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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조직문화와 성과와의 관계는 주로 양적 연구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세 가
지 유형(우수한 문화특성의 탐구, 문화강도의 측정, 상황요인의 고려)으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조직문화
가 연구되기 시작한 1984년부터 2019년까지를 범위로 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조직문화’와
‘성과’를 키워드로 검색한 문헌들 가운데 선별한 27편의 연구를 연구방법론, 연구주제, 변수 등의 측면에
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는 절반 정도의 연구가 회귀분석을 사용했으며 차이분석(ANOVA,
t-test), 구조방정식 등의 기법이 뒤를 이었다. 연구주제의 대부분은 민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문
화 연구였으며, 리더십이나 인사관리 변수(예, 고성과작업시스템)를 주제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조직문
화의 측정은 경쟁가치모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였고, 성과변수는 재무정보와 기타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로 대별되었다. 분석대상의 연구들 가운데 조직문화와 성과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를 따로 모아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직문화와 성과의 상관계수는 0.48로 상당히 높은 편이
었고, 성과의 유형 측면에서 조직문화와 실제 성과의 상관(0.24)은 기타 성과변수와의 상관(0.54)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조직문화의 측정차원, 개념정의의 측면, 분석방법의 측면)을 토대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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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또는 기업문화는 기업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공유된 가치
나 규범으로서, 한 조직을 다른 조직과 구별지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Schneider, Ehrhart,
& Macey., 2013). 실무에서는 일찍이 조직문화가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었고, 기업마다 독특한 문화를 형성 내지 전파하기 위하여 다양
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측정이 쉽지 않고 조직 자체를 분
석수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직문화를 독립변수나 종속변수로 삼아 연구를 실시하는 것
이 그리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또한 조직문화는 Schein(2010)이 지적한 대로 조직구성원
의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구성원 각자가 인지하거나 의식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 연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조직문화가 학문적・실무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1980
년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직문화가 학계에서 본격적인 연구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되었
다. 박원우와 안성익(2008)에 따르면 서인덕(1984)의 연구를 국내 조직문화 실증연구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약 35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조직문화 내지는 기
업문화를 연구한 논문이 그 수만 따져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홈페이지에서 ‘조직문화’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KCI 등재 논문의 편수는 2019년
12월 말 현재 무려 8,669편으로서, 인사조직분야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널리 알려진 변수
인 ‘직무만족’을 키워드로 검색되는 KCI 등재 논문의 편수 7,629보다 더 많다. 이는 조직
문화에 관한 연구가 비록 그 출발은 경영학에서 시작하였지만 오늘날에는 행정조직론이
나 경찰학 내지는 간호학 등 조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제 학문분야에까지 널리 확산되
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는 관리회계학(managerial accounting)이나 교육학 분야에
서도 조직문화를 변수로 삼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박원우와 안성익(2008)은 국내 조직문화 연구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조망
하고 향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 핵심 요지는 1) 경영학에서의 조직문화가 주
로 변수로서 취급되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연구경향처럼 문화인류학이나 심리학 및 경제
학 등의 소위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ity)이 필요하고, 2) 조직문화를 조직현상의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한 현상기술적(descriptive) 수단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제안된 이후 10여년이 경과하였지만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국내 조직문화 연구
는 여전히 조직문화라는 구성개념(construct)의 조작적 정의에 기반한 양적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적 연구가 현재까지의 주류적 연구흐름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에 집중하
여 연구가 진행되었는지를 살피고, 향후 연구과제를 검토하는 작업의 의미가 적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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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 특히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리뷰하고 간단한 메타분석을 통해 조직문화와 성과간
의 관계를 요약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 조직문화와 성과: 국내문헌을 중심으로
1. 조직문화와 성과간 관계 연구의 세 흐름
김영조와 박상언(1998)에 따르면 조직문화와 조직성과 간의 연구는 크게 세 부류로 나
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특정한 문화특성(cultural traits)이 조직성과를 창출한다는 관점
으로서, Peters와 Waterman(1982)로 대표되는 소위 ‘우수한 문화속성’을 찾아내려는 연
구들이다. 이러한 관점의 사례로는 Kilmann(1985)의 적응적 문화에 관한 연구나 Akin과
Hopelain(1986)의 생산적 문화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둘째, 강한 문화(strong culture)가
조직성과를 창출한다는 관점으로서, 문화강도의 개념을 측정가능하게 조작적으로 정의하
여 그 정도가 강할수록 조직성과도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대표적 사례로는
미국 대기업의 성공 이면에 강한 문화가 자리잡고 있음을 강조한 Deal과 Kennedy(1982)
의 연구나 조직구성원간 의견의 일치성(consistency) 정도가 커질수록 기업의 투자이익
률이 증가함을 밝힌 Denison(1990)의 연구 및 미국 22개 산업의 207개 기업체를 대상으
로 기업문화 강도와 경제적 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본 Kotter와 Heskett(1992)의 연구 등
이 대표적이다. 셋째, 조직문화 특성과 상황요인과의 적합성(fitness)이 조직성과를 좌우
한다는 관점으로서, 이러한 관점의 사례로는 전략과 조직문화의 적합성에 관한 Schwartz
와 Davis(1981)의 연구와 경쟁환경 및 고객의 특성과 기업문화와의 적합성을 강조한
Gordon(1985)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상의 세 연구 흐름(우수한 문화속성의 발견, 문화강도에 관한 연구, 상황요인의 고려)
은 해외연구의 경향일 뿐만 아니라 국내연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첫째 부류인 ‘우
수한 문화특성’을 찾으려는 대표적인 시도로 이춘우(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고속성장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가지는 조직문화적 역량을 목표설정측면에서
‘일등주의 지향’, 일하는 방식에서 ‘헝그리정신에 기반한 필사적인 업무수행’과 ‘빨리빨리
로 상징되는 속도전식 업무수행’, 관계설정방식에서 ‘수직적 협력에 의한 비공식집단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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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간 경쟁’, 학습변화혁신방식에서 ‘세계1등 선진기업 캐치업 벤치마킹 및 재혁신형 모
방학습’, 경영관리방식에서 ‘우수 인재확보육성 및 신상필벌의 평가보상’, 리더십 방식에서
‘카리스마를 지닌 본업충실의 현장지향적 솔선형 경영리더십’, 대외환경대응방식에서 ‘핵
심경영요소 중시와 대외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으로 요약하였다.
둘째 부류, 즉 문화강도가 증가할수록 조직성과가 향상된다는 점을 밝힌 대표적 국내연
구로는 전술한 김영조와 박상언(1998)의 연구가 있다. 강한 문화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국내 103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Denison(1990)
이 제안한 구성원들간 문화지각의 일치성(consistency)과 경영자-구성원간의 가치합일성
(value congruity)을 문화강도의 측정지표로 삼아 이들 변수가 심리적 조직성과(직장생활
만족, 조직몰입)와 재무성과(총자본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생산
액)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셋째 부류는 경영학과 인사조직론 분야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상황론적 관점으로
서,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 연구로 박노윤(1996)의 연구 및 오문청과 정수진(2017)의 연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박노윤(1996)은 조직문화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능인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과 ‘조직내부의 통합’에 초점을 두고 전자를 환경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자세로,
후자를 조직구조상의 유연성-경직성으로 분류하여 문화유형을 진취적, 카리스마적, 적응
적, 관료적 등의 4유형으로 설정한 뒤, 각 문화유형이 조직이 처한 환경의 특성에 얼마나
적합 내지는 부합되는지에 따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검증하
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 상황변인인 환경은 과업환경요소들의 동태성(volatility)과 이질성
(복잡성) 및 적대성으로 측정하였으며, 검증결과 진취적 문화유형을 가진 집단은 단순하
고 안정적이며 우호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인 반면 카리스마적 문화유형을 가진 집단은 이
질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에서 조직성과에 도움이 됨을 밝혔다. 이 연구는 통상 거시조직
론의 변수로 취급되는 환경요소와 조직행동론 차원의 변수로 알려져 있는 조직문화가 분
석수준(level of analysis) 측면에서 동일한 조직수준의 개념임에 착안하여 둘 간의 상호작
용을 검증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오문청과 정수진(2017)은 온/오프
라인 네트워크와 직무성과간의 관계에서 조직문화가 일종의 상황변수로 역할을 할 수 있
음을 밝혔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와 조직문화의 상호작용이 과업성과(task performance)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이 연구결과를 실무에 적용한다면 기업에서 종업원들의 사회적 네
트워크가 성과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조직문화 유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문화의 유형을 Quinn과 McGrath(1985)가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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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 framework, CVF)에 입각하여 과업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 관계지향문화의 넷으로 구분하였다.

2. 국내 조직문화 - 성과 연구의 제 측면 분석
1) 문헌 탐색 절차
우리나라에서 조직문화와 관련된 연구가 시작된 1984년 이후 진행된 조직문화와 조직
성과간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주제와 사용된 변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조직문화’와 ‘성과’를 키워드로 하
여 전 기간 전체 논문 범위에서 검색을 진행했다. 1차적으로 검색된 문헌의 수는 학위논
문 7,090건, 학술지논문 3,447건이었으나 이 중에서 실제로는 조직문화에 관한 연구로 보
기 힘든 문헌들도 다수 발견되었기에 다시 검색범위를 좁혀 2차 검색을 실시했다. 이 과
정에서는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공신력 있는 학술지 문헌만을 검색대상으로 삼았으며
<경영학연구>, <인사조직연구>,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경영교육
연구> 등의 학술지와 관련 학술대회 발표논문(예, 한국경영학회통합학술대외, 인사조직
학회학술발표논문 등)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최근 관리회계분야에서 인사조직분야의 변
수를 활용한 연구를 다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회계연구>도 검색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242건의 논문이 수집되었다. 탐색된 논문들은 다음의 기준을 활용하
여 선별하였다. 첫째, 기업조직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논문을 위주로 하였다. 따라서 국가
단위의 문화(예, Hofestede, 1991)를 변수로 삼는 연구는 배제하였다. 둘째, 조직문화가 제
목에 포함되지만 성과를 다루지 않는 연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점이 기존의 조직문
화 관련 문헌리뷰와 본 연구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택과정에 기반하여
1984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36편의 논문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들 중에서는 학술
대회 발표논문과 학술지에 중복되는 문헌들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들을 제거하였다. 남은
문헌들에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을 사용하여 분석대상을 압축했다. 즉 표제에 ‘조직문화’와
‘성과’가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조직문화 자체가 아닌 파생개념(예, 조직문화인식유형, 창
의적 연구개발문화 등)을 다룬 연구는 배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
될 여지가 없지 않았으므로 시차를 두고 수차례 상기 과정을 반복하여 실시-재실시(testretest)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에 주력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27편의 논문
을 압축하였고, 각 논문의 주요 연구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학술지명

경영학연구

인사관리연구

인사조직연구

인사조직연구

인사조직연구

관리회계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인사관리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인사관리연구

논문

강정애(1997)

권기환, 김인호
(2004)

김남현, 이주호
(1997)

김영조, 박상언
(1998)

김영조(2000)

김재일 등(2017)

김창호, 이풍학
(2003)

박동수, 김철의
(2008)

류태모 등(2013)

민승기, 고종식
(1994)
서인덕(1986)의 4유형

경영환경의 동태성
경영혁신 지표

경쟁가치모형 중 위계,
혁신

주관적(직무만족, 애사심, 직무
몰입 등)

주관적(영업이익률, 매출액 등
에 대한 인지적 성과를 측정)

객관적(공기업경영평가 점수)

변혁적 리더십(MLQ)
혁신도입, 혁신실행,
혁신성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ANOVA,
MANOVA

주관적(OCB, 시장점유율, 고
객만족도 등)
객관적(매출액증가율, 영업이
익증가율 등)

경쟁가치모형

종단적 연구

주관적(직장생활만족, 조직몰
입)
객관적(총자본순이익률, 성장
성)

리더십 및 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OCB가 매
개함

문화유형별 주관적 성과차
이 존재
재무성과와는 유의한 상관
없음

주관적 성과와는 강한 상관
객관적 성과와는 약한 상관

문화-리더십 fit에 따른 성
과차이 존재

문화유형에 따른 성과차이
존재

문화유형에 따른 성과차이
존재

결과요약

회귀분석

회귀분석

회귀분석

문화가 성과에 영향을 미침

문화-혁신-성과간 관계 존
재

조직문화가 혁신과 전반적
성과에 영향

다중비교분석, 회귀 문화경쟁력 요인과 성과간
분석, 상관분석
에 정적 관계

회귀분석

t-test

교차표분석
(카이스퀘어검정)

ANOVA,
MANOVA

분석방법

주관적(직장생활만족, 조직몰
입)
객관적(총자본순이익률, 총자
산성장률, 종업원1인당 부가가
치)

주관적(조직몰입, 직무만족, 이
직의도)

객관적(장기매출액 증감률)

변혁적 리더십(MLQ)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MLQ)

상황변수(환경, 전략)

조직문화경쟁력
(기업가정신,혁신,학습)

경쟁가치모형

경쟁가치모형

경쟁가치모형
문화강도(경영자-구성원
가치합일성)
문화강도(경영자-구성원
지각일치성)

최만기(1993)의
혁신지향-안정지향 문화

주관적(구성원 지식역량, 인지
적 성과)

Goffee & Jones의
4유형

성과의 측정
주관적(조직몰입, 직무동기, 직
무만족)

그 외의 변수

Rousseau의
건설적-방어적 문화

조직문화 변수

<표 1> 조직문화와 성과간 관계를 연구한 국내 문헌들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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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인사조직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경영교육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관리회계연구

관리회계연구

논문

박기석, 이혜진
(2009)

박기석(2014)

박노윤(1996)

박민생(2006)

박주승, 이건우
(2007)

박주승(2009)

안광영, 장경생
(2012)

오문청, 정수진
(2017)

오선희(2015)

윤종익, 안관영
(2009)

이금심 등(2016)

이상완 등(2011)

환경유형

구조적 유연성 X 환경에
대한 자세 (4개)

성과측정시스템

경쟁가치모형(Henri,
2006b)

인사공정성 지각
재직기간, 기업역사,
노조유무

Harrison(1972)의 권력지
향, 성취지향, 역할지향, 지
원지향

혁신행동

고성과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경쟁가치모형 중 혁신적
조직문화

가치혁신문화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방정식

구조방정식

주관적(매출액, 이익률, 생산
성, 고객만족도 등의 종합적 평
가)
주관적(재무성과, 매출액증가
율 등의 응답)

회귀분석

회귀분석

회귀분석

회귀분석

t-test

주관적(노사협력)

주관적(업계대비 생산성이나
품질 등)

주관적(과업성과, 적응성과)

주관적(지식경영성과, 개인업
무효과성)

혁신문화 vs. 협력적 문화
(Lee & Choi, 2003; 김호열, 지식경영
2006)
경쟁가치모형

주관적(시장점유율변화, 경쟁
력변화)

회귀분석

회귀분석

주관적(직장만족, 직무만족, 조
직적응성)
주관적(직무만족)
객관적(재무적 성과)

ANOVA

회귀분석

회귀분석

분석방법

주관적(장기수익성, 매출액성
장률의 설문)

주관적(성과가 산업평균보다
높은지)
객관적(이익, 투자수익률 등)

조직문화가치유형
(Plowman, 2001)

경쟁가치모형

노사분쟁(빈도, 강도)

중소기업의 전략유형

기업문화의 개발활동

성과의 측정

전략적 성과평가 시스
주관적(Chenhall, 2005)
템 사용

그 외의 변수

Wallach(1983)의 혁신, 관
료, 지원문화

Wallach(1983)의 혁신, 관
료, 지원문화

조직문화 변수

문화-성과측정시스템-성과
관계 확인

가치혁신문화가 혁신행동
및 지식공유에 영향을 주
고, 혁신행동은 성과에 영
향을 줌

문화-성과 관계 확인

HPWS-성과간 관계를 문
화가 매개

사회네트워크-성과 관계를
문화가 조절

지식경영-성과 관계를 문화
가 조절

문화유형 일부 측면이 성과
에 영향

문화유형은 조직성과에 직
접영향

문화개발활동 유형별 성과
영향 검증

문화유형-환경 관계가 성과
에 영향

전략유형과 조직문화가 성
과에 영향

성과평가시스템-성과간 관
계를 문화가 조절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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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연구

정동섭(2007)

인사관리연구

최만기(1994)

주관적(직무몰입, 조직애착)
객관적(매출액성장률, 수익성)

팀 운영성과와 팀 창의성과

경쟁가치모형(개발문화, 위 조직전략유형(Miles & 주관적(직무만족, 조직몰입, 이
계문화)
직의도)
Snow, 1978)

Peters(1982)의 고객지향성,
혁신지향성, 사람지향성, 조직의 기술과 환경
현장지향성

*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분석대상 연구들을 나열하였음.

인사관리연구

조영호, 김일숙
(1995)

사회적 자본

주관적(조직몰입, 고객지향성,
사업성과)

경쟁가치모형(과업지향, 혁
신지향, 위계지향, 관계지 시장지향성
향)

성과의 측정
한국대기업의 성장동력

그 외의 변수

글로벌 한국기업의
문화특성

조직문화 변수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문화적 자본

인사조직연구

이춘우(2014)

정예지, 윤정구
(2017)

학술지명

논문

t-test

상관분석, ANOVA

구조방정식

구조방정식

탐색적 연구

분석방법

문화-전략-성과간 관계에
관한 가설의 부분적 지지

문화유형-성과간 관계를 기
술과 환경이 조절

문화적 자본은 활용
(exploit)을 활성화하여 팀
성과를 향상

문화유형-시장지향성-성과
간 관계

성장동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 특성의 탐색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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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론과 연구주제의 측면
분석대상 논문의 대부분은 조직문화를 독립변수로 삼아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검증한 문헌들이다. 다만 문헌들이 밝히는 것처럼 특정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
치는 ‘영향’, 즉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타당한 이론적 방법은 실험
(experiment)이다. 따라서 분석대상 논문의 대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과관계를 검증
한 연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학이나 인사조직분야의 상당수
문헌에서는 회귀분석 내지는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두 변수간 관계를 살피는 관행이 존재
하는 것도 사실이다. 분석대상 논문을 사용한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총27편
가운데 회귀분석을 사용한 논문이 13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ANOVA와 t-test
등 차이분석을 실시한 논문이 8편,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논문이 4편 등으로 뒤를 이었다.
군집분석과 문헌고찰을 통한 이론연구도 각 1편씩 포함되었다. 실험을 통하지 않고 인과
관계를 살필 수 있는 대안으로는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가 있
으며, 분석대상 문헌 중에는 김영조(2000)의 연구가 유일한 종단연구이다. 이 연구는 패
널설계에 의한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여 1994년과 1999년의 두 차례 설문조사를 총 47개
의 기업에서 자료를 수집한 결과, 조직문화와 비재무적 조직성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
나는 반면 조직문화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한편 연구문헌의 대부분은 민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문화 연구였으며, 상대적
으로 중소기업이나 공기업 등의 특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모두 4편(권기환 & 김
인호, 2004; 박기석, 2014; 박동수 & 김철의, 2008; 안관영 & 장경생, 2012)으로 그 비중
이 적었다. 박기석(2014)은 중소기업의 전략유형과 조직문화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과 전략유형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중소기업의 전략유형을 기술혁신
형과 품목다변화형 및 생산중점형 등으로 구분하였고, 기술혁신과 품목다변화의 정도가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혁신형은 혁
신적 문화와 지원적 문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품목다변화형은 지원적 문화, 생산중점형은
관료적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략유형의 정도에 따라서 문화정도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직문화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혁신문화와
지원문화 정도의 높은 추구는 경영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리더십이나 인사관리 변수(예, 고성과작업시스템, 성과평가시스템) 등
을 주제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김재일 등(2017)은 리더십과 기업문화유형 및 조직시민
행동과 경영성과간 관계를 시스템적인 관점의 투입-전환-산출의 논리에 입각하여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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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구체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개별적 고려, 지적 자극의 관점에서 그 수
준을 정의하고 측정하였으며, 기업문화의 유형은 경쟁가치모형에 기초하여 가족문화, 개
발문화, 합리문화, 위계문화로 구분하였고 조직시민행동(OCB)은 개인차원의 시민행동
(OCB-I)과 조직차원의 시민행동(OCB-O)으로 세분하였으며, 경영성과는 재무성과(매출
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등)와 비재무성과(시장점유율, 고객만족도 등)로 측정하였다.
오선희(2015)는 고성과 인적자원관리관행(high performance human resource practices)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혁신적 조직문화(경쟁가치모형상의 adhocracy 문화)
의 매개역할을 밝히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를 통해 혁신적
조직문화가 고성과 인적자원관리관행과 성과 간 중요한 내부 메커니즘의 한 부분임을 입
증하였으며, 혁신적 조직문화가 조직적 자본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우위의 원천
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도 밝혔다.
3) 조직문화 변수의 측면
분석대상 문헌의 상당수(총 18편)는 조직문화를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들이었고,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편의 논문은 조직문화를 경쟁가치모형에 의해 측정•평가하였다.
Quinn에 의하여 제안된 경쟁가치모형은 본래 다양하게 존재하던 조직효과성의 개념 및
측정지표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틀로 제안된 것인데(Quinn & Rohrbaugh, 1981)
이후 조직의 유형(Quinn & Hall, 1983)이나 조직의 수명주기(Quinn & Cameron, 1983)
및 리더십 스타일(Quinn, 1988) 등을 모형화는데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를 연
구하는 분석틀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박상언 & 김영조, 1995). 경쟁가치모형은 조직이
외부환경에 대하여 취하는 반응형태를 기준으로 조직문화를 유형화한 것으로 유연성과
통제, 내부지향과 외부지향이라는 두 가지 경쟁적 가치기준에 따라 조직문화는 과업지향
문화, 혁신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 관계지향문화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오문청
& 정수진, 2017).
나머지 논문들은 다른 문화측정 변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명칭만 다를 뿐
내용상으로는 경쟁가치모형과 유사한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윤종익과 안관영(2009)은
Harrison(1972)의 문화분류를 따르고 있으나 그 내용은 권력지향형 (power orientation),
역할지향형(role orientation), 성취지향형(achievement orientation), 지원지향형(support
orientation)으로서 내용상 각각 경쟁가치모형의 위계, 관계, 시장, 애드호크라시 등의 네
가지 유형분류와 유사하다. 이상완 등(2011)도 조직문화를 Henri(2006)가 사용한 설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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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측정하였지만 그 내용은 Quinn과 McGrath(1985)의 구분, 즉 집단문화, 개발문화,
위계문화, 합리문화와 매칭이 된다.
한편 강정애(1997)는 Rousseau(1988, 1990)에 착안하여 조직문화 유형을 셋으로 분류하
였다. Rosseau는 과업(task)과 인간(people), 안전(security)과 만족(satisfaction)이라는 두 축
을 기준으로 12개의 문화유형(성취문화, 자아실현 문화, 인본주의 문화, 친화적 문화, 동
조적 문화, 관료적 문화, 복종적 문화, 회피문화, 대립적 문화, 권력문화, 경쟁문화, 완벽주
의 문화)으로 분류하였고, 이들을 다시 건설형 문화(constructive style), 수동적 방어형 문
화(passive/defensive style), 적극적 방어형 문화(aggressive/defensive style)로 통합시켜 구분
하였으며, 이들 변수에 대하여 Rousseau가 개발한 설문문항을 사용해서 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밖에 연구자가 독창적으로 조직문화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측정한 경우도 발견된
다. 이금심 등(2016)은 조직의 가치혁신문화를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조직 구
성원들이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며, 혁신의 계획, 도입,
실행 등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체계화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의 문화’로 정의하고,
Khanapuri 등(2011)이 조직의 가치혁신 잠재력을 측정한 항목을 중심으로 의미있는 업무,
위험감수문화, 임파워먼트 등 3가지 하위차원을 구성하여 변수를 개념화하였다.
4) 성과변수의 측면
일반적으로 경영성과 내지 조직성과는 객관적 측면의 성과지표인 재무정보(financial
information)와 주관적 측면의 행동정보(behavioral information)로 구분된다(Daft, 2015).
재무정보 내지 재무적 성과지표에는 영업이익률, 투자수익률, 매출액의 증감률, 총자본순
이익률 등이 활용되며, 이를 반영한 연구들로는 김영조와 박상언(1998), 김재일 등(2017),
김창호와 이풍학(2003), 박동수와 김철의(2008), 박기석(2014), 박주승과 이건우(2007), 조
영호와 김일숙(1995) 등의 7개 연구가 있다.
나머지 연구들은 대부분 주관적 측면의 성과지표를 결과변수로서 사용하였으며, 이들
연구들은 다시 주관적 성과지표를 행동성과로 측정한 연구들과 객관적 성과지표에 대한
인식(perception on performance)으로 측정한 연구들로 대별된다. 행동성과는 조직행동론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지표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충성(organization loyalty),
직무몰입등으로 측정되며, 이들 변수들은 조직문화와 재무성과간 관계를 매개하는 일종
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양혁승(2002)은 행동주의적 관점을 소개한 연구에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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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어진 환경 하에서 목표와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직 구성
원들의 역할행동(role behaviors) 유형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성과를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
는 기업의 시스템이 도입될 때 기업은 효과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
(Fisher, 1989; Schuler, 1989; Schuler & Jackson, 1987). 따라서 행동성과는 조직성과를 대
변하는 변수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성과는 어디까지나 과정변수이므로 실제 조직성과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
서 많은 수의 연구에서는 객관적 성과지표 자체의 측정과 행동성과의 측정에 대한 절충
으로서 재무적 지표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측정하고 있다. 류태모 등(2013)은 ‘경쟁업
체 대비 영업이익률의 증대’, ‘경쟁업체 대비 매출의 증대’, ‘경쟁업체 대비 시장점유율 증
대’, ‘경쟁업체 대비 자기자본이익률 증대’ 등의 항목을 부서장 이상 간부급 사원을 대상
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조직성과지표로 측정하였다. 박노윤(1996) 역시 경쟁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과 ‘매출액성장률’이 어떠한지를 측정하였다. 이 같
이 재무지표에 관한 응답자의 인식을 측정하는 방법은 주관적 성과측정이 객관적인 재무
성과와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Dess & Robbins, 1984; Pearce, Robbins, & Robbinson,
1987), 재무제표에 의하여 객관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도 널리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성과의 대용적(proxy) 측정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분석대상에
포함된 연구 27편 가운데 13편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하였다.

II. 메타분석과 그 결과
지금까지 분석대상으로 상정한 연구문헌들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연구방법론적 이슈
등을 개괄하였다. 이어 상기 문헌들 가운데 실증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그 정량적인 분
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데이터 코딩(Data Coding) 절차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연구문헌 27편 가운데 메타분석에 필수적인 데이터인
상관관계와 표본크기 정보를 포함한 실증논문만을 추려내었다. 따라서 리뷰 연구나 이론
연구 내지 상관관계와 표본크기의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연구들은 제외되었으며,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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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분석대상이 된 논문은 18편이고, 총 참가자 수는 총 8,945명이다. 이들은 모두 학술
지논문이며 학위논문이나 학회발표논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출간된 논문만을 분
석대상으로 삼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출판편의(publication bias)의 문제가 있으므로 메타
분석 결과에 대한 출판편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하였고, 그 내용은 후술한다.
우선 각 논문을 연구자가 직접 읽으면서 조직문화와 성과간 상관계수를 찾았다. 상관
관계가 직접적으로 표시된 논문만 분석에 포함시켰고, 조직문화를 경쟁가치모형(CVF)으
로 측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코딩했다. 종속변수인 성과는 객관적인 성과로 측정
하였는지 아니면 주관적인 성과로 측정하였는지를 별도로 코딩하였다. 비록 객관적 성과
지표(예, 매출액증가율)가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객관적 데이터 자체가 아닌 그에 대한 응
답자의 평가가 반영되는 설문의 경우(예, 매출액증가율이 경쟁사보다 높은지 낮은지 혹은
매출액증가율의 경향성을 응답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주관적 성과로 처리하
였다. 총 74개의 조직문화-성과간 상관관계가 코딩되어 분석에 투입되었다.

2. 메타분석 절차
Hunter와 Schmidt(2004, 2014)의 무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메타분석 절차를
따랐고, 분석프로그램으로는 Comprehensive Meta Analysis의 3.0 버전을 활용하였다. 우선
상관관계와 연구참가자의 수를 이용하여 가중된 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 독립변수인 조
직문화의 경우 경쟁가치모형을 사용한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로 코딩하였고, 종
속변수인 성과의 경우 객관적 성과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로 코딩했다. 조절변수로는
연구방법과 기타 변수의 포함 여부를 고려했다. 분석방식이 회귀분석인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로 코딩하였으며, 조직문화-성과 외의 다른 변수가 포함되는 연구는 1, 그렇
지 않은 경우는 2로 처리하였다. 끝으로 95% 신뢰 수준에서의 신뢰구간을 계산하였으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판단하였다.

3. 메타분석 결과
<표 2>에 메타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종합적으로 조직문화와 성과간의 상관관계는 0.48
로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는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문화가
조직차원의 성과와 높은 수준의 상관이 있음을 뜻한다. Field(2009)의 통계분석 매뉴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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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메타분석 결과
변수

k

N

r

CI(95%)

조직문화와 성과간 관계

74

8,945

0.48

[.47, .50]

실제 성과

24

2,043

0.24

[.20, .28]

기타 성과

50

6,902

0.54

[.53, .56]

경쟁가치모형(CVF)

33

2,993

0.32

[.29, .35]

기타 문화유형

41

5,952

0.55

[.53, .57]

회귀분석

49

5,982

0.45

[.43, .47]

기타 분석방법

25

2,963

0.55

[.52, .57]

문화, 성과 외의 추가

추가 변수 있음

56

7,979

0.50

[.48, .51]

변수 분석여부

추가 변수 없음

18

966

0.34

[.28, .39]

성과

조직문화유형
관련변수
분석방법

k = 분석에 포함된 연구(상관관계)의 수; N = 분석에 포함된 누적 인원 수; r = 효과크기(effect size, 상관
계수), CI = Confidence Interval; CI(95%) = 95% 신뢰수준에서의 신뢰구간

따르면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1 미만일 경우에는 작은 효과(small effect), 상관계수의 절
대값이 0.1과 0.3 사이일 때는 중간 효과(medium effect),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5 이상인
경우에는 큰 효과(large effect)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조직행동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서 Colquitt 등(2015)도 직무만족이나 동기부여 및 리더십 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
를 해석할 때 같은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이상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조직문화와 성과
간의 상관은 medium effect와 large effect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성과를 실제 성과와 기타 성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조직문화와 실제 성과간의
상관(r = .24)은 조직문화와 기타 성과간의 상관(r = .54)에 비해서 약한 편이다. 실제 성
과는 재무적 지표로 측정되는 성과를 뜻하는데 국내의 여러 연구들에서도 조직문화와 실
제 성과간의 상관이 약한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김영조 & 박상언, 1998; 정준교, 박
상언, & 김영조, 1996; 최만기, 1994). 이처럼 재무성과에 대하여 설명력이 작은 이유는
재무정보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김영조 & 박상언, 1998),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많아 조직문화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증분효과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비재무성과,
즉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도 내지는 재무성과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점수 등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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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독립변수인 조직문화와 동일 시점에 측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로 인하여 상관관계가 과대평가될 수 있는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박원우, 김미숙, 정상명, & 허규만, 2007).
조직문화를 어떻게 측정하였는지에 따라 문화-성과간 상관관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도 추가로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조직문화를 경쟁가치모형에 입각하여 측정한 연구
에서 문화-성과와의 상관관계(.32)는 다른 방식으로 문화를 측정하였을 때의 상관관계
(.55)보다 작았다. 이는 경쟁가치모형이 서로 다른 4가지 문화유형(clan, adhocracy, market,
hierarchy)으로 나뉘어 측정되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경우에 따라 4가지 문화
유형 중 하나(예, 위계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문화유형(예, 혁신문화)에 비
해 그 값이 현저히 낮을 경우 전체 평균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구조방정
식 모형을 통해 4가지 경쟁가치 유형이 기업의 시장지향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정동
섭(2007)에 따르면 혁신지향의 경로계수(.88)는 위계지향의 경로계수(-.32)에 비해 현저히
크며, 관계지향의 경로계수(.73) 역시 과업지향의 경로계수(-2.66)보다 상당히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경쟁가치모형의 4유형 중 2가지(혁신문화, 위계문화)
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류태모 등(2013)의 연구에서도 혁신문화와 성과간
의 상관계수(.40)는 위계문화와 성과간의 상관계수(.15)보다 큰 값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
에서 수행한 메타분석에서 경쟁가치모형으로 측정된 조직문화와 성과간의 상관이 기타
문화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화-성과간 상관보다 그 값이 상대적으로 작
은 것은 이처럼 상이한 문화유형 각각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쟁
가치모형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연구방법론 및 기타변수의 개입여부 등에 따른 상관계수 차이를 검증하였
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는 회귀분석을 사용한 연구에서 조직문화와 성과변수가 가지는
상관계수(.45)가 기타 연구방법(예, 구조방정식, ANOVA, t-test 등)을 사용한 연구에서 조
직문화와 성과변수가 가지는 상관계수(.55)보다 작았다. 또한 조직문화와 성과변수 외
의 다른 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연구에서 문화-성과간의 상관계수(.34)보다 다른 변수(예,
리더십, 환경, 기술, 전략유형, 인사제도 등)를 투입한 연구에서 문화-성과간의 상관계수
(.50)가 유의미하게 큰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문화와 성과간의 관계를 상황적 맥락
(contingency) 하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
에서는 소위 보편론적인 접근, 즉 특정한 문화가 항상 좋거나 바람직하다는 방식의 접근
보다는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기업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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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를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출판편의 검증
일반적으로 출판편의(publication bias)는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이 전체 학계의 연
구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김철영 & 박원우, 2017). 출판된 연구는 그렇
지 않은 연구들에 비해 통계분석 결과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유의한 경우가 많아서 메타
분석 결과 나타나는 효과크기가 과대추정된다는 것이다(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 출판편의를 확인하기 위해 Sterne 등(2005)의 제안에 따라 깔대기 그림
(funnel plot)의 대칭성을 확인하였다. 출판편의가 없다면 1) 깔대기 그림이 좌우대칭을 나
타내며 2) 아래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경향을 보여야 한다. <그림 1>은 본 메타분석에
서 나타난 깔대기 그림이다. 전반적으로 대칭성은 확인이 되지만 타점들이 상대적으로 깔
대기의 위쪽에 분포하는 경향이 보인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학위논문이나 학술발표논문들이 분석대상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제외한 결과 조직문화와
성과간의 상관계수가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향후에는 동일주제로 분석논문
의 대상범위를 넓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조직문화와 성과간의 깔대기 도표(funne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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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논의
1. 기존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지금까지 조직문화와 성과간 관계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업적들을 리뷰
하고 효과크기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직 연구가 미흡한 부분이나 향
후 극복되어야 할 한계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조직문화가 조직차원의 개념임에도 불구
하고 개인차원의 측정결과를 그대로 집산하여 분석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
은 수로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직무만족도를 조직성과의 대용치로 사용할 때 구성원
이 응답한 점수를 단순평균하거나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 각자의 인식을 합산하여 조직
문화인식 점수로 사용하는 등이다. 분석수준(level of analysis)을 달리하는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적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레벨이슈(level issue)이다. 예를 들어 조직문화
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측정할 때는 그 점수가 구성원이 ‘조직’에 대하여 인식하는 수치
인지 아니면 자신이 속한 ‘부서’에 관하여 인식하는 수치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실제로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태도조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실무적으로 종종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즉 소속 부서의 업무처리방식이나 상사의 리더십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조
직전체에 대한 만족도나 충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조직문화 연구
에서는 변수측정대상의 수준과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수준이 다른 경우(예, 개인을 대
상으로 조직차원의 변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집산(aggregation)의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Klein & Kozlowski, 2000; 박원우, 김재원, & 최혜원, 2003).
둘째, 조직문화의 개념정의가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있어 연구간 비교와 종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실제로 강정애(1997)의 연구는 조직풍토(organizational climate)에 관
한 Rousseau의 연구에 기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실제 독립변수는 ‘조직분위기’에 해당하
지만 조직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물론 학계에서 culture와 climate이 유사하게 받
아들여지고 있지만 둘은 엄연히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Ostroff 등(2012)은 인공물, 가
치, 근본가정의 결합체인 조직문화가 조직구조와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조직풍
토가 형성된다고 본다. 즉 문화는 사회인지(social cognition) 시스템의 한 요소인 반면 분
위기는 심리(psychology) 시스템의 일환이므로 둘은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조직문
화의 개념 한 가지만 예로 들었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27편의 국내문헌에서는 이같이
서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상 측정방식이나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서는 결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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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념에 관한 설명이라 보기 힘든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이는 연구간의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
제가 될 것이다.
셋째, 조직문화유형을 연구한 상당수의 문헌(메타분석 대상 18편 중 11편)에서 경쟁가
치모형을 활용하였다. 실제로 경쟁가치모형은 오늘날 가장 널리 활용되는 조직문화 유형
구분방법 중 하나이다. 박원우(2019)에 따르면 경쟁가치모형은 그 측정방식의 알려진 정
도, 접근가능성,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merit)이 존재하므로 학계에서 비교적
많이 활용된다고 한다. 다만 경쟁가치모형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학계
에서는 다양한문화유형구분방법이 개발되어 있으므로(Deal & Kennedy, 1982; Goffee &
Jones, 1996) 연구의 다양성 측면에서 효과가 검증된 다른 문화유형론으로도 조직문화의
강도나 속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부분의 연구가 횡단분석(cross-sectional analysis)으로서 제대로 된 인과관계의 검
증이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고 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3) 연
구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제3의 오염변인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조직문화가 성과창
출의 원인변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종단분석(longitudinal analysis)의 필요성이 요청된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국내문헌 가운데는 김영조(2000)의 연구가 유일한 종단연
구였다. 조직문화는 그 형성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고,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가 복잡하며 성과창출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경로변수들을 거칠 가능성이 크
다는 점에서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향후에는 시차를 두고 문화의 효과를 검증
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연구모형은 측정에 있어 앞서 언급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변수측정의 과정에서 발생가
능한 레벨이슈를 극복해야 하고, 문화와 유사한 인접개념(예, 분위기)과의 명확한 구별이
필요하며, 경쟁가치모형 외의 다양한 문화유형구분이론을 포섭해야 하는 동시에 인과관
계의 엄밀한 검증을 위한 종단적 접근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본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도출된 조직문화의 효과를 실무에 적용한다면 그 시사점은 다음의 셋으

최 중 락 41

로 압축된다. 첫째, 바람직하고 성과창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과
정에 집중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바로는 경영자-구성원간 가치합의성(value
congruity), 경쟁가치모형 중에서 관계문화(clan culture)와 혁신문화(adhocracy culture), 의
미있는 업무(meaningful work), 임파워먼트(empowerment) 등의 요인들이 성과창출에 도
움이 되는 바람직한 문화로 파악되었다. 이들 변수는 조직문화와 성과간 관계에 관한 여
러 연구들에서 모두 .6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문화요인들에 해당한다(김영조 &
박상언, 1998; 김영조, 2000; 박주승 & 이건우, 2007; 안광영 & 장경생, 2012; 이금심 등,
2016).
둘째, 단순히 강한 문화가 좋다는 신화(strong culture myth)에서 벗어나 어떤 측면에서
강한 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영조와 박상언(1998)의
연구에서는 강한 문화를 ‘경영자와 구성원의 가치합의성’과 ‘구성원들간 지각의 일치성’
의 두 요소로 나누어 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경영자-구성원의 가치합의
성은 직장생활만족도(r = .75, p < .001)와 조직몰입(r = .61, p < .001)에 강한 정적 상관
을 갖는 반면 구성원들간 지각 일치성은 직장생활만족도나 조직몰입 모두와 유의한 상관
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하위문화
(subculture)의 존재를 가급적 인정하지 않으려는 종래의 강한 문화 가설에서 벗어나 상사
와 구성원, 경영진과 노조 등 조직을 구성하는 다계층간 가치의 합일(value congruence)이
야말로 구성원들의 만족과 몰입을 증진하는 열쇠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예지와 윤정구(2017)는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 즉 ‘조직 구성원들의 공
유된 스키마(schema)로서 구성원들과의 관계와는 독립적인 제3의 상위(super-ordinating)
개념’을 제안한다(Cote, 1996). 문화적 자본은 차별화된 공유된 비전이나 조직의 문화적
지식(Lyon, 2004), 혹은 조직만의 고유한 가치와 강점(Scheel & Crous, 2007) 및 조직 문화
및 신념 체계 등을 포함하는 조직 맥락(Gibson & Birkinshaw, 2004) 등으로 규정되며 전
술한 가치의 합일성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실무자적 관점에서 조직문화를 관리
(manage)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계층을 아우르는 초월적 가치나 규범이 조직내에 확
립되고 이들을 상사와 부하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대간의
단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최근의 국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사와 부하가 가
치관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상기 연구내용에 따르면 가치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화강도가 약해지고 이는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치의 공유 차원에서 문화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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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술한 바람직한 문화유형 내지는 강하게 합일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개발
활동이 필요하다. 박민생(2006)은 기업문화의 개발활동을 Lundberg(1984)와 Allen(1986)
의 연구에 입각하여 문제진단, 가치의 모색, 개발전략구상, 개발계획수립, 개발집행, 결과
평가 등의 단계로 구분하고 이들 각 요소가 조직성과변수(직장만족, 직무만족, 조직적응
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기업문화 개발활동의 전개가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힘들더라도 적어도 문화개발활동의 결과로 형성될 문화속성과 기
업문화의 강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문화개발은 간접적으로 조직성과와 관
련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문화는 계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문화개발을 위한
활동 중에서는 가치의 모색,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의 집행 등과 같이 비교적 가시적인 개
발활동들이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메
타분석이다. 비록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문헌의 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메타분석은 연
구논문의 편수보다 논문에서 발견되는 상관관계의 수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총 74개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조직문화는 조직성과와 .48의 상
관관계를 가진다. 전통적으로 조직행동론에서 중시되는 변수인 직무만족에 관한 메타분
석 결과에서 직무만족이 직무성과와 .17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Iaffaldano & Muchinsky,
1985)과 비교하면 조직문화의 효과크기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48이라는 상대
적으로 높은 효과크기는 출판편의로 인한 과대측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에는 미출간 논문(예, 학위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메타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조직문화-성과간 상관관계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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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Culture and Performance:
Review of previous research in Korea and
Meta-Analysis
Jung Rak Choi*

Abstract
In Korea, most previous research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performance are quantitative studies. These are categorized by three types; investigating
traits of high-performing culture, measuring the culture strength, and finding boundary
condi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performance. I found 27 studies about
culture-performance relationship from 1984 (when empirical studies of organizational culture
started in Korea) to 2019 in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website and these
studies are categorized by methodology, research theme, and variables. About half of the
studies tested their hypotheses using regression and another study used ANOVA, t-test,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Data collections of most studies depended on field survey
and several studies focused on specific variable such as leadership and high-performance work
system. It was competing value framework (CVF) that majority of research measured culture
by using. Performance, the dependent variable, was measured mainly by financial aspects
and sometimes by other kinds of information such as workers’ satisfaction. Meta-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studies which ha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culture-performance.
The result show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culture and performance was 0.48 and the
relationship of culture and actual performance (0.24) was weaker than that of cul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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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kinds of performance variables(0.54).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Keywords: Organizational Culture, Performance, Competing Value Framework, Meta-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