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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의 수준에 따른 문화변화의 방법을 정리하고， 저1문화 

변화방볍론을 고잘한다 이를 위해 조직문화에 대한 정의와 조직문화 변화의 필요성을 점겸한다 

조직문화 변화방법론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문화변화의 주처'l. 시기， 대상， 방법 등에 따라 문화변 

화의 방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플 서술한다 또한， 문화변화 측정을 위한 연구방법을 Rcp Grid 

방법， 사려l분석법， 귀인분석볍 등과 갇은 짙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 

적인 문화변화방법론을 위한 몇 가지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각 기업은 리더십이나 패러다임의 변화， 보상시스템의 변경 

등 변화의 대상을 달리하여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문화변화의 방식은 시스뱀의 준비정 

도， 변화의 주체， 변화의 시기 및 조직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르다 한편 학습조직으로의 전환을 통 

해서 문화변화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면서 문화변화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이 연구는 실제 발생한 문화변화플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틀을 준거로 하여 향후에는 질적인 연구방법과 양적인 연구방법을 혼합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함을강조한다-

1 . 문제의 제기 및 연구배경 

조직문화변화에 대한 지난 20년 동안의 급증하는 관심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경영 

학 학자들은 문화변화의 개념화( conceptualization)를 발전시켜 왔으며， 그에 대한 중 

요성은 시장 상황 및 직무 그 자체 속성에 있어서 몇 가지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더욱 

증폭되어 왔다. 기업을 둘러싼 내 · 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문화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계적 관료주의 (Perrow ， 1986)의 쇠퇴 (Nadler ， Gerstein , & Sh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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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와 함께 고객의 기대나 조직 환경의 변화속도는 지나치게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되 

어， 의사결정은 일선의 개인들에 의해 종종 이루어져 왔다 이려한 수준의 요구를 맞 

추기 위해， 종업원틀은 적절한 행동을 결정하는 조직의 신념 (beliefs)과 가치 (values) 

대한 확실한 직감을 가져야만 하는 상황이다 문화는 규율， 규칙 및 미시적관리 에 

(micromanagement)를 통해 행위나 일의 절차를 더 이상 통제하기 힘든 경우에 필요 

한 조직의 신념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Slater & Narver. 1995) 

문화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변화요인은 경쟁의 급증이다. 이에 경 

영자틀은 변화를 관리할 필요성을 학습하게 된다(Beer & Walton. 1987) 이처럼 증 

가하는 국제경쟁과 규제완화， 생산의 감소， 종업원들의 변화하는 가치 , 나아가 정보기술 

의 증가는 경영자들이 사용해야할 개념과 접근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Beckhard (1969) 

와 Bennis (1 969)가 일찍이 주장했듯이， 이러한 변화들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적응 

적이고 유연한 조직과 숙련된 경영자를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혁신의 증가와 신속한 모 

방을 특정으로 하는 시장에서， 강하고 생산성 높은 조직문화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중 

요한 수단이 될 /
T 있는데， 그 이유는 모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Barney. 1986: 

Prahalad & Hamel. 1990) 이러한 변화들은 학계와 설무가들로 하여금 조직문화와 

그 변화방법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를 절실히 요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조직은 번영과 생존을 위해서 문화를 변화해야 한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문제 

제기는 조직문화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즉 바람직한 문화를 창출하고 지속시키며， 

그것이 역기능적인 것으로 되기 전에 혹은 이미 되었을 때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에 관한 문제이다 

이처럼 환경변화를 선도하거나 변화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문화변화의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현재까지 이론 및 실증적으로 정립된 내용은 거의 없는 설정이 

다 또한 문화변화 방법에 대한 논의들은 조직문화의 정의 빛 문화의 관리가능성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방안이 저l시되어 왔다 문화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상이하고 합 

의된 결론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그에 따른 문화변화의 방법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 및 문화변화에 대한 선행연구의 비판적인 고찰을 통해 

효과적인 문화변화의 방법을 탐색해 본다- 문화변화관리에 있어 , 어떠한 측면(문화의 수 

준에 따른 구성요소)을 변화시켰을 때 그 효과성이 잘 나타나는지 조직문화의 수준별 관 

리를 정리하였다. 육하원칙에 근거해 문화변화의 주체， 시기， 대상， 방법 등에 따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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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화변화 방법을 제시하고 이들 요소들간의 유기적 관련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아울러 , 문화변화의 측정을 위한 연구방법 또한 제시한다‘ 

rr. 조직문화의 정의와 변화필요성 

1 조직문화의 정의 

‘조직문화라는 용어는 1979년 Administlâtíve Scíence Quarte셔y의 조직문햄l 대한 연구 

(On studying organizational cultures)에서 Pettigrew( 1979)라는 학자에 의해 처 

응 능장하게 되었다 

문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하는데. Krocber와 Kluckhohn (1 952)은 문 

화에 대한 164가지의 정의뜰 재시하였다(Chao. 2000) 이보다 최근에 Munroe와 

Munroe (l 997)는 문화가 초개인적 (superindi vidual) 수준의 구성개념 (constructl으 

로부터 사람들 안에 존재하는 생각틀의 내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해 왔다고 하였다 

Sathc(1983. 1985a)와 Schein0983. 1984. 1985. 1986. 1989)은 문화가 여러 

가본이 되는 무의식적 가정 (unconscious assumptions)뜰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 

고， 관찰가능한 표현(observed manifestations)으로부터 추론해야 한다고 하였다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문화의 정의는 Schein(1985l의 것이다 그는 문화둡 “타당 

성을 갖는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구성원틀의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인지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정확한 방식으로 이플에세 가르칠 수 있는 것뜰호서， 외부적 

적응(external adaptationl과 내적 동합(intcrnal intcgrationl 의 문제에 직변하는 

볍을 학습함으로써 집단이 고안하고(invcnt) . 발견하거나(discover) 개딴한(dcvelop) 기 

본적 가정의 패턴 (a pattern of basic assumption)"(Schein. 1985. p. 9)으로 정의 

하였다(Sathe & Davidson. 2(00). Schein에 따르면， 분화는 인공불(artifactsJ과 

장조물(creations) . 즉 분리적 공간(physical space) 기숨(tcchnology J 예술(art) . 상 

정물(symbols) 언어 (languagcs) 모토(mottoes) . 드러난 행위 (ovcrt behavior)에 

대한 고찰플 통해 가장 가시적인 수준(visible levelJ에서 연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 

다. 다음 단계의 가치( valuesJ는 조직이 새로운 상황을 직변하고 대처함에 따라 개인이 



34 勞使關f級B'E. 제 16권 

채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가장 심층적 수준은 기본적인 기정 (basic. underlying 

assumpμons)이다 외부의 적응 또는 내적 통합의 문제에 대해 행한 행위 (actions)가 효과 

적이라고 여겨지면. 이들이 기초로 하고 있는 가치는 ‘진실’이라고 여겨지며， 문화에 대한 

의식수준의 섬층으로 내려가변 조직 구성원들이 행위와 태도를 지도하는 데에 사용하는 당 

연한 가정 (taken-for-granted assumptions) 이 된다 

Sathe (1 985a)는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문화의 개념화를 제시하였다 Sathe의 문화모 

형은 항상 3가지 수준 공유된 행위 패턴 (shared behavior patterns). 공유된 합리화 

(rationalizations)와 정당화(justifications) . 그리고 공유된 신념 (shared beliefs)과 가 

치( values)를 포함한다 그에 따르면 신념과 가치는 잠재적인 (subconscious) 것이라도 

일단 의식화( consciousness)되면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은 합리화와 정당화를 통해 

표현되므로， 통찰력 (insight)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의식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문화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 

발훼된 내용은 문화의 정의 전체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Ott. 1989). 

2 조직문화의 변화관리가늘성 

문화관리에 대한 연구는 3가지의 하위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문화가 관리될 

수 있다는 연구이고， 둘째는 문화는 조작화될 (manipulated) 수 있다는 연구이며， 셋째 

는 문화는 의식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Ogbonna & Harris. 1998) ‘ 첫 번 

째 연구의 흐름은 문화는 조직변수(organizational variable)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논 

리적으로 문화는 변화될 수 있음을 가정하는 연구자들의 연구로 구성되어 았다 따라서 , 

문화연구의 중요한 주제들은 문화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관리적 목적의 연구들이었다 실 

제， 경영학 텍스트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해보면， 문화변화모형에 대한 상당한 참고문헌 

을 발견할 수 있다(예. Bate. 1994: Bowman & Faulkner. 1997: Brown. 1995: 

Dawson. 1994: Silverzweig & Allen. 1976) 또한 이러한 접근방법은 조직의 성과 

가 문화 강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성은 학계와 실무자 

들 상당수에 의해 지지되었다(Deal & Kennedy. 1982: Kilmann. 1982: Kotter & 

Heskett. 1992: Perters & Waterma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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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문화에 대한 여러 정의들 

문화의 갱의 {Definitions of culturel 관련 학자뜰 

상정， 언어? 이데올로기 의례， 신화 Pettigrew( 19791 

행위 규칙 (behavioral regularitiesl Goffman( 1959.19671 

상호작용의 패턴 Ipatterns of interactions) 가치 IvalueδL 태도lattitudesl ， 이것틀은 
전통Itraditionsl ， 전례 Iprecedenls) ， 과거 프랙티스Ipasl practiccs)로부터 노출되고 

Blake & Moutonl19691 경영자들이 일하고 있는 팀의 형성 Iteam formationl 에서 가상 극병하깨 나타난다 
사람플이 의지 õ~는 가정 lassumptions)과 신녕(떠iefsl 

조직 정책 lorganizational policy 1 의 지침이 되는 첼학 Ouchi (j 981) , 
Pâscale & Athosl19811 

행위에 대한 신념 Ibeliefs) 실제적 연역 Ipractical syllo밍sms) ， 정당화(justi fJciltions I ~lorleyl 19841 
이데올로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근본적 원리 (a râtionale for dos Harrison (1 972) , Meyer(1984) and don'ts) 

조직 철학 또는 미션을 결정하는 핵섬 가치 Icorc villucsl Se Iznickl 1957) 

조직 풍개토인(적org 책anizational climatc 1 작업에 대한 태도(attitudcs toward workl 일에 
Lippitt , Langseth , & Mossop , 

대한 책임의 정도 119851 , Miles & Schmuck 
(1971), T쟁iuri & 니twin(l968) 

인지적 과정에 대한 패턴 Weickl19791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패턴， 언어 1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Evered l19831 , Meissnerll976) 
신화， 일화및 스토리 Cohen (1 969 1 
조직을통제하는스토리 Wilkins (19831 
탁월함(excellencel에 대한 신념과 볼입 Peters & Waterman(l9821 
조직의 윤리 예 ‘공공 서비스 윤리’ Buchanan (1975) 

가치와규범 까chy & Ulrichll984l , Ha!I(l9771 

상정‘ 언어 및 예술 Hayakawa (1 953) 

조직에서 살아가는 게임의 규칙 IThe rules of the game for getting along in an Schein119681 , Ritti & 
Funkhouser(l 977) , Van organization) 
'vlaanen (1976) 

규범 규칙‘ 집단 태도 관습 그리고 역할 Wharton & Worthley (1983) 

A mind• set--“ the realm of feeli되n며gs and se 경nt영1m 정en 책ts 및Ip 261 조직의 특정 역사 
리더십， 상황적 요인으로부터 발생 현재의 프랙티스에 의해 

Allaire & Firsirouty(19851 지지되는 기본 가치‘ 가정 또는 기대 Ip 271 세계관과 신념， 의미와 상징， 역사적 
자취 Ihistorical vestigesl , 전옹 관습 

‘인지된 조직 독특성의 수준IA q멸u되ality 남 o다f p른erceived organizatìonal specialness) 
그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 는 성칠 (unusual quality)을 소유함‘ 

Gold11982 , pp 571 • 5721 

보다 더 흥미로운 정의 (definitions)의 융합(amalgamationl은 다읍과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 조직문화는 의미 패턴의 공유(a sharinτg화 oτf patterns of meanin 되g)를 통해 
조직을 유지시키는 결속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 구성왼이 공유하게 는 가치， Shiel & Martin (1984 , p. 271 

신념 1 기대에 대해 초점을 둔다 

익숙한 관리 과업 또는 프랙티스 Martin & Shiel(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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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문화에 대한 여러 정의들(계속) 

문학의 갱의 (Definitions of culture) 판련 학자들 

언어 또는 전문용어 
Edelman( 1977). Hirsh(l980l 
Pondy (l978) 

조직의 스토리와 문서 
Martin(l982). Wilkins(l983). 
Clark(l970) 

사고와 일을 하는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방식 Jaques(1952) 

의식과 행사 Gcphart (197S). Smircichíl983a! 

물리 적 배열 (physical arrangements) Ð:'clrmn(lgj'l). 8:J잉.e & Jmksll얀7) 

“구성원에게 제도화된 의미 를 전달하고 조직의 행동 규칙을 제시하는 공유된 신념과 
가지의 패턴 각 조직은 문화적으로 의미핸 밸 기술따 고유의 말 또는 말씨를 
7찌고 있다 이것은 존재， 핵심， 문화 기풍 정제성， 이데올로기， 방식， 패단 첼학， 목적 [)avi,11984 ‘ p 1 \ 
근왼， 정신， 스타일， 비전 및 방식 대부분의 경영X에게 이틀은 여러 가지의 통일한 것을 
의미 

가치， 영웅， 의례와 의식， 커뮤니케이션 ‘강한 문화(strong culture)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αal & Künncdyi 1082. p. 15) I 
시간을 행통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비공식적인 규칙의 시스템’ 

문화 커뮤니티의 구성원틀이 일상적으로 공유하는 중요한 가정의 집합 
기엽문화(company culture) 기엽 또는 회사의 진체적인 문화 Sathc l 19서5a. p. 2) 

기본적 사정의 패턴←외부 적응(external adaptation)과 내부 통합(internal integration) 
의 문제에 직연E댄 것을 학습함에 따라 기존 집단에 의해 고안되고 발견되고 
개발됨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셔 지각 사고 및 느끼는 수정 방식으로서 가르쳐집’ 
‘그러한 가정이 반복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이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Schein(1985. p 9) 
인식으로부터 후퇴하게 된다 정의 (definition)는 명백한 행위 패턴 (overt behavior 
patterns)을 포함하지 않는다 명백한 행위 (overt behavior)는 문화적 성향 ·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상황적 제약에 의해 항상 결정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행위 규직 
(behavioral reg비arities)은 문화를 정의하는 주요 기초(prime basis)가 아닌， 문화에 
대한 환경의 반영 (reflection)이다 

‘이러한 개념은 Weick (l 977)에 의해 기술왼 실행 (enactment)의 그것과 가깝다 
Duncan & Weiss 

Weick은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요소가 조직의 환경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지각을 
공유한다고 한다 어떤 의미에서 환경을 실챙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는 조직 환경의 

(1979. pp 90-91) 

실제 (reality)를 창출한다 이것은 Berger와 Luckmann (l 966)의 실제의 사회적 구성 이들은 “amework이 문화라고 명 

새념과 유사하다 우리가 제시한 framework은 조직 자체의 정의와 내부 조직 
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나， 연결관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추가할 뿐이다‘ 
계Oinkage)는 추론될 수 있다 

운햄1 대한 표준적 정의 (standard definition)는 이러한 가지 상정， 의미가 material 
0비 ects와 제도화된 프랙타스(ritualized practices)로 구체화되는 것을 포함하여 1 
그룹에 대한 가치， 상징 및 공유된 의미 체계를 포함한다 문화는 특정 집단에 대해 
가지 있는 것과 집단 구성원들이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지배한다 문화의 Sergiovanni & Corbally 
재료(stuff)는 관습(customs)과 전옹 신화적 성격을 띠거나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 (1984. p vii) 
암묵적 이해， 습관， 규범과 기대， 고정된 대상과 연계된 공통된 의미와 확립된 
의례 (established rites). 공유 가정 (shared assumptions) 빚 상호주관적인 의미 
(intersubiective meanings) 

자료원 Ott(1989. pp. 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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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을위해 이러한 관점의 지지자들은 계획된 문화변화(planned cultural change) 

경영자플을 보조하기 위한 몇 가지 모형블 제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흐름은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한 변수로서 문화에 대한 관점을 반대하는 

이러한 연구자들은 문화는 조직이 가진 어떤 것 문화 연구자들에게 초전이 맞추어 진다 

(something the organization has)으로 인식될 수 없으며， 조직 그 자체 (something 

따라서， 주장한다 1 ) 있다고 /• i 

←「개념화휠 적절하게 보다 is)로 organJ zation the 

특정하거나 희귀한 상황 수 없으며， Martin (l 985)은 조직문화에 대한 변화는 관리될 

(specific/rare contingcncies21 ) 하에서만 조작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수 있다’는 것과 ‘문화는 조작가능 형태는 ‘문화는 관리될 극단적 이러한 논의의 결국， 

문화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칠 사실상 (manipulated)하다는’ 판점을 부정한다 

보다상위 수 노력들이 수 있다는 입장을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뜰은 문화적 

종종 행동(bchavior) 에 대한 변화로 국한될 수 있다는 선 
。~ 0 ..::11 二J
L강 τ λn • 二푼은 다루어지지 

1990) Ogbonna & Wilkinson. 1994: Leggc. 1990: Anthony ’ 음 지적한다(여11. 

으
 
ι
 

탐구 중인 주요 이슈플 강조하는데 즉 범주내에서 이러한 관점은 조직문화 연구의 

수준(level of culturc) 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륜 도출 

이려한 점은 중요하다(Ogbonna & Harris. 1998) 

화변화 분석은 고찰되는 문화의 

할 수 있다는 것으로， 

3. 조직문화의 변화필요성 

탁윌한 성 책에서 Scarch ot Exccllence라는 Peters와 Watcrman (l 982)은 In 

주장하였다(박원우 & 있다고 가시고 조직문화륜 7..} 송l 
υ ‘-우량기업은 미국의 내는 

11 월과 2년 만에 Businesswcck (1984 만행띈 지 채。1 그라나 이 
% 

。1 벼친 
I V =. 

증 1/3정도가 어버움을 겪고 있으며 더 이성 우량 4)에서는 우량기업으로 꼼혔던 기업 

二l른 문화는 준재하 이룹 통해 C성윈히 올고 영윈히 보도되었다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이 

지 않으며 외부 환경， 조직의 성장단계 등에 따라 관려 및 변화해야 하는 대상으보 인식 

변화만으로는 조직의 진체적인 혁신은 어쉽게 

제품기술의 혁신 등은 타기업달에게 상대석으도 쉬운 진입장벽윤 지1 시 

또한 단순한 세도나 구조의 하게 되었다 

예틀 듬면， 

1) 이 입장은 Smircich( 1983bl 의 패러다임삭 분류(paradima t. ic classifïcatÎon) 살 1깐영아끄 있니 
:2) 이러한 상황은 조식의 힘성 위기상황 빚 리더심의 부지1 등이 상황을 포안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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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모방이 용이하지만 문화의 변화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가장 노력을 많이 요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문화의 변화가 변혁의 출발점과 추진력이 되어야 한다(박원우， 1994) 

기업은 과거와 같은 경영방식이나 저l도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 맞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없게 되었다. Kotter와 Heskett (l 992)는 기업문화와 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3가 

지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탁월한 성과와 강한 문화를 연계하는 강한 문화 

모형 (strong culture modell이다 이것은 강한 문화플 가진 기업은 규범과 가치가 과업 

(task)과 사람을 연계 (a!igning) , 동기부여 (motivating) , 통제( controlling)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모든 관리자들은 상대적으로 일관적인 가치와 일의 방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새로운 중역들은 조직의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상사와 부히들의 수정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강한 문화를 가진 기업들은 특정한 ‘스타일’(예， Proctoer & 

Gambel 또는 J ohnson & J ohnson의 ‘way of doing things')을 가지고 았다고 파 

악된다 

탁월한 성고}를 보이는 두 번째의 기업 유형은 전략적으로 적합한 문화모형 (strategically 

appropriate culture modell으로 이는 환경을 기업문화에 적합한 것으로 만드는 프랙 

티스이다 따라서 기업이 성과를 향상시카기 위해서 문화를 연계시키고 종업왼들을 동기 

부여하는 방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적합성 (fit) ’이다. 

관점에 따르면 상황적으로(contextually) 또는 전략적으로 적합한 문화(strategically 

appropriate cultures)만이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즉 높은 성과를 창 

출하기 위해서는 환경 또는 상황과 적합성을 가칠 수 있는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응적 문화(adaptive cultures)를 들 수 있다. 이 적응 모형 (adaptation 

modell은 특정 가치( value)와 행동(beha vior)은 기업과 기업문화가 변화에 적응케 

한다는 관점이다. 이 이론의 기본 논리는 조직이 예측하고 행위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는 문화만이 장기간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 제시한 3가지 

모형은 상호대체적이거나 모순적이지 않으며 3개의 모형을 통합하는 것이 개별 모형 

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었다 여기서 통합모형은 경영자가 고객， 주주， 종엽 

원， 변화창출 리더십 및 프로세스에 집중하면， 기업문화는 기업의 장기 재무성과를 

제고시킨다- 이처럼 기업은 생존 또는 성과 창출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 

존의 문화를 환경 또는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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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조직문화 변화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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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0무으 ;ζ?'l '--- ,_ l'_ t_ __'_-, 앞서 조직문화의 변화 혹은 관리가능성에 대한 제 관정음 살펴보았다 

문화가 변화가능하다는 관점하에 작성되는 것으로， 이]11 조직문화의 변화필요성 또한 앞 

에서 서술하였다 여기에서는 조직문화의 변화방법을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문석하기로 

한디 순서는 조직문화변화플 누가(주체) . 언제(기간 및 시기) . 무엇을(수준 및 대상면 
ll}tl-! ì 
。 tl/ 어떻게(구체적 변화방법)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왜(팔요성)’ 측면은 이]1] 앞 

에서 다루었으며， ‘어디서’ 측면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떤어지니 생략하기효 한다 

1 문화변화의 주체 

최고경영자， 중간관리자 등 계층별로 문화변화의 주제가 달파진 수 있다 나아가개별 

부서나 팀 또는 변화관리팀도 문화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기에 변화의 효과는 변화의 주 

체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된다 우선， 최고경영자의 참여와 관심은 성공적인 문화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흔히 최고경영자의 역할윤 논함에 있어 ‘후계자의 발굳 빛 육성’과 

기업문화의 변화관리’를 든다 기업문화는 조직내 특정부서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어 

느 부서에서도 관신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최고경영자가 관심을 기울여 

야 한다‘ 특히 최고경영자는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파 전략을 수럽해야 하며 올바 

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성공과 실패가 되는 주요 문화변화를 구별하는 가장 병백한 요 

인은 최고경영층에서의 역량 있는 리더심이다(Kotter & IIeskett. 1992) . 예륜 들어. 

Xerox사의 경우. 문화변화는 David Kearns의 리더십 결과로서 발생하였다 Kearn이 

1983년에 회장이 되었을 때， 당시 문화는 변화에 대해서 거대한 장애물이 되었다 

Kearns 경영 하에서 특히 고객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품 품질에 대한 볼입을 강조 

하면서 그러한 문화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변화가 없이는 Xerox의 핵심 복사 

기 사업은 일본과의 경쟁으로 인해 거의 파산했플 것이다 효과적인 리더는 자신들의 회 

사를 보다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틀기 위해 거대 규모와 성숙한 환경 , 디른 모든 

사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과 문화를 바꾼다 프로세스에 있어서 이러한 개인은 경쟁 

(competition) . 리더십 Oeader얀lip) . 변화(change) . 전략(strategy) 빚 문화(culture) 



의 5가지 토픽이 얼마나 밀접하게 상호연계되어 있는지 입증할 수 있다 

이처럼 조직 최고경영층의 한 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리더십은 주요 문화변화가 발생 

할 때， 가장 핵심적얀 요인이 된다 Kotter와 Heskett (l 992)은 그러한 변화가 중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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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bottom-up 진행되는 아래로부터 즉
 

경영지들로부터 하위층의 또는 라자 

이유가 여기에는 두 가지 수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발생될 process)에서 

거대한 힘이 요구되고 존재하는데 첫째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어려움과 관련된다 

그러한 험은 보통 최고경영층에만 존재하게 된다 두 번째 이유로 내부 조직틀 간의 상 

호독럽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 않고서 어떠한 갓을 크게 변화 

그러나 하위 및 증간관리자들은 이와 무관하지는 않 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틀 창출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이들의 행위라고 보고 있다 으며 그러한 변화의 

행위의 중요성은 저평가될 수 없다고 하였다 

향후 더욱 전환’이 볼입증심으로의 한편， 지난 수 십 년간 추구되어온 1통제 중섬에서 

조직 역시 부각된다 가속화될 시접에서 문화변화관리에 있어 중간관리자 역할의 중요성 

구조의 특성변화를 묘사할 때 흔히 과거식을 삼각형으로， 팀제와 같은 요즘의 모습을 원 

삼각형은 수직논리와 있어 특성을 설명함에 이들(삼각형과 원)의 으로 표현하곤 한다 

자리 (position)가 중사되는 조직임에 비해 원은 수평논리와 역할이 중시되는 조직이라고 

문화변화의 이러한 변화가 더욱 필요한 현설에서 최고경영자만이 한다(박원우. 2000) 

명령이 않더라도 위에서의 누가 시키지 장이 즉 모든 조직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없어도 스스로 조직문화변화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문헌연구에서는 중간관리자들의 문화변화 주도권 (culture change initiatives) 에 대 

한 반응은 다양하게 고찰된 반면， 경영자들은 일반적으로 ‘대상’( target)이라기보다는 문 

문화변화(planned culture 즉 계획된 ‘담당자’ (agents)로서 제시되어 왔다 화변화의 

또한， 품칠 경영 (quality change)에 대한 경영자의 경험과 응답은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 

management)과 종업원 관여 (employee involvement)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중간관리 

자틀(middle managers)을 그려한 주도권의 성공적인 실행에 대한 장벽으로서 구체화하 

1983; Marchington. Wilkinson. & Goodman. 1993), Fenton 였다(Bradley & Hill. 

26)는 증간경영진의 저항은 상위경영진에게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관여 활동에만 개입되는 미묘한 형태뜰 띠게 된다고 하였다 

역할의 구조화)는 그뜰의 열정적인 수용 및 추구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주도권이 도입될 수 있는 상 

0 ‘ Greevy(200 1. p 

황(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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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관리계층의 축소는 중간관리자들의 직무자율성 (j ob autonomy) 및 

만족의 증가와 관련된다고 하였다(Dopson & Stewart. 1990; Thomas & Dunkerly ‘ 

1999). Watson(2002)은 새로운 조직 주도권에 대한 관리자틀 간의 높은 수준의 동요 

를 상술한 반면. Scase와 Goffee( 1989)는 업무수행을 위한 더 큰 불확실성파 압벽을 

발견하였다 계획된 문화변화에 대한 이전의 연구는 보다 낮은 수준(lower-level)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주로 작업장 수준의 근로자른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예 Ackroyd 

& Crowdy. 1990; Harris & Ogbonna. 1998; Ogbonna & Wìlkinson. 1988. 1990; 

Rosent뼈1. 돼11. & Peccei. 1997) ‘ Lang，m-Fox와 Tan (1 997)의 연구에서는 결론적으 

로 바람직한 기존의 문화(the desired old culture)를 고수하는 스댐의 비율이 확립된 새 

로운 문화(the estab!ished new culture)에 불입할 것으후 보이는 스댐의 비율보다 더 

욱 클 것이라고 중간관리자가 인식했던 부분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 

이 지지되었다 불론 이려한 사실이 주요한 분화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스 

랩이 경영진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문화변화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병백하다고 중간 

관리자가 인식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변화의 주체는 문화변화의 과정과 함께 연결시켜 생각해 룹 수 있다 문화변 

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러한 변화가 얼마나 견고하게 조직의 행동 렛 의사결 

정에 깊이 배어들어 있는가 하는 점은 문화변화의 과정과 관련된다(Kilmann. Saxton. 

& Serpa. 1986) 문화변화의 과정은 대략적으로 하향식 변화(top→down approaches). 

상향식 변화(bottom-up approaches). 책임 공유(shared responsibility)의 3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Beer. 1980) 먼저 하향식 변화는 변화 발생이 상대적으로 용 

이하고 강제된 것을 명백하게 이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제되고 지속되기 어려운 

변화를 가져온다 반변， 기본적인 가정을 변화시키는 참여적 접근방법 (participative 

approaches)은 비록 그것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조직 구성왼들이 경험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느껴지며 지속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참여는 집단이 결정한 것 

에 대한 보이지 않는 수용과 명백한 몰입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어떤 문화변화의 접 

근방식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실현가능한 접근방식은 구성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 

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규범 수준에서 약간 이른 변화를 실행 

하는 것이다 새로운 문화가 어느 정도 성공한 후에는， 그러한 변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문화의 보다 더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 시간을 들여야 한다 여기서는 참여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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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인간 본성의 핵섬과 조직 환경에 관한 가정에 도전할 뿐 아니라， 각 작업 단위의 

독특한 환경에 대해 문화변화를 실행함에 있어 섬세하게 조정하는데 익숙해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의 모든 수준이 다루어칠 수 있으며， 조직과 그 구성원 

이 바라는 문화변화는 지속될 수 있다‘ 

또한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 모든 경영자는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의사소통해야 한다 

조직 내의 사람틀이 변화 추진을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 믿을 때까지 메시지를 반복해 

서 전달해야 한다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고취하여 변화의 위 

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변화 프로그램은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며， 변화의 성공 사례를 보 

면， 추진구심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확대된다는 사설을 알 수 있다. 기업의 규모 

에 상관없이 성공적인 변화추진팀은 개혁의 처음 1년 동안은 단지 3명 내지 5명 정도로 

만 구성된다 대기업의 경우 추진구심체는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전되기 전까지 20내지 

50명 규모로 커져야 한다. 변화관리팀에는 팀장 뿐만 아니라，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감 

정적， 행동적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이들은 팀이 그런 

문제들을 무시하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보장해 준다 그리고 정보기술， 프로세스 재설계， 

보상과 같은 주요한 정책 담당자와 인적자원 및 의사소통 담당자도 포함해야 한다 따라 

서 인적자원과 의사소통팀을 포함하여 모든 팀은 여러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조직 내의 

다양한 수준에서 선발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구심체는 최고경영자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 

해 변화를 전사적으로 주도하여야 한다. 변화 프로그램이 시험단계를 통과하여 전사적인 

규모로 확대되는 것은 머나먼 여정이다. 기능부서의 관리자틀 및 팀원들은 변화의 과정 

및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변화로 인한 감정의 관리까지 

변화관리팀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 주도로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문화변화를 단기적 

으로 시행한 후， 이후에 특정부서나 팀위주로 각 사업 및 부서별로 특화된 세부적인 문 

화변화의 시행을 제언한다. 

2. 문화변화의 기간 및 시기 

문화변화를 실행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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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된다 실제로 비용 그 자체가 변화에 심각한 장벽이 된다 이와 함께 문화를 재형성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Deal & Kennedy , 1982)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실칠적으로 수년이 걸린다 

문화변화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 가장 첫 번째로 긴급성 

(urgency)을 들 수 있다 진정한 위기의 시점에 사람들은 필요를 느끼고 세안을 경청하 

며， 보다 더 빨리 적응하게 된다 위기시의 변화는 매우 빨리 발생하여， 6-8개월의 기 

간을 갖기도 한다 변화가 발생가능한 속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개인들에게 마치 

는 제시된 변화의 매력도(attractiveness of the proposed change)이다 변화 속도 

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은 변화되는 문화의 강도(strength of the culture 

being changed)이다 구문화(old culture)가 수년 동안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면 새 

로운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이들은 꺼럴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변화는 달성하는 데에 수십 년이 소요될 것이다. 

Salama와 Easterby-Smi th (1994)는 4가지 기업의 민영화 사례를 통해 조직의 가 

치와 신념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를 경험한 것을 연구하였다 여기서는 관리 경력 시스템 

(managerial career systems)과 문화변화 과정에 있어서 리더 및 인사관리 프랙티스 

(HR practices)의 역할을 발견하였다 문화 생성의 과정 (process of culture creation) 

은 4가지 기업 모두 동일했지만3) 문화변화의 과정 (process of culture change)은 매 

우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CEO의 리더십 스타일과 그의 환경 변화에 대한 인 

식과 관련된다- 이들 기업은 변이기 (transition period)동안에， 대부분의 변화가 발생 

하였다， Kilmann 등(1985)의 연구에서는 변화가 요구되는 수준이 보다 심층적이고 다 

양한 문화가 존재할수록 문화변화 과정은 더욱 난이하고 시간 소요가 길어진다고 하였 

다. 이와 함께 새로운 문화가 어느 정도 성공한 이후에 변화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문화의 심층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 시간을 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Ogbonna와 Harris (2002)는 2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인 변화 프로그램을 

10년의 시간적 거리를 두고 측정함으로써 , 통일한 거대문화에서 문화변화 주도권의 영 

향력， 근거. 형태， 실제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발견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변화를 시도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시기의 선택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3) 려더와 산업 가치 (industrial values)의 영향이 4기업 모두에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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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측면이다 문화변화의 속성은 조직이 어떤 성장단계에 위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 

라지며 (Schein. 1985). 집단의 생명Oife)에서 문화의 기능은 집단이 성숙함에 따라 변 

화하게 된다(Schein. 1992) ‘ 기존의 문화를 해빙시킬 수 있는 힘은 조직 발전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서로 달라질 것이며， 변화의 특정한 메커니즘은 특정한 발전 단계에서 특 

별한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Schein (1 992)은 조직문화변화의 라이프 사이클 모형 

Oifeτycle model of organizational culture change)을 개발하였다- 여기서는 조직 

이 발전의 독특한 단계를 거치며， 각각은 서로 다른 종류의 기능을 하며 서로 다른 방식 

으로 변화하는 각기 다른 문화의 종류와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단계는 창업 및 성장 초 

기 (birth and early growth). 조직 중기 (organizational midlife). 그리고 조직의 성 

숙기 (organizational maturity)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 조직체는 조직 수병주기 상에서 

수많은 위기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조직은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수명주기상의 

위기를 잘 극복하다 보면， 하나의 수영주기 상에서 소멸하기 보다는 새로운 수명주기로 

계속 옮겨갈 수 있다- 이처럼 조직이 위기상태에 처해 쇠퇴기로 접어들거나， 나아가 조직 

의 존럽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태로 빠지지 않고， 그 이전에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 조직 

을 또 다른 성장기로 이끄는 과정이 바로 조직변혁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혁이 성공하려 

면 반드시 기업문화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먼저 일어나야 한다(박원우. 1994) 

〈표 2) 성장 단계， 문화의 기능 및 변화메커니즘 

성장 단계 (Growth Stage) 

I 탄생과 초기 단계 

초볍자지배， 혈족지배 

연속단계 

문화의 기능/ 이슈 

(Functions of Cultures/ Issue) 

1 문화는 독특한 역량이며 정체성의 왼천이다 
2 문화는 조직을 결속시키는 ‘glue’이다 

3 조직은 통합과 명확성을 부단히 추구히려고 한다 

4 볼입의 근거로서 사회화를 바중 있게 강조 한다 

1 문화는 보수와 진보 사이의 논쟁의 원인이 된다 
2 향후 승계À}는 문화적 요소를 유지 또는 변화시키는지 여 

부에 따라판단된다 

변화 메커니즘(Change Mechanism) 
1 자연적 진화(Natural Evolution) 
2 조직적 치료를 통한 자기 주도의 진화 
3 혼합(Hybrids)을 통해 관리된 진화 
4 외부인(outsiders)을 통해 관리된 ‘혁명 (revol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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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장 단계， 문화의 기능 및 변화메커니즘(계속) 

성장 단계 (Growth Stage) 
문화의 가능/ 이슈 

(Functions of Cultures/ Issue) 

n 조직 중년기 (Organizational Midlife) 

1 제풍/ 시장의 확장 1 새로운 하위 딸↓가 산출되면서 문화적 풍합은 쇠퇴하게 된다 
2 수직 통합 2 주요 복표 가치 및 가정 (assumptions)의 상쇠은 정체성 

3 지리적 확장 위기 (crisis of identity)룹 만든다 
4 인수 합병 3 문화변화플 직접 관리합 기회가 주어진다 

변화 메커니즘(Change Mechanism) 
5 계획된 연화(planned change)와 조직개발(organization developmen t) 

6 기숭도입 (technological seduction) 
7 불명예 (scandall , 신화의 급증(explosion)을 통한 변화 

8 점 진주의 (incrementalism) 

m 조직 성숙(Organizational Maturity) 

1 시장의 성숙 또는 쇠퇴 
1 문화는 혁신에 대한 제약조건이 된다 
2 분호}는 과거의 영광을 유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자기 자존 

2 내부적 안정성 증가 또는 침체 
감( self-esteem)과 자키 밍씨 (self-defense)의 윈천으로 

3 변화의 모티베이션 부족 
평가된다 

파괴 옵션 
1 근원석 패러다임 수준에서의 문화변화 

1 파산과 재조직 
2 주요 인물의 대량 재배치 (massive replacement)룹 동한 

2 흡수와 재조직 
문화변화 

3 합병과 동화 

변화 메커니즘(Change Mechanism) 
9 강제적 설득 

10 전환 
11 재조직， 파괴， 재생 

1 문화연화는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것이지만， 문화의 모든 

변혁 옵션(transformation option) 
요소가 변해야 하거나 변화가능한 것이 아니다 

2 문화의 핵심적 요소는 확인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3 문화변화는 관리기능하며 단순하게 진화를 허용할 수 있다 

자료원 Schein(l992 , pp. 271 • 272) 

〈표 2>는 조직에서 3가지의 주요 발전 시기와 함께， 각 기간 동안 주요한 문화적 이슈 

와 가장 관련되는 변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단계의 기술이 함축하는 내용 

은 세대의 연령， 크기와 복잡성을 강조하는 발전 이론이다(Schein ， 1987) 또한， 대체로 

성장 말기와 성숙기에 처해 있어 쇠퇴기가 오기 천에 제2의 성장기로 나아가야 하는 즉， 

혁신해야 하는 우리의 기업에서는 기업에서 기존의 문화가 혁신의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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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 시기의 문화변화가 펼요하며 불가피하다(박원우， 1994). 성숙기는 기업문 

화의 변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이학종， 1989) ‘ 기업문화 관점에서 볼 

때， 성숙기의 가장 큰 문제는 조직의 침체이다 예를 플면. 구성원들이 시장 확장에 대해 

서 회의를 느끼거나，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한계를 섣감하며 의욕과 동기를 상설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경쟁기업의 활발한 시장개척이나 신제품 개발 활동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존 가치관과 전제에 있어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성숙기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 

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업은 성장단계에서 적용한 조직개발 및 계획적 개입방볍을 중심 

으로 조직 활성화와 새로운 기업문화의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문화가 성과 

증진 및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면， 기존 문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기 

업문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 경우 구성원들의 가치와 신념체계의 변화를 평가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조직의 라이프 사이콜상에서 쇠퇴기가 아닌 성장 또는 성숙기 초기에 문 

화변화를 실행한다 또한 기업이 기능별 조직에서 사업부별 조직으로 천환되는 등의 전략 

적 변화(학신)가 있을 때 문화관리 및 문화변화를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문화는 변화에 있어서 장벽이 되기도 한다 문화가 강할수록 변화는 더욱 어렵게 된다 

문화는 조직 관성 (organizational inertia)을 유발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제동을 걸게 

된다 그러나 문화를 통히여 유행과 단기 변화에 조직이 임의로 반응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Deal과 Kennedy (1982)는 최고 경영진의 미션으로서 문화의 재형성 (reshaping 

of the culture)을 고려해야 하는 5가지 상황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거대 

규모의 문화변화는 단순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3. 조직문화의 수준벌 관리 

조직문화는 복잡한 현상이다. 조직문화는 행위 규범 (behavioral norms) , 숨겨진 가정 

(hidden assumption) 및 인간 본성 (human nature)에 구현되어 나타난다(Kilmann ， 

1985). Schein (1 985)은 조직문화의 서로 다른 수준， 즉， 인공물(artifacts)과 생성물 

(creations) , 가치 (values) 및 기본 가정 (underlying basic assumptions)으로부터 

조직문화를 파악하는 유용성을 제시하였다(De Witte & Van Muijen , 1999) 조직문 

화는 의식적이고 명백하게 명시되는 정도에 따라 관리용이성과 변화가능성이 영향을 받 

게 된다 조직문화 변화는 표면적 수준(surface-level)의 행위적 규범 (behavioral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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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공물(artifacts)과 관련될 때，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 

(assumptions) . 이데올로기 및 인간 본성과 같은 조직문화에 대한 심층 수준에서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일이다 따라서 조식문화칠 

구체화하고 변화시키는 프로세스는 조직문화의 수준에 따라 영향플 받는다 

Schein (1 985)은 문화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이것이 여러 ‘수준(lcve])’에서 

존재함을 인식하고 보다 심층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문화의 수준을 3가지로 나누었다 그 첫 번째는 인공물(artifacts) 이다 이는 가시 

적인 조직의 구조와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거의 해독하기가 어려운 요소듬이다 둘째， 

채택된 가치들(espoused va!ues)로서 전략， 목표， 철학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가정들， 즉 공유된 암묵적인 가정틀(shared tacit assumptions)을 틀 수 있 

다 무의식적인 성격윤 가지면서， 당연하게 인정되는 신뢰 (bclicfs) . 인지 (perception) . 

사상(thoughts)과 느낌 (feelings)틀은 궁극적인 가치와 행동의 근원이 되는 요소들이 

다 이처럼 3가지 수준에서의 개념들은 문화를 실칠적으로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것， 즉 

사람들의 일상 행동의 기초가 되는 학습되고 공유된， 암묵적 가정들이다 

가공물 (arti’acts) 

〈그림 1 > 문화의 수준 

가시직인 조직 구조와 몬로세스 (혜옥 닌이성) 

전략 목표 및 철학 (채택된 정당성) 

무의식적이고 당연한 신녕 인지. 사상 및 느낌 

(가처와 흘동의 최종적인 원천〕 

조직문화의 수준에 따라 문화변화의 방법은 달라진다. 첫 번째 조직문화에 대한 인공물 

수준의 변화가 통합적인 변화(h이istic change)에 대한 준거의 틀(frame of reference) 

로서 작용한다면， 경영자들은 의사 결정에 대한 공유된 패턴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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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온 행위패턴을 변경해야만 한다(Ott ， 1989) 조직문화에 대한 인공울 수준의 관점 

은 조직의 기본 지향성 (basic orientation)을 변화시키는데 대해 급진적인 새로운 전 

략. 툴， 또는 접근방법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과 컨설턴트들은 인공 

물 수준을 조직문화로 정의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것으로 위에서 기술된 접근방식의 유형 

을 옹호하고 있다(Allen & Kraft , 1982: Davis , 1984: Kilmann , 1984) 그들의 

접근방식과 방법들은 자신들이 기숨한 상황에 완벽하게 적합한 것일 수 있으나， 그러한 

접근방식을 조직문화의 관점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으며 , 불펼 

요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비해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이론적 틀로서 가치와 신염 또는 기본 가정을 사용 

하는 것은 조직 내의 매우 다른 목표( targets)와 변화방식과 접근방식에 대한 서로 다 

른 의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인공물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 

단이 공유된 신념， 가치， 태도 및 가정의 패턴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성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여러 가지 적절한 변화 방법이 오랜 시간통안 존재해 왔으며 인공물 

수준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과 동일 것도 몇 가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며， 조직 역사 다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핵심 가처 항목은 변화하기 어렵 

다 가치의 변화는 욕구 항목(need items)의 가중치 또는 강도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 

한다 Bass (l 985)에 따르면， 문화 변혁 (cultural transformation)은 이익을 초월하 

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섬리학적 욕구(psychological needs)의 가중치 또는 강도 

가 줄어들고 성취 욕구(achievement needs)의 강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Schein(l985) 모형의 유용성은 문화의 인공물， 가치 및 가정들 간의 연계를 구체화 

함에 따라서 달라진다 문화변화에 대해 정의하는 학자들은 문화에 대한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Brown ， 1995) 예를 들어， Kilmann (l 985)은 문화의 본질 

(essence of the culture)로 규범 (norm)을 구체화한 반면， Lundberg(1985)는 문화 

를 가정 수준(assumptions level)으로 정하였다 또한 Lewis (l 996)는 ‘기본 가정의 

패턴’ (pattern of basic assumptions)으로서 문화에 대한 Schein 모형을 적용하여 

문화를 조직 내의 사람이 보유하고 그 조직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기본 가정이며， 그 가 

정들은 구성원들의 공유된 느낌 (feelings) , 신념 (beliefs) 및 가치 (va]ues) 속에 암시되 

어 있으며， 상징 (symbols) , 프로세스， 형태， 및 패턴화된 집단 행위 (patterned group 

behavior)의 몇 가지 측면들 속에 구현되어 있다고 하였다. Schein 모델은 H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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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3)에 의해서 적용되었는데， Hatch는 Schein의 층화된 모형 (]ayered model)의 관 

점이 아닌 ‘순환'( cyclical)으로서의 인공물(artifacts) , 가치 (values) , 가정 (assumptions) 

및 상정 (symbols)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였다 Kilmann의 문화변화는 규범이 가정보 

다 변경시키기 용이하므로 Lundberg의 문화변화보다 훨씬 단순한 과정으로 불 수 있다 

이처럼 조직문화 수준이 조직문화 자체에서 중요한 이유는 조직문화의 측정에 있어서 수 

준 문제가 매우 큰 함의를 갖기 때문이다‘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 

더라도 변화한 조직문화를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노력음 평가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력 자체가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조직문화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화의 관리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각 개별 

연구자의 견해와 연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가 기본 가정으로 구성된다 

는 것으로 인식되면， 가치 또는 행위에 대한 변화는 문화변화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Schein (l 983)은 기본 가정이 문화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핵심이 된다고 보았다 

(Hatch , 1993). Schein (1 983)과 Dyer (1 985)의 문화변화 모형에서는 조직문화의 가 

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가 기존 가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가정 묶음을 조직에 도입함으로써 변화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Lundberg 

(1 985)는 문화변화 관리의 특정 성질 (specifics) 에 대해서 2가지 점을 강조하였는데， 

성공적인 문화 개입 (cultural intervention)은 인공물부터 가정에 이르는 문화의 모든 

수준에서 관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문화변화는 변화의 유도(inducement) , 

관리 (management) 및 안정화(stabilization)에 대한 행위 계획 (action plan)의 연속 

으로 조직화된 개입 (interventions)에서 유발된다((그림 2) 참조) 행위 계획의 유발 

(inducement action planning)은 조직 구성원의 자극과 자연스런 저항 세력의 반대 

또는 약화와 관련된다- 관리 계획 (planning managing)의 목적은 조직 구성원의 대체 

가 그들에 의해서 재정의될 수 있도록 개업 (intervene)하는 것이다‘ 행위 계획의 안정 

화(stabilization action planning)는 문화변화의 제도화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개엽 

(interventions)은 새로운 문화의 존재를 수용되는 사회적 사실(accepted social 

fact)로서 설정된 성과의 지속성 (persistence of performance)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된 것이다(Goodman ， Bazerman , & Colon , 1980; Meyer & Rowan , 1977) ‘ 이 

러한 행위 계획 (action planning)의 3가지 단계는 문화변화 개입 매트릭스를 제시하기 

위해 문화적 의미 (meaning)의 4가지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50 勞使關{級{究， 제 16권 

〈그림 2) 조직문화변화에 대한 개입 매트릭스 

조표은힐~흐 

엉용2Il용 인공올 관점 기처 가정 

유도 

윈리 

안정화 

자료왼 Lundberg(1985. p. 181) 

그러나 이처럼 문화를 수준에 따라 파악했을 때 문제점 역사 존재하게 된다 분명 

Schein의 모형은 문화 연구자 세대가 문화의 서로 다른 수준에서 생각하고， 기본적 인 기초 

가정이 가치와 인공물의 기초가 된디는 점을 믿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 

다(Denison. 2001) 분명. Schein의 모형은 어떤 의미에서는 관련 개념의 집합을 이해하 

도록 하는 문화에 대한 시스범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Schein의 이러한 모형은 

연구자들。1 .문화의 수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받이들여서， 수준 간의 연결이 어렵도록 만 

든다‘ 결국 Schein의 접근방법은 해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인공물’로 명명되는 문 

화의 가시적인 충(visible layers of culture)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직 변화를 창출하려고 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접근방법은 기 

본이 되는 가정을 가치 , 행위 및 가시적 표현(visible manifestations)들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기본 가정의 이면에 있는 가시적 표현으로부터의 추론은 가정 그 자체로의 시작 

보다 조직 변화에 대한 보다 나은 수단을 만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서 가장 중시하거나 역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정 측면을 파악하여 문화의 수준에 따라 관리 및 변화의 방법을 달리해야 함을 제언한 

다. 예를 들어 변화가 필요한 기존 조직문화의 원천’이 되는 특정요소를 파악하여 이의 

변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가치 및 기본적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화수준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이를 통하여 변화방법을 도출하여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창의를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표현하기 위해 대학과 유사한 기업체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인공물을 통하여 그 기엽의 가치나 가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3)에서는 문화의 수준에 따른 문화변화의 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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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화의 수준에 따른 문화변화의 방법 (계속) 

문화의수준 
학자 정의 문화변화의 대상 (Level of Culture) 

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따로 문화변화를 규범적 시스템의 변화 과정 

Al len 
일상생활에서 가장 잘 인식헬 수 (normative systems change 

(1 985) 
있는 규범 (norms)을 곱음 process) 

으로 파악하여 4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음 

Kennedy와 함께 1 한쪽 측면에서는 변화가 불연정과 모호함을 만들고 질서와 
문화에 대한과학적 예측가능정(pr떠ictability)을 부조화와 
정의 (Schein. 1985) 로， 다른 놀라움으로 대체한다고 파악하는 
한쪽 측면은 일반적 의미의 정의를 (Hoffer. 1963) 의견에 동의함 
내리고 있음 일의 방식’(‘the 문화적 패턴의 변호뉴가치， 영웅 의려1. 

Deal way we do things around 의식 빚 옹호자플-는 핵심적인 상실 

인공물(artifacts) ; 
(1 985) here 또는 what keeps lhe (esscntial loss)과 의띠에 대한 

스토리 (stories) ’ 
herd moving roughly wesl 위협을 두는 것으로 변화륜 

신화(myths) 
(Deal & Kennedy. 1982) 상실(loss)로서 파악 문화변화의 

재담(jokes) . 
과정에특히 

은유(metaphors) 
변화(ch엄1ge) 상실 (loss)→반응(reacti 

의례 (rites) . 
on)의 연속성쓸 적용할 수 있다고 꽁 

관습(rituals) . 문화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가 조직 5단계의 문화 격차(c띠lme-gap) 

의식 (ceremonies) .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분석을 통해 문화변화의 방향을 

영 웅(heroes) . 것 (what is shared among 조직화함 새로운 문화는 모든 

상징 (symbolsl the members of an 공식적인 시스템， 전략， 구조， 보상 
organization)에 대해 합의를 시스템， 최고경영자의 행동에 의해 
보지 못하고 있다고 봄 그는 지왼되어야함을주장 

Kìlmann 
문화를 구성원들의 집합적 

(1982. 
의지’ (the collective will of 
members)로 보고 이것은 

1985) 
‘기업이 진정 원하는 것 또는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제시한다고 파악 문화가 공유 
가치， 신념 1 기대 및 가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1 
문화는 규범 (norms)을 통해 
가장 쉽게 통제될 수 있다고 봄 

정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으나 햄이 변화핸 기엽은 새로운 협의 

Davis 
조직문화 고찰에 있어서， 내부 요구에 맞도록 전략을 변경해야 함 

(1 985) 
및 외부의 가치 (values)와 기업의 가치와 문화 역시 그에 따라 

가치 (values) ; 
신념 (beliefs)을 구별할 필요가 조정되어야 함 즉 전략의 변화와 
있음을제시 함께 문화변화를 추구하여야 함 

신념 (beliefs) . 
기업 내의 최고경영자가 그뜰 전략적 변화의 과정을 7냐화하기 위해 

가치 (values) . 
태도(attitudes) 

자신 및 다른종업원들을 최고경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의 
경영하는 방식에 대해 공유하는 장벽을 극웹야 한다 성공 기업의 

Lorsch 
것과，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시례를 통해， 신념 체계가 기업의 성공에 

( 1985) 
방식에 대한 신염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획인하고 문화와 

전략의 연계릎 통한 변화플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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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화의 수준에 따른 문화변화의 방법 (계속) 

문화의수준 
학자 정의 문화변화의 대상 

(Level of Cult ure) 
기업문화는 조직 구성왼의 행위를 Specialized cultures41를 

가치 (values) ; 지도하는 공통적으혹 수용되는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신념 (beliefs) ’ Martin 태도(attitudes) , 가치 (values) , 채용(rccruitment)과 

가치 (values) ’ (1985) 신념 (beliefs)의 집함으로 정의됨 선딴(selection) 및 환경 적합성 

태도(attitudes) (environmental compatibility) 이 
필요 

산업 특성， 문화적 패턴과 성과와 문화는 계획된 방법으로 변화될 수 

가정 관련한 연구에서 단일한 winning 있으며， 이틀 위해 CEO의 
(assumptions) ; cu!ture’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전(vision) , 이것이 비전 달성을 

본성에 대한 인간의 Gordon 보고 산업과시장‘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뜰로 전환됨을 

관계 (]985) 다양성 (dive떠ity) , 규모(size) , 통해 문화변화가 가능하다고 봉 

(humanity 조직의 시장 입지가 적정한 

relationship to 문화(appropriate cu!tures)의 

nature) 개요틀정의한다고봄 

실재 및 진실의 속성 문화의 정의 별도로 없읍 조직이 의01있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까1e nature of 진정한 문화의 힘은 기초가 되는 집단뿐만 아니라 개인 차왼에서 그 
reality 암묵적 사정 (tacit 구성왼들이 새로운 기술 가정 및 가치플 
and truth) Wilkins assumptions)에 존재한다고 봄 개발시켜야함 
인간성의 본성 & 조식문화의 이해 및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The nature of Patterson 눈에 보이는 가치와 프랙티스라기 보다는 
human nature) (1 985) 암묵적인 가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 

문화를 인공물 관접 가치 및 문화변화는 구문화(old cu!ture)의 기본 
가정의 4가지 수준으로 정의 가정을 유지했던 패턴(pattem)-

유지 (maintenance)장정(symbols) ， 
신념 (beliefs) 및 구조(structures)의 

])yer 몰락을 알려는 위기의 발생 이후， 새로운 

( 198::í) 리더십의 도래로 인한 새로운 패턴 유지 
상정 등의 제도화 단계를 거침으로써 
발생 위기와 리더십의 변화가 적절히 
동시에 발생할 때 실질적인 문화변화는 

수준의 구분없음 
가능따}고봄 

문화의 구성요소는 가정， 가치， 가정， 가지， 인공물과 상정 뿐만 아니라 
인공불 및 상징이라고봄 이들을 연계하는 프로세스의 구성 방법 

다룸 문화적 다이내믹 관접은 안정성과 
변화를 동일한 프로세스의 결과로서 인식 

Hatch 
모든 과정은 계속적 생산과 재생산으로 

(1993) 
안정적이고 변화되는 형태 및 상빵}써 
함께 빌생 가정. 가치， 인공물， 상정이 
서로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각 수준의 변화노력을 
통해서 동태적으로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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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화의 수준에 따른 문화번화의 망법(계속) 
별도의 정의는 없응 기업문화륜 4가지 회사(Jaguar C"r5 , British 

Salama 
일반적인 행위 패턴을 설I생하는 Nuclear Fuels Ltd (BFNL), British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가정 및 가 Airways(BA) ‘ British Airports 

& 
치의 조직-특유의 시스템 Aulhorily (BAA)의 기업 사례를 

Easterby 
동-해， 분화변화 괴정 및 특정한 곤버 

Smith 
경력 시스템 (managerial carcel (1994) 
systems)에 있어서 리더와 1m 
practices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유 

수준의 구분 없음 기업문화흘 제도， 인공불 가치 기업문화를 다섯 가지 요소， 즉 

가깅의 4가지 수준으로 정의 이념정치1생 (ldeology Identity) 
경 영 정 처1성 (Managcment 

박윈우& Identity) , 구성왼정 체성 (Person 
이뱅첼 Identity) 이 미 지 정 체 성 (Corporate 
( 1996) Identity) 리더정제성 (Leader 

Identity)으로 나누어 설영하고 

문화변화플 위해 이 다섯 까지 요소가 

변화해야 한다고옴 

4, 조직문화의 대상벌 관리 

조직문화변화의 제방법은 리더십， 의례 (rites) 보상시스템과 같은 문화변화의 대상 측 

면 (what to change)에서 방법론과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how to change) 하는 

문화변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하여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는 문화변화의 대상과 관련하여 리더십， 패러다임， 규범， 의례， 보상 시스템의 변화를 통 

한 문화변화를 설명한다. 첫째， 리더십은 문화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폭 

넓은 관심을 받아왔다(Ogbonna ， 1992) ‘ Pettigrew ( 1979)는 리더가 문화의 ’창출 

자’ (creators) 이며， 문화변화는 라더섭의 변화와 함께 동반되는 것이라도 하였다‘ 따라 

서， 리더십의 승계 Oeadership succcssion)를 문화변화의 핵심 요소로 보았다(Dyer ， 

1985) , Graves (1 986)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최고층의 랴더섭의 변화를 요구한다 

고 하였으며， 이것은 Sathe (1 985a ,b) , Silverzweig와 Allen (1 976) , Tichy (1982) 

의 주장과 일치한다 Dyer (1 985)는 중요한 문화적 변화를 겪은 5가지 조직 (General 

Motors , Levi Strauss , National Cash Register , the Belfour Company , Brown 

4) 이것은 모든 구성왼들이 동의하는 지배 철학을 촉진하는 문화이다(Martin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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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제시하였다‘ Ðyer 모형의 핵심 

은 려더 변화와 함께 협력되는 위기가 거대 규모의 문화적 적용음 위해 펼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많은 조직은 문화변화의 발생 없이도 위기에 직면하고 라더십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새로운 리더는 현재 문화와 이미 확립된 신념을 강화할 가능성의 양럽가능성을 바 

탕으로 선택되는 반면， 위기는 조직을 밀착시카고 문화적 결의 (cultural resolve)를 캉 

역사 고찰을 통해 문화변화의 Corporations)의 

화시킨다 Ðyer에 따르면， 위기와 랴더십의 변화가 적절히 동시에 발생할 때， 실절적인 

문화변화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둘째，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Meyerson파 Martin (1 987)은 서로 다른 3가 

패러다임의 

리더틀이 주 

2001) ’ 

변화를 통한 문화변화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통합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도하는 조직 수준의 혁영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헥명은 섬랴학적으로 강하고 

조직문화변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Payne. 지의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새로운 문화는 그러한 강도의 수준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 

강력하고 매력적인 것이어야 한다. Schõn (97 1)은 여러 문화들은 보-'-= TT 처
 「

동
 

히 

그대로를 강력하게 지켜내 

려고 한다고 하였다- 문화적 변화는 이러한 이유로 매우 탈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셋째， 규범의 변화를 들 수 있다 Ki lmann (1 985)은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변화를 제 

시하면서， 이를 위해 규범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문화가 공유된 가치 (shared values). 

의’ (dynamic conservatism)로 특정지을 수 있고 존재방식 

한다 가정 (assumptions)을 통해 명시된다고 101 

^ 기 대 (expectations) 신념 (be!iefs) . 

면， 그것은 규범 (norms)을 통해서 가장 쉽게 통제될 수 있다 사람의 행위 (behavior) . 

견해 (opinion)와 얼굴 표정 (facial expression)을 제시해 주는 규범도 표변화되고， 논 

의되고 변경될 수 있어 ‘규범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매우 빠른 속도로，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에 관섬을 가진 사람에게 커다란 기회 

를 제시해줄 수 있다 어떤 집단의 경우라도 그 규모에 상관없이 그 자체를 일단 문화적 

실체 (cultural entity)라고 일단 이해하면， 그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긍정적 규범을 

또는 폐기함으로써 자신의 규범을 계획할 수 있다(Allen 

& Kraft. 1982. pp. 7-8). Kilmann이 제시한 문화 관리의 5가지 단계는 단계 1 설 

질 규범의 표면화(surfacing actual norms)-단계 2 새로운 방향성 명시 (articulating 

창출하고 부정적 규범을 변경 

new directions)-단계 3 새로운 규범의 섣정 (establishing new norms)-단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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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격차의 구체화(identifying culture-gaps) 단계 5 문화 격차의 제거 (c]osing 

culture-Gaps)로 구성된다 

기업을 문화적 실체로 파악할 때， 기업이 추구하는 여러 조직화된 활동은 실제석이고 

표현적인 견과의 결합으로 여겨칠 수 있다(Trice. Belasco. & Alutto. 1969; Trice 

& Beyer. 1984) ‘ 문화 인류학자들은 다른 문화에서 그렇게 조직화된 활동뜰을 의레 

(rituals) 또는 의식 (ceremonies)이라고 불렀으며， 이플은 관련 문화룹 특정짓는 공유 

된 신념 (shared beliefs) 과 가치( values)콸 얄아내기 위해 이러한 의례플 연구하였다 

(Geertι 1971 ) 이처럼 의례릎 변화시킴으로써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Trice와 

Beyer (l 985)는 다양한 의례와 의식이 최고경영자에 의해 득정의 행위판 강화하거나 댄 

경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계되고 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윤곽플 그렸다 그러나 문화변 

화에 있이서 의례의 사용을 통한 함의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례의 

사용과 관련히여 우선적인 관심은 이것이 가진 보수성이다 변화 노력을 촉진하펴는 이틀 

의 잠재능력에 관계없이 (Moore & Meyerhoff. 1977). 변호}는 분명 문화적 의례의 일반 

적인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반적인 목적이란 변화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유지 

하는 것이고， 현재의 전통적인 문화적 패턴을 유지하고 축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의 의례， 특히 잘 만들어진 의례와 관련하여 문화적 노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방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Trice & Beyer. 1984 , p. 3 1) 첫째， 의례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온 공적이고 집단적 문화이다 둘째， 문화직 의례는 최고 경영친의 이데올로 

기와 가치를 반영한다 셋째， 대부분의 조직은 많은 서로 다른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이들의 일부는 의례를 포함하여，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례 

의 일부는 문화적 변화노력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와 가치를 표현하기도 한 

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의례를 바꾸거나 확립하는 것과 의례를 증가시키는 것은 문화변화 

를 시작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의례는 분명 문화변화를 촉진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 

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영자와 그 외 다른 사람뜰은 이미 발생한 

의례와 의식을 감지하고， 이들의 의도되고 잠재적인 결과 양자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상 시스빔을 들 수 있다‘ 조직의 보상 시스템은 일상적인 조직의 생활에 

서 문화를 관리하는 매우 구체적인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문화와 조직의 보상 시스 

템은 매우 상호의존적인 성격이므로， 보상 시스템은 문화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서 효 

과적으로 사용된다(Sethia & Glinow , 1985). 문화와 보상 시스템은 동적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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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있거나 일관성 양립할 수 상호 (dynamic balance)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보상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보통 조직 독특한 패턴을 형성한다 문화와 보상은 조직에서 

이용할 이용 가능한 보상의 타입이고 서로 다른 보상은 그에 따라 개별 구성원이 에서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황이며， 이러한 보상과 할당 기준이 주어진 조직에서 선택되고 관 

1982 , Kerr , 있다(예， /
T 사용될 데에 기술하는 뚫

 
요
 

관련된 리되는 방식의 상호 

보상 시스템을 조직에서 8ethia와 Glinow (1 985)는 이에 1984) Lawler , 1984: 

기준 。1 '0→
λλτ= 보상을 받기 위해 제한을 가할 수 그러한 이용 가능한 보상과 구성원들이 

느
 
」

이
 

, 종류의 보상을 제시하는데， 조직은 보통 4가지 대부분의 (criteria)으로 지칭한다 

재무， 직무 내용Uob content) , 경력 (career)파 지위 (status)플 포항한다‘ 

이제까지 서술한 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변화의 대상으로 리더십， 패러다임， 규범， 의 

보상시스템을 설정하였다. 이외에도 인사관리 1984: 8ilverman ’ 변화(Albert & 례， 

1994) , 

경영자 몰입과 종업원 잠여를 통한 조직문화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틀 수 았다 

1996) 맞 인사제도 변화(8alama & Easterby-8mith , Klunk & Panetta , 

문화변화의 방법 5 

비록 그는 ‘문화변화’ 

그가 언급하는 많은 부분이 문화로 정의되는 것을 파악 

변화를 위한 3가지 

이론을 제시하였다 Lewin ( 1951 )은 문화변화에 대한 최초의 

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단계를 제 또한 Lewin은 집단 규범 

문화변화에 대한 많은 후속 시하였는데， 이것은 ‘unfreezing’, ‘moving’, ‘ frcezing’이다 

연구가 이러한 3가지 단계로 조직화되었으며 〈표 4)는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고 있다 

Pettigrew( 1979)는 리더십 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조직문화 변화방법을 재시하였다 
z 
o Waterman 요소로 보았다 핵심 문화변화의 승계 Oeadership succession) 륜 

즉 구조 model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였다 ‘ 78 문화변화를 위해 (1 980)은 성공적인 

상정 (symbol), 리더의 스댐 (staff) , 전략(strategy) , 시 스템 (system) , (structure) ’ 

변해야 한다는 것이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이 스킬 (skills)을 경영자의 스타일 (style) , 

연속과정을 문 

화변화 과정에 적용시켜 설병하였다 

문화는 새로운 가치 집합(a new set of values)의 개발 또는 경영철학(managcment 

반응의 

Peters와 Waterman (l 982)은， 

Deal (1 985)은 변화와 상실을 연계시켜， 변화-상설 (인간의) 

Ouchi (1 981) , 

다 



Hi 왼 우-성 지 。3
。 57 

philosophy)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변화 프로세스는 새로운 기업의 목표 

(goals) 와 이상(ideals) . 새로운 여러 신념에 대한 기존/신규 종업원의 사회화 

(socialization)의 개발과 관떤된다 변화전략으 로서 새로운 상싱 ( symbols)의 창출은 

Peters (1 978)가 논의해왔다. 그는 라더는 그들의 행위， 의제 (ogendas) 또는 새로운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인간 스타일 (interpcrsonal stylc)을 변화시캠으로써 문화 

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Dyer (1 985)는 최고경영진의 변화가 문화의 변화를 야 

기한다고 보았다 그는 문화변화의 정치적 다이내믹 (political dynamics)에 대해 설명하 

였다 Hickman과 Silvia (1 984)는 Dyer {l 985)가 문화변화의 장기 단계 및 전략과의 

관계로 간주한 것을 정교하게 기술하였다 Deal과 Kennedy( 1982)는 의폐 (rite) 9) 의 

식 (rituals)을 강조한 반면， Clark (l 972)는 성공의 신화(myth)가 유용하다고 보았다 

조직문화와 인사관리의 측면을 연겁시킨 Sethia와 Glinow( 1985) 는 보상과 처벌의 :ζ 

õ 

요성플 강조한 반면. Cartwright ( 1951)는 집단 암력 (group prcssure)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Morris( 1982)는 정보(information) . 경험 (experiencc) . 제재 (sanction)의 3가 

변화를 위한 프로세스는 조직의 

(organization's stage of development) 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Schein {l 985)은 제시하였다 방법을 지 발전단계 

Schein은 

문화가 매우 다른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문화 그 자체가 아년 조직 

의 발전단계에 따라 변화 프로세스가 연결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여러 학자틀의 연구를 집대성한 Ki lmann. Saxton. Serpa와 동료뜰(1985)의 

저서는 현상기술 중심의 조직문화 연구에서 관리대상으로 그 초점을 바꾼 의미있는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Ki lmann 등(1 985)의 연구 이후 경영학에서는 조직 

성과를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문화의 개발 및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즉기존 

의 문화를 조직의 성과 및 유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문화로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관리와 변화의 대상으로 파악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Kilmann (1 985)의 문화격차분 

석 (Culture Gap Survey)은 바람직한 문화와 실제문화의 차이를 구체화하고 문화의 

방향 설정을 새로이 하는 5단계 프로그램 (five- track program)을 설계하였다 여기서 

는 새로운 문화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략， 구조， 보상 시스템이라는 공식적인 시스템과 

최고 경영진의 행동에 의해 지지되지 못하면 곧 과거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가진 구문화 

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화변화는 리더， 시스템， 전략 등 여러 측면과 연계되어 

있을 때 효과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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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Lew;n(195 1l의 표리|임원을 사용하여 제시된 문화변화 연구 모음 

Unfreezing("mindshift" focus} Moving freezing 

정서적 자극이 요구된다(Lewin. 집단 의사 결정， 협의구축 집단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가시적 성공을 

1951) 실제 가치와 표방 가치간의 인지적 재정의 (cognitive 6뜯 것。l 중요하다(Kotter & 

비일관성을 강조한다(Argyris. redefinition)플 통해 태도 및 신념의 Heskett. 1992: Schein. 1985: 

1993) 변화를 최적요로 달성된cj-(Deal & Strebel. 1999) 

불확실한 정보와 심리적 안정 모두 Kennedy. 1982: Lewin. 1951 상정과 구조적 변화는 새로운 문화를 

펼요하다(Schein. 1993) Schein. 1985) 제도화하는 데에 도웅을 준다(Deal 

실수를 인정하는 face-saving way를 최선의 방법은 신념， 가지 정당호에 & Kennedy. 1982: Hurst. 1995) 

갖는 것이 중요하다(Martin. 1993) 대한 역량있고， 도전적이며 통찰력 실수를 벌하는 대신 보상이 새로운 

위협은내부 협력 (intemal mo~ration) 있는 분석이다(Kotter & Heskett. 행위의 달성 뿐만 아니라 섣수의 

또는 외부 적응{앉tem외 때aptation)을 1992: Sathe. 1985a) 감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Schein. 

지닌 문제들로부터 발생한다(Schein. ‘Visioning’을 최대한 유지한다 즉 1993) 

1985) 사람들을 미리 정해진 틀로 

외부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강요하지 않는다(Miles. 1997)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이 MJVll핑 wi thout lJlI{reezll쟁 Alternatives to refreezing 
중요하다(Deal & Kennedy. 1982: 

‘정적 충격 (positive shock) 사용을 재결벙 (refreezing)은 가능하지도 
Kroeck. 1994: Wegbreit. 1992: 

Wind & Martin. 1998) 
사용한다 즉 새로운 행위에 대해 적절하지도 않다(Argyris. 1993) 

벤치마킹 및 지속적인 철저한 평가를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보상을 통적인 불균형 (dynamic im벼때lCe) 

통한 현실 직연으로 해벙한다(Miles. 
제꽁한다 이것은 기존 행위가 /비평형(dis때Jilibrilll미 을 유지하는 

1997) 
직접적인 도전을 받지 않고 것이 중요하다(Ghoshal & Bartlett. 

선임 관리자들은 인지된 위기를 
대체됨을 의미한다(R. Gable. 1992) 

신중하게 창출할 필요가 있다(Hurst. 
~rson머 communications. Ap띠 17. 문화의 가장 심층적 수준(신념과 

1995: Kotter & Heskett. 1992) 
1998) 가치)만이 재결벙되어야 한다 

다양한 시나리오 계획에 관여하면， 
존재의 파괴가 아닌， 존재하지 않는 (Wegbreit. 1992) 

위협이 인식된다(de Geus. 1997) 
것을 창출하는데 초점을 둔다(Goss 조직은 변화가 지속되는 적응적 

Pascale. & Athos. 1993) 가치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Miles. 
내부 변화 담당자를 난제에 1997) 
직면시키며， 이들을 중요한 위치에 

두고 저항세력에게 

홉수시킨다(Strebel. 1999) 

Unfreezing('behaviorshjft" focus} 

부적 충격 (negative shock) 을 

사용할 것 (Van de Ven. 1993) 
상황- 전략， 구조 및 절차 퉁을 

변화시킬 것(Beer. Eisenstat. & 
S~ctor. 1990: Kanter. Stein. & 
Jick. 1992: 않1ein. 1985: Voψnan. 
1996) 

자료원 Sathe & Davidson(2000. p.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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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를 정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주장듭에서 탈피하여 동적인 개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문화 다이내믹스 이론(cultural dynamics theory)에 따 

르면(예， Hatch , 1993) 주관적인 인간 경험과 그의 상호주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문화 

변화의 이해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고 하였다(Hatch ， 2000) 문화적 다이내믹스 판접음 

개발함에 있어서 Hatch는 Schein 모텔에 대해 2가지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하였다 

첫째， 상징이 새로운 요소로 도입되며， 둘째， 문화의 요소(가정， 가치， 인공불 및 상정) 

보다 이뜰을 연계시키는 관계가 더욱 중섞이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문화에 대한 정적 개 

념에서 동척인 개념으로의 천환을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Hatch는 문화요소들간의 관계 

를 프로세스로서 기술함으로써 다이내미즘(dynamism)의 관점에서 Schein의 이론음 재 

형성하는 것이다 

Schein의 관점은 인공물과 가치가 기본 가정에 대해 나타내는 것에 초접윤 두지만， 다 

이내빅 관점은 가정， 가치， 인공물， 상정 맛 이틀윤 떤겨l하는 프로세스에 의해 문화가 구 

성되는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Schcin은 문화변화 또는 변화가능한 방식에 대 

해 설명하였고 다이내믹 관점에서는 통일한 프로세스의 결과로서 안정성과 변화를 인식하 

고 있다 현재까지 조직문화변화의 방법에 대해 수많은 학자뜰이 언급하였다 무엿보다 

중요한 점은 조직이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 변화플 이끌어내고 문화변화를 지속적으로 추 

진해 나가는 것이다 

N. 문화변화의 측정 

1980년대 중반부터 연구자와 실무가들은 문화에 관한 모든 정보를 관리적 툴(managerial 

tool)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기 시작했디 이러한 측면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문화변화 측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변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데에 있어 문화 

그동안 조직 이 시작한 다양한 문화변화 프로그램이 있 측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어 왔지만 조직문화에 대한 세분화되고 관찰 및 측정이 가능한 특정을 구체화하려는 노 

력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였다 팀 수준， 집단풍토에서는 문화와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 

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으나， 작업집단에서 공유된 문화의 심층적 수준에 초점을 둔 연구 

들은 거의 없었다(Anderson & West , 1994;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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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관점 및 문화변화를 이해함에 있어 Wilkins와 Dyer의 연구(1988)에서 

는 설문지가 상대적으로 유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제 그 문화를 직면하기 

전에 연구자들이 개발한 특정 도구가 특정 체계를 파악하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연구자들이 특정한 문화에 몽입한 후에 설문지 

를 개발하여도 민속지학적인 노력 (ethnographic effort) 이 요구되는 노동 집약적인 요 

구사항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설문지는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더욱이， 산출 결과는 다른 

조직으로부터 나온 설문지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민속지학적인 방법 

(ethnographic methods)이 보다 적절하며， 역사적 방볍 (historical method)은 시간을 

두고 비전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방법은 참여자의 관점으로부터 거리를 두 

게 한다 몇몇 참여자 기록 역사(participants record history)에는 특정 관점만이 제 

시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모든 조직문화가 동일한 방법 또는 프로세스를 사용하면서 변 

화됨을 제시하는 기존 연구의 전통적인 관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러한 관점은 

조직 간의 그 지향성 및 변화의 방법， 대안적 문화적 체계의 경험과 사건의 해석에 있어 

서 문화적 차이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화변화측정과 관련된 방법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캘적인 측정 방법과 양 

적인 측정방법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Rep Grid 방법을 통한 문화 

구성개념 측정， 사례연구(case study) 및 실증연구(attributional analysis)과 같은 

질적인 방볍을 중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Repertory Grid 분석방법은 Kelly의 개인 구성개념 이론(Personal Construct 

Theory)에 바탕을 두고 있다. Repertory(Rep) Grid 분석은 반무의식적인 신념 및 가 

치에 대해 가능한 통로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문화 연구와 관련 있는 것으로 구상되어 왔 

다. Rep Grid가 질적 방법으로 파악되는 이유는 조직 내의 개인들이 서베이에서 연구 

자가 제시하는 것이 아닌， 그들 자신의 구성개념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상황적 관련성 (contextual relevance)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법을 사용한 연구 

자들은 개인으로부터 도출하여 조직의 문화를 정의하는 공유된 신념 (shared beliefs)과 

가정 (assumptions) 에 대한 모습을 설정하는 문제를 인식하였다 이것은 내용 분석 

(content analysis)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개인들 간의 구성개념을 범주화하는 방식과 

대치된다. 문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서의 방법과 연결된 어려움은， 구성개념을 도출하 

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요소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Locatelli와 West (l 992)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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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결과(organizational events)의 서로 다른 종류릎 사용하였고， Langan-Fox외 

Tan (1 997)은 조직 변화 개입 (intervention) 이전과 이후의 서로 다른 문화를 요약하 

는 것으로 보여지는 서로 다른 개인을 사용하였다 요소들의 서로 다은 종류는 구성개념 

의 종류에 대한 서로 다른 함의를 가칠 갓이며 연구자 및 섣무자들의， 문화의 구성요소 

와 처리 방식에 대한 기본이 되는 가정을 반영할 것이다 

Repertory grid technique (Rep Grid)릎 실무에 적용시키빈 카운슬링 (counselling) , 

종업원 선발， 직무 모티베이션 분석(예， Dalton & Dunnctt , 1990 , Foumier & Payne ‘ 

1994: Gordon & Langmaid , 1988: Ja마owioz ， 1990: Neimeyer , Leso , Marmarosh 

Prichard & Moore , 1992)등의 여러 까지가 여기에 포함된다(Langan-Fox & Tan , 

1997) 그러나 조직문화에서 Rep Grid듭 섣제로 사용한 논문은 거의 없다 Rep Grid 

를 사용하는 이점은 우선 이것이 다양한 구체적 실례를 사용한 문화적 규범， 행위 벚 까 

정을 명시화하는 유용한 구조를 제시하고 경영자뜰이 조직 문화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조사자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 그들이 의미하는 바를 병확히 상술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연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반←구조화된 면접에서 쉽게 명시되지 않 

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Rep Grid의 사용은 방법론적 고려사항에 대한 

고유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소수의 참여자틀이 제시하는 문저l는 도출된 구성개념의 

많은 수와 몇몇 참여자틀에 걸친 정보 결합의 필요성 때문에 발생한다 Jankowicz 

(1 990)는 몇 가지 집합 방법 (methods of aggregation)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하나 

는 몇 가지 집단 논의 포뱃 (group discussion format)에서 구성요소(elements)와 구 

성개념 (constructs)의 논의와 관련된다 느낌， 가정， 신념， 가치와 같은 공유된 요소 

(shared elements)로서 정의되는 문화의 맥락에서 관련되는 것들이다 

두 번째로 사례연구를 통한 방법을 들 수 있다‘ Smircich (1 983c , p. 62)는 조직문화 

를 연구하려는 연구자들은 집단 구성원이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합의된 의미 (consensus 

meanings)를 학습하고 그러한 의미 체계 속에서 표현된 주제의 관계 (thematic 

relationship)를 규정 (articulating)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연구를 조직화하는 

적절한 수단은 조직문화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사례연구(case-study) 이다(예， 

Ackroyd & Crowdy , 1990: Hopfl , Smith , & Spencer , 1992: Kunda , 1992: 

Ogbonna & Wilkinson , 1990) 

사례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표상으로 종종 간주되어 왔다 사례연구는 복잡한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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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환경에서 단일 또는 집단， 

한 정멸 조사와 관련되어 있다 

기법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7.- ;<J 
~Î 또는 산업 등과 같은 적은 수의 연구 대상에 대 

사례연구는 인터뷰， 관찰， 질문지 , 서면 자료 등의 특정 

Hartley (l994 , p. 21 1)는 사례연구 방법론(case-study 

methodology)은 ‘조직에서 표명된 사회적 프로세스’를 탑색할 때 적절하고， 조직의 전 

형성 (organizational t,ypicality) 연구가 아닌， 드러나지 않는 행위와 같이 평범하지 

않은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고 하였다 더욱이， 사례연구를 통해 

서 심층 이해를 할 수 있고(Geertz ， 1973) , 연구현상에 대한 상황적 의미 (contextual 

sense)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으며 (Miles , 1979) , 이콘 개발에 대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Van Maanen , 1979a; 1979b)고 하였다 

Pennings와 Gresov (1986)는 환경변화가 기본 가정의 변화를 요구할 때 조직이 직 

변하는 어려움의 사례로 AT&T사찰 들었다 Kotter와 Heskett( 1992)은 거대 조직에 

서 주요한 문화적 변화에 초점을 
<= ~ ,..lL. 107}지의 사례를 구체화하고 연구하였다 

Sathe (l 985b)는 Matt Holt의 사례를 들어 문화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려면， 행위변화 

의 방법들이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행위변화의 모티베이션은 내 

재작 동기요인을 기본으로 해야 하며， 배타적 또는 지나치게 외재적인 형 태 (extrinsic 

[orms)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Silvester , Anderson 그리고 Patterson (1 999)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다른 생산조직과 마찬가지로， 그 기엽이 전략적 품질관리 (Total 

Quality Management)의 영역과 일치하는 계획된 문화변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 

하였음을 알 수 있다 Ogbonna와 Harris (l 998)는 Westco라는 회사 사례를 들어 문 

화변화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귀인분석의 방법을 들 수 있다 조직문화와 문화변화 측정하기 위한 연구자 

들의 시도는 설증연구를 보조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의 부족으로 지연되어 왔다 귀인분 

석 (attribution analysis)은 자료수집 (data collection) 전략이라기 보다는 자료 분석 

(data analysis) 전략이다‘ 자료는 보통 개별 인터뷰 사본( transcript)을 통해 수집되 

고 특정 귀인의 사용 목적으로 분석되는데， 이를 테면 사건의 원인은 시간에 따라서는 

안정적이고 변화에 대해서는 수정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Silvester et al ‘’ 1999) 

이 방법은 문화에 대한 보다 섬층적인 설명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되지만， 문화 

자체를 측정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도까지， 문화 분석방법의 유용성은 아 

직 미개척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된) 발표 논문을 살펴보면， 섣제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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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사용되였고， 이미 이루어진 귀안에 대한 서로 다른 종류의 설명음 많이 하고 있 

는 강조집， 그리고 이를 집단에 따라 비교하는 것에 대한 섣질적인 설명은 없다 따라서， 

범주화(categorization) , 계 량화(quantification) , 평가의 신뢰성 (rc!i abilities of ratings) 

에 대한 사안은 조직 프로세스에 대해서 심층 분석에 있어서 관심 있었던 것을 보다 더 

피상적인 것으로 만들게 된다 

Sil vester 등(1 999)은 기본적인 분석단위 (fundamental llnits of analysis)로서 인 

과적 귀인 (causal attriblltion)을 집단과 조직 구성원둡간 문화적 신념 (cultural 

be!i efs) 이 전탈되고 공유되는 수단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을 구체화하는 조직문화에 대 

한 사회 인지적 모형 (socio-cognitive modcl)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국적 재 

조 조직 내의 문화변화 프로그램 (culture change programme)과 관련된 핵심 이해관 

계자 집단(key stakeholder groups)이 수용하는 신념을 계량화하기 위해 귀인분석법을 

사용한 실증연구를 제시하고 았다 이 조사는 귀인분석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 방법돈은 

구체화(identification) ‘ 발웨 (extraction) , 문화변화 프로그램에서 주요 이해관계자 

집 단(stakeholder grollp) 의 개인들음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된 면접 기간에 생성된 

‘ spoken attriblltions’를 코멍하는 것과 관련된다 즉，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의 구 

성원이 수용하는 귀인의 패턴을 계량화함으로써， 성공적/비성공적인 조직 변화의 원인과 

관련하여 공유되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인과적 신념 (callsal beliefs)을 구체화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른 이들은 보여 주고 있다 결국， 귀인분석은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 

론적 접근방식이므로， 문화변화의 분석 (analysing) , 측정 (measuring) , 二l ‘트레 

킹’ (tracking)과 관련된 잠재적 장정과 단점에 대한 세부적 토론이 제시된다 

한편 문화변화가 실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여러 방식이 존재한다 ‘진정 

한. 문화관리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이전 연구들은 종업웬의 가치에 대한 교체 

가 관리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했다면 문화변화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보았 

t:HAnthony ‘ 1990: Krefting & Frost , 1985: Legge , 1994) 결과적으로， 단지 

행위변화를 발견한 연구를 바탕으로 1990년대에 많은 학자들은 완전한(가치-수준에서) 

문화통제가 실행가능하지 않다고 하였다(Anthony ， 1990: Legge , 1994: Willmott 

1993) 그러나 종업왼 가치에 대한 몇몇 변화의 근거를 제시하는 Ogbonna와 Harris 

(2002)의 연구에서는 상당한 노력과 적용 이후에 가치 수준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발생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직 또는 문화변화를 논의할 때 이것은 조직 전체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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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서 진정한 변화를 의미한다CDeal & Kennedy. 

sense)에서 이것은 조직의 사람들을 새로운 역할 모형 영웅(new role-model heroes) 

으로 동일시하는 것이다 

1982) 

64 

즉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서로 다픔 식무 의려1찰 수행하고， 

서로 다른 칠문을 하는 등 이러한 행위가 조직내 모든 사람들에게 관여될 수 있을 정도 

로 널리 마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종류의 뿌리 깊은 문화변화는 이루는데 매우 오 

시간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 가장 의미있는 변화가 시장 지향성’(marketing 랜 

orientation) 또는 보다 더 ‘비용 효과적’ (cost effecti ve) 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변혁 

(cultural transformation)과 관련된다 

Sathe( 1985b)의 문화변화 모형에 따르면 행위플 변화시키는 것이 문화변화의 중요한 

단계라고 보았지만. Ogbonna (l 992)는 보다 더 심층적인 문화적 이슈에 신중해야 한다 

고 하였다. 예흘 틀어. Sathe는 외부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개얀 내부의 무 

의식(inner consciousness) 에서의 변화륜 의미하지는 않는 행위 변경 기법 (behavior 

전자의 경우는 문화의 modification techniques)에 의존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영구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일시적인 변화흘 의미하고 후자는 

HRM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내부적인 HRM 정책에서 일관성 (consi stency)은 가치의 공유 

뿐만 아니라， 사람틀이 그러한 처치( treatment)가 공정하고 일관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신뢰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려나， 행위에 있어서 영구적인 변화가 문 

화변화를 측정승F는 척도가 된다면(Ogbonna. 1992). 몇몇 행위변화 기법은 그러한 변화를 

장출할 수 있다. 더욱이. Sathe의 논리의 단계는 그러한 변화를 창출할 수 었다 

문화가 매우 개방적이라면， 사람들이 새로운 신념과 가치관을 수용할지 한편， 현재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문화의 개방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에， 사 

통
 

신념과 가치관만을 수용하게 되고 문화변 

리더십과 시스템(구조， 측정， 

행위변화를 실행시킬 수 있 

조직의 

않고서도 

또한， 

초래하지 

람들은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느끼는 새로운 

화를 감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된다 

제， 인센티브 등)은 어떠한 문화변화를 

문화변화는 새 

로운 행위가 조직 리더십이나 시스템으로 귀인될 수 없을 때에만 긍정적으로 추론될 수 

있다. 문화변화에 대한 좋은 검증은 그러한 변화 창출을 지원했던 리더가 떠나거나 거기 

문화변화와 항상 대응되는 지표는 아니다(Sathe. 1985b) 기 때문에， 

에 사용된 시스템이 한 차원 더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행위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통해 

서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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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앞서 기술한 바대로， 문화변화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몇 가지 결론플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모든 상황에 적합한 단일한 문화변화 방볍이 존재한다기보다는 문화변화의 

대상， 수준과 주체 및 조직의 성장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변화의 방식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첫째， 문화변화방법은 각 조직의 핵심 맞 역가능적인 문화의 요소륜 파악하고 운화의 

수준 및 기업환경변화에 따라 변화의 대상을 선정하는 등 조직내 · 외부 환경에 따라 차 

별화된 변화의 방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서숭한 문화변화의 

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기업의 내 · 외부 상황에 따라 문 

화변화의 대상을 2가지로 분류해 관리 또는 변화시컬 수 있다 즉 선행적 변화블 풍해 

정쟁우위를 창출할 수 였는 대상과， 대응적 변화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화대상 

을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산엽별로 문화가 다흘 수 있음에 따라 댄화대상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business portfolio l를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성장 또는 성숙기에 문화변화를 실행하여야 하며， 학습주기 및 성장단계에 따라 

변화속도를 조절하되， 학습조직 구축을 통하여 지속적인 변화가 장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문화변화를 시도하는데 있어서 그 시기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이제까지 

조직의 문화변화는 주로 쇠퇴기나 성숙기 발기에 이루어졌던 것。l 보통이다 그러나 성 

장기나 성숙기에 성과의 순환에 따라 상승 국면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선행적 변화를 시 

도하여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셋째， 처음에는 최고경영자 주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다가 그 후에 관련된 특정 부서 주도로 변화를 계속하여 마침내는 전사 

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항상 인식하고 이를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조직을 학습조직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끊임없이 인식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변화는 컨설턴트와 같은 외부 평가자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컨설턴트는 경영자의 변화 의지와 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촉진자(facilitatorl 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록 강력한 변화구심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변화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 

최고경영자는 항상 그 중섬에서 여러 이해관 

계자들로 구성된 변화 집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넷째， 변화와 관련된 계획은 시스템의 준비정도(readinessl 와 적합해야 한다(Be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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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ton. 1987) 여기서 준비정도란 집단 또는 조직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적， 시스템적인 능력을 말한다 프로그램에서는 저항이 강하고 준 

비가 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 변화괄 요구하기 보다는 변화가 가능한 곳을 구체화시켜 

야한다， 

다섯째， 변화의 기간과 관련해서 문화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 

속적인 변화의 독특한 특성은 여러 단위들에 걸쳐 동시에 발생한 적은 규모의 지속적인 

적응이 실질적인 변화를 누적해서 창출한다는 접이다 또한 계속적 변화의 개념이 상대 

적으로 새로운 것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범위가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그 영역에 대해 

얄 수 있도록 이용가능하며， 이론가들과 학자들로 하여금 고찰한 현재의 지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까지 서술한 대로， 이처럼 문화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각 기엽은 강력하 

게 변화를 주도할 변화 담당자와 함께 경영자의 승계 또는 리더의 교체를 통해 이를 실 

행시킬 수 있다 즉， 리더십의 교체나 보상시스템의 변경 등 문화변화의 대상을 달리하 

여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각 시스템의 연계， 변화의 속도 조절(접진적 변화와 급진 

적 변화) . 학습순환 주기에 따른 변화 등 각 기업의 실정에 맞게 문화변화의 방법을 선 

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화수준 요소간의 상관관계， 전략변화 시점에서의 문화변화 

의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화변화의 다섯 

가지 원칙은 각 영역별로 유기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제시되어야 한다 변화 노력의 핵심 

은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상호 

연결하는 것이다 변화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부분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 할 것 

인지， 한 요소가 변할 때 다른 요소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의 순서와 속도가 전체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문화변화 역시 주체， 변화대상 및 변 

화방법， 변화의 시기 빛 속도 등이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변화에 

대한 저항 역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인식을 섬 

어주면서 변화에 대한 펼요성을 조직 전체 차원에서 긴박감 있게 전달한다. 

이에 향후에는 기존 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문화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틀을 가지고 이를 조직의 상황， 즉 성장단계나 조직의 비전과 전 

략 등에 적합하도록 유연하게 적용시켜야 한다 문화변화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면 이 

에 대한 변화의 노력 역시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외부 빛 내부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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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가장 적합한 문화변화 방볍을 최고 경영진의 지원 하에 변화 담당자가 주도하고 이 

를 조직 구성원들이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푼화변화의 새로운 프레임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문화변화는 조직변화와 연계된 새로운 이론적인 틀을 구축할 펼요가 있다 변화 

영역에서 이론 구축(theory building)은 항상 약했다‘ 。l 까1 -'2-, ~~ 외부 힘 (external 

forces) 이 어떻게 변화의 기회릎 창출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필요가 있다(Beel 

& Walton ‘ 1987) 조직을 변화시킴에 있어서 단일한 방법이 있다고 가정하기 보다는 

기술과 가치에 맞는 조직 변화의 상황 이론(contingency theory) 블 개발해야 한다 J 

러한 이론은 조직의 딴전단계에 적합한 대안적인 변화 전략을 상술할 수 있디 。17，1 으 
，~ ~ 

다른 。l론보다 시간 프레임 (time frame)을 보다 더 명확하게 다푸며 "-1 더십 빚 자문의 

멸접한 연속성이 효과적인 적응과 어떻게 관련되는지틀 말해줍 것이다 즉 모든 조직이 

직변하는 수많은 위기들을 경영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기}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조직 적응의 이론(a theory of organizational adaptation)을 펼요효 한다 

이러한 지향성에 적합한 가장 우선적인 연구 방법은 정확하게 답블 줍 수 없는 일반 파 

학의 그것이 아니라， 사용가능한 지식을 창출하면서 ..!1~다 더 광범위한 종단적 설겨l 

Oongitudinal designs) 이다 또한 보다 더 긴 시간적 프레임블 가지고 사긴 (ppisode) 

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고유한 불과 패러다임의 기술윤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변화 연구의 측정과 관련하여 질적인 연구방법과 양적인 

또한， 문화변화의 프 연구방법을 흔함한 종단적 연구의 설시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로세스플 위한 조직의 종단적 연구는 성공적 변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어떤 변화 프로세스 또는 프로세스의 결합이 표과적이며， 어떤 환경에서 특정 프로세스 

가 다른 것보다 더욱 효율적인지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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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the Studies on Effective Change 
Methods of Organizational Culture 

Abstract 

Park , Won-Woo 
Seong , Jee Young" 

This paper focuses on culture changc mcthods linkcd with the levels of 

culture and then seeks to cxamine culture change methodology. By reviewing 

thc definition. background thcorics and methods of organizational culture 

change. it raises a question about how organizational culture method is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 period of timc. time to change and 

change agent and explore the linkage of organizational change. This paper 

reviews the qualitative methods such as Rcp Grid. case study and 

attributional analysis. Based on thcse studics. it proposes altcrnatives 

methods as follows. The key to effective change is to understand that 

changes in structures. processes. and systems should be linked with specific 

changes in behavior directly related to performancc and the achievcment 0 1' 

strategic objectives. To change culture effectively. each company can changc 

culture by selecting the change methods. such as changes in leadership. 

paradigm changc and reward systems. Culture change method must suit for 

the readiness of system. change agents. time to change and organizational 

growth stage. This paper contends that continuous appraisal and improvement 

is necessary to change culture by turning to learning organization.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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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mphasizes that criteria and frameworks are essential for 

assessing the culture change which actually occurred and stress on the 

longitudinal study which combine both qualitative methodology and 

quantitative methodology in the future 

Key words: Organizational Culture , Culture Change , Culture Change Metho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