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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업문화의 유형과 기업문화의 구성요소간의 계, 향도를 분석하고, 기업문화의 유형 평가모델에 의하여 유형을 평가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기업의 구성원을 상으로 설문을 통해 구한 314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문화의 유형과 기업문화

의 구성요소간의 계는 상 분석을 통해, 기업문화의 유형별로 어떤 기업문화 구성요소가 향을 주는 정도에 해서는 회귀분석을 통

해서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기업문화 유형의 평가모델 분석은 퍼지시스템을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의 기업문화 유형의 평가모델은 

가능 인 면과 필연 인 면이 섞여 있는 형태이며, 평가모델을 이용하여 모델링에 의한 기업문화유형에 한 추정퍼지 계행렬을 동정하

여 퍼지시스템을 구하는 동정문제로서 모델의 검토를 통해서 그 유용성을 보 다. 

키워드 : 기업문화, 평가모델, 퍼지시스템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an evaluation method through corporate culture's evaluation model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and affection between types and elements of corporate culture. 314 data obtained from the member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alyzed the relationship by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degree affecting rate the corporate 

culture types by the regression analysis. Finally, fuzzy system was used to analyze the evaluation model of the 

corporate culture type. The evaluation model of the corporate culture types in this paper is mixed possibility and 

necessity sides and showed the usefulness through reviewing the model which has an identification problem of the 

fuzzy system estimated fuzzy relation matrix for corporate culture types using the model.

Key Words : Corporate Culture, Evaluation Model, Fuzzy System   

1. 서  론

 기업의 궁극 인 목 은 고객만족, 이윤추구, 기업

문화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서 기업문화의 정

착이란 한나라 는 사회에 특유한 문화  집단에 의해 규

정되고 사회에 특유한 문화  집단에 의해 규정되거나 이에 

향을 미치는 기업 내지 기업행동패턴을 가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1,2].

이러한 기업문화의 정착을 해서는 기업문화를 구성하

고 있는 요소에 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것에 한 학자들

의 견해는 매우 다양하다[3-5]. 그러나 이들의 공통 인 견

해는 기업문화의 형성을 어느 한 특정요인 보다는 기업문화 

내에 포함되는 여러 요인의 복합 인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악하고 있다[5-7]. 특히 R.T. Pascale과 T.J. 

Perters는 일본과 미국의 우수기업에 한 연구결과를 심

으로 기업문화의 구성요소로서 7S를 들고 있다[5]. 7S는 공

유가치(Share values), 략(Strategy), 구조(Structure), 

리시스템(Systems), 구성원(Staff), 기술(Skills), 리더십스

타일(Style)이며, 최근 기업문화에 한 연구에서 기업문화

를 구별지우는 요소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5-7].

이러한 기업문화의 구성요소에 의하여 기업문화의 유형

이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기업문화의 유형에 해

서도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다[3-5]. 이들  R. Harrison

의 권력지향형, 역할지향형, 과업지향형, 인간지향형 기업문

화 유형이 최근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3-5].

이상의 기업문화 구성요소와 기업문화의 유형으로부터 

기업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문화

의 구성요소와 기업문화의 유형간의 상 계는 어떠한가? 

둘째, 기업문화의 유형에 향을 주는 기업문화의 구성요소

는 무엇인가? 셋째, 기업문화의 구성요소를 보고 기업문화

의 유형을 어떻게 결정하며, 새로운 기업의 데이터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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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기업문화의 유형 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문화의 유형과 기업문화의 구

성요소간의 계, 향도를 분석하고, 기업문화의 유형 평가

모델에 의하여 유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 에 한 연구방법으로서 45개 소제조

업체를 상으로 하여 사원에서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314

명으로부터 설문지를 받았으며, 이들 모두 유효한 데이터로 

정되었다. 이들 314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문화의 

유형과 기업문화의 구성요소간의 계에 해서는 상 분

석을 통해 상 계수를 구하 으며, 기업문화의 유형별로 어

떤 기업문화 구성요소가 향을 주는 정도에 해서는 회귀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 다[8]. 마지막으로 기업문화 구성요

소와 기업문화 유형과의 평가모델 분석[9]은 퍼지입·출력을 

가지는 퍼지시스템[10,11]을 이용한다. 퍼지시스템의 개념은 

인간이 여하는 퍼지한 입ㆍ출력시스템을 퍼지집합에 의

하여 나타내는 것을 목 으로 L.A. Zadeh[12]에 의해 제안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입력으로서 평가기업군과 기업

문화 구성요소의 퍼지행렬, 퍼지출력으로서 평가기업군과 

기업문화 유형과의 퍼지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퍼지시스템

을 구하는 동정문제에 해당된다[11,13]. 설문지를 통해 구한 

데이터 314개  평가모델을 모델링하기 하여 트 이닝데

이터로 157개를, 모델을 검토하는 체킹데이터로 157개를 사

용한다. 한 퍼지시스템을 구하는 연산방법으로 두 가지를 

사용해서 기업문화 유형 평가에 한 원 데이터와 모델링을 

통해 구해진 데이터와의 오차합을 비교하여 어떤 연산이 더 

효과 인지를 검토하 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행하는 궁극 인 목표는 이러한 

기업문화의 기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업문화의 설

계  구축에 활용함으로써 기업문화의 발 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2. 기업문화 구성요소와 기업문화 유형간의 

계  향

앞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장에서는 기업문화의 구

성요소와 기업문화의 유형간의 상 계수를 구하여 상호 상

계를 악하고, 기업문화의 유형에 하여 기업문화의 

각 구성요소가 어느 정도 향을 주는지 회귀계수를 구하여 

악하 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업문화의 구성요소와 기업문

화의 유형은 각각 표1과 표2에 나타내었다. 

표 1. 기업문화의 구성요소

Table 1. Components of Corporate Culture 

구분 기업문화의 구성요소

 략 (Strategy)

 구조 (Structure)

 시스템 (Systems)

 구성원 (Staff)

 기술 (Skills)

 리더십 스타일 (Style)

 공유가치 (Share values)

 

표1의 기업문화의 구성요소는 기업이 변화나 개 을 수

용해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악에 유용한 분석수

단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서 일곱 개로 구성되어 있다

[3-7].

략은 외부환경에서 발생할 상황변화에 한 상 는 

장래에 해 기본방향과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구조는 

기업의 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틀로서 권한 계와 방침

이 포함된다. 시스템은 기업경 의 의사결정과 일상운 에 

틀이 되는 리제도와 차와 각종 시스템이다. 구성원은 

기업의 인력구성과 구성원들의 능력, 문성, 가치 과 신

념, 욕구와 동기, 지각과 태도를 의미한다. 기술은 기업이 

보유한 각종 기계장치와 컴퓨터를 포함한 생산  정보처리 

분야의 하드웨어는 물론 소 트웨어 기술을 망라한다. 스타

일은 기업구성원을 이끌어가는 반 인 조직 리 스타일

이며, 공유가치는 기업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치 과 이념, 통가치,  기업구성원의 공동가치를 포함

한다[5-7].

표 2. 기업문화 유형 

Table 2. Types of Corporate Culture 

구분 기업문화의 유형

 권력지향형 문화 

 역할지향형 문화 

 과업지향형 문화 

 인간지향형 문화 
 

표2의 기업문화유형에서 권력지향형 문화는 기업내 구성

원의 경쟁과 갈등구조, 기업내 권력 계나  세력이 

있는 문화이며, 역할지향형 문화는 가능한 합리 이고 질서

를 유지하며 규칙과 차를 시하는 문화이다. 과업지향형 

문화는 상  목표달성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과업성

취구조와 련된 문화이며 인간지향형 문화는 구성원의 욕

구를 시하고 자기실   인본주의에 입각한 문화유형이

다[3-5]. 표3은 표1의 기업문화의 구성요소와 표2의 기업문

화 유형 간의 상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상 계수

Table 3. Corelation Coefficient 

상

계수
          

 1 .60 .64 .52  .46  .51  .52  .40  .46  .39  .37  

 .60 1 .54 .42 .44 .47 .58 .39 .44 .46 .31

 .64 .54 1 .61 .55 .63 .51 .45 .45 .43 .49

 .52 .42 .61 1 .50 .54 .48 .41 .41 .42 .52

 .46 .44 .55 .50 1 .54 .49 .55 .46 .51 .52

 .51 .47 .63 .54 .54 1 .58 .39  .43 .44 .37

 .52  .58  .51  .48  .50  .58  1 .42  .48  .53  .37  

 .40  .39  .45  .41  55  .39  .42  1 .44  .49  .48  

 .46  .44  .45  .41  .46  .43  .48  .44  1 .74  .51  

 .39  .46  .43  .42  .51  .44  .53  .49  .74  1 .49  

 .37  .31  .49  .52  .52  .37  .37  .48  .51  .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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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종속변수 의 회귀계수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1.486 0.254 5.845 0.000 

 0.164 0.121 0.121 1.348 0.178 

 0.065 0.143 0.049 0.455 0.650 

 -0.113 0.148 -0.088 -0.764 0.446 

 0.148 0.134 0.114 1.106 0.270 

 -0.167 0.118 -0.135 -1.419 0.157 

 0.431 0.105 0.349 4.119 0.000 

 0.085 0.134 0.061 0.635 0.526 

표3의 상 계수는 모두 유의확률 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지향형문화와 기업문화의 구성요소와의 상

은 기술, 시스템, 공유가치, 구성원, 략, 구조=리더십스타

일의 순이었으며, 역할지향형문화와 기업문화의 구성요소와

의 상 은 공유가치, 기술= 략, 시스템, 구조, 리더십스타

일, 구성원의 순이었으며, 과업지향형문화와 기업문화의 구

성요소와의 상 은 공유가치, 기술, 구조, 리더십스타일, 시

스템, 구성원, 략의 순이었으며, 인간지향형문화와 기업문

화의 구성요소와의 상 은 구성원=기술, 시스템, 략=리더

십스타일=공유가치, 구조의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4

개의 기업문화의 유형과 7개의 기업문화 구성요소와의 상

계수의 값은 기술과 공유가치가 공통 으로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것은 기술과 공유가치가 기업문화의 유형과 높은 

상 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4는 기업문화

의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문화의 구성요소를 독립변

수로 하 을 때의 회귀계수를 구한 것이다.

표 4. 회귀분석결과

Table 4.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a) 종속변수 의 회귀계수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3.541 0.318 11.153 0.000 

 0.129 0.152 0.084 0.853 0.395 

 0.074 0.179 0.049 0.414 0.679 

 -0.400 0.185 -0.273 -2.168 0.031 

 0.172 0.167 0.116 1.031 0.303 

 -0.325 0.147 -0.230 -2.204 0.028 

 0.044 0.131 0.031 0.337 0.736 

 0.143 0.167 0.090 0.856 0.392 

(b) 종속변수 의 회귀계수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1.361 0.250 5.435 0.000 

 0.237 0.120 0.176 1.982 0.048 

 0.136 0.141 0.102 0.962 0.337 

 -0.044 0.146 -0.034 -0.300 0.764 

 -0.212 0.132 -0.163 -1.609 0.109 

 -0.044 0.116 -0.035 -0.376 0.707 

 0.392 0.103 0.317 3.805 0.000 

 0.183 0.132 0.131 1.389 0.166 

(d) 종속변수 의 회귀계수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0.427 0.247 1.727 0.085 

 -0.022 0.118 -0.015 -0.189 0.850 

 -0.184 0.139 -0.129 -1.325 0.186 

 0.302 0.144 0.217 2.099 0.037 

 0.315 0.130 0.223 2.423 0.016 

 0.045 0.115 0.033 0.388 0.698 

 0.076 0.102 0.056 0.743 0.458 

 0.378 0.130 0.250 2.908 0.004 

표4의 (a)는 권력지향형 문화를 종속변수로 하 을 때의 

회귀계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유의한 독립변수는 상수, 시스

템, 기술로서 이들이 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스템과 기술은 음의 향을 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의 (b)는 역할지향형 문화의 경우는 상수, 략, 리더

십스타일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의 (c)는 과업지향형 문화의 경우는 상수, 리더십스타

일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의 (d)는 인간지향형 문화의 경우는 시스템, 구성원, 

공유가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각각의 기업문화의 유형에 해당된다

고 단되는 독립변수들이 유의하게 향을 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매우 의미가 있으며, 2개 이상의 기업문화 유형

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시스템과 리더십스타일은 기업문화 

유형의 결정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평가모델

  본 연구에서의 기업문화 평가모델은 그림1과 같다. 

기업문화 구성요소  기업문화 유형

평가기업군

X

Q T

R
Y Z

그림 1. 기업문화 평가모델

 Fig. 1. An Evaluation Model of Corporate Culture 

  

X는 평가기업군의 집합, Y는 기업문화 구성요소의 집합, 

Z는 기업문화 유형평가의 집합을 나타낸다. 평가기업군과 

기업문화 요소의 퍼지 계행렬 Q∈L(X×Y)와 기업으로부

터 얻은 평가기업군과 기업문화 유형평가의 퍼지 계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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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X×Y)가 주어져 있을 때, 기업문화 구성요소와 기업

문화 유형평가의 계행렬 R∈L(Y×Z)을 동정한다는 것은 

기업문화 유형평가에 한 지식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 인 면(∃)과 필연 인 면(∀)이 섞

여 있는 식(1)의 기업문화 유형 평가모델을 이용한다. 

T = λ (Q∃R) + (1-λ) (Q∀R),  0≤λ≤1 (1)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가능성 인 ∃-퍼지시스템  필

연성 인 ∀-퍼지시스템을 각각 식(2),식(3)과 같이 정의한

다.

퍼지 계 Q∈L(X×Y), R∈L(Y×Z)에 하여  Q와 R의 

∃-퍼지시스템 T = (Q∃R)을

T( , ) = (Q∃R)( , ) = ∨[Q( , )∗R( , )] (2)

퍼지 계 Q∈L(X×), R∈L(Y×Z)에 하여 Q와 R의   

∀-퍼지시스템 T = (Q∀R)을

    T( , ) = (Q∀R)( , ) = ∧[Q( ,) *→R( , )]  (3)

여기서, ∨, ∧는 각각 sup, inf 를 나타내고, L(X×Y)는  

X×Y상의 L-퍼지집합 체의 클래스를 나타낸다. 

a,b∈[0,1] 일 때, 

a∗b, a *→b 의 연산은 식(4)와 같다.

                 ∗  max   
                      ≤ 

     
        (4)

 

퍼지시스템에 한 동정문제는 주어진 2개의 퍼지행렬  

Q∈L(X×Y)와 R∈L(Y×Z)에 하여 ∃-퍼지시스템에 의

한 동정과 ∀-퍼지시스템에 의한 동정으로 나 어지며, 식

(5)와 (6)은 동정결과이다.

Ř = Q
t

 ∀ T (5)

 = Q
t

 ∃ T (6)

다음으로 퍼지 계행렬 Q와 T를 이용하여 퍼지 계행렬 

Ř =  ∀ T와  =   ∃ T를 구하고, Ř 와 를 식(1)에 

용한다.    ∃ Ř라 두고,    ∀  라 하면,

′  ≤ ≤  (7)

로 되고, 평가치와 추정치의 각 요소 값 차의 제곱 합인 식

(8)의 H가 최소가 되는 를 결정하면 된다.






{T(,) - T'(,)｝
2

(8)

4. 모델링  모델의 검토

본 장에서는 기업 구성원으로부터 구한 데이터 314개를 

이용하여 기업문화의 평가모델링을 모델링하고 모델을 검

토하 다. 여기에 퍼지시스템의 연산방법에 따른 결과를 비

교하기 하여 모델링시에는 식(4)의 연산방법을 이용한 

<제1방법>에 의하여 모델링하고, 모델검토시에는 <제1방

법>과 MIN-MAX, MAX-MIN 기 으로 하는 <제2방법> 

두 가지를 사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다.

4.1 모델링

식(4)의 연산방법으로 모델링을 하면 다음과 같다.

표5는 트 이닝 데이터로 사용하는 157개에 한 퍼지

계행렬 Q로서 평가자가 소속기업의 기업문화 구성요소 7개

에 해 5 척도로 평가한 값을 표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0, 1]의 값으로 변환한 것이다. 이것을 퍼지집합의 멤버십

값으로 간주하 다.

표 5. 퍼지 계행렬   

Table 5. Fuzzy Relation Matrix 

       
 0.42 0.22 0.31 0.36 0.41 0.21 0.55

 0.26 0.22 0.31 0.47 0.27 0.42 0.68

 0.36 0.52 0.41 0.47 0.46 0.42 0.74

 0.42 0.70 0.69 0.64 0.41 0.60 0.55

 0.98 0.80 0.97 0.82 0.98 0.98 0.99

 0.42 0.22 0.36 0.26 0.36 0.21 0.24

 0.26 0.52 0.69 0.69 0.36 0.42 0.68

⋮ ⋮ ⋮ ⋮ ⋮ ⋮ ⋮ ⋮

 0.21 0.27 0.17 0.04 0.08 0.03 0.29

 0.94 0.14 0.07 0.22 0.96 0.71 0.74

 0.96 0.98 0.99 0.96 0.95 0.54 0.84

 0.36 0.18 0.11 0.11 0.41 0.02 0.11

 0.94 0.03 0.21 0.09 0.15 0.06 0.42

 0.59 0.04 0.09 0.09 0.10 0.06 0.04

 0.02 0.04 0.01 0.11 0.01 0.04 0.02

표6은 트 이닝데이터 157명의 평가자별로 4개의 기업문

화 유형에 한 값을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0, 1]의 값으로 

변환한 것이다.

표 6. 퍼지 계행렬   

Table 6. Fuzzy Relation Matrix 

    
 0.52 0.69 0.25 0.31

 0.52 0.24 0.25 0.73

 0.52 0.24 0.25 0.73

 0.52 0.24 0.69 0.73

 0.2 0.96 0.95 0.96

 0.52 0.69 0.25 0.73

 0.87 0.24 0.25 0.73

⋮ ⋮ ⋮ ⋮ ⋮

 0.52 0.24 0.25 0.31

 0.16 0.24 0.25 0.31

 0.87 0.69 0.69 0.73

 0.52 0.24 0.25 0.31

 0.87 0.69 0.69 0.73

 0.52 0.24 0.03 0.31

 0.02 0.00 0.00 0.31

표7은 식(7)에 의해 추정된 퍼지 계행렬  ′이며, 이 때 

추정된   에서 식(8)의 H값이 최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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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추정퍼지 계행렬  ′ (  )

Table 7. Estimated Fuzzy Relation Matrix  ′ (  )

 ′    
 0.44 0.44 0.44 0.44

 0.44 0.49 0.44 0.44

 0.44 0.52 0.44 0.47

 0.44 0.46 0.44 0.47

 0.43 0.64 0.43 0.61

 0.44 0.44 0.44 0.44

 0.44 0.49 0.50 0.50

⋮ ⋮ ⋮ ⋮ ⋮

 0.44 0.44 0.44 0.44

 0.44 0.57 0.43 0.61

 0.43 0.60 0.46 0.63

 0.44 0.44 0.44 0.44

 0.44 0.56 0.44 0.60

 0.44 0.44 0.44 0.44

 0.44 0.44 0.44 0.44

4.2 모델의 검토

<제1방법>

표8은 314개의 데이터  앞 에서 사용한 157개의 트

이닝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157개를 체킹데이터로 사용

한 기업문화 유형 4개에 한 퍼지 계행렬 Q이다. 

 

 표 8. 퍼지 계행렬   

 Table 8. Fuzzy Relation Matrix 

       
 0.42 0.64 0.26 0.18 0.67 0.80 0.42

 0.80 0.75 0.52 0.14 0.67 0.80 0.29

 0.54 0.70 0.52 0.58 0.80 0.84 0.42

 0.52 0.45 0.58 0.47 0.57 0.48 0.55

 0.48 0.27 0.64 0.53 0.27 0.71 0.55

 0.36 0.52 0.09 0.14 0.86 0.48 0.55

 0.21 0.08 0.36 0.36 0.02 0.11 0.62

⋮ ⋮ ⋮ ⋮ ⋮ ⋮ ⋮ ⋮

 0.94 0.98 0.99 0.97 0.97 0.99 0.99

 0.42 0.45 0.64 0.91 0.95 0.88 0.68

 0.92 0.95 0.95 0.97 0.91 0.88 0.91

 0.65 0.91 0.91 0.95 0.91 0.90 0.95

 0.65 0.64 0.69 0.64 0.71 0.60 0.74

 0.31 0.52 0.64 0.64 0.51 0.31 0.35

 0.42 0.45 0.47 0.36 0.41 0.42 0.35

표9는 체킹데이터 157개를 사용한 기업문화 유형 4개에 

한 퍼지 계행렬 이다. 

표10은 식(7)에 의해 추정된 퍼지 계행렬  ′이며, 모델

링시에 추정된   를 사용하여 추정한 퍼지 계행렬 

 ′이다.

이상의 <제1방법>에 의해 모델링하고 모델을 검토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57개의 트 이닝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한 결과 

    일 때, 평가데이터와 평가모델에 의하여 구해진 

평가데이터의 차이 값이 40.560으로서 최소가 되었다. 이것

은 오차합이 제일 다는 것으로 그 값들의 차이가 최소인 

것을 의미한다. 157개의 체킹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검

토한 결과   일 때 평가데이터와 평가모델에 의하여 

구해진 평가데이터의 차이 값이 58.260이 되었다.

표 9. 퍼지 계행렬 
Table 9. Fuzzy Relation Matrix 

    
 0.52 0.69 0.69 0.31

 0.87 0.96 0.95 0.73

 0.87 0.69 0.69 0.73

 0.52 0.69 0.25 0.31

 0.02 0.24 0.25 0.73

 0.87 0.24 0.25 0.73

 0.87 0.96 0.69 0.96

⋮ ⋮ ⋮ ⋮ ⋮

 0.02 0.96 0.95 0.96

 0.16 0.24 0.95 0.73

 0.02 0.69 0.69 0.96

 0.16 0.69 0.25 0.96

 0.16 0.69 0.25 0.96

 0.52 0.24 0.69 0.73

 0.52 0.24 0.69 0.73

표 10. 추정퍼지 계행렬  ′ (  )

Table 10. Estimated Fuzzy Relation Matrix  ′ (  )

 ′    
 0.44 0.44 0.44 0.52

 0.44 0.48 0.44 0.52

 0.44 0.48 0.44 0.54

 0.44 0.44 0.44 0.44

 0.44 0.44 0.44 0.47

 0.44 0.52 0.44 0.56

 0.44 0.45 0.44 0.44

⋮ ⋮ ⋮ ⋮ ⋮

 0.43 0.64 0.46 0.63

 0.44 0.58 0.44 0.62

 0.44 0.61 0.47 0.64

 0.44 0.63 0.46 0.64

 0.44 0.52 0.44 0.47

 0.44 0.44 0.44 0.47

 0.44 0.44 0.44 0.44

<제2방법>

MIN-MAX, MAX-MIN 기 으로 모델링하고 모델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57개의 트 이닝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한 결과 

  일 때, 평가데이터와 평가모델에 의하여 구해진 평가

데이터의 차이 값이 73.610로서 최소가 되었다. 157개의 체

킹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검토한 결과   일 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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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평가모델에 의하여 구해진 평가데이터의 차이 값

이 89.801이 되었다. 

이상으로부터 두 방법의 결과를 표11에 나타내었다.

표 11. Result of two method

Table 11. 두 방법의 비교 결과

구  분
제 1 방법 제 2 방법

    오차합  오차합

모델링 0.56 40.560 1 73.610

모델검토 0.56 58.260 1 89.801
  

표11로부터 <제1방법>이 <제2방법>에 비해 오차합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 1인 경우는 식(7)의 T2, 즉 

필연 인 면이 배제되고 가능 인 면만 수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업문화의 유형과 기업문화의 구성요소

간의 계와 향도를 분석하고, 기업문화의 유형 평가모델

에 의하여 유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 다.

기업의 구성원으로부터 구한 314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문화의 유형과 기업문화의 구성요소간의 계에 해

서는 상 분석을 통해 상 계수를 구하 으며, 기업문화의 

유형별로 어떤 기업문화 구성요소가 향을 주는 정도에 

해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계수로 분석하 다.  

상 분석 결과 모두 유의하 고, 기술과 공유가치가 공통

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각각의 기업문화 

유형에 합하다고 단되는 기업문화 구성요소들이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스템과 리더십스타일은 2개 이상

의 기업문화의 유형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문화 유형의 평가모델은 퍼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314개로 트 이닝데이터 

157개, 체킹데이터 157개 이며, 기업문화 모델링의 결과  

<제1방법>은 평가 모델링의 가 0.56일 때 오차합이 

40.560이고, 모델검토시에는 가 0.56일 때 오차합이 

58.260이다. <제2방법>은 평가 모델링의 가 1일 때 

73.610이고, 모델검토시에는 가 1일 때 89.801이었다. 이

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1방법>이 

보다 효과 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와 련하여 향후 연구로서는 퍼지시스템의 동정

시에 사용하는 연산방법에 한 다양한 비교검토와 평가모

델에 한 활용방안  기업문화의 유형별 기업문화의 구성

요소에 해 어떠한 룰로 형성되어있는 지를 알 수 있다면 

기업문화의 설계시에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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