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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융합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문화형태와 성과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
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문화와 형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에 맞게 모형을 개발하였다. 기업문화의 중요성
은 일상생활에서 조직적 문화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인식하에서 조직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고 보기 때문이다. 즉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는 조직행
동의 미시적·거시적 분석사이를 개념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하여 성과창출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토대로 하여 기업문화형태와 성과간의 영향관계를 분석,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융합기업의 
기업문화형태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업문화형태와 직무만족간의 
영향관계에서는 친화적, 진취적 기업문화가 영향을 미쳤고, 조직몰입과의 영향관계에서는 진취적 기업문화가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융합기업의 기업문화 관리를 통한 기업의 성과창출의 기초자료로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제어 : 융합기업, 기업문화형태, 성과창출, 직무만족, 조직몰입

Abstract  This study try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e culture type and performance about 
convergence corporate. In addition, we developed a model that fix this research to analyze the business culture 
and firms type in order to perform this study overall. In the daily operations of an organization's culture can 
be a source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it may be classified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to promote. In other words, the organizational culture as well as be able to describe an 
individual's attitudes and behavior, microscopic, macroscopic analysis of organizational behavior can serve to 
connect conceptually each others and through this process can be seen as contributing to the achievement 
creation. Therefore,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culture and performance form 
the basis of this study and research model was validated. Corporate culture in the form of  the convergency 
enterprise found out the strong relationship wi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research 
result. Finally, this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to be a useful guide as a basis for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companies with a corporate culture in the near future convergence corporation.

Key Words : Convergence Corporate Business Culture Type Creating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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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에는 항상 어떤 형태로든 문화

가 형성되고 자리 잡는다. 이러한 문화에 해 통  인

류학자들은 문화는 특정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에 의

해 획득된 지식과 신념, 술, 법률, 도덕, 습   기타 

능력을 포 하는 복합 인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문화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어떤 특정한 체제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달됨으로서 학습된 행동  

행동결과의 통합된 형태이고, 언어와 사회조직, 가치 , 

신앙, 의  풍속 등 인류가 후천 으로 획득한 생활양

식의 체계이며, 어떤 집단의 부나 일부에 의해 공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5]. 이처럼 조직문화의 요성은 일상

생활에서 조직  문화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인식하

에서 조직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는 조직행

동의 미시 ·거시  분석사이를 개념 으로 연결시켜 주

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하여 성과창출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직문화는 인사 리시스템이나 조

직변화 등 조직 리 분야에서 조직 내 구성원의 조직행

동을 효과 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성과를 창

출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문화형태와 기업의 성과간의 련

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기업문화형태와 기업의 성과

간의 향 계를 살펴 으로써 향후 기업문화의 요성

은 물론 기업의 건 한 조직문화형성을 통한 발 방안 

모색의 기 가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융합기업

융합이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 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즉,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녹아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이 융

합이란 단어는 과학 분야에서 활용되어 그 효과가 검증

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에는 일상생활의 매우 깊숙한 분

야까지 용․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융합기업이란 업종이 다른 기업이 서로 다른 경 ·기

술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신제품·신서비스를 개발함으로

써 부가가치를 제고함은 물론 새로운 분야로 사업화 능

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다 실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융합 활동은 일반 으로 교류(발굴) 단계 

→ (연구)개발 단계 → 사업화 단계 → 시장 개 단계의 

긴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류(발굴)단계는 정보교환, 공

장상호 견학, 연찬회 등을 통한 인 교류  융합과제 발

굴단계이고, 기술개발단계는 공정개선, 신기술, 신제품, 

신서비스 등 공동 연구개발단계이며, 사업화단계는 연구

개발의 성과 등으로 신사업활동 개단계이고, 사업 개

단계는 신제품·신기술·신서비스 개발 등을 통한 시장진

출 단계를 의미한다.

기업은 융합 활동을 통해 매출 성과, 연구효율 성과, 

비용 감 성과, 발굴  개발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4]. 따라서 시 에서는 융합기업의 형태는 필연 인 

시  과제로 이해될 수 있으며 향후 기업경쟁력을 

한 기반으로 이해된다. 

2.2 기업문화

2.2.1 기업문화의 개념

이학종(1986)은 문화의 개념은 통 으로 거시 인 

사회체계를 그 분석단 로 하는 인류학, 사회학 등에서 

연구되어 온 것으로서 포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거

시 인 문화개념을 사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미시 인 

조직체 수 에서 용시킨 것이 기업문화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고 하 다[6].

Schein(1988)은 조직문화를 어떤 기업조직이 환경

응과 내부통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발명하거나 발견하여 발 시킨 것으로 정의한다[18]. 

Broms and Gahmberg(1983)는 조직문화를 구성원들이 

사물의 요성을 조직체 맥락에서 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공유된 이해, 해석, 의 집합으로 정

의하 다[2]. 한편 김호섭·박천오(2002)는 조직문화란 특

정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 지배 으로 공유되고 있는 가

치 , 신념, 이념과 습, 규범과 통, 그리고 지식과 기

술 등을 포함하는 복합 인 개념으로 정의하 다[7]. 이

처럼 기업문화는 기업 조직 체와 구성원들의 각종 행

에 직 ·지속 으로 향을 주면 거시 , 미시  

에서 향 계에 있는 요한 요인으로 설명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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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업문화의 형태

기업의 경 신을 해서는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

는 조직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하지

만 Schein(1988)이 주장하 듯이 조직문화의 개념은 연

구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

직문화의 유형도 차원과 속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18]. Harrison(1978)은 조직의 문화  특성이 조직

의 이념  지향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고 조직문화를 권

력지향문화, 역할문화, 과업문화  인간문화의 네 가지

로 분류하 다[9]. Handy(1978)도 이념  지향에 의해 조

직문화가 형성된다고 보고, 클럽문화, 역할문화, 과업문

화  실존문화로 유형화하 다[8]. Ouchi(1980), Jones 

and Grorge(1998)등은 조직문화의 분류기 을 거래비용

의 에서 유형을 분류할 것을 주장하 다[15, 14].

기업문화 유형에 한 국내 연구  표 인 연구 

서인덕(1986)의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행동특성과 실지

각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문화의 형태를 연구하 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한국  특성이 가미된  이 척도를 

이용하여 기업문화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 모형은 기업

조직 실 지각차원을 동태 -정태 으로 구분하여 수직

축에서 양극화하고, 행동차원을 활동 지향 -유지 지향

으로 구분하여 친화  조직문화, 진취  문화, 합리  

조직문화  보존  조직문화의 네 가지 유형으로 개념

화하 다.

가. 친화  조직문화 : 조직구성원이 그 조직의 제조

건  행이 우의  공정성, 상호 조  친 감을 주고, 

상호 계 지향 인 집단의식, 합의성이 강하고 개인이 

존 받는 조직으로 지각되고 있는 문화형태이다.

나. 진취  조직문화 : 조직의 공유된 행동신념이 도

, 모험  지향성을 갖고 융통성 있는 태도로 규칙, 차

보다도 신속한 행동을 지향하며, 첨단성을 강조하는 것

으로 지각되는 문화형태이다.

다. 합리  조직문화 : 조직의 행  운 성향이 실

, 결과, 목표달성을 주로 하고 효율성, 수단성, 생산

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문화형태이다.

라. 보존  조직문화 : 조직의 행동성향이 안정 지향

이며, 련 규정· 차 등이 명확하고도 세 하게 정해져 

시행되고 업무의 흐름이 표 화, 습화 되어 일 성이 

있으며 질서와 서열의식이 뚜렷한 것으로 지각되는 문화

형태이다.

2.3 성과

2.3.1 성과의 개념

기업은 목표달성을 토 로 하여 성장하는 조직체이다. 

따라서 기업은 성장하는 동안 달성해야 할 다양한 목표

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목표 달성 여부는 성과로서 표

될 수 있다. 경 성과에 한 연구에서 경 성과는 조

직의 목표달성도,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획득을 한 

환경의 개척능력, 변화하는 환경에 한 응  생존능

력, 인 자원개발과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능력, 기업의 생산성 는 수익성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3]. 기업에서 성과는 생산성, 품질, 시성, 

응성, 효과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경쟁자에 비해 

보다 효율 이고 효과 으로 고객을 만족시켜서 조직이 

성취한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성과는 효율성과 효과성에 

의해서 결정된다[1, 16].

2.3.2 성과의 분류 

기업과 련한 성과를 분류할 때는 재무  성과와 비

재무  성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재무  

성과에서는 재무  활동을 측정함으로써 기업은 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것들이 기업의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는

가의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측정하는 측정지표로는 

투자수익률, 경제  부가가치, 수익성과 업이익, 매출

액, 매출액증가율, 자본회 율  흐름 등이 표

이다. 재무성과 지표들은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다른 

과 련된 성과지표들을 이용해서 실행한 략들이 

얼마나 향상된 결과를 낳는지 알려 다.

따라서 재무  성과는 기업의 경쟁우 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을 한 필수요소라 하겠다. 이러한 재무  

성과는 지표로서 바로 측정이 가능한 이 이 있지만 직

 향 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비재무  성과는 개념 으로 잘라 구분하

기에 한계가 있다. 를 들자면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

는 고객만족, 고객충성도, 조직과 련한 직무만족, 조직

몰입, 성취의도와 련한 성취도 등으로 나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조직문화와 련된 연구로서 비재무

 성과에 이 맞춰진 성과측정이 바람직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  성과보다는 비재무  성과 그 

에서도 조직과 련된 성과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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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과에 한 주요요인으로는 김상묵은 Brewer & 

Seldon의 연구에 기 하여 조직성과의 향요인을 직무

만족, 조직몰입, 공공서비스동기, 조직시민행동으로 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하

고 있다[17].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조직성과는 조직구성

원의 개인  차원의 변수들로부터 향을 받는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의 주요요인인 직무만족, 조

직몰입을 변수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2.4 기업문화형태와 성과

조직성과에 하여 연구자들은 그것을 측정하기 하

여 조작 으로 정의하며, 이에 따라 조직성과를 측정하

게 된다. 조작  정의의 형태는 엄격하게 조작 으로 정

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의를 내리지 않고 조직성과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거나 조직성과의 변수로서 제시하고 

이를 측정하기도 한다[12]. 기업문화와 성과에 한 연구

는 지속 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그 결과는 정 인 결

과가 주를 이루었다. 이주호(1996)는 조직문화의 성과변

수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를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 유의한 계를 확인하 으며[11], 도재욱(2005)

은 병원의 조직문화가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에 향력이 있음을 확인하 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

합해 보면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은 향 계가 있는 것

으로 악되어 진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기업문화형태는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1-1. 친화  기업문화는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1-2. 진취  기업문화는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1-3. 합리  기업문화는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1-4. 보존  기업문화는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기업문화형태는 조직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다. 

 2-1. 친화  기업문화는 조직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다. 

 2-2. 진취  기업문화는 조직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다.

 2-3. 합리  기업문화는 조직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다. 

 2-4. 보존  기업문화는 조직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다. 

  

3. 실증분석

3.1 조사 설계 및 분석내용

이상의 이론  고찰을 통해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설문지를 작성, 조사하여 활용하 다. 연구 상

은 경남지역의 융합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을 

상으로 하 으며 설문조사는 2015년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8일 동안 실시하 으며, 총 설문지는 185부 

 175부가 최종 회수되었으며 이  통계처리에 활용이 

불가능한 9부를 제외한 166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 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를 해 SPSS 18.0을 이용

하 다.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먼  인구통계학  특성

을 정리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도구들의 

각 설문항목에 한 내  일 성을 확인하기 한 신뢰

성 검증을 실시하 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합성을 

검증하 다. 한 가설검증을 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3.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융합기업의 기업문화형태와 성과창출

간의 향 계를 규명하기 하여 아래와 같이 조작  

정의를 통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 다. 

3.2.1 기업문화형태 

기업문화형태에 하여 서인덕(1986)은 친화  문화, 

진취  문화, 합리  문화, 보존  문화로 구분하 다. 본 

연구는 이에 기 하여 조직문화를 친화  문화, 진취  

문화, 합리  문화  보존  문화로 구분하고, 각 문화유

형별로 설문항목을 설정하여 리커트 5  척도로 하여 각

각 4문항, 3문항, 2문항, 2문항으로 총 11개의 문항을 측

정하 다.

3.2.2 직무만족 

Skalli, Theodossiou and Vasileiou(2008) 등의 연구에

서 이용한 6개의 설문항목을 이용하여 재 수행하는 주

요업무에 한 만족, 수입 의 만족, 직무안정성의 

에서의 만족, 업무형태의 에서의 만족, 시간 과

의 만족, 근무조건 의 만족을 토 로 하여 ‘  그

지 않다’를 1 으로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는 리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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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직무만족에 하여 질문하

다.

3.2.3 조직몰입 

Deborah and Meyer(2004)의 연구에서 이용한 5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하 고, 세부설문 문항은 개인 인 희

생을 감수할 수 있는지, 효익 비 비용, 무엇인가 잃어버

릴 수 있는 지, 내 인생이 엉망이 될 것인지, 다른 회사보

다 이 회사가 낫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해 응답하도록 

하 다. ‘  그 지 않다’를 l 으로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는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 다

3.3 기초분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하여 활용된 설문지는 융합 

기업을 상으로 한 총 166부가 활용되었으며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item person %

Companies 

form

Private company 27 16.3

Corporation 139 83.7

Years of 

establishme

nt

5 year below 17 10.2

6 - 10 year 15 9

11 - 15 year 19 11.4

16 - 20 year 22 13.3

20 year more than 93 56

Sales

(month)

10,000,000 won below 3 1.8

10,000,001-20,000,000 3 1.8

20,000,001,-30,000,000 9 5.4

30,000,001,-50,000,000 6 3.6

50,000,001,-100,000,000 9 5.4

100,000,001-200,000,000 5 3

200,000,001-300,000,000 10 6

300,000,001-500,000,000 9 5.4

500,000,001 more than 112 67.5

Employees

50 below 39 23.5

51 -100 24 14.5

101 - 200 9 5.4

201 - 300 7 4.2

301 more than 87 52.4

<Table 1> Frequency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분석에 있어서 동일한 개념들

을 측정하기 해 다 항목 척도를 이용하므로 측정도구

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하여 내 일 성 기 에 따라 

Cronbach's 𝛼 계수를 이용하 다. 일반 으로 사회과학

에서는 Cronbach's 𝛼 계수가 0.7이상이면 신뢰성이 높다

고 보고 있다. 타당성분석의 방법으로는 요인분석을 실

시하 으며, 요인의 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

고, 요인이 어도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아

이겐 값(Eigen value) 1 이상을 기 으로 하여 요인을 추

출하 으며, 항목의 축소와 각 요인을 쉽게 설명하기 

해서 직각회 (Varimax Rotation) 방식을 취하 다.

분석결과 아래와 같이 신뢰성은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기업문화형태에 한 타당성 분석결과는 4가

지 형태로 잘 나타났다. 아울러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한 타당성분석 결과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variables 1 2 3 4 Cronbach's 𝛼
friendly C.3 .855

.871
friendly C.2 .827

friendly C.4 .799

friendly C.1 .656

forward C.2 .823

.849forward C.3 .800

forward C.1 .747

rational C.1 .879
.807

rational C.2 .854

convervative C.2 .881
.667

convervative C.1 .509

Eigen 5.238 1.823 .972 .684

% 47.617 16.573 8.835 6.215

<Table 2> Reliability, Factor analysis of culture
type

variables 1 Cronbach's 𝛼
job satisfaction4 .854

.929

job satisfaction2 .853

job satisfaction3 .842

job satisfaction5 .840

job satisfaction6 .829

job satisfaction1 .809

organizational commitment4 .886

.890

organizational commitment3 .866

organizational commitment5 .855

organizational commitment2 .782

organizational commitment1 .633

Eigen 5.838 2.196

% 53.069 19.968

<Table 3> Reliability, Factor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3.4 가설검증

3.4.1 가설1의 검증 

융합기업의 기업문화형태와 직무만족간의 향 계

를 살펴보기 한 가설1의 검증을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에 한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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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

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557 2.228 .027

friendly C. .439 .442 6.527 .000***

forward C. .312 .348 4.663 .000***

rational C. .123 .110 1.651 .101

convervative C. -.041 -.038 -.539 .591

R²=0.554, F=49.692(p=0.000)

* p<0.05, **p<0.01, *** p<0.001

<Table 4> Verification of Hypothesis 1

회귀분석 결과, R²값이 0.554이고, F값이 49.692(p<0.001)

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회귀식 즉, 연구모형

이 체 분산  55.4%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며, 유의수 은 p<0.001수 에서 매우 유의 이어서 융

합기업의 기업문화형태가 직무만족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가설 1-1은 t값은 6.527(p=0.000)이므로 유의수  

p<0.001 수 에서 채택되었다. 즉 친화  기업

문화형태는 직무만족에 직  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1-2는 t값은 4.663(p=0.000)이므로 유의수  

p<0.001 수 에서 채택되었다. 즉 진취  기업

문화형태는 직무만족에 직  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1-3은 t값은 1.651(p=0.101)이므로 유의수  

p<0.05 수 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합리  기업문화형태는 직무만족에 직

 향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1-4는 t값은 -.539(p=0.591)이므로 유의수  

p<0.05 수 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보존  기업문화형태는 직무만족에 직

 향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가설검증결과를 종합하면 기업문화형태는 직

무만족에 부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3.4.2 가설2의 검증 

융합기업의 기업문화형태와 조직몰입의 향 계를 

살펴보기 한 가설2의 검증을 해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하 으며 이에 한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

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585 1.716 .088

friendly C. .096 .085 1.051 .295

forward C. .440 .431 4.829 .000***

rational C. .037 .029 .362 .718

convervative C. .197 .158 1.887 .061

R²=0.632, F=22.710(p=0.000)

* p<0.05, **p<0.01, *** p<0.001

<Table 5> Verification of Hypothesis 2

회귀분석 결과, R²값이 0.632이고, F값이 22.710(p<0.001)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회귀식 즉, 연구모형

이 체 분산  63.2%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며, 유의수 은 p<0.001수 에서 매우 유의 이어서 융

합기업의 기업문화형태가 조직몰입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가설 2-1은 t값은 1.051(p=0.295)이므로 유의수  

p<0.05 수 에서 기각되었다. 즉 친화  기업문

화형태는 조직몰입에 직  향이 없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2-2는 t값은 4.829(p=0.000)이므로 유의수  

p<0.001 수 에서 채택되었다. 즉 진취  기업

문화형태는 조직몰입에 직  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2-3은 t값은 .362(p=0.718)이므로 유의수  p<0.05 

수 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합리  기업문화형태는 조직몰입에 직  

향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2-4는 t값

은 1.887(p=0.061)이므로 유의수  p<0.05 수

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존

 기업문화형태는 조직몰입에 직  향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업문화형태는 조직몰입에 

부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

되었다. 

4. 결론

가설검증을 토 로 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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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융합기업의 기업문화형태는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화  문화형태와 진취

 문화형태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

체 으로 살펴보면 융합기업에서 직원들에 하여 인간

인 배려와 높은 심을 가지고, 기업분 기가 가족

인 분 기이며 신뢰하고, 업무에 극 이고 충성심을 

가지면 직무만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한 기업체 조직에서 경 환경의 변화에 따

른 신과 변화를 강조하고, 새로운 사업을 과감히 지원

하며, 합리 인 내용과 결과를 시하면 조직 구성원은 

조직에서 직무만족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융합기업의 기업문화형태는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취  문화형태가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융합기업에서 경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과 변화를 강

조하고, 새로운 사업을 과감히 지원하며, 합리 인 내용

과 결과를 시하면 조직 구성원은 조직에서 조직몰입으

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의 유의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향과 변수선정 등의 한계 이 존재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는 연구기법이 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는 향후 융합 기업의 기업문화형태와 업무성과연구에 유

용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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