 비중이 좀 

GSH 한계와 희망상태간 문화차이

課業支援 課業革新

個人的 自由社會的 關係

2.81 2.60

1.140.41

<그림 6> 회사 전체 수준의 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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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고 오히려 일 측면에서 늘어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분석은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좀 세부적으로 사업부별로도 가능하

다. <그림 7>은 회사 전체와 사업부별로 분석된 결과를 같이 나타낸 것이다. 

여러 사업부가 있지만, 예로 가운데 줄 왼쪽에 있는 사업부를 보기로 하자. 독자는 그림을 

보고 해당 사업부의 문제, 이슈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해당 사업부를 책임지는 경영자라

면 어떤 의사결정과 노력을 하여야 할까?

대부분의 독자는 “일 측면의 문화격차가 둘(과업지원, 과업혁신) 다 위험수위인 3.0을 넘

어섰기에 당장 양 측면을 강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만 판단할 것이다. 물론 틀린 것

은 아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진단 결과만 내놓는다면, 제한적인 컨설팅을 한 것이다. 분명 

위에서 1단계와 2단계의 해석을 설명하였다. 1단계로 무조건(업종, 규모 불문하고) 격차치의 

크기가 2나 3을 넘어서는지 보라고 하였다. 하지만 2단계로(비록 1.0 내외의 격차치에 불과

할지라도) 상급단위 격차치 대비 2배 혹은 3배가 넘는지도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내부컨설

팅을 할지라도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그림 7> 사업부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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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부의 사회적 관계 격차치가 그야말로 1.0 내외인 1.04였다. 그러나 그 격차치는 

회사 전체의 수치에 비하여 2배가 넘었는데, 회사 전체의 격차치는 사실 본사의 1,77 때문에 

평균이 올라가 있던 것이다. 사업부나 공장과 업무 성격이 다른 본사를 제외하고 도출한 회

사평균에 비하여는 사업부의 격차치 평균이 3배가 넘기도 하였다. 그래서 “설문조사만으로 

도출한 수치이기에 원인은 모르지만, 해당 사업부의 사람 간 관계, 즉, 사람 측면에 뭔가 문

제가 있는 듯하니 필요한 조치가 곧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해당 사업부를 대상으

로 내기도 하였다. 실제 그 직후 해당 사업부의 책임자 임원과 핵심적 역할을 하던 관리자들

이 사표내고 나갔고, 실제로 해당 사업부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 문제가 크게 발생한 

일이 있었다. 이 사례는 “조직 내 경영관리의 에너지가 어느 측면에 얼마나 투입되어야 하

느냐를 파악함에 매우 요긴한 진단도구이다.”라고 설명한 앞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례라 

판단된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마치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듯이) 조직의 건강검진을 하고 필요한 조

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매우 요긴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왜 이 진단도구가 전 세계적으로 

실무에서 무척 많이 활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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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단도구를 회사 전체적으로 활용한 또 다른 실제 사례가 위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회

사에서 계층별로 비교한 표를 예로 수록하였다.

II. Competing Values Framework

앞서 실무자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활용

되는 조직문화 진단도구를 설명하였다. 여

기서는 학계와 연구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

는 도구를 소개하기로 한다. University of 

Michgan의 Kim Cameron과 Robert Quinn

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 Competing Values 

Framework(CVF)에 기반한 조직문화 진단도

구이다. 

우선 CVF를 설명하면, 조직문화는 두 축

(탄력성/자율성-vs.-안정성/통제성 축, 내부

지향/통합-vs.-외부지향/차별성 축)을 기준으

로 4개의 문화유형(Clan, Adhocracy, Hierarchy, Market)이 형성된다. Clan 문화는 내부결속

과 협력을 중시하는 가족주의 문화이고, Adhocracy 문화는 변화, 혁신, 창조를 강조하는 혁

신적 문화라고 할 수 있다. Hierarchy 문화는 질서와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위계질서형 문화

이고, Market 문화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성과지향형 문화이다. 이들 네 요소는 조

직 내 필요한 네 유형의 관리와 직결된 것이다. Clan은 collaboration, Adhocracy는 creation, 

Hierarchy는 control, 그리고 Market은 competition을 의미한다. 

이들 네 개 측면의 경영관리는 모든 조직에서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하고 강

조되어야 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훌륭한 관리자란 Collaboration, Creation, Control, 

Competition을 모두 다 잘 할 수 있어야 하며,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목표상황에 

부합하게끔 이들 네 개 측면의 관리 중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

한 방향으로 조직을 잘 이끌 수 있어야 한다. Quinn은 그러한 훌륭한 관리자를 바로 ‘Master 

Manager’라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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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VF에 기반한 조직문화 유형 파악            

CVF에 기반한 조직문화 진

단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1, 2, 

3판 모두를 수록하였음.)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책 

제목처럼 조직문화를 진단하

고 변화시키는 데 쓰이는 대

표적인 문화측정 도구이다.

두 축(탄력성/자율성 vs. 안

정성/통제성 축, 내부지향/통합 vs. 외부지향/차별성 축)을 기준으로 파악되는 네 개의 조직

문화 유형 측면에서 진단 대상 조직의 문화적 특성이 현재 어떠하고 앞으로 어떠하여야 하

는지를 파악하는 도구이다.

이들 4개 문화요소가 현재 측면에서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이상측면에서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설문지가 다음에 제시된다. 앞서 Kilmann-Saxton Culture Gap Survey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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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현재와 이상을 따로 질문하였는데, 여기서는 동일 문항을 두고 현재수준과 이상수준을 

동시에 응답토록 요구하고 있다. 응답방식은 4개 문화요소를 측정하는 문항(A, B, C, D)을 

두고 그 4개의 문항에 부여하는 점수의 합이 100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섯 번에 걸쳐 응답하게 한 후, 응답자가 현재상태와 이상적인 상태 각각의 경우 문항 A, 

B, C, D에 부여한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야 하는데, 독자들이 문항의 내용을 읽어 보면 쉽 

게 파악하겠지만, A 문항은 Clan 문화를, B 문항은 Adhocracy 문화를, C 문항은 Market 문

화를, 나아가 D 문항은 Hierarchy 문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섯 번에 걸쳐 응답한 결과의 평

균을 도출한 후, 그 수치를 위에 제시한 그림 위에 표시하고, 표시된 4개의 점을 있는 선을 

그림으로써 진단코자 하는 조직의 현재문화(실선)와 이상문화(점선)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

게 된다. 

만약 다음 그림과 같이 나왔다면, 그 해석

은 현재문화(실선으로 표시되는 것)가 안정

성/통제성과 성과지향성을 추구하는 문화인

데, 구성원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점선

으로 표시되는 것)는 그러한 규정준수, 목표

달성형 속성이 줄어들고 보다 더 가족주의적

이면서 한편으로 혁신성이 증대되는 것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진단도구를 바탕으로 Apple사의 조직문

화 특성이 측정되었는데 회사 설립 초기에는 

흔히 벤처기업이 그러하듯이 매우 adhocr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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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문화의 주된 특징은?
현재 

상태

이상적 

상태

A. 우리 조직은 매우 인간적이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지낸다.

 구성원들은 많은 부분을 서로 공유한다.

B. 우리 조직은 매우 역동적이고 기업가적이다.

 구성원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C. 우리 조직은 결과지향적이며, 일을 마무리하는 데 주 관심이 쏠려 있다.

 구성원들은 매우 경쟁적이며 성취지향적이다.

D. 우리 조직은 매우 통제적이며 구조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공식적 업무절차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지배한다.

합계 100 100

2. 조직의 리더십 스타일은?
현재 

상태

이상적 

상태

A. 우리 조직의 상사는 성실하게 조언을 해주고, 손쉽게 일하도록

 도와주며,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실천하는 등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B. 우리 조직의 상사는 진취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갖추고 있으며,

 위험을 감수하는 등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C. 우리 조직의 상사는 필요한 말만 하며, 저돌적이고, 결과지향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D. 우리 조직의 상사는 Coordination과 유기적 조직운영을 잘하고,

 조직운용의 묘를 발휘할 줄 아는 등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합계 100 100

조직문화 특성 파악 설문서

다음의 여섯 가지 질문에서 귀하가 계신 조직의 현재상태는 어떠하고, 또 이상적(바람직한) 상태는 어

떠해야 하는지를 나타내 주십시오. 각 질문마다 네 가지 항목(A, B, C, D)이 주어지는데, 현재상태와 

이상적 상태를 네 가지 항목이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생각하신 후 여러분 조직의 모습에 가장 유사하

다고 생각하는 항목부터 높은 점수를 주시어 그 점수의 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우선 여러분 조직의 현재상태에 있어서 A 항목이 가장 유사하고, B 항목, C 항목이 약간 유사

하고, D 항목이 전혀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A 항목에 55점, B 항목과 C 항목에 각각 20점, D 항

목에 5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직의 이상적인 또는 바람직한 상태로서, A 

항목이 어느 정도 유사해야 하고, B 항목이 가장 유사해야 하며, C 항목이 약간 유사해야 하고, D 항

목은 거의 유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A 항목에 30점, B 항목에 50점, C 항목에는 15점, D 항목

은 5점씩을 줄 수 있습니다. 점수는 개인이 임의적으로 줄 수 있으며, 단지 현재상태 및 이상적 상태의 

4 항목 점수의 합이 100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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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관리 스타일은?
현재 

상태

이상적 

상태

A. 우리 조직에서는 팀웍이 잘 맞고, 합의를 구하며, 활발한 구성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B. 우리 조직에서는 구성원의 도전정신, 창의성, 자율, 독창성이

 잘 추구되고 있다.

C. 우리 조직에서는 강한 경쟁심과 높은 수준의 성과가 요구되고,

 실제로 추구되고 있다.

D. 우리 조직은 고용의 안정, 조직에의 순응, 예측가능성, 나아가

 상호간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합계 100 100

4. 응집력의 원천은?
현재 

상태

이상적 

상태

A. 우리 조직의 응집력은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과 상호 신뢰에 의해

 유지되는데, 그 수준이 상당히 높다.

B. 우리 조직의 응집력은 혁신과 개발에 대한 몰입에 근거하는데, 

 항상 첨단에 서야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C. 우리 조직의 응집력은 성취, 목표달성에 의해 유지되며,

 진취성과 승리에 대한 성취감이 공통의 주제로 존재한다.

D. 우리 조직의 응집력은 공식적인 규칙과 규정에 의해

 유지되며, 순조로운 조직 운영이 중시되고 있다.

합계 100 100

5. 전략적 주안점은?
현재 

상태

이상적 

상태

A. 우리 조직은 구성원 개발에 중점을 두며,

 높은 신뢰감, 개방성 및 참여가 추구되고 있다.

B. 우리 조직은 새로운 자원의 획득과 새로운 도전의 창조에 중점을

 두며, 새로운 것의 시도와 기회 창출에 가치를 두고 있다.

C. 우리 조직은 경쟁적 활동 및 성취에 중점을 두며,

 높은 목표의 달성과 시장에서의 승리가 중요시된다.

D. 우리 조직은 영속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며,

 능률과 통제 및 유연한 조직운영을 강조한다.

합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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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화가 충만하였다. 그러한 혁신성을 바탕으로 회사가 성장하면서 나타난 문화가 두 번

째의 clan 문화였다. 매킨토시의 성공으로 “우리가 해 냈어.”라는 자신감과 내부결속이 강

한 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안정성/통제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혁신성과 인간관계 

중심의 내부결속에 기인한 문화만으로는 높은 자율성이 자율방임으로 흐르는 모순을 가지

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직관리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스템과 규칙에 의한 통

제가 추구되어 결과적으로 hierarchy 문화가 형성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계지향적 

문화를 거쳐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의 성과(판매량, 시장점유율, 수익증대 등)를 중시하는 

market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계지향적, 성과지향적 문화는 조직 내 

창의성/혁신성 부족을 가져오게 되어 조직의 계속된 성장에는 오히려 제약 요소가 되었다.

조직문화에는 유일최선의 속성이 없다. 조직의 수명주기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한다. 따

라서 이러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현재의 특성이 어떠하고 향후 바람직한 특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진단한 후, 조직문화변화의 방향에 따라 실제 문화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문화 진단의 결과는 조직 내 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의 사

례에서와 같이 여러 계층(예: 임원, 팀장, 팀원)을 대상으로 파악해 볼 필요도 있다.

6. 성공(성취)의 기준은?
현재 

상태

이상적 

상태

A. 우리 조직은 인적자원의 개발, 팀웍, 구성원 몰입도 및 

 구성원에 대한 관심의 향상에 기초하여 성공을 정의한다.

B. 우리 조직은 가장 독창적이고 새로운 연구결과의 보유, 즉 연구와 

 이론 개발에서의 선도 및 혁신에 기초하여 성공을 정의한다.

C. 우리 조직은 시장 경쟁에서의 승리 및 경쟁의 우위 유지,

 즉 경쟁적 시장주도력에 기초하여 성공을 정의한다.

D. 우리 조직은 효율성, 즉 신뢰할 만한 납기, 순조로운 일정 및

 비용 절감 등에 기초하여 성공을 정의한다.

합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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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VF에 기반한 리더십 유형 파악 

조직문화의 특성과 조직문화의 변화방향이 파악되었으

면, 누군가는 실제로 그러한 조직문화 변화관리를 추구하여

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이 특정 팀, 특정 부문, 특정 사업

부를 이끄는 리더가 과연 그 단위조직의 문화변화를 이끄

는 데 적합한 사람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혁신성을 증진해

야 하는 상황에 그 단위조직의 리더가 굉장히 위계적인 리

더십을 보유·발휘하는 사람이라면 그 리더는 해당조직의 

문화변화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즉, 조직문화변화의 방

향과 리더의 리더십 스타일이 적합한가를 따져 보고 양자

의 적합성이 높게끔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미 설명한 CVF에 입각하여 리더십을 구분하고 실제 

그 정도를 측정하는 설문지가 있다(이 설문지는 Quinn의 책—Beyond Rational Management

에 수록되어 있음). 4개 문화유형별로 각각 두 개의 리더십 유형이 있어 총 8개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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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유형 의미

Clan

촉진자

과정지향적인 리더, 조직의 팀웍과 응집력을 구축하고 대인갈등을 관리하며, 

구성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상호 융화하게 함으로써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과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진함

조언자

부하에게 친근하고, 사려 깊고, 공정하며 부하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원함. 이 

리더는 부하를 개발해야 할 자원으로 인식, 기술축적 및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개발을 지원함

Hierarchy

조정자
체계의 구조와 흐름을 유지하며 분쟁을 최소화하고 계획과 제안을 검토, 평

가하고 조정함. 이 역할의 리더는 믿음직스럽고 신속할 수 있어야 함

감시자

부서 내의 상황, 부하의 규율준수 여부, 업무의 수행 정도 등을 잘 감시함. 이 

역할의 리더는 세밀한 것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논리적이고 합

리적인 분석에 능숙해야 함

Market

성취자

과업지향적이며, 업무에 중점을 둠. 관심, 동기부여, 정력, 적극적 수준이 매

우 높음. 이 역할의 리더는 모든 부서원을 자극하여, 설정된 목표를 더욱 잘 

달성하도록 함

감독자

목표설정, 계획수립 과정을 통해 조직이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고, 업무

와 개인의 역할을 분명히 함. 규정을 제정하고, 업무 수행시 대안을 결정/제

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

Adhocracy

개혁자
필요한 변화를 개념화하고 계획함. 이 역할의 리더는 미래를 보고 개혁을 가

시화하며, 매력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실시해 나가는 창조적 역할을 수행함

중개자

조직 외부의 정보와 자원을 획득하는 데 관심을 두고, 조직의 대표로서 조직

을 대변하며, 협상과 마케팅을 통하여 자원을 획득함. 정치적이며, 설득력, 

영향력 및 파워가 있어야 함

다음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리더십 유형 8개를 측정하는데, 이 설문지는 평가대상자 본인

이 응답하고, 나아가 주변사람(예: 상사, 부하, 동료)으로 하여금 응답토록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피평가자의 리더십에 대한 분석과 발전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주변사람으로 

하여금 응답토록 할 때는 설문지의 안내문을 좀 변경하여 피평가자가 자신이 아니라 부하, 

동료, 혹은 상사임을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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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대상자는?
현재
수준

희망 
수준

 1.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2. 일상적인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게끔 노력한다.

 3. 조직 내에서 상사나 상위 조직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4. 세부적인 업무 내용과 관련된 보고서를 꼼꼼히 살핀다.

 5. 조직(부서)의 성취지향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 조직(부서) 내에서의 합의 도출을 촉진한다.

 7. 조직원들의 책임 소재 및 범위를 명확히 한다.

 8. 조직원들의 고충을 늘 경청한다.

 9. 조직(부서) 내 업무의 흐름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10. 새로운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실험한다.

11. 조직(부서) 내 의사결정에 참여를 독려한다.

12. 조직(부서)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명확히 알게 한다.

13. 상사가 내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4.   각종 자료 및 보고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들 간에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지를 살핀다.

15. 조직원들이 목표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한다.

16. 부하들과의 관계에서 애정과 관심을 보인다.

17. 기술적, 세부적 정보를 잘 간파하고 다룬다.

18. 상위층에 있는 사람과 접촉한다.

19. 조직(부서)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한다.

20. 각 조직원을 신경 써서 배려한다.

21. 조직(부서) 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진다.

22. 창조적이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한다.

CVF 리더십 스타일 진단지

다음의 내용들은 우리가 조직생활에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아래의 척도에 근거하여 귀하의 현재 행동 

수준과 귀하가 원하는 희망 수준을 솔직하게 해당 응답란에 점수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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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문지에 응답한 결과를 집계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표를 활용한다. 현재수

준과 희망 수준 각각을 달리 집계·분석하는데, 아래의 집계표에 응답수치를 옮겨 적고 각 

리더십 유형별로 평균을 구한다. 

대상자는?
현재
수준

희망 
수준

23. 조직(부서)의 목표달성을 독려한다.

24. 조직원들로 하여금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한다.

25. 혁신과 향상을 추구한다.

26. 우선순위와 방향을 명확히 한다.

27. 상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28. 조직의 질서를 확립한다.

29. 부하의 요구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30. 명시된 단위 조직의 목적 달성을 늘 강조한다.

31. 조직원들 간의 화합을 촉진한다.

32. 업무 계획과 일정을 늘 분석/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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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집계·분석표에서 도출된 평균 점수를 다음의 그림에 표시하고 그 결과를 rader 

diagram으로 그리면, 나아가 그러한 그림을 본인의 응답결과, 상사의 응답결과, 부하의 응답

결과와 함께 비교함으로써 리더십의 특성과 이슈가 도출될 수 있다. 

그런데 무조건 리더십 수치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적정 수준에 있는 것이 좋고, 과도

하거나 과소하여도 좋지 않은바, 그 내용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박원우 81

개인별로 도출된 수치를 바탕으로 해당조직의 조직문화(현재 및 이상수준)의 특성과 비교

함으로써 그 개인의 리더십과 관련한 이슈와 육성 방안이 파악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양식

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 분석을 개인별로 할 수도 있지만, 조직 내 임원의 평균이나 팀장의 평균을 

도출하다 보면 각 계층별 리더십 교육의 방향과 방안이 파악되기도 한다. 다음은 국내의 실

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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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VF에 기반한 리더십 역량평가

앞서 CVF를 설명하면서, CVF는 4개 측면의 관리를 내포한다고 하였다. Master manager

란 collaboration, creation, control, competition을 모두 다 잘 할 수 있어야 하며, 조직의 지속

적 성장을 위해서 이들 4개 측면의 관리 중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러한 방향으로 조직을 잘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Master manager로서의 역량을 한 개

인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CVF에 기반한 리더십 역량진단 도구가 개발되

었다. 즉 CVF에 기반한 리더십 유형의 파악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필요한 리더십을 구체

적으로 육성·증진하기 위하여 각 CVF 문화유형별로 리더십 역량을 평가하는 진단도구를 

개발한 것인데, 10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각 문화유형별로 5개씩 총 20개의 역량

내용을 측정하는 것이며, 그 구성과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박원우 83

나는?
현재
수준

희망 
수준

 1. 나는 중요한 새로운 사안에 있어 솔선수범한다.

 2. 나는 팀원이 창의적이도록 고무시킨다.

 3. 나는 팀원들이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끔 독려한다.

 4. 나는 어려운 과제에 대한 의욕을 보인다.

 5. 나는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CVF 리더십 스타일 진단지

다음의 내용들은 우리가 조직생활에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아래의 척도에 근거하여 귀하의 현재 행동 

수준과 귀하가 원하는 희망 수준을 솔직하게 해당 응답란에 점수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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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현재
수준

희망 
수준

 6. 나는 팀원들이 업무 절차를 이해하였는지 확인한다.

 7. 나는 긴급한 이슈들에 대해 재빠르게 응답한다.

 8. 나는 업무를 나의 영향력 하에 둔다.

 9. 나는 경쟁 지향적 관점을 발달시킨다.

10. 나는 개방적 토론 문화를 형성한다.

11. 나는 빠른 결과물의 산출을 강조한다.

12. 나는 팀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제도화시킨다.

13. 나는 모든 팀원들이 자기계발 계획을 갖도록 독려한다.

14. 나는 공식적인 절차나 규정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돕는다.

15. 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팀원 의견을 잘 반영한다.

16. 나는 업무를 면밀히 관리한다.

17. 나는 팀원들의 감정 및 정서를 잘 파악한다.

18. 나는 팀원들이 기존에 받아들여지던 성과 수준을 초월할 수 있게끔 한다.

19.   나는 팀원들이 일의 세부 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나의 기대감을 

잘 전달한다.

20. 나는 업무에 있어 정확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21. 나는 업무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22. 나는 팀원들이 규칙/방침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23. 나는 도전적인 업무를 추진한다.

24. 나는 팀원들이 지쳤을 때를 알아차린다.

25. 나는 보다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것을 강조한다.

26. 나는 커리어 문제에 대해 구성원에게 조언한다.

27. 나는 팀원들이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장려한다.

28. 나는 내가 협상하는 고객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변화하는 니즈를 파악한다.

29. 나는 고객이나 니즈를 파악해야할 다른 대상들과의 만남을 잘 수행한다.

30.   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커리어 계발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장려한다.

31. 나는 업무에 있어 정확성을 강조한다.

32. 나는 몰입(집중)을 요하는 업무를 구상(선호)한다.

33. 나는 야심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34.   나는 내가 협상하는 고객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 이후에 무엇을 원할지 예상하여 

대비한다.

35. 나는 외부 경쟁자들을 능가할 것을 주장한다.

36. 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한다.

37.   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것을 요하는 업무를 위임하여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계발한다.



 박원우 85

나는?
현재
수준

희망 
수준

38.   나는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한 파워(예:지위, 보상, 강압, 전문성 등)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9.   나는 직접 대면하는 것이 이메일, 전화통화, 메모보다 더 적절한 때가  

언제인가 결정한다.

40. 나는 건설적인 업무 관련 분쟁을 성급하게 무마하는 것을 피한다.

41. 나는 규칙에 따르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42.   나는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사항)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을  

선택한다.

43.   나는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포함한  

시의적절한 성과 피드백을 제공한다.

44. 나는 제안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예상하여 대비한다.

45. 나는 적절하게 분업과 특화의 개념을 적용하여 성과를 증진시킨다.

46.   나는 혁신적 사고를 증진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과 집단의사결정 기법을  

사용한다.

47. 나는 조직 내에서 목표가 수직적, 수평적으로 맞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48.   나는 의사전달시 내가 전달해야하는 대상과 전달하고자 하는 바(목표)를  

명확히 안다.

49.   나는 팀원들이 권한을 위임 받았고, 업무에 몰입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고성과 업무환경(high performance environment)을 조성한다.

50.   나는 협상에 임할 때 공유된 목표, 정확한 의미교환, 상호 신뢰형성에  

신경을 쓴다.

51. 나는 창의적인 사고를 저해하는 개인과 조직 내부의 장애물을 극복한다.

52.   나는 업무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검토할 때, 인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도 모두 고려한다.

53. 나는 조직이 추구하는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목표와 과제를 설정한다.

54. 나는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적인 갈등을 유도한다.

55.   나는 업무 수행시 업무분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절차/방식을 잘 준비하고  

활용한다.

56. 나는 조직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57. 나는 성과관리를 함에 있어 조직의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생각한다.

58.   나는 나의 입장을 지지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강력한 이론적 주장을  

제공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을 한다.

59. 나는 갈등의 다양한 원인들을 구별한다.

60. 나는 인맥 망을 확장하여 개인적인 영향력을 잘 구축한다.

61. 나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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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현재
수준

희망 
수준

62.   나는 전략, 정책, 개별 실행방식과 개인적 감정을 모두 아우르는  

비전을 세운다.

63.   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사용한다.

64. 나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한다.

65.   나는 메시지들과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한번에 하나씩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66. 나는 업무의 목적뿐만 아니라 팀 역할과 절차에 주의를 기울인다.

67. 나는 상황에 따라 다른 설득 방식을 사용한다.

68. 나는 공감하며 경청하고 타인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69.   나는 남들이 내 지시(요청)에 대해 즉각 효과적으로 답을 할 수 있게끔  

e-mail이나 SMS 등의 간편한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

70.   나는 자신이 다양한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시간계획을 검토한다.

71. 나는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일한다.

72.   나는 특정 목표가 팀에 있어서 단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목표가 힘들지만 여전히 달성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73.   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일반적 장애물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74.   나는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현재의 문화가 경쟁적 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75.   나는 상사, 동료, 직속 보고자와 같은 특정 구성원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증진시킨다.

76. 나는 열린 토론과 문제 해결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나의 의견불일치를 표현한다.

77. 나는 구체적이고, 측정가능 하며, 확실한 시간계획이 있는 목표를 개발한다.

78.   나는 특정 상황에 있어 어떤 변화전략(참여형, 지시형, 변혁형)이 가장  

적절한지 판단/결정한다.

79. 나는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 이론의 사용을 즐긴다.

80. 나는 영향력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이해한다.

81.   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식적이고 절차(형식)중심적인 방법과  

비공식적이고 신속(유기적인)한 방법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한다.

82. 나는 업무 진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 계획표를 준비/활용한다.

83.   나는 주어진 상황에서 변화를 강화하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을 정확하게  

평가한다.

84.   나는 내가 담당하는 조직이 어떤 방식(기능별, 사업별, 혼합식)으로 구성되는 것

이 가장 적합한지를 안다.

85. 나는 협상에 임할 때 지위가 아닌 이익에 집중한다.



 박원우 87

나는?
현재
수준

희망 
수준

 86.   나는 나의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긴급한 듯 보이나 중요하지 않은  

일보다는 중요성이 높은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87.   나는 내가 담당하는 조직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TFT와 같이 서로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들로 구성된 다기능팀(cross-functional team)을  

운용할 수 있다.

 88. 나는 성과측정도구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지를 구분/파악할 수 있다.

 89. 나는 부하들이 따르기 쉬운 시스템을 구축한다.

 90. 나는 비건설적인 개인 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한다.

 91. 나는 유용한 정보와 무관한 자료를 구별한다.

 92. 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참여도가 높은 회의를 계획하고 이행한다.

 93. 나는 다기능팀(cross-functional team) 내의 난제를 극복한다.

 94.   나는 조직단위의 목표 관점에서 적합한 성과측정도구와 부적합한  

성과측정도구를 구별한다.

 95. 나는 다기능팀(cross-functional team)을 사용하는 장점을 부각시킨다.

 96.   나는 조직변화가 언제 구성원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인식한다.

 97.   나는 나만의 리더십 이야기를 들려주어 사람들이 나를 이끌고 지탱하는  

열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98. 나는 효과적인 변화전략을 세운다.

 99. 나는 다기능팀(cross-functional team)에서 성공적으로 일한다.

100.   나는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의사도 잘 알아차리고,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했음을 잘 전달한다.

위 설문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석하는지는 저작권(copyright) 문제로 인해 여기서 상세

히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리더들의 구체적 역량을 개인별 혹은 

집합적으로 도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 다음 그림은 회사차원에서 리더십 역량수준의 평균

을 구하여 표시한 사례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리더십 역량의 수준과 육성의 방향 도

출이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상사, 본인, 부하의 평가를 바탕으로 조직 내 구성원의 리더십 

역량의 수준과 개선방안을 입체적으로 도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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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Tools of Organizational Culture

Won-Woo Par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et readers know which measurement tools of organizational 

culture are most widely used by both practitioners and academics around the world. The two 

most widely used measurement tools are Kilmann-Saxton Culture Gap Survey and Quinn 

& Cameron’s Competing Values Framework. A detailed descriptions of what the tools are 

and how they are used in practice are provided so that they can readily be used by Korean 

readers. In the case of Competing Values Framework, in addition to the widely-known-and-

used Organizational Culture Assessment, both Leadership Style Assessment and Leadership 

Competency Assessment are described also.

Keywords: Measurement tools, Kilmann-Saxton Culture Gap Survey, Competing Value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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