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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연구방법 W‘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의 목적은 Kilmann과 Saxton의 문화차이분석설문으로 측정한 이상 현실 간 문화차이 

가 조직볼입， 직무만족‘ 이직의도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를 밝히는 것이다 Kilmann과 

Saxton의 문화차이설문은 실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이 활용되어 본 측정도구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척은 없다 본 연구는 문화규범과 조직가치가 서로 공통적 

으로 조직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개인-조직 적합성 연구와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개인←조직 적합성 연구는 주로 조직볼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간의 관 

계에 대해 연구되어 왔는데， 문화차이도 개인 조직 적합성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가를 실 

증해 보았다 연구결과는 예상했던 바대로 개인→조직 적합성 연구에서와 같이 문화차이가 조직몰 

입， 직무만족. 이직의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개인→조직 적합성 연구에서는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대해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문화차이는 이직의도에 대해 직 

접효과는 없고 단지 직무만족과 조직올입을 통한 간접효과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 서론 

문화차이 분석기법 (The Kilmann-Saxton Culture-Gap Survey)(Ki lmann. 1989: 

Kilmann & Saxton. 1983)은 희망상태와 현재상태 간의 문화차이 (cul ture-gap)를 

•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l 



2 勞使關{系하m. 제 17권 

파악해 내는 측정도구이다. 이 설문지는 동서양의 여러 문화권을 거쳐 30여 종류의 산 

업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현재시점에서 특정조직 

의 문화적 특성을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래 희망하는 문화와 현재 문화상태 

간의 차이를 나타내 줌으로써 경영자로 하여금 어디에 경영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경 

영의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문화차이 분석기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실무계에서 아주 많이 활용되어 오고 있다 

이처럼 문화차이 분석기법이 실무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 

서는 아직까지 문화차이 분석기법이 본격적으로 연구된 적은 없다 Kilmann (l 989)에 

따르면， 문화차이 분석기법으로 측정한 문화차이가 클 경우에는 구성원의 사기나 업무성 

과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문화차이가 크게 발생한 분야나 부 

서에 대해 경영진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작 이 

를 뒷받침할만한 학계의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Ki lmann (l989) 

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관련 이론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Kilmann (l 989)의 주장을 개인 조직 적합성 연구의 연장선에서 분석해 보 

고자 한다 개인-조직 적합성에 관한 종합적 문헌연구틀(Kristof-Brown et a l.. 

2005; Kristof. 1996; Verquer. Beehr. & Wagner. 2003)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 

속된 조직의 조직가치와 개인의 조직가치 간의 차이가 클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볼입 수준 

이 저하되고 이직의도는 높아진다고 한다- 본 연구는 Kilmann (l 989) 이 주장한 문화차 

이와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를 개인-조직 적합성 연구에서와 같이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를 중심으로 하여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Tett과 Meyer 

(1993)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차이가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대해 어떤 인과구조를 가지는 지를 살펴보 

도록하겠다. 

ll. 문헌연구와 연구가설 

Kilmann ( 1989)은 조직을 개선 ·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지협적인 프로그램 

이 아니라 문화단계 (culture track). 관리기술 단계 (management skill track). 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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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단계 (team-building track). 전4구조 단겨1 (strategy-structure track). 보상 

시스템 단계 (reward system track) 와 같은 총 5개의 순차적 단계로 통합원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순차적 단계에서 Kilmann (1989) 이 맨 처음 단계에 둔 

것이 문화단계인데， 이는 문화관리의 증요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Kilmann 

( 1989)이 문화관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아래의 문장에서 잘 살펴올 수 있다 

‘문화는 가시적이거나 관찰가능한 대싱 이띤에서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힘이고.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사회적 에너지이다 “ (P. 50) 

조직이 효과적인 문화관리를 통해 긍정적인 문화유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 

는 향후 조직의 운명과도 직결된다. Kilmann (l 989)은 이룹 강조하기 위해서 문화유형 

을 크게 기능장애적 문화dysfunctional culture)와 적응적 문화(adaptive culture)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기능장애적 문화란 잘못된 행동방식을 고착시켜 향후 변화에 대한 

적응을 방해하는 문화유형을 의미하고， 적응적 문화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항상 

찾아내도록 하여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문화유형을 의미한 

다 따라서 Ki lmann( 1989)이 말하는 문화관리란 언제나 기능장애형 문화로 전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적응적 문화유형으로 변화 · 유지시키는 관리를 의미한다 Kilmann 

(1 989)은 조직이 이상과 같은 문화관리 노력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관리할 사항 

으로 문화규범의 관리 (managing cultural norm)를 들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Ki lmann 

(1 989)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문화는 이야기， 의려'1. 상정， 슬로건. 노래 등을 통하여 스스로 명시할 수 있지만， 기능장해플 

일으키는 조직행동의 방향을 바꿀 수 았는 것은 규범플 관리함으로써 가능하다." (P. 55) 

문화규범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단계로 현 

재 조직의 설제 문화규범을 표면화시키고， 두 번째 단계로 희망하는 문화규범을 정립하 

고， 세번째 단계는 현재의 문화규범과 희망하는 문화규범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문화차 

이를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문화차이를 줄여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 과정은 현 

실과 이상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차이릎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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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네 단계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규범 차이를 파악해 낼 수 있 

는 측정도구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차이를 효과적으로 규명해 낼 수 있는 측정도구로 

제시된 것이 바로 Kilmann과 Saxton의 문화차이 설문(Kilmann-Saxton culture 

gap survey1 (Kilmann. 1989: Kilmann & Saxton. 19831이다- 조직문화의 측정문 

제는 조직문화 연구에서는 언제나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어느 조직문화 측정도구라도 

측정대상， 측정수준， 측정의 타당성 문제는 항상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조직문화 측정에 관한 Wilderom. Glunk와 Muslowski(20001의 리뷰를 참조해 보면， 

Kilman과 Saxton의 문화차이 설문은 비록 연구가 많이 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희망적 

인 측정도구라고 인정받고 있다 

Kilmann-Saxton의 문화차이 분석기법에서 활용되는 조직문화 요소는 2가지 측면에 

서 구분된다. 수직 축은 기술과 인간으로 나뉘는데， 기숭이란 작업 그 자체와 관련된 것 

으로 일 또는 과업의 기술적/기계적 측면을 의미하고. 인간이란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 

일의 사회적/개인적 측면을 의미한다 수평축은 단기와 장기로 나뉘는데， 단기란 조직 

내에서 매일 매일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장기란 일상적인 것보다는 조직의 

발전이나 개인 대 조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축에 의하여 조직문화 요소가 네 가지로 구분되는바， 그 내용은 다 

음과같다‘ 

과업지원(task support1 일의 능률과 관련하여 부서간에 또는 부서 내에서 서로 정 

보를 얼마나 공유하고 얼마나 협조하려 하는가를 나타내는 요소 

과업혁신(task innovation1 일과 관련하여 창조성 또는 혁신성이 얼마나 발휘되는 

가를 새로운 일을 하는 정도와 일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정도를 통해 얄아보는 요소 

사회적 관계 (social relationships1: 조직 내에서 동료간에 또는 상하간에 얼마나 사 

귀고 어울리는가를 나타내는 요소， 

개인적 자유(personal freedom1 자기표현의 정도를 포함하여 개인적인 자유 또는 

자율성이 허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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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mann-Saxton의 문화차이 분석기법에서 문화차이의 측정은 문화규범을 관리하기 

위한 4단계 절차를 따른다 과업지원， 과업혁신， 사회적 관계， 개인적 자유라는 네 가지 

문화요소 각각에 대해서 먼저 현재상황을 파악하고. 다음단계로 이상상황을 파악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현재상황과 이상상황과의 차이를 계산하여 문화차이를 구하게 된다. 이 

렇게 구한 문화차이는 경영자로 하여금 어디에 경영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경영의 방 

향성을 제시해 준다 

Kilmann(1989)은 현실과 이상 간의 문화차이가 양의 값으로 크면 클수록 현재의 조 

직문화가 구성원의 사기나 성과에 방해요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조직구성원이 바라 

는 문화규범에 비해 현실의 조직규범이 못 미치는 경우에는 조직구성원 및 조직에게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는 문화규범과 조직구성원 간의 행동에 

서 살펴볼 수 있다‘ 조직구성원이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 동의할 때 조직규범 

은 조직 깊숙이 자리잡게 되고， 문화규범이 일단 자리 잡게 된 상태에서 문화규범이 위 

반되었을 때는 즉각적이고 강하게 행동수정의 압력이 가해진다(Kilmann. 1989) 문화 

차이가 크다는 것은 자신이 선호하는 문화규범과 조직 전반에 걸쳐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화규범 간의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문화차이가 클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양식과 조 

직이 바라는 행동양식과의 마찰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었다 따라서 문화차이 

가 큰 경우 조직구성왼 입장에서 행동의 제약을 많이 느끼고 동시에 조직으로부터의 맙 

력이 커지게 됨으로써 조직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 

조직구성원의 조직 내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범이외에도 조직가치가 

있다 조직문화와 조직구성원 간의 적합성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 O'Reilly. Chatman 

과 Caldwell (1 991)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 적합성은 조직가치와 개인가치 간의 

적합성을 의미하며， 이 적합성이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 연구되었다. 이 연구는 특히 조직문화와 조직구성원 간의 적합성을 다루면서 조직문 

화를 조직 내 공유된 가치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0 ’Reilly 등(1991)이 이런 접근 

방식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가치가 문화의 속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Kilmann (l 989)의 문화차이 분석기법과 0 ’Reilly 등(1 991)의 개인-조직 적합성 연 

구에서의 OCP 양자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은 문화규범이든 조직가치이든 양자 

가 조직 내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동시에 행동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조직문화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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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문화와 개인의 규범 혹은 가치와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조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먼저 Kilmann (1 989) 

은 조직구성원에 따라서 문화차이 인식 정도는 다를 수 있고， 이렇게 인식된 문화차이는 

본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성과달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다음으로 0 ’ Reilly 등(1991 )의 연구에서는 가치 차원에서의 개인 조직적합성이 낮 

은 경우에는(다시 말하면 조직가치와 개인의 가치 차이가 클수록) 직무만족， 조직몰입 

수준을 떨어지고，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Kilmann (1 989) 

의 문화차이는 0 ’Reilly 등(1 991)의 연구에서 사용된 OCP 상의 가치차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Kilmann (1 989)이 문화차이 

의 효과를 0 ’Reilly 등(199 1)이 다룬 개인 조직 적합성 연구의 연장선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개인-조직 적합성 관정의 연구는 조직-환경 적합성 (person←environment fit) 연구의 

하워 개념이다(Kristof-Brown. Zimmerman. & Johnson. 2005). 개인-환경 적합성 

연구의 하위 개념으로 개인-직무 적합성 (person-job fit). 개인 조직 적합성 (person 

organization fit). 개인-집단 적합성 (person-group fit). 개 인-상사 적 합성 (person

supervisor fit) 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가 바로 개인 조직 적합성 

연구이다(Kristof-Brown et a l.. 2005) 개인 조직 적합성 연구도 세분화하면 목표 적 

합성 (goal congruence)(Vancouver & Schrnitt. 1991). 가치 적합성 (value congruence) 

(Boxx & Odom. 1991; Harris & Mossholder. 1996; Judge & Cable. 1997; 

Meglino. Ravlin. & Adkins. 1989). 욕구구조 적합성 (needs-structure fit) 

(Bretz. Ash. & Dreher. 1989). 성격-조직풍토 적합성 (personality-climate fit) 

(Christiansen. Villanova. & Mikulay. 1997)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가 

치 적합성 관점에 기반하여 Kilmann (1 989)이 문화차이의 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문화규범이든 조직가치이든 간에 이들은 조직구성원 

의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행동방식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션호하는 가치 

및 규범과 조직의 현재 가치 및 규범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조직 내 개인의 행동 제약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조직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결과가 발생할 것이란 점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가치 차원의 개인-조직 적합성에 종합적 문헌연구(Kristof-Brown et a l.. 

2005; Kristof. 1996; Verquer. Beehr. & Wagner. 2003)의 결과를 살펴보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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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와 아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기서 

일단 문화차이와 이직의도 간의 관게는 이후에 논의로 미루고， 먼저 문화차이와 직무만 

족 벚 조직옴입과의 관계는 선행연구결과달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은 관세릎 예상해 불 

수있다 

가섣 1 문화차이 인식이 클수독 조직볼임은 낮아칠 것이다 

가설 2 문화차이 인식이 클수록 직무만족은 낮아진 것이다 

개인 조직 적합성과 문화차이라는 변수륜 지1외하고 순수하게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듬을 샅펴보띤 이틀간에 선후관계가 존재하는 갓으호 보인 

다 이런 점은 직무만족， 조직볼입，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대해 메타분석윤 살시한 Tett 

과 Meyer( 1993)의 연구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Tett과 l'v!eycr (1993 ‘ pp. 260-

261)의 이판정랴 부분을 참조해 보면， 직무만족， 조직볼입，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판전은 ‘직무만족 • 조직블입 • 이직 

의도’라는 식으로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가 조직뀔입에 의해 매개될 것이랴는 

것이다(Porter ， Steers , Mowday , & Boulian , 1974)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직무 

만족에 비해서 조직볼입이 개발하기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변화에 대해서 더 안정적 

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Porter et a l., 1974) 두 번째 관점은 조직볼입 • 직무만족 

• 이직의도’라는 식으로 조직볼입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닫 직무만족이 매개할 것이라는 

관점이다 마지막 서l 번째 관점은 조직볼입과 직무만족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다 직무만족에 관한 Spector (l 997)의 문헌연구와 조직팔업에 

대한 Meyer와 Allen (l 997)의 문헌연구플 잠조해 불 때，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적어 

도 이직의도에 대해서 선행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직볼입과 이직의도 그리고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각각의 관계에서 있어서는 조직올입과 직무만족이 이식의도의 선행 

요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가셜 3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칠 것이다 

가설 4: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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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 조직몰입 , 아직의도 세 변수 간의 관계는 Porter 등(Porter et a l.. 1974) 

의 주장에 입각하여 ‘직무만족 • 조직몰입 • 이직의도라는 식으로 직무만족과 이직의 

도 간의 관계를 조직몰입이 매개하는 것으로 예측하겠다 

가설 5: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는 조직올업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개인-조직 적합성에 대한 종합적 문헌연구(Kristof-Brown et a l.. 2005: Kristo f. 

1996: Verquer et al.. 2003)에서는 개인一조직 적합성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 

도 각각에 대해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관한 Tett과 Meyer (l 993)의 메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의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조직 적합성 연구결과에 나타난 적합성과 이직의도 간의 직접효과에는 상당 

부분 직무만족과 조직몰업에 의한 매개표과까지 포함된 결과라고 예상된다. 실제 개인

조직 적합성을 다룬 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각각을 종속 

변수로 놓은 독립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Adkins & Caldwell. 

2004: Chatman. 199 1: Harris & Mossholder. 1996: OReilly et al .. 1991: 

Van Vianen. 2000; Vandenberghe. 1999) ‘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만으로는 

적합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가 직접효과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을 통한 간접효과까지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 적어도 이직의도의 선행요인이라는 Tett과 Meyer ( 1993)의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문화차이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 

상할수 있다. 

가설 6 문화차이 인식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직무만족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가설 7: 문화차이 인식과 이직의도와 관계는 조직몰입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이상과 제시한 가설 1부터 가설 8까지의 내용을 연구모형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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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분석방법 

〈그림 1 > 연구의 개념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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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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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I도 

본 연구는 문화차이， 조식올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간의 석접 빛 간접 효과릎 분석하 

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틀 변수간의 얀과구조플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 

방정식 모형 (structural oquation modell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삭 모행을 테스트하 

기 위한 동계 패기지로는 AMOS 5.0룹 사용하였고， 가타 자료분석은 SPSS 11.0음 사 

용하여 시행하였다 

3-2 자료수집과 대상 

본사가 서울에 소재하고 몇몇 부서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기업 1개사룹 대상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004년 11월 중순 정에 섣문을 배포하여. 2004년 12원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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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을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총 1917H 였다， AMOS 5.0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느 측정항목에도 결측값이 하나라도 없어야 한다 그래서 측정항목에 결측값이 하나라도 

있는 설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디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크기는 

180이었다 

3-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문화차이，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이다 이틀각각의 

측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문화차이는 설문에서 제공된 척도릎 사용하였고， 나머지 변 

수들은 리커트 7점을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화차이 인식‘ Kilman과 Saxton의 문화차이 설문(Kilmann ， 1989: Kilmann & 
Saxton , 1983)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과업지원， 파업혁신‘ 사회적 관 

겨1 개인적 자유라는 4개의 조직규법에 대해， 조직구성원이 현재의 상황과 희망상황에 

대해 대답하도록 하여 측정한다 응당 망식은 A와 B ， 2개의 문항을 재시하고， 희망하거 

나 현재의 상황에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즉， A나 B 둘 중 하나를 선택) , 측 

정도구에 제시된 집계표륜 통해 값을 계산해 내는 방식을 따른다 문화차이 인식의 개별 

측정항목(item)은 파업지원， 과업혁신， 사회적 관계 개인적 자유 각각의 차왼에서 구해 

진 ‘현재상황’과 ‘이상상황’ 값의 차이값으로 구하였고， 이들 4개의 측정항목을 하나의 잠 

재변수Oatent variable)로 묶어서 문화차이의 값으로 사용하였다. 

조직볼입 Meyer와 Allen (l 997) 이 제시한 3가지 주뚜입， 정서척 월→입 (affective 

commitment) , 유지적 불입 (continuancc commitment) ’ 규범적 볼입 (normative 

commitment) 중에서 정서적 볼임을 사용하였다 Mcycr와 Allen( 1997) 이 제시한 정 

서적 볼엽은 총 8개의 측정항목으쿄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딩 조직에 부적합한 

둔항 3개칠 제거하고 나머지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용된 설문항목을 예로 뜰변， 

“나는 외부에서 우리 회사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즐긴다나는 실제로 회사문제가 나 

의 문제인 것처럼 느낀다 ”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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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 Cammann. Fichman. Jenkins와 Klesh ( 1983) 의 전반적 직무만족 측 

정을 위한 3개 항목 중에서 2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설문항목은 ‘나는 내 일에 

만족한다 .. 와 “나는 현 업무를 좋아한다”이다 

이직의도， 여려 이직의도 설문항목을 창조하여 2개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문항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 직장에서 떠날 의사가 었다 ”와 “향후 몇 

개월 사이에 타 직장을 알아볼 의사가 있다라는 2개 문항이다 

IV. 분석결과 

4-1 신뢰성과 상관관계분석 

5개 문항으로 측정한 정서적 몰입의 Cronbach ’ s alpha값은 0.812. 2개 문항으로 측 

정한 직무만족의 Cronbach’ s alpha값은 0.918. 2개 문항으로 0.918이었다‘ 모두 3변 

수 모두가 아주 높은 신뢰성을 보였다 과업지원， 과업혁신， 사회적 관계， 개인적 자유와 

같은 4개의 격차로 측정한 문화차이의 Cronbach ’ s alpha값은 744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만족한 만한 수준의 신뢰성을 보였다 

네 변수 간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표 1 >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 

평균 

1 정서적 몰입 4.584 

2 직무만족 4.861 

3 이직의도 3.789 

4 문화차이 인식 1.319 

주1) 위 변수들은 각 측정항목들의 평균값임 

주2) 표본크기 N ~ 180 
주3) + p < .1 ’ p < .05 .•• p < .01 

표준 
2 

편차 

1.070 l 

1.333 704" 

1.442 614‘* ‘ 595" 

1.473 358‘* 374** 

3 4 

1 

29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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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정모형 분석결과 

본격적인 가설검증에 앞서 각 변수들의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서 먼저 확정적 요인분석 (confï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시행한 확정 

적 요인분석의 카이제곱 값은 123.979(자유도=59)(p<.001)이었다- 카이제곱 값은 구 

조방정식 모형의 모형적합성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값이기는 하지만， 카이제곱 값은 

분포의 특성상 샘플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제한점이 았다(Bentler ， 1990: Byme , 

2001)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적합성 지수뜰이 함께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기초적합도지수(GFI: Goodness of Fit Index) , 수정적합도(AGFIl , 원소평균 

자승근오차(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표준적합도 

지수(NFI ‘ Nonned Fit Index) 등이 있다(Kel! oway. 1998). GFI. AGFI. NFI의 

경우는 0.9 이상의 값을 가질 때‘ RMSEA의 경우는 0.05 이하의 값을 가절 때 모형적 

합도가 우수하다고 평가된다(Kel!oway ， 1998). 

〈표 2) 확접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항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나는 외부에서 우리 회사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즐킨다 778 

나는 실제로 회사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느낀다 705 

나는 회사 사람들이 가족의 일원이 라고는 느끼지 않는다 
‘ 471 

(역코딩) 

나는 나의 회사에 대해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지지 않는다 
863 

(역코딩) 

이 회사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663 
나는 내 일에 만족한다 933 
나는 현 업무를 좋아한다 914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 직장에서 떠날 의사가 있다 783 

향후 몇 개월 사이에 타 직장을 알아볼 의사가 있다 894 

문화차이 인식 과엽지원 373 

문화차이 인식 과업혁신 616 

문화차이 인식 사회적 관계 773 

문화차이 인식 개인의 자유 839 
L 

• 위 값은 표준화 경로계수임 
•• 모형적합도 GFI~O.908. AGFI~O.857. NFI~ 898. RMSEA~O.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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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연구의 확정적 요인분석 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틀을 살펴보띤. GFI 값은 () 908. 

AG F'I 값은 0.857. NFI 값은 898. RMSEA 값은 0.078이었다 일반적으로 세시되 

고 있는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카지는 않았지만 대세로 수용할만한 수준의 IE형적합도룹 

보였다 획정적 요인분석 건파로 구해진 즉정항복과 잠재맨수 간의 표준화 세수핀 정려 

하면 〈표 2>와 같다 

4-3 구조모형 분석결과 

앞서 실시한 확정적 요인분석 결파가 수용할만한 수준의 모형적합도를 ]I~였기 때문에 

이어서 구조모형 분석을 선시하였다 구조모형 분식에서는 확정적 요인분식에서 확정한 

잠재변수와 측정문항과의 관계를 그대호 둔 채. (그럼 1)의 연구모형대로 정보뜰 추가하여 

분석윤 시행하였다 분석겹과로 구해친 모형적합도틀 살펴보면‘ 카이제곱값은 123.979 

(자유도 =59)(p<.001). GFI 값은 0.908. AGFI 값은 0.857. NFI 값은 0.898. 

RMSEA 값은 0.078로 나타났다 앞의 측정모형에서 언급한 바대로 이달 값은 일반적 

기준으로 제시되는 적합도릎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받아틀일 만한 

수준의 값이다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가 수용할 수준이기 때문에 가설에 제시하였던 개별 경로에 대 

한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촬 표로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3) 구조모형의 잠재변수 간 경로 추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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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t과 주장과 등(1 974)의 Porter 관계는 간의 이직의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즉 조직몰엽과 이직의도와의 Meyer (l 993)의 메타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는 보였다. 

관계(가설 3) .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와 관계(가설 4) . 직무만족과 조직볼입와의 관계(가 

설 5)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차이과 조직 

볼입 간의 관계(가설 1 )와 문화차이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가설 2) 역시 동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틀 보였다 따라서 가설 1부터 가설 5가 모두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마지막 

으로 문화차이 인식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 

다 즉 이들 간의 직접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힘뜰다 반면 가설 ]과 가섣 2가 통계적으 

로 지지되었으므로， 문화차이 인식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조직볼입과 직무만족에 의해 

서 매개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설 6과 가셜 7이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구모모형 분석결과를 그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구조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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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및 토론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Kilmann (l 989)의 문화차이 분석기법이 이전의 개인-조직 

적합성 연구와 상당부분 일맥상통한 결과플 보인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조직가치 츠느 • 1 

연의 개인-조직 적합성과 직무만족. 조작몰입， 이직의도와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 

(Adkins & Caldwell. 2004 Chatman 1991 ; Harris & Mossholder. 1996; 

Kristo f. 1996; Kristof-Brown et al 2005; o Reilly et al 1991 ; Van 

Vianen. 2000; Vandenberghe. 1999; Verquer et a1.. 2003)은 일관되게 개인 조 

7-1 
「 적합성이 이직의도，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는 바와 유 

사하게 Kilmann (1 989)의 문화차이 역시 이직의도，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대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차이 분석기법 (Kilmann. 

1989; Kilmann & Saxton. 1983)은 개인 조직 ，，~ "5，셔 
-, 닙 。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분석도구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은 기존 개인←조직 적합성 연구에 대한 새로운 기여점음 제공해 준다‘ 먼저 개 

인-조직 적합성에 대한 기존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적합성 혹은 차이를 측정하는 측정도 

구에 따라서 크게 O'Reilly 등(1 991 )의 OCP(organizational culture profìle)올 활 

용하는 방법의 연구들(Chatman 1991 ; O'Reilly et a1.. 1991 ; Vandenberghe ’ 

1999)과 Quinn (1 988) 혹은 Cameron고} Quinn (1 999)의 경쟁적 가치모형 

(competing value modell을 환용한 연구(Harris & Mossh이der ‘ 1996; Van 

좋은평가 

를 받고 있으나 측정망법이 Q녕ort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연구에 적용하기가 그 

주로 사용되는 OCP는 타당성 면에서 학계에서 Vianen. 2000)로 구분된다 

리 용이한 편은 아니다. 경쟁적 가치모형은 Ki lmann (1 989)의 분석기법과 유 

독립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이나 적합성을 

문화차이 

사한 연은 많기는 하지 만 구분한 차원들의 

계산하여 동계적 모형으로 사용하기에 문제점이 있다 반떤 Kilmann (1 989)의 문화차 

문화차이를 직접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이 용 。1 분석기법은 측정도구 자체에서 

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O'Reilly 등(1 991 )의 OCP와 Cameron과 Quinn (1 999)의 경 

문화차이분석 간의 비교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 쟁적 가치모형과 Kilmann (1 989)의 

우에는 각각의 모형을 장전을 살린 연구가 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Kilmann (1 989)의 문화차이분석의 

이미 많이 

분석결과를 학계의 연구결과와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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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있다 

본 연구는 서두에 기존의 개인→조직 적합성 연구들(Adkins & Caldwel l. 2004 

Chatman ’ 1991: Harris & Mossholder ’ 1996: O'Reilly et al.. 1991 : Van 

Vianen. 2000: Vandenberghe. 1999)의 대부분이 직무만족， 조직볼엽， 이직의도 각 

각을 종속변수로 놓은 독립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점은 

직무만족， 조직몸입， 이직의도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Tett과 Meyer (1 993)의 주 

;상 때문에 적합성 혹은 문화차이가 이직의도에 대해 직접효과릎 가칠 것인가에 대해 의 

문점을 야기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한 본 연구결과에서는 예상했던 바대로 문 

화차이와 이직의도 간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결 

과는 역으로 기존 개인 조직 적합성 연구에서도 다시 검증해 볼 펼요성을 야기시킨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취합하여 결론을 내리자연， 첫째 Kilmann (1 989)의 문화차이 H 
넌: 

석기볍은 O'Reilly 등(1 99 1)의 OCP 및 Cameron과 Quinn (1 999)의 경쟁적 가치모 

형과 유사하게 직무만족‘ 조직볼입， 이직의도에 대해 유사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직의도에 대해서 OCP 및 경쟁적 가치모형과는 달리 직접효과는 없고 간접효 

과만 있다는 점이다， 

VI.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 

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추정과 겁증이 효과적 

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표본이 충분이 커야 한다(Kel!oway. 1998) 여기서‘충분히 

커야 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일례로 Boomsma (1 983)의 

주장을 참조해 보면， 중간 정도의 복잡성을 지닌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개 이상의 표본크기가 필요하다고 한다(Kel!oway. 1998. p. 2이. 본 연구 

에서는 총 1807>>의 표본만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추천되고 있는 

표본크기를 충족시키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더불어 회귀분석에서와 마창가지로 구조방 

정식 모형에서도 추정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여야 한다. 예로 

Bent!er와 Chou(1 987)는 추정치와 표본크기의 비율이 1 :5에서 1: 1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80이라는 표본크기의 제약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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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정 (estimate)의 수플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통제변수를 세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내생변수(endogcnous variable) 에 대한 통제가 제대포 이루어지침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표본크기릎 확보하여 식무만족， 조직 

몰입， 이직의도에 대한 폼제변수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여， 가치 빚 규범 차윈의 개 

인←조직 적합성， 직무만족， 조직볼입， 이직의도 간의 인과구조플 밝히는 방향으로 연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OCP 흑은 경쟁가치 모형으로 측정한 개인 조직 적합성 연구의 연장선에서 

Kilmann-Saxton의 문화차이 효과룹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가설에서 예측 

했던 바대로 개인-조직 적합성의 연구결파와 유사하게 Kilmann-Saxton의 문화차이가 

직무만족， 조직볼입， 01직의도에 대해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통일 표본에 대해서 Kilmann-Saxton의 문화차이션문 이외에 OCP와 경쟁가치 모형플 

통한 측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만으로는 이들 간의 직접비교도 어렵고 일반화 

가능성 역시 낮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Kilmann-Saxton의 문화차이설문， 

0 ’ Reilly 등(1 99 1)의 OCP 그리고 Camcron과 Quinn (1 999)의 경쟁적 가치모형음 

동시에 적용하여 동일표본에 자료를 수집하여 이뜰 간의 직접비교가 가능한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렇게 측정한 데이터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간의 

인과구조룹 분석하여 본 연구결과가 보인 문화차이 이직의도 간의 관계릎 다시 규명할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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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csearch is to investigatc the rclationship among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and culture 

gap measured by Kilmann & Saxton’ s culture-gap survey. Ki lmann & Saxton’s 

culture gap survcy has long been used by practitioners but not investigated 

by academic side. By combining thc theory of person-organization fït with 

the notion that organizational values and norms have inDuence on employee’s 

behavior. we investigated the effects 0 1' culture-gap 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Thc results of P-Q fit 

research report that P-O fit has effects 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cntion. Thus we expccted that therc would be 

the saml~ results on the case of cultllre-gap measured by Ki lmann & Saxton’s 

culture-gap sllrvcy. Thc reslllt of our rcsearch showed that culture-gap 

have the same direct cffect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like that of P-O fit research. bllt not on turnover intention 

Thc relationship between culture-gap and turnover intention was proven to 

be mcdiated by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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