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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에게 정체성과 동질성 및 행위지침을 제공하고 조직몰입의 촉진과 사회시스템의 안
정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본 연구
에서는 특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창의성, 변화, 협력, 신뢰, 지식공유 등으로 범주화하여 이들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정도를 조사하여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기관의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기관의 조직문화는 과연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연구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미래지향적이며 협력적인 문화정도는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인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간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부하직원들에게 권한을 분산해주고 이양해주며 신뢰해주는 리더십의 
노력이 우선적이다. 즉, 관리자들의 노력없이는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인 문화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가 매우 어렵다. 

주제어 : 조직문화, 창의성, 변화, 협력, 신뢰, 지식공유

Abstract  Organizational culture provides organizational members with identity, homogeneity and behavioral guidance,
and promot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nhances the stability of social systems. What organizational 
culture positively influences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tried to categorize organizational 
culture as creativity, change, cooperation, trust and knowledge sharing for specific public institutions and to 
diagnose the organizational culture by examining the level of recognition of the organizational memb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organizational cultur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degree of future - oriented and cooperative culture of the public institutions that 
are the subject of research is not so high.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uturistic and cooperative culture. In order to create such a culture, various efforts must 
be made to continuously communicate and build trust among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 particular, 
leadership efforts to distribute, transfer, and trust authority to subordinates are a priority. In other words, it is 
very difficult to build a future-oriented, collaborative culture successfully without the efforts of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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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직문화는 언어, 이데올로기, 신념뿐만 아니라 지배

인 상징, 의식, 노동조직의 신화 등에 연 되어 있다. 

한 조직문화는 가치와 이해 계가 상과 조정을 따르

는 범 한 정치 , 문화  체계의 일부이다[1]. 강한 조

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비공식 인 행동규범이 되며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해주는 원동력

이 되는 등 조직을 통합하고 응집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에게 정체성과 동질성  행 지

침을 제공하고 조직몰입의 진과 사회시스템의 안정성

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2].

그 다면 어떠한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가 ? 우리는 어떤 조직은 력이 잘되는 문

화를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 

간에 무 불신이 팽배 하다느니 하는 평가를 하곤 한다. 

그 다면 과연 조직문화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 그

리고 조직 문화의 범주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

본 연구에서는 특정 공공기 을 상으로 조직문화를 

창의성, 변화, 력, 신뢰, 지식공유 등으로 범주화하여 

이들에 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정도를 조사하여 조직

문화에 한 진단을 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사례기 의 체 직원들을 상으로 조직

문화에 한 조직문화는 과연 조직성과에 정 인 향

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밝 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문화  조

직성과에 한 문헌연구를 검토 하 다. 둘째, 연구 상

을 심으로 조직문화에 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

다. 셋째, 조직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조직문화

를 제고하기 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와의 관계

2.1 조직문화

공사를 불문하고 많은 조직들은 지속 인 성장과 조

직의 효과 인 운 을 해 조직문화의 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조직문화는 기업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상황에

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그 기업의 목표나 가치와 일

된 행동을 하게 하는 기 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요

한 역할을 하게 된다[3]. 

조직문화란 개인의 개성처럼 다른 조직과는 구별되는 개

별조직 고유의 독특성이다. 이 독특성을 설명하는 가장 핵

심 인 구성요소는 구성원들의 가치의식(선호하는 가치, 태

도, 신념, 경 철학, 기업정신 등)과 행동방식(행동성향으로

서 업무수행 방식, 인 계 방식, 욕구표출 방식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4]. 한 조직문화란 일정 패턴을 갖는 조직 

활동의 기본가정( 는 제, 믿음)이다. 이것들은 특정집단

의 내외  활동과정에서 발견 는 개발된 것들이다. 이러

한 가정들은 오랜 시간 조직구성원들이 타당한 것으로 여겼

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새로운 구성원들에

게도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된다[5]. 

HayGroup과 Fortune이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는 세계

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들이 가지는 문화  특성에 

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몇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3]. 

우선 지향하는 문화에 한 최고 리자와 구성원의 의견

일치도가 매우 높다는 이다.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문화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조직이 한 방향

으로 정렬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 으로 운 될 수 있

는 기반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둘

째, 조직구성원들이 조직목표나 미래에 해 매우 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래지향 인 변

화나 신이나 창의성 등에 한 심이 매우 높다는 

이다. 이는 궁극 으로는 조직의 개 이나 성과향상에 

매우 높은 상 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조

직구성원간의 유기 인 력을 통한 조직 체의 시 지

를 강조하고 있다. 존경 받는 기업들은 부서 간의 책임 

공방을 지양하고 워크를 강조함으로써 변하는 사업 

환경에 효과 으로 응하는 력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 담당 조직의 장으로 구성된 Top Team의 효

율 인 커뮤니 이션과 웍 형성이 가장 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소  앞선 기업들은 조직성

과를 창출하기 해서는 미래지향 이고 력 인 문화

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직문화의 

범주를 구분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력, 신뢰, 지식

공유는 력  문화범주로 그리고 창의성이나 변화추구

는 미래지향  문화범주로 나 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 연구 상 기 의 조직구성원들을 리자와 구성원

으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세부 인 조직문화범주별로 인

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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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oriented culture Cooperation-oriented culture

∙ Creativity

∙ Change

∙ Cooperation

∙ Trust

∙ Knowledge sharing

[Fig. 1] Framework for Organizational Culture 
         Analysis

2.2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와의 관계

조직성과란 조직의 업 에 한 구체 인 평가로서 

이에는 조직유효성과 조직효율성이 있다[6]. 부분 조직

문화와 조직성과의 계는 경제  성과를 심으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조직문화는 조직 반에 걸쳐 

범 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과 역시 다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7]. 

성과는 우선 경제  성과로 표 된다. 즉, 를 들어 

조직문화와 조직의 자산과 과 성장률 등의 계를 살

펴보는 많은 연구들[8, 9] 등을 보면 재무  성과를 조직

성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직구성원들

의 직무만족도  몰입도 등으로 조직성과를 표 할 수 

있다. 이는 종업원의 직무만족도와 종업원의 몰입도를 

그 성과로서 측정하고 있으며[10],  많은 연구들에서 조

직문화가 직무만족도  몰입도에 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셋째, 조직성과를 조직구성원들의 만족  

몰입 등과 같은 인지  변수들로 인식하는 연구도 있다[11, 

12]. 즉, 조직문화가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동조성, 애사

심, 응성, 직무몰입 등에 향을 주며, 이러한 연구들에

서는 직무만족도 등을 조직의 성과로 인식하고 있다. 넷

째, 조직의 성과를 조직이미지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13]. 

이처럼 조직성과를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

다. 어떤 의미로 조직성과를 정의하든 간에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조직문화 진단 사례연구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직의 문화를 진단하기 해 조직구성원

들이 그들 조직의 구성원들의 조직문화에 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 다. 

우선은 특정 공공기  직원들을 상으로 창의성, 변화

추구정도, 력정도, 신뢰정도, 지식공유정도 등에 한 

인식정도를 분석하 다. 분석함에 있어 리자와 구성원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조사는 정형화된 설문지를 

통한 정량  방법으로 5  척도를 사용하 으며, 빈도분

석 등을 이용하 다. 측정도구는 기존 문헌연구를 토

로 작성하 다. 우선 창의성 측정지표는 Gold, Malhotra 

& Segards(2001)의 척도를 이용하여 3가지 문항으로 구

성하 다. 변화추구를 측정하기 한 지표는 McAllister(1995)

의 척도를 이용하여 3가지 문항으로 구성하 다. 력을 

측정하기 한 지표는 McDermott(1999)의 지표를 활용

하 으며, 신뢰지표는 Cook & Wall(1980)을 이용하여 각

각 3가지 문항으로 구성하 다. 한 지식공유지표는 

Ruggles(1998)의 지표를 활용하여 3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이를 토 로 5 가지 측면에서의 조직문화에 한 

분석을 통한 성공 인 조직문화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된 공공기 은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 으로서 환경산업육성과 환경기술개발사업 등의 

리,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   실용화 진을 목 으

로 설치된 기 이다. 조직은 2본부 7단 24실 3센터 1 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 직원은 무기 계약직  문계

약직을 포함하여 298명이다. 이  설문지에 응답을 한 유

효표본수는 총 264명으로서 88.59%의 응답률을 보 다. 

력 인 문화정도를 분석하기 해 창의성, 변화추

구, 력, 신뢰, 지식공유정도를 측정하기 한 문항들을 

구성하 다. 즉, <Table 1>에 제시한 로 창의성정도는 

창의 인 목표제시와 열정에 한 인식수 을 측정하

다. 한 변화는 변화를 즐기는지 정도와 새로운 아이디

어나 해답을 찾는 정도를 측정하 다. 한 력은 력

정도는, 신뢰수 은 동료들의 문성이나 성실성에 한 

믿음정도를 측정하 으며, 지식공유는 조직 내 동료들 

간 정보나 지식의 이   공유정도를 측정하 다. 

measurements

creativity ∙ a creative and enthusiastic mind

change ∙ enjoy the change

cooperation ∙ degreee of work collaboration

trust
∙ degreee of trust for expertise and competence 

of fellow worker  

knowledge 

sharing
∙ degree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sharing

<Table 1> measurements for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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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창의성

창의 인 목표제시와 경쟁력 향상을 해 지속 으로 

노력 하는가 등에 해서는 보통이상(3.56)으로 나타났

다. 직 별로 보면 리자가 일반 구성원들보다 높은 평

균 수를 보여주고 있다. 즉, 리자의 경우 창의성에 

한 인지도 에 있어서 구성원들보다 더 조직구성원들이 

창의 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리자

와 비 리자 모두를 포함한 체 평균 수에 비해 창의

성 정도에 한 인식은 비 리자들의 경우 리자에 비

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분산가정하에 두 

집단 t-검정결과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creative and enthusiastic mind test statistics

total manager worker t p

3.56 4.03 3.51 4.70 < 0.01

<Table 2> average degree of creativity 

3.3 변화추구

구성원들이 변화를 즐기거나 는 즐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한 인식정도에 해서는 체 평균 수

가 3.27 (5 만 )으로 나타났다. 직 별로는 리자가 

비 리자에 비해 높은 수를 보여주었으며, 비 리자

들의 경우 리자에 비해 조직구성원들의 변화추구노력

에 해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

후 신이나 변화 추구를 한 교육이나 커뮤니 이션 

등에 있어 좀 더 극 인 처가 필요하리라 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분산가정하에 두 집단 t-검정결과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njoy the change test statistics

total manager worker t p

3.27 3.83 3.21 4.62 < 0.01

<Table 3> average degree of change

3.4 협력정도 

구성원이 부서 간 는 타 기 과의 력을 얼마나 하

고 있는지에 한 인식정도를 측정해 본 결과 체 구성

원들의 인식정도는 3.65로 보통보다 약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 별로는 리자(3.99)가 구성원(3.61)에 비해 

높은 수를 보여주었으며, 비 리자들의 경우 리자

에 비해 력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분산가정하에 두 집단 t-검정결과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verage degree of cooperation test statistics

total manager worker t p

3.65 3.99 3.61 3.94 < 0.01

<Table 4> average degree of cooperation

3.5 신뢰

구성원이 동료들과 규정들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에 

한 인식정도를 측정해 본 결과 체 구성원들의 인식

정도는 4.16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 별로는 

리자(4.48)가 비 리자(4.13)에 비해 높은 수를 보여주

었으며, 비 리자들의 경우 리자에 비해 신뢰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분산가정하에 두 집단 t-검정결과 1% 유의수 에서 통

계 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verage degree of trust test statistics

total manager worker t p

4.16 4.48 4.13 3.82 < 0.01

<Table 5> average degree of trust

3.6 지식공유

구성원이 조직 내 동료들과 업무정보를 얼마나 공유

하고 있는지에 한 인식정도를 측정해 본 결과 체 구

성원들의 인식정도는 3.78 으로 나타났다. 직 별로는 

리자(4.02)가 구성원(3.76)에 비해 높은 수를 보여주었

으며, 비 리자들의 경우 리자에 비해 지식공유정도

를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분산가정하에 두 집단 t-검정결과 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verage degree of knowledge sharing test statistics

total manager worker t p

3.78 4.02 3.76 1.80 < 0.05

<Table 6> average degree of knowledge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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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문화 진단 및 발전방안

4.1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 구축방안

미래지향 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해서는 조직구

성원들이 창의 이고 변화지향 일 필요가 있다. 본 연

구 사례기 의 경우 창의성에 있어서는 보통수 (3.56)을 

보임으로써 동료직원들에 창의성 정도에 한 단에 있

어 그다지 후한 평가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화정도에 한 인식에 있어서도 보통(3.27)수 이기는 하

지만, 창의성 정도에 한 인식보다도 다소 낮게 나타났

다. 한 력이나 지식공유, 신뢰 등의 력  조직문화

범주내의 요변수들보다도 낮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구 상 직원들은 동료들 혹은 상사들이 변화

나 신에 해서 극 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인

식함을 알 수 있다. 

창의성이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들을 

독려하기 해서는 우선 조직리더십이 달라져야 한다. 

즉, 험을 감수하고, 솔직하게 화하고, 기업가 정신, 

신 등을 리더십을 진하도록 해야 한다[7]. 한 변화

나 창의성을 독려하기 해서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  

실패에 한 책임과 처벌만을 강조하여서는 안된다. 실

패나 좌 로 인해 조직 내에서 비난을 받거나 처벌만을 

경험한다면 조직구성원들은 더 이상 변화하거나 창의

인 행동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의

인 행동이나 변화를 추구하도록 독려하기 해서는 리

더가 조직구성원들을 신뢰하고 일정기간 기다려  수 

있는 인내심 역시 필요하다. 

한 조직구성원들로 하여  실패경험에 해서 자연

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 역시 조

직구성원들이 같이 공유한다면 개 이나 변화에 해서 

직원들은 좀 더 편안하게 근할 수 있을 것이다. 

4.2 협력적인 조직문화 구축방안

조직문화는 특정 조직 구성원들 간 공유하는 가치

이나 규정이나 철학 등으로서 일정기간에 걸쳐 형성된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총체 인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14].

력 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해서는 력하고 신

뢰하며 지식공유에 극 일 때 가능하다. 력 인 조

직문화는 조직성과를 창출하기에도 매우 유리하다. 따라

서 서로 간에 신뢰 계가 돈독하고, 력 이며, 지식공

유에 정 인 조직구성원들의 경우 조직성과를 내기에

도 매우 수월할 것이다[15, 16]. 력 인 문화는 사실 조

직이 창의 이고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력 인 문화는 미래지향 인 조직문화를 구축하는데 있

어 선제 조건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상 공공기 의 력 인 문화의 수 은 보

통 이상 수 ( 력 3.65, 신뢰 4.16, 지식공유 3.78)이나 신

뢰를 제외한 두 개 분야에서는 보통수 이라고 단할 

수 있다. 앞서도 지 했듯이 미래지향 인 문화를 구축

하는데 있어 력지향 인 문화가 선행조건이라고 할 때 

력 인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력지

향 인 신뢰문화를 구축하기 해서는 조직구성원들 간 

신뢰도가 높아야 하며, 타인과 정보나 지식 등을 공유할 

때 불이익이 없는지에 한 불안감 등의 해요소가 없

어야 한다. 즉, 조직구성원들 간 서로 믿을 수 있다는 분

기가 조성 되어야만 되며, 조직구성원들 상호 신뢰가 

없이 지식공유는 어렵다는 것이다[17].

연구 상 직원들을 상으로 한 조사 결과 력정도

에 한 직원들의 인식은 리자  비 리자 모두 보통

수 이었다. 반면 신뢰정도에 해서는 력이나 지식공

유수 보다 다소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5  만 에 4  

이상). 이러한 결과는 력 인 조직문화 구축에 있어 상

당히 정 이라고 보여 진다. 다만, 력이나 지식공유

를 제고하기 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선 신뢰구축을 해서는 조직 구성원들 간 개방

이고 의사소통이 활발해야만 가능하다. 사실 직원들 간

에 신뢰의 정도가 높아지면 이들 간에 력이나 지식공

유 역시 좀 더 원활하게 이 질 수 있다. 즉, 신뢰는 모든 

사회활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 인 윤활제로서 끊임없는 

타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 는 상이 없이도 

일을 하고 혹은 타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18]. 신뢰받는 행 의 특성으로는 일반 으로 진실

성, 능력, 호의 등으로 규정된다. 능력은 련분야의 능력

을 말하며, 진실성은 정직, 성실 등을 의미한다. 아울러 

호의는 도움에 한 보상이 없더라도 자발 으로 신뢰하

는 사람을 도와주는 행 를 말한다[17]. 다행이도 연구

상기 의 경우 이상의 진실성, 능력, 호의  등 신뢰행 를 

단할 수 있는 신뢰정도 조사 결과 력이나 지식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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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높은 수가 나와 향후 본 연구기  내에서 력

이나 지식공유를 독려하기에 단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단할 만하다. 왜냐하면 지식공유나 력은 타인과의 

불신 하에서는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17]. 한 신뢰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요한 것

은 력의 당사자나 지식공유의 당사자 간에 서로를 신

뢰하고 믿음으로서 력으로 인한 결과물에 해서도 신

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에 

해서도 신뢰를 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훨

씬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지향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해서도 강

조했던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은 력 인 조직문

화를 구축하기 해서도 매우 요하다. 따라서 의사소

통의 장을 마련하기 해서는 조직 내 공식 인 의사소

통 뿐 아니라 비공식 인 의사소통의 양을 늘리고 확

하며 이들의 양 , 질  확 를 해 노력해야 한다. 한 

리더가 조직구성원들에게 권한 이양을 하고 신뢰해 으

로써 공식 인 계에서의 력도 공고히 할 필요가 있

다. 공식 이고 수직 인 계에서의 력문화가 확산되

면 수평 인 계에서도 력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4.3 조직의 성과제고 방안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지

향 이고 력 인 문화조성이 필요하다[19]. 력지향

인 문화를 조성하기 해서는 조직 구성원 들간에 끊

임없이 지속 으로 의사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한 

여러 가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20, 21]. 특히 부하직

원들에게 권한을 분산해주고 이양해주며 신뢰해주는 리

더십의 노력이 우선 이다[22, 23]. 즉, 리자들의 노력 

없이는 미래지향 이고 력 인 문화를 성공 으로 구

축하기가 매우 어렵다. 

5. 결론

연구 상이 된 공공기 은 강소형 공공기 으로서 조

직문화를 어떻게 하면 변화 지향 이고 력 으로 만들 

것인가에 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즉, 새로운 변화나 

신 등에 해서 조직구성원들이 잘 응하고 받아들일 

비가 되어있으며, 력하고 서로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본 연구는 출발하 다. 

본 연구 결과 연구 상이 된 공공기 의 미래지향 이며 

력 인 문화정도는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기업들과 달리 연구 상 공공기 의 경우 미래지

향 이고 력 인 문화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구성원들간 력 인 문화를 조성하기 해서는 

리자와 구성원들간의 는 구성원들간에 의사소통고 신

뢰구축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특히 리자들의 노력이 

매우 요하며 이들의 솔선수범하는 모습과 일반직원들

과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조직문화를 미래지향 이고 력

으로 조성하기 해서는 커뮤니 이션 이나 궁극 으

로 리더십의 권한이양이나 신뢰구축과 같은 장기과제를 

지속 으로 고민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만 조직문화를 분석하고 있으나 이 

요인들 외에도 미래지향 이고 력 인 조직문화를 구

축하는데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매우 많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조직문화를 분석함에 있어 좀더 추가

인 변수들을 증명해내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이라고 단된다. 한 본 연구에서는 양 인 근방법

을 통해 내재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추후에는 심층

면담 등 질  근법을 활용하여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와

의 계를 연구하는 것 역시 매우 의미 있으리라 본다.

끝으로 공공기 을 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자 

하 다는 에 있어서는 그 공헌을 찾을 수 있으나 본 연

구는 한계  역시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질문에 해 

평균정보(빈도분석)만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다. 따라

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미래지향 이고 력 인 조직

문화 범주의 변수들과 조직성과와의 계를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을 방법을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향정도 

등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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