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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문화 충돌에 관한 연구의 종합:
충돌유형별 현상 및 측정
**
**

기업문화는 시공을 초월하여 기업경영에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1980년대에 유행한 기업문화가 최근
다시 강조되는 이유 중 하나는 M&A의 증가 때문이다. 범세계적 M&A의 증가추세와는 달리 그 실패율
이 높은데, 그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결합하는 조직간의 문화충돌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
는 M&A 경우를 포함한 기업문화 충돌의 제 유형을 구분하는 모델을 제시한 후, 각 유형별 의미와 그 현
상의 측정방안에 초점을 두고, 기존에 수행되었던 여러 연구들을 종합∙정리하여 그 결론과 문제점을 지
적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문화 충돌유형의 구분 모델은 기업문화 충돌 현상과 관
련된 연구들을 지리적 구분(국가간, 국가내)과 분석 수준(기업간, 기업내)에 따라, ① 국가내-기업내, ②
국가내-기업간, ③ 국가간-기업내, ④ 국가간-기업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종합∙정리 과정
을 통해서 기존 연구의 흐름과 추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I. 기업문화의 충돌과 경영성과
이제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라는 단어는 경영학 분야에서는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직문화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즉 조직문화
가 조직성과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는 논리(예를 들어, Barney, 1986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기업 경영상의 변화관리라는 주제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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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보고서를 내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이 변화에 성공하는 경우는 그
렇게 많지 않은데, 이러한 예기치 않은 실패 중 상당 부분은 기업의 문화적 측면에 충
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데에 기인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
기 때문이기도 하다(예; Cartwright & Cooper, 1993; Ernest, 1985; Jemison & Sitkin,
1986; 박원우, 1998 등). 이렇게 조직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자들은 항상 기업의 재무상황, 제품, 재고상황, 시장환
경 혹은 종업원과 관련된 이슈들을 분석하고 그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으면서
도, 기업의 문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상황은 경영자가 기
업문화의 중요성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적절한 분석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chein, 1997: 2).
기업문화는 보통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진다: 특정 시간, 특정 단위에서 작용하는,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 있는 의미 시스템(meaning system)(Trice & Beyer, 1984); 조
직 혹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환경에 적응하여 성장함에 따라 확립되어지는 공유된‘기
본 가정(basic assumption)’
(Schein, 1997); 또는 좀더 간단히 말해서‘우리가 무언가
일을 해 나가는 방식’
(Deal & Kennedy, 1982).
1980년대 강조되기 시작한 기업문화가 최근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기업간 인수 및 합병(즉, M&A)의 증가 추세 때문이다. 특히, 다국적
M&A(cross-border M&A)가 활발해짐에 따라, 자연스레 기업간 문화적 차이 및 이의
관리 방안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1997
년 경제 위기 이후 다국적 M&A의 추세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그림 1> 참고), 이
에 따라 기업문화의 충돌(corporate culture clash) 현상이 첨예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
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9년 한해의 다국적 M&A 규모는 13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최근에 들어와서 국내 기업의 M&A(특히 다국적
M&A)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1997년 이후 맞이한 극심한 경제위기
를 타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주식 매집을 통한 기업 인수를 원
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던 증권거래법 200조(
「상장주식의 대량소유제에 대한 규정」
)를
1997년에 폐지하고, 내국인이면 누구라도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개정
함으로써 주식 인수를 통한 기업 인수 제도가 활발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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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Mody & Negishi(2001), p. 7.

자료원: Mody & Negishi(2001), p. 8.

<그림 1>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다국적 M&A 추세

<그림 2> 다국적 M&A와 산업 경기 회복율

그런데 문제는, 침체되어 있는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하에 다국적 M&A가
이렇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M&A를 통해 산업의 경
기 회복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그림 2> 참고). 태
국에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실시된 산업 내 다국적 M&A의 횟수와 경기 회복율
은 오히려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이면(

)에는 다국적

M&A가 가지고 있는‘부정적 영향’
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M&A를 계획,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합병 후 새로운 자산조합에 기
초한 경쟁 우위 효과를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 1/2 정
도, 많게는 50~60% 정도가 결국 실패한다고 한다(Schweiger & Weber, 1988;
Cartwright & Cooper, 1993). 또한 매킨지 연구에 의하면“합병 기업의 2/3 이상이 합
병시 발생한 비용을 은행에 예금해 두고 생기는 이자만큼도 합병 후 벌어들이지 못하
고 있다”
고 한다. Baker와 그의 동료들(1981)의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이 된 합병 기업
의 80%정도가 조직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조직적 성과(예; 만족, 몰입, 이직율
등)에 있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Mergers, Acquisitions,
and Joint Ventures; Critical HR success factors”
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Hewitt Associates의
보고서에 의하면, M&A를 실시한 바 있는 1,000명 이상의 종업원 수를 가진 기업의
경영진 2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83%의 응답자들이 M&A의 성과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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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지 못하였다’
고 응답하였다(HRFocus, October 1998).
이렇게 M&A가 기대되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예를 들어, 전략적 관점, 인적자원 관점 등)에서의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
으며, 그 중 상당수는 기업의 M&A시 발생하는‘문화충돌(culture clash)’현상을
M&A 성과 저하의 주범으로 지적하고 있다(예; Cartwright & Cooper, 1993; Weber,
1996; Jemison & Sitkin, 1986; Marks & Mirvis, 1992; Buono, Bowditch & Lewis,
1985; Chatterjee, Lubatkin, Schweiger & Weber, 1992 등). 기업 M&A에서는 서로 다
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충돌 현상이 올바른 기업 통합에의 걸림돌 작용을 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문화충돌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상‘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s)에서 오
는 인지적∙감정적 문제 혹은 갈등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Veiga,
Lubatkin, Calori & Very, 2000), 이는 조직 혹은 문화 단위가 꼭 구체적이고 명백한
외적 변화 단계 ─ 예를 들어, M&A ─ 를 거쳐야만 나타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
려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은 항상 어느 정도 문화충돌 현상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일상적 문화충돌 현상은 이미 기존의
연구들에서 개인-조직 적합성(P-O fit; person-organization fit)이라는 개념으로, 매우
활발히 연구되어온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예; 박원우, 1993; Kristof, 1996;
Muchinsky & Monahan, 1987 등). 물론, 이러한 문화충돌 현상이 가장 큰 문제가 되
는 분야, 그리고 문화충돌이라는 개념이 수면위로 떠오르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기
업간 M&A임은 분명하다. 앞서 말했던‘개인-조직 적합성(P-O fit)’
의 이슈는 바로
두 기업의 인수 및 합병 시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문화는
국가의 문화(national culture) 속에서 생성되어지기 때문에, 국가 내에서의 M&A보다
는 다국적 M&A시에 문화충돌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난다(Very, Lubatkin, Calori &
Veiga, 1997).
본 논문에서는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충돌 현상과 관련된 여러 연구
주제들을 하나의 모형으로 종합하여 제시하려 한다. 특히, 문화충돌의 제 유형을 분
류한 후, 각 유형별로 그 구체적 현상과 기존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려 한다. 3M
(meaning, measurement, method)측면 즉, 어떤 개념이나 현상의 의미, 측정방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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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혹은 적용방법을 모두 알아야 진정 그 내용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관점(박원우,
1998: 5 참조)하에 기업문화의 충돌 현상을 살펴보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화충돌 유
형별 의미와 그 현상의 측정에 초점을 두고 (문화충돌 유형별 현상의 해소방안은 다
음 기회에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기로 함) 기존연구의 내용을 정리하여 그 결론과 문
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II. 기업 문화충돌의 유형
기업문화와 관련된 전통적인 연구는 기업문화의 생성, 발전 및 변화(Schein,
1997); 조직문화의 유형(Hofstede, 1980); 조직문화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방안
(Kilmann, 1985; Kilmann & Saxton, 1983; Cameron & Quinn, 1999 등); 사람과 조직
혹은 사람과 집단간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Kristof, 1996; Muchinsky & Monahan,
1987; Park, 1999 등);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의 관계(Gordon & DiTomaso, 1992 등)
등이 주를 이루어 왔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기업 M&A와 관련되어 그 중요성이 부각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 특히 기업문화 충돌 현상을 다룬 주제들을 문화 주
체가 속하는 지리적 구분에 따라 국가내(domestic or intranational)와 국가간(crossborder or international)으 로 , 분 석 수 준 에 따 라 기 업 내 (micro, single, or
intraorganizational)와 기업간(macro, multiple, or interorganizational)으로 구분한 후 이
들을 결합시켜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기업문화 충돌의 유형모델을 형성할 수 있다.
②와 ④는 기업간의 M&A와 관련된 기업문화 충돌 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
루고 있고, 몇 몇의 개념적인 연구 혹은 사례 연구(예; Bernick, 2001, Fitzgerald,
2001 등)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실증 연구(예; Datta, 1991; Chatterjee et al., 1992;
Hambrick & Cannella, 1992 등)는 매우 드문 현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M&A상에
서 발생하는 문화충돌 현상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함을 이야기하고 있
다: 낮은 몰입도와 두 기업 종업원들간의 낮은 협력도(Sales & Mirvis, 1984; Buono,
et al., 1985); 피합병 기업 최고 경영진의 상대적 박탈감 증대, 이직율 증대(Hambrick
& Cannella, 1993; Lubatkin et al., 1998); 낮은 재무적 성과(Datta, 1991; Chatterjee et
al., 199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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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Micro, Intraorganizational)

기업간
(Macro, Interorganizational)

3

국가내
(Domestic, Intranational)

국가간
(Cross-border, International)

조직문화-개인특성 충돌
조직-하위문화 충돌
하위문화간 충돌

다국적 기업내
상이한 문화간 충돌

국내 M&A시의
기업문화간 충돌

①

③

②

④
다국적 M&A시의
기업문화 및/혹은 국가문화간 충돌

<그림 3> 기업문화 충돌의 제유형

①과 ③은 상황론적 관점(contingency perspective)에서 기업문화 혹은 특성과 개인
의 특성간의 적합성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다루는 개인-조직 적합성(P-O fit)
에 관한 연구(예; Kristof, 1996 등)와, 조직의 문화적 특성 및 유형과 조직의 전략 및
환경과의 적합성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예; Gordon, 1991
등), 그리고 기업의 세계화 과정을 통해 현지 기업의 내부 시스템 및 종업원의 구성
에 있어서 나타나는 다양성(diversity)과 조직의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Ferner,
Quintanilla, & Varul, 2001)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②와 ④의 연구들은 문화충돌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문화적 특성 혹은 문화 요소들간의 충돌’
, 즉 양쪽 문화의 문
화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이야기한데 반해, 이 부분의 연구들은 기업
전체의 문화와 조직 내 다른 수준(이를테면 개인 혹은 부서)의 특성간 적합성을 다루
고 있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문화 대 문화의 마찰을 의미하는‘문화충돌’
과는 조
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와 문화의 충돌을 마치‘문화’
라는 존재가 실체
가 있어서 이들간에 구체적인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다국적 M&A를 실시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화충돌 현상은 사실 최고 경영진, 종업원 혹은 기업의 구체적인 practice
들이 서로의 문화적 특성과 마찰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문화 대 문
화의 충돌이라는 현상은 실질적으로 문화적 특징과 조직의 구성 요소간의 부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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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는 갈등상황으로 이해해야할 것이며, 이에 따라 문화충돌의 개념을 확장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①과 ③의 영역에서는 공통적으로 한 기업의 수준에서 기업의
문화가 개인, 부서 혹은 기업 전략 및 환경과 문화충돌(혹은 조화)을 일으키는 상황
을 다루고 있다.

III. 문화충돌 유형별 기존연구의 내용
1. 국가내-기업간 문화충돌
이 영역의 연구들은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의 문화, 혹은 조직의 다른 요소(예를 들
어, 조직 전략, 조직 구조 혹은 조직의 환경적 특성)들과 조직의 문화와의 관계에 대
해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상황론적 관점(contingency perspective)에서 조직
의 문화 특성과 기타 조직의 구성 요소, 즉 조직의 구성원(예; Kristof, 1996; Cable &
Parson, 2001 등), 조직 전략(예; Tichy, 1982; Ernest, 1985 등), 조직의 환경 특성
(예; Gordon, 1985; 1991 등)간 적합성(fit)이 존재할 때 조직성과가 향상될 것이라
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연구주제들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은 바
로 개인-조직 적합성(P-O fit)에 관한 것이다(예; 박원우, 1993; Cable & Judge,
1996; Cable & Parson, 2001; Chatman, Polzer, & Neale, 1998; Grensing-Pophal,
1999; Kristof, 1996; Park, 1999; Kristof-Brown, 2000; Vianen, 2000). 또, Quinn과
Mcgrath(1985)는 조직문화의 유형과 리더십의 유형(합리적 성취형, 실존적 팀 구축
형, 경험적 전문형, 이상적 혁신 추구형)간의 적합성 관계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영역의 주제들 중에서 P-O fit 분야의 연구가 가장 활
발하게 실행되고 있는 이유는,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기에 있어 조직의 구성원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다른 요소들의 경우에 비해 훨씬 용이하다는 방법론상의 문제
에 많이 기인하고 있다.

1) 개인-조직 적합성(P-O fit)
(1) 개념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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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조직 적합성과 관련된 주제는 학자들과 기업계의 실무자들 모두 깊은 관심을
보여온 주제이다. 짧게 요약하여 보자면, 개인-조직 적합성의 관한 연구들은 구성원
들이 일하고 있는 조직과 구성원간의 적합성(compatibility)에 대한 영향 요소와 그 결
과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Kristof, 1996).
많은 연구자들이, 한 개인과 조직의 상황적 특성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 요소로서‘조직문화’
를 꼽고 있다(예; Kilmann, Saxton, & Serpa, 1986; Schein,
1997; Cable & Judge, 1996). 또한 대부분의 개인-조직 적합성(P-O fit) 관련 연구들
이 조직의 특성으로서 조직문화(혹은 조직문화를 구성하는‘가치’
와 같은 변수)를
선택하고 있다(예; Kristof, 1996; O’Reilly, Chatman, & Caldwell, 1991 등).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개인-조직 적합성에 있어 적합성의 개념을‘문화적합성’
이라 부른다
(박원우, 1993).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개인적 특성(예를 들어 가치관과 기대)이 조
직의 문화적 특성과 상호 작용을 통해 개인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적
인 가정을 가지고 있다(O’Reilly, Chatman, & Caldwell, 1991).
이 분야의 초기 연구자들(예; Holland, 1985; Super, 1957)은 한 개인이 자신의 직
장으로서 기업을 선택할 때, 개인들이 자신의 자아 개념(self-concept)과 적합한 조직
을 선택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적 선택(vocational choice)을 중심
으로 행해지던 연구들은 Tom(1971)에 의해 개인-조직 적합성(P-O fit)의 개념으로
종합되었는데, 그는 조직내 구성원들의 자아 개념(self-concept)1)과 조직간의 유사성
(similarity)이 개인의 조직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Cable & Judge(1996), Vianen(2000), Tom(1971), 그리고 박원우(1993) 등은 구체
적으로 이러한 개인-조직간의 적합성이 조직의 성과(직무 만족, 조직 몰입 혹은 이직
율)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조사하여 이들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
히고 있다.
개인-조직 적합성에 관한 연구에 있어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조직의
‘하부 문화 단위’
에 관한 문제이다. 직무 팀(work team)이 새로운 조직 구조로서 기
업의 중요 특성이 되어 감에 따라, 개인-그룹 적합성(person-group fit; P-G fit)이 점
차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개인-그룹(P-G)의 적합성은 개인과 그들이 속하

1) 자기 자신에 대한 묘사(descrip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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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룹간의 적합성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Kristof, 1996). 또한, 몇 몇 실증연구(예
를 들어, 박원우, 1993; 1999)들에서는 이러한 개인-그룹의 적합성이 조직의 성과(예
를 들어 이직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그룹
적합성의 논의는 나아가 그룹-그룹 적합성, 혹은 그룹-조직 적합성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박원우, 1993). 즉, 서로 다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다양한 팀조직
들 간에 문화적 충돌 현상이 나타날 경우 조직성과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문화적 요소와 팀조직의 문화적 요소간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으로 실시되어진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 연구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상의 관점 ─ 즉, 개인과 조직간 적합성이 존재하여야 조직의 성과가 향상된다는
관점 ─ 과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Vianen(2000)은 개인-조직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개인-개인의 적합성(P-P fit) 또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
두 가지의 영향력을 비교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개인 적합성의 개념은 입사
지원자와 이들의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이 들간의‘조직적 선호도’
상의 유사점을 통
해 측정하였는데, Vianen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개인-조직 적합성보다는 개인-개인
의 적합성이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 대상이 기업의 입사 지원자와 면접관의 특수 상황이라는 제약 조건
을 가지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제로 수많은 종업원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대상
으로 보편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2) 측정 방안
O’Reilly와 그의 동료들(1991)은 (1) 개인-조직환경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측정,
(2) 조직문화에 대한 수치적 측정, 그리고 (3)‘Q-sort’
라는 측정도구를 활용한 개
인-조직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측정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실증 연구를 실시
하였는데, 이 논문을 통해 개인-조직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OCP
(organizational culture profile)를 개발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 종업원들의 개인-조직
적합성의 정도는 종업원의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는 개인-조직 적합성에 관한 연구에 있어,“
‘fit’
에 대한 개념
적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Rynes & Gehart, 1990)”
는 이유로 인해 구체적인 측정
상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이들이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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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내-기업내 영역의(개인-조직 적합성 측면에서의) 문화충돌 관련 연구

주 제

연구자

개인-조직

Kristof-Brown

적합성

(2000)

내

용

(실증연구)
직무 지원자를 평가할 때, 해당 지원자와 직무와의 적합성(P-J fit)의
경우는 지원자의 객관적 특성(KSA)을, P-O fit의 경우는 지원자의
가치관과 성격 등의 특성을 기준으로 사용함을 검증함

Cable & Parsons
(2001)

(실증연구)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사회화 방안(socialization tactic)이 종업원의
P-O fit을 어떻게 증진하게 되는지 검증/ 2가지의 사회화 방안에 대
한 구분 기준을 제시함

Kristof

(개념연구)

(1996)

P-O fit의 개념에 관한 연구들에서 사용되어온 fit의 개념에 대해 종
합적 모형 제시/P-O fit에 관한 종합적 모형 제시

Cable & Judge
(1996)

(실증연구)
주관적인 P-O fit의 정도는, 각 개인의 가치관 등의 특질에 의해 영
향을 받으며, 개인의 인구 구성적 특성은 영향이 없음을 검증

Muchinsky &
Monahan

(개념연구)
P-O fit의 개념에 대해‘supplementary fit’
과‘complementary fit’
의

(1987)

개념을 구분 제시

Vianen

(실증연구)

(2000)

조직문화의 강도와 조직의 하부 단위의 문화가 가지는 중요성을 검
증/개인의 조직문화에 대한 선호도간 일치성(P-P)의 개념으로 문화
강도를 측정/P-P fit과 조직몰입, 이직율간의 관계를 검증

Grensing &

(개념연구)

Pophal

조직문화와의 문화충돌을 줄이기 위하여, 동일한 특성의 구성원으로

(1999)

만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Chatman, Polzer, (개념연구)
& Neale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되어지는 기업 내 다

(1998)

양성(diversity)의 개념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업문화 개념을 제안.

Tom
(1971)

(개념연구)
자아개념(self-concept)과 기업의 이미지간 유사성이 기업에 대한 선
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으로, 개인과 조직을 비교할 때는 각
개인이 대상에 대한 이미지(image)를 이용한다는 것. 기존에 사용되
어 오던 P-O fit의 개념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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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 속

주 제

연구자

내

용

O’Reilly, Chatman, (실증연구)
& Caldwell

P-O fit을 측정하기 위하여 OCP(Organizational Culture Profile)개발,

(1991)

P-O fit은 종업원의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P-O fit 측정을 위한 정교한 방법론 확립이 주요 목적.

Rynes & Gehart
(1990)

(개념연구)
조직에 대한 적임자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fit’
의 개념이 가지는
명확한 정의를 도출하려는 목적/
‘fit’
의 개념은 기업 특유(firmspecific)의 요소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주장

박원우
(1993, 1999)

(실증연구)
개인-조직, 그리고 개인-집단(person-department)의 문화적합성이
구성원의 만족도와 이직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검증

OCP에는 개인과 조직의 가치(value)를 파악할 수 있는 54개의 문항이 담겨 있다. 이
를 이용하여 조직의 프로필 점수(profile score)와 개인의 프로필 점수를 구한 후, 이들
의 상관관계를 통해 적합도 점수를 도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프로필 비교 접근 방법
(Profile Comparison Approach)라고 부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학자들마다‘적합성’
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서로 다르게 사
용해왔기 때문에, 실제 연구에 있어서도 통일적인 연구방법론이 존재하지 못했다. 대
부분의 학자들은 개인-조직 적합성에 대해‘compatibility betwee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compatibility’
의 용어에 대해서는 학자들간 서
로 다른 의미를 사용하고 있었다(Kristof, 1996).
Muchinsky & Monahan(1987)은 이러한 적합성의 개념을 크게 1) 상호적합성
(supplementary fit)과 2) 보완적합성(complementary fit)으로 나누었다.2) 상호적합성
(supplementary fit)의 개념은‘개인과 조직의 특성간의 유사성’
으로 나타나며, 보완적
합성(complementary fit)의 개념은‘조직의 특성상 부족한 부분을 개인의 특성이 보완
해 주는 정도’
로 나타난다.

2) 개념상 위의 두 가지 종류의 개념은‘인지적 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과 개인-조직의 실제
적합성에 대한 간접적 측정’
의 차이로서 구분된다(Kristof,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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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ristof(1996)는 위의 개념상 구분에 덧붙여, 1) ‘needs-supplies fit’
과 2)
‘demands-abilities fit’
의 구분 방식을 제시하였다.‘Needs-supplies fit’
의 개념은,‘조
직이 개인의 욕구, 혹은 선호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경우’
를 의미하며,‘demandsabilities’
의 개념은‘조직의 요구 사항에 대해 개인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
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 관점들은 각기 연구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사용되
어지지 않고, 개별 연구자들은 이 중 어느 하나의 관점만을 주로 사용하여 왔다
(Kristof, 1996).
이러한 제 관점을 종합하여 Kristof(1996)는 개인-조직 적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조직

개인

특성

특성

문화/기업풍토
가치
목표
관행

a

Supplies
Resources
financial
physical
psychological
Opportunities
task-related
interpersonal
Demands
Resources
time
effort
commitment
experience
Opportunities
task
interpersonal

개성
가치관
목표
태도

Supplementary fit

c

Supplies
Resources
time
effort
commitment
experience
Opportunities
task
interpersonal

Complementary fit

b

a = supplementary fit
b = complementary fit(needs-supplies)
c = complementary fit(demands-abilities)
자료원: Kristof(1996), 수정인용
<그림 4> 개인-조직 적합성 종합 모델

Demands
Resources
time
effort
commitment
experience
Opportunities
task
inter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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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조직간의 적합성은 다음의 경우 발생한다: (1) 조직과 개인의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거나, (2) 이들이 서로 유사한 기본적인 특질을 가
지고 있다거나, (3) 혹은 위의 상황 모두.(p. 4)

또, 그녀는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그림 4>와 같이 개인-조직 적합성에 관한 종
합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2) 조직문화-전략 및 환경의 적합성
(1) 개념적 연구
기업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기업문화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크게 다음 네 가지 종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조직문화 특성과 조직 구조, 경
영 전략, 그리고 리더십 등 여타 조직 변수들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둘째 특성론적
접근으로 조직문화 특성과 조직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그리고 셋째 상황적합적
접근으로 전략 유형, 리더십 유형 등의 변수와 조직문화 유형간의 적합성이 조직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문화의 강도(strength)와 조직성
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Gordon & DiTomaso, 1992). 이 중 상황 적합적 접근
즉, 조직문화와 다른 요소들간의 적합성(fit)을 다룬 연구들이 바로 조직문화와 다른
요소들간의 적합성 혹은 부적합성(즉, culture clash)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그러
나, 조직문화와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개념적 연
구, 사례 연구 혹은 엄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나름대로의 측정 방안을 시도해보는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Gordon & DiTomaso, 1992).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도 조직 전략과 조직문화와의 적합성을 다룬 연구들은 상당
수 존재하지만(예; Ernest, 1985; Schwartz & Davis, 1981; Tichy, 1982; Wallach,
1983 등), 조직의 환경 요인과 조직문화와의 적합성을 다룬 연구(예를 들어, Gordon,
1985; 1991)는 매우 적은 현실이다. 이렇게 조직문화와 조직의 전략 및 환경 요인과
의 적합성을 다루는 연구들은, 조직문화 유형의 분류를 시도한 연구들(예; Cameron
& Quinn, 1999; Deal & Kennedy, 1982; Ernest, 1985; Handy, 1978; Harrison, 1972;
Jones, 1983; Wallach, 1983 등)을 통해 그 배경논리를 강화시켜 왔다.
Ernest(1985)와 Tichy(1982)는 최적의 조직문화 유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 요소 혹은 조직개발의 계획과 조직문화 유형이 적합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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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내-기업내 영역의(문화-전략 및 환경적합성 측면에서의) 문화충돌 관련 연구

주 제

연구자

조직문화-

Schwartz &

전략 및 환

Davis

경 적합성

(1981)

내

용

(개념연구)
조직문화의 특성과 조직전략은 상호 적합성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는
초기 연구. 조직문화에 대한 상황적합론적 관점을 제시함.

Tichy

(개념연구)

(1982)

전략적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TPC(technical, political,
cultural) 요소들과 조직구성요소(mission, strategy, HR 등)들간에 연
계성이 존재해야 함을 주장.

Ernest

(개념연구)

(1985)

조직개발, 전략적 변화의 성공열쇠는 조직문화. 사람과 기업행동의
두 가지 축을 통해 4가지 기업문화 유형 도출; Interactive, Integrative,
Systematized, Entrepreneurial culture

Gordon

(실증연구)

(1985)

Utility 기업과 dynamic marketplace를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환경적 특성과 기업문화와의 관계를 실증한 연구. 기업의 시장 환
경, 분산화 정도, 그리고 기업의 규모와 같은 요소가 조직문화의 전
체적인 윤곽을 결정한다는 내용.

Gordon

(실증연구)

(1991)

동일 산업 내의 조직문화에 대한 공통 영향 요인을 찾기 위한 연구/
경쟁상황, 소비자 요구, 사회적 기대의 3가지 요인 도출

Wallach

(개념연구)

(1983)

조직의 문화 유형은 조직의 전략, 목적 그리고 mission에 따라 달라
져야 함/ 조직문화 유형을 bureaucratic, innovative, supportive로 나누
었음.

Cameron & Quinn (개념연구)
(1999)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 model)에 따라 기업의 문화 유형을 구
분하고, 성공적인 조직 변화를 위한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있음.

Aycan, Kanungo, (실증연구)
& Sinha

인도와 캐나다의 기업을 비교 연구하여, HRM practice와 조직문화

(1999)

와의 적합성에 대하여 실증 연구. 조직문화적 특성에 따라 HRM
practice가 달라져야 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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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Industry Environment
Customer requirement
Competitive Environment
Societal Expectations

Assumption

Value

Culture

Forms
Strategies
Structures
Processes

Outcomes
Performance
Survival

Control influence
Influence
자료원: Gordon(1991)
<그림 5> 조직문화와 조직환경에 대한 종합 모형

장하고 있다. 또, Wallach(1983)는 조직문화의 종류가 조직의 전략, 목적 그리고
mission 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조직문화의 종류로서, 1)
bureaucratic, 2) innovative, 3) supportive culture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고, 조직문화
유형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일치 혹은 불일치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불일치 현상은 조직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
Gordon(1991)은 동일한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들은, 조직문화에 있어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동일 산업 내의 문화유형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기 위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 competitive
environment, 2) customer requirement, 3) societal expectation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종합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2) 측정 방안
이 분야에서는 실증연구 자체가 거의 시도되지 않았으며(예; Gordon, 1985), 이러
한 이유로 대표적 혹은 통일된 측정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 Gordon(1985)은 11개의
문화 관련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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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내-기업간 문화충돌
1) 개념적 연구
‘국가내-기업간’영역에는‘기업의 문화충돌과 M&A’
라는 대표적인 주제를 다루
는 연구들이 존재하긴 하지만(Buono et al., 1985 등), M&A 이외의 주제를 통해 기업
문화 충돌을 다루는 연구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표 3> 참조). 물론, 몇 몇의 연구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례 연구 혹은 개념 도출을 위한 연구인 경우가 많다.
Bernick(2001)은 미국의 Alberto-Culver North America의 기업사례를 통해서, 이 기
업이 수익저하와 기업 역사상 최악의 경쟁 상황이라는 기업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업문화 변혁작업을 수행해 나가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의 산업 환경에서 생성된 기업의 문화적 특성과 문화적 충
돌을 일으키게 되고, 이는 기업의 수익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충돌 상황
을 극복하기 위하여 Alberto-Culver North America는 체계적인 문화 변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이직율 절반 감소, 매출 83% 증가, 그리고 세전 이익 336% 증가
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이 M&A와 같은 공식적이고 외적인 변화 과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기업
의 환경이 급변하게 되면 기업문화와 환경이 문화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혀 새롭
지만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며, 기업의 변화관리에 있어서‘기업문화’
가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박원우, 1998)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
Buono와 그의 동료들(1985), Datta(1991), Quinn(1998), 그리고 Andrews(2000) 등
은 동일 국가 기업내의 M&A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충돌 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
다. 주로, 문화충돌 혹은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s)가 M&A 과정 혹은 M&A 후
의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 즉, 기존의 M&A에 대한 연구
관점이 주로 재무적, 전략적 지표에 있었던 데에 반해, M&A의 성과에 문화적 요소
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Malekzadeh와 Nahavandi(1990)는 자신들의 1988년 논문에서 제시하였던‘문화변
용의 유형(modes of acculturation)’
의 개념을 사용하여 Burroughs사와 Sperry사의 기
업 합병 성공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 합병시 문화의 변용(accul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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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가내-기업간 영역의 문화충돌 관련 연구

주 제

연구자

내

용

기업 환경과

Bernick

(사례연구)

기업 문화의

(2001)

Alberto-Culver North America의 기업사례: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기
업 문화 부적응 현상 발생 → 기업 문화 변혁 4단계 도출/ 이직율 감

관계

소, 매출 증가
Wildavsky &

문화충돌
(culture clash)

(사례연구)

Munro

MS가 반독점법에 의한 제재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MS의 기업문화

(1998)

와 미국 행정부의 문화간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Buono et al.
(1985)

과 M&A 성과

(실증연구)
은행 M&A 전후의 종업원 태도/인지 측정, 신생 기업의 문화 측정
→ M&A 과정상 발생되는 심각한 불만요인의 원인은 바로 문화충돌임

Datta
(1991)

(실증연구)
미국 173 회사를 대상으로, M&A 성과와 경영진간의 문화차이의 관
계 검증 → 문화차이는 M&A 성과에 부정적 영향 미침

Quinn

(사례연구)

(1991)

미국의 두 은행 Chicago NBD와 Bancone의 합병 사례를 통해, 기업
의 business system 뿐만 아니라, 기업의 문화에도 적합성(fitness)이
있어야 함을 강조

Andrews

(사례연구)

(2000)

의약업체가 다른 유통업체와 합병하는 경우, 문화충돌 현상으로 인
해 결국 다시 분리하게 되는 사례를 제시함

Anonymous
(1999)

(사례연구)
1998년 최대규모(35.1 Billion $) M&A 실패사례인 AHP Corp와
Monsanto Corp의 실패원인이 문화충돌에 있음을 제시

Relative-

Hambrick &

standing

Cannella
(1993)

(실증연구)
M&A 이후 경영진의 이직율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relative
standing의 개념으로 설명
→ 경영진의 relative standing에 영향을 미치는 5요소 파악

소비자의

Foster

기업문화에

(1998)

대한 인식

(사례연구)
Computer Associates에 의해 인수되어진 Cheyenne Software의 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가지는 인수 후 기업문화에 대한 인식이 M&A 후 성
과에 가져오는 영향을 언급함 → 인수계획중인 상대방 기업의 문화
적 특성을 사전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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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 속

주 제

연구자

내

용

Acculturation Malekzadeh & (사례연구)
mode(M&A)

Nahavandi
(1990)

4가지 acculturation mode를 통해, Burroughs/Sperry의 합병 성공 사
례를 설명함 → 기업문화의 상대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acculturation mode가 필요함

및 융합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인지적, 심리적 반응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수행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Nahavandi & Malekzadeh, 1988).
구체적으로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화변용(acculturation)의 과정은 (1) 통합
(integration), (2) 흡수(assimilation), (3) 분리(separation), (4) 해체(deculturation)이
며, 이러한 문화변용 과정에 대한 선호도(preference)는 기업 인수측과 피인수측이 서
로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변용 과정에 대한 선호도가 서로
다를 경우 문화적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연구자들이 문화충돌의 방지를 위하여‘문화통합’
을 수행해야 한다고 ─ 다시 말해,
문화차이(cultural difference)를 줄여야 한다고 ─ 주장하는 데 반해, 이들은 M&A시
문화충돌의 방지는‘문화통합’
이 아닌,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인지적, 심리적 반응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문화변용(acculturation) 과정을 거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2) 측정 방안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M&A 와 관련된 문화통합 과정에 관한 규범적 모델
(prescriptive model) 중에서는 Nahavandi와 Malekzadeh(1988)의 모델이 가장 정교한
편이며, 이들의 논문 이후로는 이와 관련된 연구 논문이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앞서
이들이 제시한 문화변용에 대한 선호 유형은 인수측과 피인수측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고 하였는데, 그러한 유형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은 다음의 <그림 6>과 <그림
7>를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인수측과 피인수측의 문화변용 과정에 대한 선호방안을 측정하고, 이러한
선호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문화변용 과정상에서 발생할 갈
등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만약 유사한 규모의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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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수 기업 구성원들의 자기 기업
문화 보존에 대해 느끼는 가치 정도
인수기업에서
느끼는,
상대방 기업문화에
대한 매력도

매우 큼

전혀 없음

매우 매력적임

통합
(Integration)

흡수
(Assimilation)

전혀 매력적이지
않음

분리
(Separation)

해체
(Deculturation)

<그림 6> 피인수 기업의 문화변용 유형(Acculturation Modes)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정도

분화 전략: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연계
(relatedness)
정도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

단일문화주의
(unicultural)

연계
(Related)

통합
(Integration)

흡수
(Assimilation)

비연계
(Unrelated)

분리

해체

(Separation)

(Deculturation)

자료원: Nahavandi & Malekzadeh(1988), pp. 83-84(수정인용).
<그림 7> 인수 기업의 문화변용 유형(Acculturation Modes)

서로 동등한 자격으로 신설 합병을 하는 경우 ─ 즉, merger of equal ─ 에는 그 적용
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3)
Buono와 그의 동료들(1985)은 자신의 설문을 바탕으로 기업 M&A 이전과 이후의
종업원들 태도/인지적 요소들에 대해 측정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이는 문화충돌에 대
한 사전 측정이 아닌 사후 측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Datta(1991)의 경우에는, M&A 대상기업들의 문화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해
당 기업 경영자들의 의사결정 스타일을 측정, 비교하였다.
3) 이 부분에 대해, 유사 기업간의 신설 합병의 경우에는 M&A 이후 통합과정에서 주도권을 쥐
는 기업이 없어짐에 따라, 극심한 혼란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Quin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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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간-기업내 문화충돌
1) 개념적 연구
다국적 기업의 경우 같은 기업이지만 서로 다른 인적 구성 혹은 서로 다른 국가적,
사회적 문화 배경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③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개
념상 ① 혹은 ④에서 다루는 내용들과 큰 차이는 없다. 이 분야에서는 아주 적은 수의
연구가 존재하며, 그나마 대부분 사례 연구이다. 여기서는 주로 조직의 내적 요소, 즉
개인과 HRM practice 등의 요소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회적 문화 요소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 국가에 걸쳐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문화적 배경이 기업의 HRM practice에 대해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McCaffrey & Hafner, 1985l Ferner, Quintanilla & Varul, 2001 등)와 현지 국가
인력의 채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종업원들간의 문화적 충돌(Jana, 2000;
Fitzgerald, 2001), 그리고 기존의 개인-조직 적합성에 대한 연구를 다국적 기업의 상
황으로 확장시켜 살펴본 연구(Valentine, 2000) 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Valentine(2000)은, 지난 20여 년간 개인-조직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개인-조직 적합성과 국가의 문화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적절히 다루어진 바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최근의 세계화를 필두로 하는 경
영환경에서 이러한 국가 혹은 사회적 문화 배경이 개인-조직 적합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Ferner와 그의 동료들(2001)은 영국과 스페인에서 기업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독일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1) HR과
IR(industrial relations)에 있어서 전형적인“Anglo-Saxon”사업 정책(예; 평가, 성과
관리, 관리 직능의 개발, 그리고 문화에 관련된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진 사항들)을
도입하게 만드는 압력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2) 그렇지만‘long-termist orientation’
을 포함하는 독일식 기업 시스템의 영향도 잔존하고 있다; 3) country-of-origin 효과
는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적 제약 등에 의해 많이 제한을 받게 되지만, 국
가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예를 들어 스페인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유동성을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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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간-기업내 영역의 문화충돌 관련 연구

주 제

연구자

개인-조직

Valentine

적합성

(2000)

내

용

(개념연구)
기존의 개인-조직 적합성의 개념에 대해, 다국적 기업의 상황에서
국가, 혹은 사회의 문화가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 고려해야 함을
주장

국가문화의

McCaffrey &

(개념연구)

기업에 대한

Hafner

교육학적 입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문화적 배경에

영향

(1985)

대한 이해 부족으로 1) 기회의 상실, 2) 효율성 하락, 3) 문화측면에
서의 여러 실수를 낳을 수 있음을 강조/ 따라서 문화 관리를 위한 전
문가의 필요성 제시.

Ferner,

(사례연구)

Quintanilla, & 영국과 스페인에서 활동중인 독일계 기업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문
Varul
(2001)
Jana
(2000)

화적 배경이 어떻게 기업 HRM practice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조사
(사례연구)
미국 IT 업계 시장에, H1-B 비자를 가지고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외국인 인력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IT 기업에서 발생하는 인
적 구성원간에 문화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 그리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

Fitzgerald
(2001)

(사례연구)
Nokia가 스칸디나비아와 뉴잉글랜드 현지 기업의 문화적 통합을 위
해 문화 관리를 실시한 사례를 조사 연구.

2) 측정 방안
실증연구가 거의 전무한 분야이며, 아직 명확한 개념상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기에
구체적인 측정 방안도 제시된 바는 없다. 그러나, 앞서의 개인-조직 적합성과 관련되
어 도출된 측정 방안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 볼 수는 있다.

4. 국가간-기업간 문화충돌
1) 개념적 연구
다국적 관계 속에서 기업간 발생하는 문화충돌 현상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다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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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화충돌 현상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러한
연구들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다국적 M&A를 실시함에 있어 Chatterjee와 그의 동료들(1992)의 경우는 두 기업
경영자들간의 문화적 격차(cultural difference), Datta와 Puia(1995)는 두 기업간의 문
화적 거리(cultural distance), Angwin(2001)의 경우는 해당 기업이 속하는 국가의 문화
특성, 그리고 Marks(1999)는 경영진의 관리 스타일상의 차이가 M&A 이후 성과에 영
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 분야에 대한 실증연구가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사례 혹은 전문 컨설턴트들에 의한 제안서 수준의 연구 결과들
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문화적 거리 혹은 문화적 격차 등을 통해서 문화충돌을 측정하려는 몇 몇 시
도들조차, Hofstede(1980)가 제시하였던 문화 지표를 바탕으로 연구자들 나름대로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직의 문화적 특성을 측정∙비교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문화충돌에 대한 개념적 정의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작
화(operationalization) 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문화적 거리 혹은 문화적 격차를 측정함에 있어 경영자들간
의 문화적 거리(Chatterjee et al., 1992 등)를 측정하기도 하고, 일부는 기업이 속하고
있는 국가 혹은 사회의 문화적 특성(Angwin, 2001, Kogut & Singh, 1988 등)을 측정
하는 등, 문화충돌의 수준(level)에 대해서도 아직은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내려져 있
지 않은 실정이다.
Marks(1999)는 문화충돌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서로의 직무 활동 과정 혹은 접근 방법상의 차이점을 인지
② 각각의 차이점을 평가하기 시작
③ 자신의 문화를 방어하고 상대방의 문화를 공격하기 시작
그는 문화충돌의 과정이 이렇게 전형적인 갈등발생 및 갈등해소의 과정을 밟게 된
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논리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문화충돌 현상은 오히려 생산
적인 조합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질적인 문화의 결합에
있어 항상 동일하고 유일한 문화통합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적절한 문화통합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업 내 인적 구성이
상당한 정도의 다양성(diversity)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동질적인(homogeneous)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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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가간-기업간 영역의 문화충돌 관련 연구

주 제

연구자

다국적
Love & Gibson
M&A의
(1999)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문화충돌

내

용

(사례연구)
사례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M&A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human side
에 대해 미리 대처하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Human side의 요
소는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컨설턴트 등의 전문가에 의한 도
움이 필요할 것임

Chatterjee,
Lubatkin, &
Schweiger
(1992)

(실증연구)
M&A 이후의 주주 수익률은 두 기업의 경영자간의 문화차이와 반비
례함을 실증하였음

Datta & Puia
(1995)

(실증연구)
1978~1990년간 수행된 112건의 다국적 M&A를 통해, 문화거리
(cultural distance)와 M&A의 가치 창출간의 관계를 검증/ Hofstede
의 이론을 바탕으로 4가지의 cultural distance index 도출

Belcher & Nail (사례연구)
(2000)
미국의 Upjohn과 스웨덴의 Pharmacia의 합병 사례를 통하여, 문화
충돌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
Schweiger &
Weber
(1988)

(실증연구)
M&A과정에서의 HR 관련 문제들이 M&A 성과를 저해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이를 개선하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 80개의 회사를 대
상으로 실증연구

Angwin
(2001)

(실증연구)
Pre-acquisition management에 대해 다루고 있는 논문. 기업이 crossborder M&A를 실시할 경우 문화 관련 due diligence에 대한 필요성
을 더욱 느끼게 되는지의 여부를 실증한 논문

Marks
(1998)

(개념제시)
M&A 이후 나타나는“We-They”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음.“WeThey”이슈의 강도에 따라 사후 통합과정의 속도를 다르게 할 필요
가 있음을 제시

Marks
(1999)

(사례조사)
프랑스와 독일의 M&A 대상 조사에서, M&A 실패 100개 기업 중
두 기업간 관리스타일의 차이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85%, 갈등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두 기업간 계획, 권한체계, 감독스타일, 팀웍
등에서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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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

주 제

속

연구자

내

용

Weber

(실증연구)

(1996)

M&A 실행기업간의 문화적 적합성(cultural fit)이‘autonomy
removal’
과‘commitment’
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러한 요소들이
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실증 연구

Veiga, Lubatkin, (실증연구)
Calori, & Very 기존의 연구에서 도출된 CCI(Cultural Compatibility Index)를 바탕으
(2000)

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실시되었던 M&A들을 바탕으로(155개
의 프랑스, 191개의 영국 회사) 해당 기업들의 CCI 상 격차(gap)와
M&A 이후 성과와의 관계를 검증/기업의 문화충돌을 직접적으로 측
정하려 시도한 대표적인 논문

새로운

Kogut & Singh (실증연구)

산업으로의
진입

(1988)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산업 진입 유형(entry mode)에 대해 영향을 미
치는, 국가간의 culture distance에 대한 실증연구

구성을 가진 경우보다 더욱 다양한 관점과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기
업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논의(예를 들어, Thomas & Ely, 1996 등)
와 일맥상통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4)

2) 측정 방안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M&A대상 기업들간의 문화충돌을 예측하기 위하여 연구자
들은 해당 기업의 문화적 거리 혹은 문화적 격차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에 일부 학자
들은 경영자들간의 문화적 거리(Chatterjee et al., 1992 등)를 측정하기도 하고, 일부는
기업이 속하고 있는 국가 혹은 사회의 문화적 특성(Angwin, 2001, Kogut & Singh,
1988 등)을 측정하기도 하는 등, 방법론상에 있어서의 통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는 문화충돌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부재한 실정에서 기인하고 있
다.
4) 그러나 이러한‘조직내 다양성’
에 의한 기업 성과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해
본 연구 결과들(예; Heliman, 1994; Watson, Kumar, & Michaelson, 1993 등)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충분히 지지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직 내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
해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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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ta와 Puia(1995)는 1978~1990년 사이에 미국에서 실시된 112건의 다국적 기업
인수(cross-border acquisitions) 사례를 바탕으로 주주 가치창출에 기업의 문화적 거리
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있다. 여기서 문화적 거리(cultural distance)는
다음의 네 가지 특성(Hofsted의 1980년 내용을 참고하여)을 이용해서 지표를 만들었
다.
① Power distance
② Uncertainty avoidance
③ Individuality
④ Masculinity/feminity
그러나 이 중 상당 부분은 기업의 독특한 특성보다는 사회적, 국가적 문화적 차이
를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유사한 관점에서 Marks(1999)는‘Merging Cultures Evaluation Index(MCEI)’
라는
측정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① Concentration of power versus diffusion of power
② Innovation versus tradition
③ Wide versus narrow flow of information
④ Consensus versus authoritative decision-making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개인 수준에서 문화적 특성에 대해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들을 총합하여 자신들의 기업과 상대방의 기업을 비교 평가하게 된다.
Veiga와 그의 동료들(2000)은 자신들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23개의 항목으로 구
성된 CCI(cultural compatibility index)를 개발하여,5) 다국적 M&A를 실시한 영국과
프랑스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1) 기업의 문화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2) 과거에
는 어떠하였는가?, 그리고 3) 현재는 어떠한가? 의 세 가지 점수를 도출한 후 이들간
의 격차를 측정하고, 이러한 격차 점수와 M&A 이후 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 점수의 개념은 Kilmann과 그의 동료들(1986)이 제시하였던 문화
차이 조사(cultural gap survey)와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으며, 문화충돌(culture clash)

5) 예를 들어, 1) Encourages creativity and innovation, 2) Cares about health and welfare of
employees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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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념화와 측정에 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 바
가 크다.
앞서 Nahavandi와 Malekzadeh(1988)의 경우에서도, 문화 변용의 과정을 결정하는
요소는 조직의 구성원이 상대방과 자신의 기업 문화에 대해‘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가’
에 관한 심리적, 인지적 요소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문화충돌이라는 현상
은 이러한 인지적, 심리적 요소들간의 불일치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현상을 이야기하
고 있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개별 기업의 문화 지표를 측정한 후
이를 산술적으로 더하고 빼어 비교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해당 기업의 구성원들이
자기 기업의 문화와 상대방 기업의 문화에 대해‘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를 측정하
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다.

IV. 기업문화 충돌에 관한 기존연구의 종합:
논의와 향후연구의 방향
지금까지의 내용은, 기업의 문화충돌 현상에 대해 다룬 연구들을 문화 주체의 지리
적 위치와 분석 수준에 따라 분류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 중 지금까지 가장 많
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분야는 개인-조직 적합성(P-O fit)을 다룬 국가내-기업
내 부분이다. 이 분야의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많은 발전을 보여서, 정교한 이론적
모델과 측정 방안(예; 박원우, 1993; Kristof, 1996; 등)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학자들, 그리고 실무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바로 M&A와 관련된 문화충돌 현상이다. 이는 국가내-기업간 혹은 국가간-기업간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사실상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기존의 M&A 관련 문화충돌을 다룬 연구 중 상당수는 양쪽 기업의 문화적 특성(혹
은 기업이 속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측정하여, 이 들간의 괴리를 통해 문
화충돌의 정도를 예측하였다(예; Angwin, 2001; Datta & Puia, 1995; Kogut & Singh,
1988 등).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심각한 레벨 이슈(level issue)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문화의 정의는‘조직 혹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환경에 적응하여 성장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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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확립되어지는 공유된 기본 가정(basic assumption)(Schein, 1997)’등으로 제시되는
데, 이렇게‘공유된 기본 가정’
과 같은 심리적 요소는 서로 직접적인‘충돌’
을할수
있는 실체가 아니다. 문화충돌 현상은‘조직의 구성원이 새로운 기업의 문화를 접할
때 느끼는 거리감 혹은 갈등(Veiga et al., 2000)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6)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연구들
문화충돌의 직접적인 당사자는‘개인’

(예; Sapienza, 1985 등)은 문화충돌 현상을 측정함에 있어, 이러한 집합적 수준이 아
닌 개인 수준에서의 측정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M&A와 관련되어 문화충돌을 개
념화하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충돌의 구체적인 현상 및 양상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보다 정밀하고 엄밀한 개념화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Kristof(1996)가 제시한 P-O fit의 모델을 이용하여 국가간 M&A
혹은 국가내 M&A에서 발생하는 문화충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A
상의 문화충돌 상에서 경영자들이 느끼는 경영스타일상의 불일치(예; Datta, 1991;
Marks, 1999 등), 종업원들이 느끼는 문화적 거리감 등은 조직의 문화적 특성과 개인
의 특성간 유사성의 결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P-O fit에서 이야기하였던 상
호적합성(supplementary fit)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기존의 P-O
fit에 관한 연구들에서 다루는 내용들과의 차이점은, 연구 대상이 되는 객체가 서로
다른 기업 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이는 이상의 논의들 중 대부분이 P-O
fit의 모형 속에 포함되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의 < 그림 8> 에서는 Kristof
(1996)의 모델을 발전시켜, 기업간 M&A시 발생하는 개인-조직 적합성의 이슈에 대
한 모델을 보이고 있다. 다음과 같은 모델은, 기업간 M&A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문
화충돌 현상의 본질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이해와 개념화 그리고 타당한 측정 방안을
위한 기본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의 종합 모델에서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supplementary
fit’
과‘complementary fit’
은 그러한 적합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적 단계가 다
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간 M&A 직후에 서로 다른 기업에 속한 개인들이 다른 기
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는 없는 일이다. 이들은 서로에 대

6)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경영자’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
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이들이 좀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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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A

기업 B

조직

개인

특성

특성

문화/기업풍토
가치
목표
관행

a

Supplies
Resources
financial
physical
psychological
Opportunities
task-related
interpersonal
Demands
Resources
time
effort
commitment
experience
Opportunities
task
interpersonal

c

개성
가치관
목표
태도

Supplementary fit

Supplies
Resources
time
effort
commitment
experience
Opportunities
task
interpersonal

Complementary fit

b

Demands
Resources
time
effort
commitment
experience
Opportunities
task
interpersonal

<그림 8> 기업간 M&A시 적용될 개인-조직 적합성의 모델

한 막연한 인상,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1차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정보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complementary fit’은

‘supplementary fit’
의 경우보다 좀 더 나중 단계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기업간 M&A 수행 시, 기업의 문화적 통합 과정이 사전
계획 수준에서 완료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기업간 M&A시 발생하는 문화충돌 유형(구체적으로는, 타
기업간 개인-조직 적합성에 관한 문제)은 구체적인 문화통합 과정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Nahavandi와 Malekzadeh(1988)는‘문화 변용의 유형(mode of acculturation)’
이라는 개념으로 4가지의 문화통합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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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유형’
의 결정 요소들이 개인의 주관적인‘선호도’
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
해, 위의 종합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합성의 종류들 중‘supplementary fit’
의 개념
만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좀더 연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
다.
지금까지 개인-조직 적합성에 관련된 분야와, 기업간 M&A와 관련된 연구의 두 가
지 큰 분야에서 연구되어온‘기업 문화충돌’
에 관한 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각기 서로 다른 관점에서 수행되어온 여러 이론들을 한데 묶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이론적 문화충돌’
을 야기할 수도 있다. 즉, 분석 수준과 기본 개념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론들을 서로 비교한다는 것이 별 의미를 가지지 못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충돌과 관련된 제반 이론들은 현재 이론적 구심점
을 가지지 못하고 이리 저리 표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이론적 흐름을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이론적, 개념적 기반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기존의 이론들을 종합하고, 이를 통해 무언가 앞으로 나아
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그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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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porate culture is a very important topic in business management irrespective of time
and space. Though it became a buzzword in the 1980s, its importance is being emphasized
again nowadays mainly due to the increase of M&A. Despite the growing tendency of
worldwide M&A, the failure rate of M&A also increases. The major critical factor known for
the failure is an inappropriate management of corporate culture clash. This study proposes a
model that classifies all (not only the culture clash of M&A) types of culture clash--a two-bytwo matrix model combining domestic (intranational) and cross-border (international)
culture clashes with micro (intraorganizational) and macro (interorganizational) culture
clashes. Foregoing studies on culture clash were classified into the four culture clash types
and then were reviewed with emphases on the meaning and the measurement of each type.
With the descriptions of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foregoing studies, conclusion,
discussion, and implication for the future study are also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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