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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the corporate culture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invisible assets determining the

competitive advantages in all the business firm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pict the

corporate culture of railroad-related organizations based on the cognitive response of employees. To

attain this purpose, several aspects of current corporate cultures are surveyed through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SPSS. In this paper the theoretical framework adopted was an corporate culture

model developed by Rousseau.

------------------------------------------------------------------------------

서 론1.

오늘날 기업문화는 조직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무형자산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무형자산으로서의 기업문화는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Sustainable

의 중요한 원천일 뿐만 아니라 타 조직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핵심역Competitive Advantage) ,

량 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연하고 생산적인 기업문화의 구축은 조직의 성장과(Core Competence)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전략적 자산이 된다 본 논문은 조직문화의 중요성이라는 맥락에서 개 철. 5

도관련조직을 대상으로 그 문화유형을 비교 관점에서 탐색해보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철도관련 개 조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루소 의 문화모형관련 설문을5 (Rousseau)

배포 회수하여 통계처리하고 개 조직의 문화유형 비교와 함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 .

이론적 배경2.

기업문화에 대한 제반 연구2.1

기업문화에 대한 연구는 지난 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폭넓은 연구가 수행1980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업문화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전제 하에 의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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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요인들을 발견하는데 주력하였다 해리슨은 기업의 문화적 특성이 기업의 이념적인 지향.

에 달려 있다고 보고 권력지향성 문화 역할지향성 문화 과업지향성 문화 인간지향성 문화 등, , ,

으로 구분했다 핸디는 문화 형태에 좋고 나쁨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환경에 적합 한가 아닌[1].

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클럽문화 역할문화 과업문화, , , 실존문화로구분하였다 딜과케네디[2]. 는 기

업 환경과의 상호관계에서 기업체가 성과달성을 위하여 얼마나 모험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

과로 얼마나 빨리 피드백을 받느냐의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투자형 기업문화 모험형 기업문,

화 근면형 기업문화, 로 구분하였으며 왈라쉬는[3], 개인의 동기유발 요인을 성취욕 친화욕 권력욕, ,

등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기업문화의 유형을 적용시켜 혁신적 문화 후원적 문화 관료적 문화로, ,

구분하고 있다 서인덕은 구성원의 행동특성과 현실지각을 바탕으로 합리적 문화 진취적 문[4]. ,

화 친화적 문화 보존적 문화로 구분하였고 이, , [5], 외에도 기업문화를 공유가치 전(Shared Value),

략 구조 시스템 종업원(Straregy), (Structure), (System), (Staff), 기술(Skill), 스타일 의구성체로(Style)

인식하는 의Mckinsey 모형 개인의 정보처리유형에 기반을 두어 보편적 기업문화 유형으로7S [6],

합리적 문화 혁신적 문화 합의적 문화, , , 위계적 문화로 구분한 퀸과 맥그라스의 연구도 있다[7].

루소의 문화모형2.2

본 논문에서 활용한 연구모형을 개발한 루소는 기업문화를 과업과 인간 그리고 안전과 만족

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건설형 문화 수동적 방어형 문화 적극적 방어형 문화의 가지로 구분, , 3

하고 다시 그 안에 가지의 세부 문화 즉 성취문화 자아실현문화 인본주의문화 친화적 문화4 , , , , ,

동조적 문화 관료적 문화 복종적 문화 회피문화 대립적 문화 권력문화 경쟁문화 완벽주의, , , , , , ,

문화로 분류하였다 루소에 의하면 조직문화는 단 한가지의 차원만으로 구성되는 것[8](Table 1).

은 아니며 다양한 문화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루소의 조직문화 모형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

조직문화는 건설적 문화가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방어적 문화가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경

우이다.

루소의 문화모형과 세부변수Table 1.

건설적 스타일

(Constructive)

수동적 방어적 스타일/

(Passive/Defensive)

공격적 방어적 스타일/

(Aggressive/Defensive)

성취문화

(Achievement)

목표달성과정- ,

과업달성의 노력

동조적

문화

(Approval)

무난한 인간-

관계 이견회피,

대립적

문화

(Oppositional)

대결 비판과- /

이를 통한 지위

유지

자아실현

문화

(Self-Actualit

y)

창의성 혁신 질- , ,

개인의 성장,

관료적

문화

(Conventional)

규정 절차준수- /

혁신억제( )

권력문화

(Power)

직원의존- ,

상급자요구

중시

인본주의

문화

(Humanistic-

Encouraging)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 헌신,

복종적

문화

(Dependent)

상명하복 강조-

자발성 제약( )

경쟁문화

(Competitive)

상호경쟁 견제- /

팽배

친화적

문화

(Affiliative)

열린 의사소통- ,

원활한 협조와

대인관계

회피문화

(Avoidance)

실수에 대한-

문책 책임전가,

완벽주의

문화

(Perfectionist)

세부사항 강요- ,

엄격한 처리,

실수 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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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3.

연구방법3.1

년 월 철도공사 공항철도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개 철도관련조직 로 약칭2006 10 , , , 4 (B )

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부를 유효설문으로 그리고 년 월 중 철도시설공단 로 약칭 의390 , 2007 3 (A )

구성원을 대상으로 총 부를 유효설문으로 판단하여 통계처리 하였다98 .

그리고 조직간 비교분석 및 시기별 비교분석을 위해 년 봄 개 사기업에 종사하는 종2003 13

업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설문 부와 같은 해 가을 회수된 지하철 부 지하철 부850 C 229 , D 135 ,

철도 부도 함께 비교분석자료로 삼았다E 125 .

설문지는 인사조직운영과 조직문화를 묻는 문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나 본 연구모형과 무관한 부분들은 통계처리에서 제외하였다 관련 문항의 신뢰도 측정을 위한.

결과는 와 같다Cronbach Alpha Test Table 2 .

설문문항 차원과 신뢰도 계수Table 2.

차원 변수( ) 세부변수 변수항목 Cronbach Alpha

조직문화

독립변수( )

건설적

문화

성취 문화 c14, c25, c35 .7557

자아실현 문화 c15, c26, c36 .7080

인본주의 문화 c1, c5, c16 .7499

친화적 문화 c6, c17, c27 .7990

수동 방어적/

문화

동조적 문화 c2, c18, c28 .6710

관료적 문화 c7, c19, c29 .4865(*)

복종적 문화 c8, c20, c30 .5955

회피 문화 c9, c21, c31 .7044

공격 방어적/

문화

대립적 문화 c3, c10, c22 .4195(*)

권력 문화 c11, c23, c32 .7275

경쟁 문화 c12, c24, c33 .6750

완벽주의 문화 c4, c13, c34 .6378

조직효과성

종속변수( )
직무 만족 a2, a5 .7139

관료적문화와 대립적문화의 알파값이 이하로 나타났으나 본 논문에서는 관련문항을 통계처리에 활용하였음* 0.5 .

연구의 한계3.2

본 연구는 설문방법이라는 양적인 연구가 지니는 일반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외에,

관련 조직의 설문대상이 전체구성원 수에 비해 과소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처리 결과를

조직의 전체 문화유형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설문지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배포된 관계로 해당 조직의 전반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점도

지적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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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3.3

기관별 시기별 문화유형 비교3.3.1 /

루소에 의하면 우량 기업은 일반적으로 건설적 문화가 강하고 방어적 문화가 낮은 특징을

보인다 루소의 모형에 따라 도출된 문화유형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에서와 같이 몇 가. Table 3

지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기관별 시기별 문화유형 비교Table 3. /

건설적 스타일 (Constructive)

항목

철도관련조직

사기업

평균사A
B
개기관(4
평균값)

사C 사D 사E

월2007. 3 월2006. 10 월2003. 10 월2003. 3

성취 문화

자아실현 문화

인본주의 문화

친화적 문화

3.55

3.26

3.43

3.45

3.40

3.14

3.34

3.34

2.96

2.81

2.81

3.04

2.87

2.80

2.62

3.00

2.88

2.78

2.70

2.92

3.48

3.27

3.26

3.47

범주별 문화유형 평균 3.42 3.31 2.91 2.82 2.82 3.37

수동적 방어적 스타일/ (Passive/Defensive)

항목

철도관련조직

사기업

평균사A
B
개기관(4
평균값)

사C 사D 사E

월2007. 3 월2006. 10 월2003. 10 월2003. 3

동조적 문화

관료적 문화

복종적 문화

회피 문화

3.44

3.33

3.32

2.86

3.33

3.35

3.30

2.62

3.05

3.37

3.19

3.08

3.08

3.50

3.23

3.20

3.21

3.52

3.23

3.11

3.39

3.30

3.30

2.81

범주별 문화유형 평균 3.24 3.15 3.17 3.25 3.27 3.20

공격적 방어적 스타일/ (Aggressive/Defensive)

항목

철도관련조직

사기업

평균사A
B
개기관(4
평균값)

사C 사D 사E

월2007. 3 월2006. 10 월2003. 10 월2003. 3

대립적 문화

권력 문화

경쟁 문화

완벽주의 문화

3.01

3.02

3.04

3.37

3.01

2.81

2.91

3.34

3.14

3.10

3.00

3.17

3.36

3.38

3.13

3.17

3.21

3.13

2.98

3.24

3.10

3.10

2.99

3.21

범주별 문화유형 평균 3.11 3.02 3.10 3.26 3.14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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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루소의 견해대로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지닌 조직의 경우 건설적 스타일의 문화유형,

값이 수동적 방어적 스타일이나 공격적 방어적 스타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 . Table

에서 보듯이 년 실시된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철도관련기관 사의 건설적 스타일 문3 2003 C, D, E

화유형 평균값이 사기업 평균값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그러나 년이 경과한 최근의 시점에. 3, 4

서 볼 때 철도관련 조직의 건설적 스타일 유형의 값이 거의 사기업 평균치에 근사한 값으로 나

타나고 있어 그간 철도관련조직의 기업문화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를 주 업종으로 하는 사의 경우는 과거 철도청 시절에 팽배, A

했던 전형적인 공무원 조직의 보수적 문화에서 벗어나 사기업의 일반적인 문화유형에 근접했을

뿐만 아니라 성취문화와 인본주의 문화 차원에서는 오히려 사기업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

에서 훨씬 유연한 기업문화를 구축한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루소가 바람직하지 않은 유형으로 분류한 수동적 방어적 스타일이나 공격적 방어적, / /

스타일의 경우는 년 전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들 두 스타일의 문화유형은 시3, 4

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습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들 두 유,

형은 조직의 성격을 떠나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기업조직에서 공유되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인

것으로 여겨진다.

문화유형과 직무만족간의 관계 회귀분석3.3.2 ( )

사와 집단 철도관련 개 조직 을 구분하지 않고 개 조직의 전체표본 명 을 이용하여A B ( 4 ) 5 (488 )

문화유형 독립변수 이 직무만족 종속변수 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회귀분석 하였을 때 그 결( ) ( )

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회귀분석 결과 방식Table 4. (Regression: stepwise )

의 값으로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음(VIF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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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단계로 도출된 모형의 설명력, 4 (수정 R
2
은 로 가지 문화유형차원 독립변수 이 구) .317 12 ( )

성원들의 직무만족 종속변수 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다음으로 가지 전체 문화유형 변수 중 직무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는 변12

수는 단계모형에서 인본주의문화 계수 로 도출되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본주의1 ( = .510) , 4β

문화 계수 성취문화 회피문화 완벽주의문화 등 개 변수로 나타났( = .253), (.203), (-.133), (.104) 4β

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철도관련조직 명 구성원들이 지각하기에 자신들이 느끼는 직무만족. 488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문화요인이 인본주의 성취 회피 완벽주의 등 개 차원이라, , , 4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응답자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의 기업문화가 인본주의 문화일. ,

수록 성취지향 문화일수록 그리고 완벽주의 문화일수록 직무만족을 그만큼 더 높게 느낀다는, ,

것을 의미하며 이와는 달리 회피 문화의 경우는 그 정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그만큼 더 직무,

만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완벽주의 문화가 직무만족과 정 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는 점이다 사기업 구성원의 경우 완벽주의 문화를 불만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반해 철도관.

련조직의 경우는 비록 그 값 계수 이 낮긴 하지만 완벽주의 문화일수록 직무만족에 긍( = . 104)β

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그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마지막으로 개의 전체 문화차원 변수와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단순상관으로 살펴보면 다음12

의 상관계수 와 같다Table 5(Pearson ) .

문화차원과 직무만족 간의 상관관계 상관계수Table 5. (Pear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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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에서 알 수 있듯이 철도관련 개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조직이 성취문화Table 5 5

자아실현문화 인본주의문화 친화적 문화 동조적 문화 완벽주의문(.502), (.493), (.510), (.497), (.442),

화 라고 지각할수록 직무만족을 느끼며 회피문화 대립적 문화 권력문화(.414) , (-365), (-.174),

라고 지각할수록 직무만족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209) .

시사점 및 결론4.

앞의 통계결과 및 분석을 토대로 철도관련 개 조직의 문화유형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과5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철도관련 조직의 응답자들은 건설적 문화유형인 성취문화 자아실현문화 인본주의문, , ,

화 친화적 문화를 희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들 문화유형이 직무만족에 정 의 영향을 주, . (+)

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조적 문화와 완벽주의 문화유형에 대한 지각이 상식적인 기대와 달리 직무만족에,

역시 정 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정책적인 조직체계 변경과 강도 높은 경영혁신(+)

이라는 조직변화의 과정에서 과거에 지녔던 집단주의적 응집성이 와해되고 부문 부서 간 계층/ ,

간 직군 간 개인 간 갈등의 수준이 증가하면서 질서와 동질성을 바탕으로 영위되었던 이전 문, ,

화유형의 회복을 바라는 욕구가 표출된 것은 아닌가 짐작해본다.

셋째 회피문화 대립적 문화 권력문화유형에 대해서는 상관계수가 부 의 값으로 나타나, , , (-)

고 있어 구성원들은 이들 문화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살펴본 철도관련 개 조직의 기업문화유형은 건설적 스타일의 문화5

유형이 수동적 방어적 스타일이나 공격적 방어적 스타일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

차이는 매우 경미하다 그리고 동조적 문화 완벽주의문화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정 의 관계. , (+)

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회피문화 대립적 문화 권력문화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 ,

점에서 이들 조직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통해 바람직한 건설적 문화의 구축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건설적 문화가 충만한 조직이라면 이 같은 문제들이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

나 이 같은 작업은 시대적 조류와 적합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색해야 하는 만큼 매우 지난한

작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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