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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기업 조직에서의 개인 적응 방식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연구

본 연구는 한국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 양상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원들

이 조직 안에서 보이는 현실적인 적응 모습과 이상적인 적응 모습에 대한 인식 유

형을 추출하여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두 단계의 연구 절

차를 거쳤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업 조직 안에서의 구성원들의 현실적 모

습과 이상적 모습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사전 조사 과정에서 총 98개의 구

성원의 조직 적응에 관한 주요 문항이 추출되었고, Q 방법론을 활용하여 구성원들

의 인식을 구분하였다.

한국 기업 구성원들의 현실적인 적응 모습은 크게 ‘무난한 조직인’과 ‘튀는 조직

인’의 모습의 두 가지 방향성을 바탕으로 각각 3개, 총 6개의 인식 유형으로 구분되

었다. ‘무난한 조직인’의 적응 방향은 ‘월급쟁이’, ‘생활균형인’, ‘인사이더’로, ‘튀는 조

직인’의 모습의 적응 방향은 ‘오너십리더’, ‘조직 매몰인’, ‘아웃사이더’로 각각 세분화

되었다.

또한 한국 기업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조직에서의 이상적인 적응 모습은 ‘드림 워

커’와 ‘서바이버’의 두 가지 방향성을 바탕으로 역시 각각 3개, 총 6개의 인식 유형

으로 구분되었다. ‘드림워커’의 적응 방향은 ‘성과중심형’, ‘처세형’, ‘조력형’으로, ‘서

바이버’의 적응 방향은 ‘성장정체’, ‘각자도생형’, ‘이기주의형’로 각각 세분화 되었다.

두 번째 연구 단계에서는 각각의 유형의 대표 문항을 활용하여 체크리스트를 구

성하였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3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적응 인

식 유형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직장 상사의 적응 모습에 대한 인식의

분포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현재 한국 기업 구성원들의 현실적인 적응 모습에 대

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식은 ‘생활균형인’이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

사이더’가 24.0%, ‘월급쟁이’가 8.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상적인 적응 모습에

대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식은 ‘조력형’이 32.3%, ‘성과중심형’이 23.0%’, ‘처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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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7.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한국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 양상과 그들의 심리적 특성

을 추론해볼 수 있다.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일과 자기의 삶을 구분하여 생

각하는 사람들이 전체 응답의 절반을 넘었다는 것은 주인의식이나 상사와 조직에

대한 일방적인 충성심이 강조되었던 과거의 조직 중심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합리

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그들이 조직에서 오랫동안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높은

성과를 내거나, 세련된 사내정치 능력을 갖추거나, 조직과 상사의 생존을 도와야 한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성원들의 조직 안에서의 현실적인 적응 모습과 그들이 인

식하는 이상적인 적응 모습 사이에서의 불일치 또는 갈등은 조직 안에서 냉소주의,

패배주의, 불안, 보여주기식 업무처리, 태업 등과 같은 부적응적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편 기업 구성원들은 자신의 적응의 모습보다 상사의 적응 모습을 조직

중심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인식하였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적응에 대한 인식

의 차이는 개인-상사, 개인-개인 간의 잠재적인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현재 한국 기업이 인력관리전략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도

전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기업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적응 방식은 장

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공유하는 적응 방식은 한

기업의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내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는 기업 구성원들의 주관성을 중심으로 조직 안에서의 개인의 적응의 유

형을 발굴하고, 현재 한국 기업 맥락 속에서 각 유형의 분포의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것을 통해 한국 기업의 특징과 그 속에서의 구성원들의 심리 행동적 특성을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의 차별적 의미가 있다. 현재 한국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 방식에 대한 탐색은 구성원 개인의 조직 적응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

니라, 한 기업의 전반적인 조직 분위기와 조직 운영방식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제

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핵심 되는 말: 기업 조직, 구성원, 적응 방식, 주관성, 가치, Q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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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업에는 ‘사람’이 있다. ‘사람’은 기업 조직의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체이기에 여타의 기업의 구성 요소나 환경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기업의 존재의 이유는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다양한 조직 관리 전략과 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사람’에 대한 관리, 즉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이를 위한 다각

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기업의 관심은 갈수록 커져감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인력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신입사원들의 조기 이탈

은 많은 한국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엄동욱, 2008)1),

이직이나 태업, 직무 스트레스와 같은 구성원들의 조직 적응과 관련된 역기능

적 현상은 여전하다. 기업 구성원들의 조직 안으로의 성공적인 정착과 적응은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장기적인 관점

에서 구성원들의 적응의 문제는 기업과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박우성, 2002; 박소연, 2012; 박정현, 류숙진, 2008; 박지

희, 백지연, 2016).

인적자원관리는 경영학과 조직 심리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연구 주제로

다뤄졌다(권기욱, 김광현, 김종인, 2012; 김기태, 조봉순, 2008; 이정언, 김강식,

2009).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초기 연구들은 주로 인적자원관리와 조직성과에

1) 작년 신규 채용했던 신입사원 중 1년 안에 퇴사한 신입사원 비율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219개)의 경우, 총 1만4284명 신규 채용한 신입사원 중 33.5%인 4789명이 퇴사해 가장 많
았으며, 대기업(239개)은 총 8609명 중 1880명이 퇴사해 21.8%의 신입사원이 1년 안에 회사
를 떠났다. 이 외에 외국계기업 25.9%(총1992명 중 516명 퇴사)였으며, 공기업·공공기관은
17.5%(총 1259명 중 220명 퇴사)로 가장 낮았다(세계일보, 2016년 1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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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적자원관리와 성과와의 관계(Guest, 1997)

대한 개념적 논의(Evans & Davis, 2005; Guest, 1997; Paauwe & Richardson,

1997)와 양자 간의 관계성을 다루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은 기존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학제적 논의가 지

나치게 조직의 재무적 성과와의 관련성에 머물러왔음 지적하며, 인적자원관리

를 통해 설명될 수 있는 다양한 조직유효성 지표와 더불어 인적자원관리와 조

직성과 사이에 설명되지 못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Becker & Huselid, 2006; Boselie, Dietz, & Boon, 2005; Marchington &

Zagelmeyer, 2005; 권순식, 심상완, 조효래, 이건혁, 2009; 김기태 외, 2008; 배

종석, 사정혜, 2003; 이상민, 유규창, 박우성, 2010). 기업 구성원들의 심리 행

동적 특성을 다루는 다수의 연구들은 연구자마다 중요하게 지적하는 주요 개

념이나 변수는 다르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 그것들이 조직 성과로 여길 수 있

는 특정 변수들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가에 주목한다.

경영학이나 조직 심리학 영역에서의 기업의 특정 맥락이나 조건에서 보이

는 구성원의 행동의 결과를 규명하거나 모델링하려는 시도는 조직과 인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전략 탐색

을 위한 필연적 노력일 것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인간은 특정 조건이

나 자극에 대해 합리적이고, 계산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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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이며, 외부의 자극과 변화에 대해 수동적이며, 보편적 반응을 보이는 존재

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가정해왔다. 그러므로 개인이 조직에서 보이는 직무 수

행이나 적응 행동은 외부에서 투여하는 보상, 기업의 운영 제도나 시스템에

달린 문제가 된다. 기업 조직에서의 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을 다루기 위해서

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많은 연구들은 인간 행동

의 객관성과 일반화를 목적으로 상황과 맥락적 정보는 통제하거나, 분석의 대

상으로 삼지 않았다(오선희, 전인, 이종완, 이승희, 2014).

그러나 기업 구성원들의 성공적인 적응과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

하기 위한 여러 학문적 개념이나 변화 전략에 대한 논의는 때로는 실제 맥락

에서의 실천적 적용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많은 경우, 인간의 마음과 행

동에 대한 분절적 개념이나 인간의 평균적 특성을 통해 발굴되는 모델을 통한

접근으로는 조직과 개인 사이에 나타나는 복잡하고, 상호 모순적인 현상들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최신의 혁신

방안으로 소개되고 있는 여러 기법이나 제도들이 반드시 기업의 성과를 향상

시키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상충적인 경우도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De Vries & Balazs, 1997; 박상언, 2001).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은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는 인

간을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존재로 가정하는 경제학적 가정과 이론들이 인간

의 행동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이다(박상

언, 2000). 둘째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적용되었던 양적 연구 방법론

의 한계와 더불어 연구자들의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착화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객관주의를 지향하는 양적 연구 방법들의 대부분은 개인의 고

유한 특성이나 환경이나 맥락 정보는 가급적 통제되거나, 고려의 대상이 아니

기에 조직과 개인에 대한 분절적인 변수들과 그 관계성에 대한 결과만 남게

되었다. 셋째로는 대안적인 방법론의 빈약함이다. 직관적으로 외부 환경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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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과 적응 방식은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

정하면서도, 그것을 체계화하며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였다.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구성원들의 적응과 관련하여 외적인 개입이 아닌

개인 내부로의 자발적 변화 전략을 강조하기도 한다. 개인 스스로가 직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발적 변화를 강조하는 ‘잡 크래프팅(job craft-

ing)(Wrzesniewski & Dutton, 2001; 강혜선, 성노현, 구자숙, 2015)’이나 ‘소명

의식(calling, vocation)(Wrzesniewski, McCauley, Rozin, & Schwartz, 1997;

윤소천, 이지현, 손영우, 하유진, 2013)’과 같은 개념들은 개인 내부로부터의 변

화를 강조하지만, 이 역시 개념적 수준에 머물러있거나, 실제 한국 기업 상황

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기업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기업에 대해 가지는 경험과 인식,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신의 적응 방식을 결정짓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과정의 결과이

다. 개인이 기업 조직 안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성공적인 조직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보편적 전략이나 해

결책에 대한 모색이나 그것을 실제 장면에서 적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

지 않다. 특히, 지금처럼 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기업과 개인의 생존의 문제가

부각되어 각자의 생존 방식을 찾아야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현재 한국 기업의 구성원들의 보이는 다양

한 조직 적응 방식은 무엇이며, 그들의 심리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기업 조직에서의 구성원들의 적응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한국 기업과 구성원

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존의 문제와 맞닿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한국

의 기업과 근로 환경은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

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이나, 조선․해운을 선두로 건설․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주요 산업군에서 구조조정으로의 움직임은 대규모 실업과 고용정체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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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송윤경, 2016).

‘사람이 미래’라던 국내의 한 기업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2015년 한 해 동

안에만 총 네 차례에 걸쳐,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의 방식으로 천여 명에 가까

운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했다(박현정, 2015). 이 중에는 20대 초반의 사원, 대리

급, 심지어는 입사한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신입사원들도 포함이 되었으며, 같

은 그룹 계열사에서는 퇴직 거부자에게 하루 종일 벽을 보고 근무하도록 시킨

일명 ‘면벽근무’로 불리는 기업의 ‘갑질’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정훈, 2016).

‘사람이 미래’라던 기업의 이상적 비전과 가치는 생존의 문제 앞에서 기업

스스로가 외면할 그 무엇이 되어버렸다. 이런 저런 이유로 회사를 떠나게 된

사람도, 회사에 남게 된 생존직원들도 더 이상 회사가 자신의 미래가 아니라

는 사실을 목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근로환경의 비관적 변화는 많은 근로

자들에게 더 큰 심리적 불안과 압박감을 야기 할 수 있으며(노병일, 손정환,

2011), 기업과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적응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이기에,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 기업의 구성원들의 조직 적응의 모습과

그것을 통한 조직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문화를 확

인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기업과 구성원 개인은 각자도생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각자도

생에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성찰일 것이다. 성공적

인 변화 및 생존 전략을 찾기 위해 기업과 개인 모두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

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주요 주체의 서로 다른 인식과 입장,

그리고 인식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곧, 개인 차원에서는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나 라이프스타일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

기 삶에 대한 성찰하는 것이며, 기업 차원에서는 구성원들이 표면적, 혹은 암

묵적으로 드러내는 조직 적응 방식과 그 이면의 심리적 속성, 구성원들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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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반응들이 만들어내는 기업 풍토에 대한 진단과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기업 조직과 구성원들이 직면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그 어떤 것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

다.

기업 조직과 개인 모두 각자의 생존의 길을 찾고 있는 지금의 역설 속에

서 조직과 개인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과 생존 전략을 찾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기업 조직에서의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기업은 구성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그들의 표면적, 암묵적 적응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구성원들의 성공적인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

인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적응 방

식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 각자의 변화와 적응 전략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한국 기업 조직 맥락 속에서의 사람들

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조직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 행동이나 인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지 않았던,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조

직에 대한 인식과 그 안에서의 개인의 심리 행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의 주관적 인식의 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기존의 주류 연구의 흐름 속에서의 방법론적 차별점일 뿐 아니라, 기존 접근

에서 다룰 수 없었던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 기존의 논의를 보완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성(subjectivity)이며, 개인

의 주관성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접근법인 ‘Q 방법론(Q Methodology;

Stephenson, 1953)’을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현상 속에서 드러나는 개

인의 의식은 한 개인의 주관적 관점과 분리 될 수 없기에(김선희, 1998),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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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 태도 등을 이해하는 것은 한

개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인간의 주관성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의 Q 방법론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주관적 인식의 스펙트럼

을 드러내고, 서로 다른 주관적 인식을 비교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절차와

결과를 통해 기업 조직에서 개인의 적응 및 생존 방식, 각자의 주관적 인식과

경험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현상이 무엇인지 논의하게 될 것이다.

Q 방법론을 활용한 개인의 주관성의 탐색은 개인이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거나, 숨기고 싶은 마음에 대한 단서를 얻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의

미를 가진다.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지향하는 가치는

때로는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되는 것보다,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속마음이나

행동방식을 통해 더 잘 설명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황상민(2011)은 한국

인의 정체성이 그 자체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존재를 이상적으로 포장하거나, 또는 현실의 모습 그 자체를 부정하면

서 스스로 믿는 이상적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

였다.

한국 기업 조직에서의 구성원들의 적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크

게 두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첫 번째 단계는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기업 조직 안에서의 적응 양상의 스펙트럼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자신이

속한 기업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보이는 적응 양상과 그들의 조직

생활,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라이프스타일 등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이 단계에 속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추출된 구성원들의 조직 적응과 관

련된 유형이 실제 기업 맥락에서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확인해보는 단

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1 단계에서 활용한 Q 방법론을 통해 추출된 개인의 인

식 유형을 구분하는 체크리스트 설문을 통해 응답자 개인의 특성을 분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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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유형의 분포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를 통해 현재 한국 기업 구

성원들의 주된 인식 유형이 무엇이며, 이러한 결과들로 추론할 수 있는 한국

기업에서 직면하고 있는 갈등과 위기, 그것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많은 연구들에서 시도되어왔던,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경

영 전략이나 구성원들의 적응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

성, 유형 간 차이에 대한 검증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한국 기업

구성원들이 겉으로 드러내거나, 숨기고자 하는 개인의 조직과 관련된 인식과

경험은 무엇이며, 그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과 자신의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통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기업과 구

성원들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니즈와 그것을 위한 변화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얻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구성원 개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 조직은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

한 인식과 적응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현재 자신의 기업 환경과 구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암묵적인 규범이나 문화가 무엇인지, 효과적이고 효

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전략의 방향성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등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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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장. 기업 조직에서의 구성원의 적응

1절. 조직 적응의 개념과 그 과정

오늘날 한국 기업과 구성원들은 급변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기업 내부

의 변화에 따라 가장 적합한 생존 전략을 찾아 변화와 적응을 해야만 하는 상

황에 놓여있다. 일반적으로 적응이란, 일상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인간의 심

리적 과정으로, 주변 환경과의 능동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Lazarus, 1999). 이런 측면에서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은 개인이 근로 환경 속

에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와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박

경환, 2009).

경영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기업 구성원들의 조직 적응 문제를 다루는

이론적 틀은 조직사회화(Organizational socialization)와 같은 개념이 대표적이

다. 조직사회화라는 개념은 사회학에서 사용되던 사회화(socialization)의 개념

을 조직차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론적 근간이 되었다(Schein, 1968). 사

회화란 개인이 집단의 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동화의 과정으로 상호작

용을 통해 학습하면서 이전의 자신의 사회적 행동 유형을 지우고 여러 사회

단체에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다양한 역할을 학습하는 과정이다(김문실, 최순

옥, 2003).

사회화는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조직사회화의 개념은 기업 조직에서 개인이

조직의 행동 규범과 규칙, 관행, 행동, 지식, 기술 등을 학습함으로써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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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효율적인 구성원이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Feldman, 1976; Van

Maanen & Schein, 1979). 조직사회화는 개인이 역할모델, 통념(신념)과 범례

로써 조직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는 것이며, 개인과 조직의 역할요구가 일치

되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 유입된 구성원에게 조직의

관례나 문화가 전해지게 된다.

외부자였던 한 개인이 새롭게 조직에 들어올 때, 새로운 조직의 규범과

문화를 접하게 되고,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적응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

서 개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관념과 실제 조직의 위계구조나 업무관계 등

에서 나타나는 이질적 문화에 대한 경험 사이에 일종의 충격을 경험하기도 한

다(Hughes, 1958; Van Maanen, 1976). Oberg(1960)는 이런 문화적 충격은 초

기의 감탄, 이후의 좌절, 점차적인 회복, 완전한 적응과 같은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하였고, Ward, Bochner와 Furnham(2001)은 이런 문화접촉(cultural

contact)의 개인 수준의 결과로 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주류집단의 구성

원인 척하고 살거나(passing), ② 새로운 문화를 거부하고 원래 자신의 것을

더욱 과장하거나(chauvinism), ③ 상충하는 두 문화 사이에 어떤 것도 선택하

지 못한 채 주변화 되거나(marginalization), ④ 두 문화 사이의 성공적인 통합

(mediating)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기업 조직에서 개인의 적응 문제를 다루는 이론적 흐름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업 조직의 제상황이나 조직에서 제공하는 도구

의 영향으로 구성원의 적응을 설명하려는 상황주의적 관점이다(Van Maanen

et al., 1979). 기업 내 멘토 시스템이나 사내 교육 프로그램, 기업 의례와 같은

것들이 개인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규명하려는 접근이 그 예이

다(박소연, 2011; 윤필현, 한주희, 2010, 이정재, 2006).

두 번째는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이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나 가치관, 동기,

능력 및 감정 상태 등의 구성원 개인의 심리적 속성의 결과로 보는 개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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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이다(Jones, 1986). 자기효능감(self-dfficacy), 주도적 성격(procative

personality) 등과 같은 구성원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조직 적응 양상을

밝히는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Crant, 2000; Jones, 1986; Wanberg &

Kammeyer-Mueller, 2000; 유지운, 탁진국, 2012; 차종석, 2011).

셋째는 상호작용의 관점으로 개인의 특성과 조직의 활동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구성원의 적응 현상을 설명하는 입장이다(Chatman, 1991). 대표적으로

는 개인과 조직 간의 적합 여부나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적응을 설명하려 한다. 상호작용의 관점에서는 개인과 환경 간의 끊임없는 상

호작용과 그 결과로써의 구성원의 적응 행동을 이해하며, 개인과 조직 사이의

적합성은 양자 간의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필요를 채워줄 때 긍정적 의미의 적응 행동이 증가한다는 입장이다(Kristof,

1996; 유태용, 김도영, 현희정, 2002).

그동안 조직 현상을 다룬 많은 연구들은 개인과 조직을 합리적이며, 합목

적성을 추구하는 존재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개인과 조직의 행동은 목표 지향

적이며, 예상되는 사건이나 결과를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선호 기준에 의해

선택되어진다는 것이다(Pfeffer, 1982). 그러나 이와 같은 합리성은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 각 개인과 개인들의 집합체로써 조직은 인지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나 정보, 그리고 대안을 고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Weick, 1979).

개인과 조직은 합리적 존재이기 보다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 구성원들의 조직으로의 원활한 진입과 적응을 위한 구성원

관리가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 조직은 구성원들의 적응과 조직 구성원으

로서의 정체감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조직들은 업무수행절차, 위계구조, 업무분담, 조직구조, 인사관리 제도 등을 공

식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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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외에도 시․종무식, 직무교육(OJT: On the Job Training), 멘토 시스템,

회사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공식적인 의례 뿐 아니라 장례식이나, 문병, 결혼

식, 돌잔치 참여 등의 비공식적인 의례 모두 직무훈련과 공동체의식의 고양

등의 조직 구성원으로의 적응을 돕는 문화적 기제로 이해된다(박경용, 2008).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의 공식적 규칙과 제도는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 것

들과는 괴리가 있는 경우가 더 많으며(Meyer & Rowan, 1977), 조직이나 개

인의 성과를 평가하려는 평가제도 역시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과정을 통해

조직 전체의 업적을 평가하고 있음을 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 머무

르는 경향을 보인다(김명언, 1990). 기업 내부의 비공식적인 의례 행위 역시

조직 내부의 상황이나 구성원들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을 돕고, 촉진시키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기업 내부

의 다양한 장치들의 제도화 이면을 살펴보면, 그것들이 기업의 이윤이나 생산

성 그리고 혁신성과 등의 향상에 촉진시킨다와 같은 현실적 근거를 가지기 보

다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진실하다고 믿는 일종의 신화에 가깝다

(이재열, 1994). 그런데 이런 신화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모두 자신이 주관

적으로 파악하는 점이라는 사실이다(주형일, 2008).

사람들은 특정한 환경이나 사건, 현상 등에 대해서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을 형성한다. 사회적 표상이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나 사회현상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인식

의 틀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각자의 개념적 체계

이며(황상민, 김현정, 1996), 현실에 대한 일종의 해석의 틀(Howarth, 2006)이

다.

현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틀에 영향을 미치며, 그 근거와 기준으로 작

동하는 것이 가치(values)이다. 가치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나 최종상태를 다



- 13 -

른 행동이나 최종상태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며(Rokeach,

1973), 바람직한 행동 양식에 대해 개인과 사회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일반

적 믿음이다(Wells & Prensky, 1996). 가치는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개

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이 속한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촉진시

킨다(Chatman, 1989).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가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의 인격

으로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Tournier, 2005).

가치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유의한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사회적 태

도와 행동의 주요 예측 변인으로 여겨진다(Eyal, Sagristano, Trope, Liberman

& Chaiken, 2009; Rokeach Ball-Rokeach, 1989). 라이프스타일이란 개인 또는

집단의 생활신조나 가치관을 포함하는 하나의 복합적 개념이면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생활양식이자 삶의 형태(김호순, 김청송, 2008), 즉 개인이 어떻게 살

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이다. 따라서 기업 장면에서의 구성원들의 적응 양상은

각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한편,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은 해당 조직 차원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조직

내부의 문화와 같은 집단 차원에서의 규범에 영향을 받게 된다. 조직에서 추

구하는 가치는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해당 조직이 대외적

으로 지향하는 가치로 경영진이 해당 조직 안에서 뿌리내리고자 추구하는 가

치와 둘째로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신념으로 이것은 조직의 문화와 풍토를

설명하는데 핵심 요소이다(Hofstede et al, 2014; 양혁승, 정영철, 2002).

Hofstede 등(2014)은 조직의 문화를 상징, 영웅, 의례, 가치의 4 가지 수준

으로 구분한다. 상징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 동작, 그림, 대상 등을 가리킨다. 영웅은 한 문화 안에서 생사여부나 실제

와 허구를 막론하고 칭송받는 특징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의례는 엄밀히

조직의 원하는 목표 달성에는 불필요하지만 문화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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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문화 표현들의 여러 수준(Hofstede, Hofstede & Minkov, 2014)

로 간주되는 집합적 활동이다. 상징, 영웅, 의례는 조직의 관행으로 설명이 되

는데, 관행은 외부의 관찰자가 볼 수 있지만, 한 문화권 안에서 구성원들이 내

리는 문화적 의미는 알기 어렵고, 이 관행에 대한 해석이 조직 문화의 의미가

된다.

따라서 기업 조직에서의 구성원들의 적응은 각 개인이 가진 가치와 라이

프스타일, 그리고 개인이 해석하는 조직의 관행과 문화,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상호 공유된 가치와 규범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적응의 과정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변화하기도 하는데, 적응은 기존의 가치 체계의

변화 또는 대체를 유도하기도 하고, 결과 그 자체이기도 하다(Clark, 1956). 반

대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간에 존재하는 간극은 상호 간의 갈등과 부적

응을 유발할 수 있다. 개인과 조직의 가치는 구성원 개인에게 동일하게 지각

되기보다 서로 다른 개인의 경험과 인지적 정보처리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개

인차로 인해 다르게 지각되기 때문이다(양혁승 외, 2002).

기업 구성원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 그리고 그들이 해석하는

기업 조직과 다른 구성원들의 적응 방식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때, 그들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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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조직 안에서의 적응 양상과 그들이 가진 심리적 속성에 대해 다양한 차원

에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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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구성원들의 적응과 조직성과와의 관계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루고 이윤을 창출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원들의 성공적인 적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직의 구성원들의 성공적인

적응은 개인이 새로운 직무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조

직 가치와 문화에 빠르게 적응함으로써 조직과 다른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과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만족감과 몰입을 높여 궁극적으

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한다(Ashforth, Sluss & Saks,

2007; Schaubroeck, Peng & Hannah, 2013; 송민철, 김진모, 2013; 옥주영, 탁

진국, 2003; 이종두, 이장희, 1995; 최현주, 박계홍, 2014).

이러한 이유로 조직의 구성원들의 적응은 조직성과에 대한 논의와 맞닿아

있으며, 여러 연구들을 통해 구성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와 조직

유효성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성을 밝히는 시도가 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

마다 조직성과로 중요하게 다루는 변수들 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경영학이나

조직 심리학의 분야에서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은 주로 직무 또는 동료나 상사

에 대한 만족감, 조직몰입, 이직의도, 직무소진과 같은 조직유효성의 개념들과

함께 다뤄진다.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잘 적응할 경우, 조직에 대한 만족감과 몰입도가

증가하고, 직접적인 조직성과나 조직시민행동 같은 간접적 성과가 높아지며,

반대로 적응에 실패하거나 조직과 다른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겪게 되면, 직무

소진, 스트레스, 이직의도와 같은 부정적 태도와 행동이 형성된다는 사실이 많

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Adkins, 1995; Bauer, Erdogan, Bodner,

Truxillo & Tucker, 2007; Wanberg et al, 2000; 성지영, 박원우, 윤석화, 2008;

윤종록, 김형철, 유희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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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사 실무 현장에서는 인재전쟁이라 할 만큼 기업에 필요한 사람

을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기업에 얼마나 잘 적

응할 수 있을지, 얼마나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고 예측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천적 과제가 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직무경

험(McDaniel, Schmidt, & Hunter, 1988), 성격특성(LePine, Hollenbeck,

Ilgen, & Hedlund, 1997), KSAOs(Knowledge, Skill, Ability, Other

characteristics)(Barrick, Stewart, Neubert, & Mount, 1998; Morgeson,

Reider, & Campion, 2005)와 일반 지능(General Mental Ability)과 같은 인지

적 능력(Schmidt & Hunter, 1998; 김명소, 1998)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은 조

직 내 직무수행을 예측하는 주요 선행요인으로 간주되어왔다.

조직원들의 적응과 직무수행의 양상을 설명하는 이런 연구적 토대는 기업

의 채용 및 평가 장면에서 채용방식의 다각화로 이어졌으며(이명재, 2001), 개

인의 성격적 특성이나 일반지능요인을 측정하는 지필검사, 인지 능력 검사, 채

용적성검사와 같은 선발․평가도구 사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정당성을 제

공한다(박제일, 2008; 조희정, 민현정, 2011).2) 기업에서 활용하는 검사도구들

이 대부분 측정과 평가의 원리를 성격 및 지능검사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김

명소, 1998). 한국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선발 검사들도 언어력, 추리력, 수리

력, 공간지각력 등의 인지적 능력, 직무 지식, 일상생활에서의 실용적 지능, 대

인관계 능력, 성격 등을 주로 측정 및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의 기업 채용의 흐름은 개인의 특성이 조직이나 기존 구성원들의 특

성과 얼마나 적합한지, 또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조직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

2) 개인의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의 활용은 기업의 채용이나 기업 내 교육 장면에서 대기업
을 중심으로 점차 정형화되고 있다. 1995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인·적성검사를 도입한 삼성
의 SSAT(현 GSAT)를 필두로 LG Way Fit(LG), DCAT(두산), CJAT(CJ), SK종합적성검사
(SK) 등 대기업의 인성·직무적성검사는 해당 기업의 채용 관문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브랜
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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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위 ‘인성이 좋은 인재’에 대한 필요

성으로 이어진다(박현길, 2013). 좋은 인성을 갖춘 사람은 조직 안에서의 개인

의 역량 뿐 아니라 조직에 협조적이며, 책임감도 높고,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

도 잘 이룬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의 인성이 역량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이철주, 2014). 개인의 인성을 성격적 특성과 구분하지 않거나,

특정 성격검사의 결과를 곧 인성으로 해석하는 등의 개념적 혼란은 여전하지

만(고종욱, 1999; 이종승, 지은림, 도승이, 2012), 기업 조직에서의 구성원들의

적응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인의 특성과 조직요소들 간의 적합성에 대한 논

의는 계속되고 있다.

기업 조직 연구에서 개인-조직의 적합성이 강조되어 온 것은 개인-조직

의 적합여부가 조직과 직무에 대한 태도와 적응, 그리고 직무수행 성과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최보인, 장철희, 권석균, 2011). 개인과 조직요소

와의 적합성(fit)에 관한 논의는 업무적응이론(Work Adjustment Theory:

Dawis & Lofquist, 1984)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이론적 토대는 기업

구성원의 개인적 특성과 조직 차원의 업무환경과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조직성과가 향상됨을 강조한다. 적합성이란 일반적으로 개인과 조

직 또는 직무의 특성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거나, 개인과 조직

의 가치관이 조화를 이루는 정도(Chatman, 1991)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

기도 한다.

적합성 연구는 주로 개인-조직 적합성(POF: person-organization fit)과

개인-직무 적합성(PJF: person-job fit)의 두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최근에는 개인-상사 간 적합성(person-supervisor fit), 개인-동료 간 적합성

(person- peer fit)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적합성 연구들의 주된 결론

은 개인과 조직, 개인과 직무, 개인과 상사․동료 간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개

인의 적응과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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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개인과 조직 요소(조직, 직무, 동료, 상사)들 간의 적합성이 조

직유효성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 뿐 아니라, 적합성과 조직성과를 매개하는

요인이나 문화적 맥락 또는 각각의 변수들의 구조적 관계와 조직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김미희, 신유형, 문철우,

2012; 신유형, 2008; 이인석, 백종훈, 전무경, 2010; 임규혁, 이혜영, 한주희;

2012; 한수진, 고애나, 강소라, 2015)

그러나 개인과 조직요소들 간의 적합여부나 적합한 정도를 바탕으로 기업

구성원의 적응의 문제를 설명하려는 것은 많은 한계점을 노출한다. 우선 개인

과 조직요소의 특성 사이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현상

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예측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개인과 조직의 특성은 고

정적이라는 점과 둘째는 개인과 조직요소의 특성 간의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업과 구성원들은 급변하는 외부 환

경에 대처해야 하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조직 맥락 속에서의 개인의 특

성과 적응 양상은 다양한 내․외부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그 안에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적응에 관한 이론을 실제 맥락에 적용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을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음에도 실제 기업 맥

락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런 논의의 빈약함은 두

가지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째는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의 문제는 상

황과 맥락, 환경, 개인의 특성 등에 영향을 받는 복잡한 문제임에도 대부분의

연구에서 선택되는 방법론과 연구자의 관점이 실증주의에 지나치게 편중되었

기 때문이다. 실증주의의 우세 속에서 조직 구성원에 대한 접근은 관찰자와

관찰대상자의 주관적 반응과 인식에 주목할 수 없었다(백평구, 이희수, 2011).

대부분의 실증주의 접근에서는 현상과 사람을 요소(변인)로 구분하고, 그

것을 다시 결합한 형태로의 이해를 시도한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구분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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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를 사실적으로 분리된 실체로 간주하고, 다시 결합시키려는 것은 그

자체로의 모순을 드러낸다(이홍우, 1996). 기존 사회과학의 주류 연구법은 ‘무

엇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요소로 분할, 환원하여 하나하나의 요소

를 자세하게 조사한 다음 그 결과를 다시 모으면 된다.’는 요소환원주의 논리

를 따르지만, 연구대상으로 삼는 대부분의 세계가 생명체와 같아서 요소로 분

할하는 순간 환원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상실되기 때문이다(이광모, 장순희,

2004).

둘째는 적응의 문제는 상황과 환경, 맥락 등에 대한 구성원의 지각과 선

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나 경험이 평균적 반응과 특

정 조건이나 변인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기능주의적 논의에만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것은 앞서 언급한 실증주의 패러다임이 연구의 주류 환경

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서 발생하는 한계일 것이다. 그러나 현상에 대한 풍성

한 논의를 위해서는 그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불문하고, 연구자들의 다

양한 관점과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기업 구성원의 적응의 문제에 있어 개인의 평균

적 반응과 일반화된 모델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기업 환경 속에서 적응의 주

체로서 구성원들의 주관적 반응과 그들의 심리 행동적 특성에 대한 구분과 그

에 대한 가설적 추론을 통한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의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

다. 이는 인간 행동 및 기업 조직 현상에 대한 방법론적 사고의 전환을 필요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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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적응의 맥락으로서 기업환경과 조직문화

1절. 한국 기업과 그 구성원들이 직면한 기업환경의 변화

오늘날의 한국 기업이 처한 상황은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업 내․외적인 상황과 환경은 점점 더 많은 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기존의 핵심 기술 역량을 선점하고

있던 기간산업도 일본과 중국에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 여러 위협

속에 한국 기업의 부실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기업이 장사를 해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1/3이나 되고,3) 국내 500대 대기업 중에서는 33곳이나 된다.4)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한국 기업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

다(김승섭, 2016).

과거에 우리나라 100대 기업들이 경험했던 위기유형은 1위가 ‘경영 자금부족

및 자금순환의 어려움’이었고, 2위가 ‘임직원의 사기저하 현상으로 인한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저하 발생’, 3위가 ‘회사에 대한 악성 유언비어의 발생’, 4위가 ‘회사의

이미지 손상’, 5위가 ‘회사의 생산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나 생산 방해’, 6위가

‘회사 직원의 운영사의 미숙이나 운영상의 실수 발생’, 7위가 ‘제품하자로 인한 제품

회수’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유종숙, 2002). 그러나 위기 상황은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위기가 다른 위기로 전이되거나, 동시에 여러 가지의 위기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1965년 기준으로 100대 기업으로 속해 있던 국내 기업 중 30년이 지난 이후에

도 살아남은 기업은 16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기업으로 분류되었던 기업 중에서

3) 김영욱(2015). 꼴찌로 전락한 한국기업의 위기. 중앙일보, 2015년 6월 4일자.
4) 진중언(2016). 국내 500대 기업 중 33곳은 이자도 제대로 못내는 '좀비기업', 조선일보 2016
년 4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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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삼성과 LG가 전부이다. 이 기간이 한국 경제의 폭발적 성장 시기였음을 고려한

다면, 기업 생존율이 16%에 불과하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읭

영속적인 성장과 생존은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전용욱,

2008). IMF 직후인 1998년 중 표본 기업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고용조정

(downsizing)’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박우성, 노용진, 2001), IMF를 거치면

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적자원관리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 결과 정리해고 대상 확대, 상시 구조조정시스템 구축, 명예퇴직활성화,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제, 단시간 근로자) 운영 확대, 사내 아웃소싱(분사) 확대 등의 고용불

안정성이 급증했다(배호영, 2015).

더불어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조

정의 움직임 역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박용석, 2016). 직장을

잃는 것은 생계유지 차원에서의 고통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는 원칙과

방향성, 그리고 조직과 일에 기반을 둔 개인의 자아정체감과 타인과의 관계성에서

의 의미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Joelson & Wahlquist, 1987; Wrzesniewski &

Dutton & Debebe, 2003; 김명언, 1998; 엄경애, 양성은, 2011), 현재의 고용환경은

개인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직장에서 개인을 해고할 수 있다는 전제와 기업의 운영

방식은 연공서열과 평생고용을 보장했던 과거의 기업 조직과의 일종의 심리적 계

약이 파기되었음을 의미한다(Shore & Tetrick, 1994; 노용진, 김동배, 2003; 김명언,

1998). 심리적 계약(psychological contract)은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개인과 상대

방 간 약속되었다고 보는 상보적 교환조건에 대한 신뢰인데(Rousseau, 1989), 이것

이 파기될 경우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 조직몰입, 근로의욕 등을 떨어뜨리

고, 이직의도나 태만과 같은 부정적 태도를 강화시킨다(유민봉, 심형인, 2012; 정영

미, 서경도, 2011). 이러한 근로 환경의 변화는 구성원들의 적응과 기업의 운영방식

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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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외의 환경의 변화와 위기는 조직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 뿐 아니라,

그 조직에 남아있게 되는 생존직원의 적응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향후 자신

역시 실직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실제 실직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주며(Roskies,

Louis-Guerin & Fournier, 1993), 조직에 대한 인식과 그 안에서의 개인의 적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이러한 불안과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일관적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용불안이 높아지면 조직에 대한 부정적이고 냉소

적인 반응이 높아져, 조직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제반 노력을 하지 않거나

(Greenhalgh & Rosenblatt, 1984), 반대로 자신이 조직에 남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한다는 상충적인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Nelson, 1997; Brockner, Grover & Blonder, 1988).

대량감원과 같은 조직 수준에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경우, 조직환경 자체

가 변화하기도 한다. Cameron과 Kim과 Whetten(1987)은 그 변화 양상으로, ①

중앙집권화, ② 단기성과 강조, ③ 혁신 지양, ④ 자원 분배에의 기준 상실, ⑤ 보

수․보신주의, ⑥ 상호불신, ⑦ 책임전가, ⑧ 팀워크의 저하, ⑨ 리더십 결핍, ⑩

의사소통 수축, ⑪ 갈등의 심화, ⑫ 사기저하와 같은 전에 없던 부정적인 조직현상

들이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기업 환경의 내․외적인 변화는 기업과 그 구성원들의 생존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오늘날의 기업 환경에서의 구성원들의 경험과 인식은 조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와 같은 개인의 적응의 방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현재의 한국 기업 환경은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 방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맥락

적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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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기업의 조직문화와 그 기능

사람과 자본, 기술의 조합에 의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과정

은 해당 사회의 사회관계와 이념 및 가치체계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

능을 전담하고 있는 기업조직은 일종의 문화적 구성물이다(Janeilli & Yim,

1993; 박경용, 2008). 기업 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해온 독

특한 맥락적 특징인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를 형성한다(이종두,

1997).

개인에게 성격이 있듯이 어떤 조직이든 그 나름의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 조직의 이런 특성을 일반적으로 조직문화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한 문화권

안의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가치, 사고방식, 행동양식으로 정의되는 문화의 추상

적 개념이 조직 단위에 적용되어 개념화 된 것이 조직문화이다.5) 조직문화의 개념

은 1980년대 초부터 Peters와 Waterman(2005), Deal과 Kennedy(1987) 등의 연구

자들로부터 소개되면서, 조직문화는 학계와 산업계에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었다.

조직문화에 대한 정의의 범위와 내용은 너무도 넓고 다양하기에 연구자마다의

정의는 다양하다. 조직문화는 외부환경에 적응하고 조직내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고안, 발견, 개발한 기본 전제이며(Schein, 1990), 한 조직의 구성원을

다른 조직의 구성원들과 다르게 만드는 집단적 정신 프로그램이다(Hofstede,

Hofstede & Minkov, 2014).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

행동방식이다(Deal et al, 1987).

조직문화는 ① 행동패턴 및 경향성, 이미지 또는 스타일과 같이 가시적으

로 인식되는 조직의 전반적인 특성, ② 제 3자 및 외부인들에게 공유되는 조

5) 엄밀히 말하면 ‘조직’의 개념이 ‘기업’의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므로, 기업 조직의 문화적 특성
은 ‘기업문화’로 한정해야 하겠지만, 기업문화 연구에 있어서 다수의 연구자들은 ‘조직문화’
를 ‘기업문화’의 표현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절에서는 ‘기업문화’라는
표현 대신 선행 연구에서 주로 언급된 ‘조직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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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전반적인 경영요소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 ③ 하위집단문화로서 오너 및

경영층과 조직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및 행동방식, ④ 조직구성원 및

최고경영층이 희구하는 가치관과 사고방식 및 행동방식, ⑤ 조직 구성원이 갖

추어야 할 바람직한 행동, 태도 등을 포함할 수 있다(이춘우, 2014).

조직문화의 유형은 연구자들의 관점과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

다. 경쟁가치모델(CVF, Competing Values Framework; Quinn & McGrath,

1985)은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조직문화의 구분 개념이다. 이 모델은 조직의

지향성과 통제성의 두 가지 차원을 통해 조직문화의 유형을 ① 관계지향 문화

(clan culture), ② 혁신지향 문화(adhocracy culture), ③ 위계지향문화

(hierarchy culture), ④ 시장지향 문화(market culture)로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조직의 공식화와 권한의 집권화의 정도의 두 가지 차원을 통해

공식화와 집권화가 모두 높은 ① 관료조직문화(bureaucratic culture), 공식화

는 높지만, 집권화는 낮은 ② 행렬조직문화(matrix culture), 집권화는 높지만,

공식화가 낮은 권력조직문화(power culture), 공식화와 집권화가 모두 낮은 ④

핵화조직문화(atomistic culture)로 구분한 Harrison(1972)의 조직문화 유형화

모델도 자주 언급된다.

조직문화는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전달되며, 영향을 미

친다. 조직문화는 첫째, 조직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해주며, 둘째, 공

유된 가치가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고, 협력적으로 만들며, 셋째, 조

직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규범으로 작용하여, 조정과 통합을 가능하

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에게 기대하는 행동과 조직

목표에 대한 지침 및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Chatman

& Jehn, 1994; Schein, 1990; 김호정, 2002). 그러나 반대로 지나치게 강한 조

직문화는 조직원들에게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조직원들이 다양한

기회에 대한 인식이나 예측을 방해하고, 조직 문화와 일치하지 않은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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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지향 문화

(Hierarchy Culture)

시장지향 문화

(Market Culture)

§ 충성심, 전통

§ 조직 단결, 사기, 인재계발

§ 기업가 정신, 창의성

§ 성장, 새로운 자원, 지속적 변화

§ 시스템 중심

§ 명령, 규칙, 효율, 안정

§ 목표달성, 경쟁

§ 생산, 경쟁우위, 시장점유

통제/안정

유연성/자율성

외부지향내부지향

그림 3. 기업문화의 경쟁가치 모델(Quinn & McGrath(1985)에서 연구자 재구성)

지양하게 함으로 조직의 경직화와 변화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Saffold, 1988; Schein, 1990).

조직문화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서구의 주요 이론적 틀, 예를 들어

Quinn 외(1985)의 경쟁가치 모델을 한국 기업의 상황이나 맥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적용시키려 한다(강홍구, 2001; 도운섭, 2006; 이정훈, 2010;

이종찬, 2004; 전상호, 신용존, 1995). 그러나 서구의 이론적 틀을 그대로 한국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생각해볼 문제이다(김명언, 1997). 서구에

서 개발된 이론과 용어를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보편적인

것으로 여기고 다루게 되면, 그러한 기준에서 우리를 보게 되며, 이러한 연구

들의 누적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이해와의 괴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한규

석, 2002).

이런 측면에서 조영호, 김관영, 김태진(2007)의 연구와 이춘우(2014)의 연

구는 접근 방법과 내용에 있어 주목할 만하다. 조영호 외(2007)은 1995년과

2006년 두 시점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의 변화 특성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집합주의와 과거 기업의 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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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 대기업의 조직문화적 역량 및 공유가치에 관한 구조도(이춘우, 2014)

성을 담보했던 혁신주의와 낙관주의 역시 퇴보하였다. 조직의 업무 관련 규범

은 더 타이트해졌으며, 기업이나 조직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자본주의적 또

는 서구적으로 변하여 기업을 이윤추구의 실체로 보며, 종업원 개개인의 직무

몰입이나 충성심은 전에 비해 낮아졌다고 보고한다. 이춘우(2014)는 20여 년

전의 한국 기업문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위계적 서열주의가 오늘

날에도 한국 기업 조직 내에서 계속 복제․전이되면서 한국 기업문화의 특징

적 형질을 발현시키도록 하는 문화적 유전자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 3>은 한국 대기업에서 발견되는 기업의 가치들의 DNA 구조도를 통해

대기업의 문화를 포지셔닝한 것이다. 좌측 부분이 90년대 말까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한 전통적 가치관들이며, 우측에 배치된 가치는 2000년대 이후 강

하게 작동하기 시작한 서구적 가치관이다

기업 안에서의 구성원들의 적응 양상은 조직과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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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적응의 주체인 개인의 특성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복합적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조직의 특성과 같은 단일한 차원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그동안의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 문제를 다룬 많은 연구들은 개인과 조직,

조직과 환경에 대한 분절적 요소들 간의 관계 혹은 그 결합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기업 환경 안에서 구성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적응의 과정에서 보이는 그들의 심리적 속성 및 행동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질문과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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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적응의 주체로서 구성원과 그 이해

1절. 기업 구성원의 주관적 인식 탐색의 필요성

한 개인이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그 안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사

람마다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며, 그 자체가 한 개인의 심리적 속성

을 드러낸다. 그것은 성격이나 기질과 같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 뿐 아니라, 각

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나 라이프스타일을 드러내는 과정이며, 일

과 사람에 대한 기대와 경험, 그것들에 대한 해석과 같은 개인 내적인 심리적

반응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 안에서 개인은 조직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통용

되는 조직문화, 규범, 관례, 매뉴얼 등에도 영향을 받으며, 각 개인들의 적응

방식과 구성원 간 공유하고 있는 적응 방식은 기업 문화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즉 기업 조직 안에서의 각 개인들의 적응은 조직과 개인

양자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이자 결과이다.

한 조직 안에서의 개인의 적응 양상을 논의함에 있어 일반적 범주나 개념

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점이다. 조직현상을 다루는 많은

연구들에서 주로 시도되는 접근은 현상을 이루는 요소에 대한 개념화와 유형

화를 통한 관계성 또는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인간 행동에 대한

유형화와 설명에 있어 많은 경우, 외부의 상황과 조건, 변수 등에 대한 사람들

의 평균적인 반응이나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인간행동에

대한 암묵적 동의와 가정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조직문화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조직문화의 유형화와 더불어

특정 유형과 변인, 또는 유형과 유형 간의 관련성을 밝힌다(권경득, 2005; 김

기영, 심재익, 김재곤, 2016; 김영준, 2000). 조직문화를 특정 유형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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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방법론상의 편의와 모델의 내용을 여러 조직에 적용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연

구에서 시도되고 있는 조직문화의 유형화는 문화적 총체로써의 조직문화 현상

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Quinn & Kimberly,

1984; 김명언, 1997; 장용선, 문형구, 2008). 실제 많은 기업 조직은 특정한 조

직의 단일 가치나 목표를 배타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최지원, 정진

철, 2012), 조직의 특성이나 그 안에서의 개인의 행동을 단일한 특성으로 규정

짓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평균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양적연구법과 같은 접근에서는 한 개인의

개별적 특성이나 주관성과 같은 한 개인의 고유한 속성에 주목하기 보다는 보

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한다. 그러나 개인의 개별성은 일반

성 속에 상실될 수밖에 없으며, 최악의 경우는 개별성이 부정되기에 이를 수

있다(Guinnes, 1998). 특정 조건에 대한 반응 정도의 차이로 인간의 행동을 설

명하고자 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으로는 기업 환경 속에서의 적응의 주체인 인

간의 개별적 심리적 속성을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과 조직을 다룬 그

동안의 많은 연구들은 객관화와 일반화의 목적으로 각 대상과 그 관계성에 대

한 분절적 이해만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고유한 삶의 모습과 의

미가 개념과 이론 뒤로 물러나게 되었고, 의미의 주체인 개인이 소외되는 결

과를 낳았다.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 내의 심리적 반응은 상황과

맥락에 따른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조직 안에서의

개인의 행동 방식은 개인이 그 조직과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다(변상호, 정성은, 2013). 조직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현재의

조직의 상황이나 조직 안에서의 통용되는 규범이나 관례, 조직 안에서의 자신

의 역할과 책임, 자기 정체성 등 조직과 자신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따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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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의 방식은 달라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동일한 하나의 문화권 안에서도 개인

마다의 적응 방식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때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조직현상의 많은 경우는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주체,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에 달려있다. 기업 조직 안에서 개인이 어

떤 모습으로 살 것이며, 그 속에서 어떤 행동과 태도를 취하는가와 같은 개인

의 적응의 문제는 개인의 심리적 반응과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선택의 기준은 적응의 주체로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와 그가 가진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무엇인지에 달려있다.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 변수

에 대해 보편적 반응을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가정이 아니라, 경험과

인식, 판단의 주체로서 인간을 바라보고, 그들의 주관적 관점과 경험이 무엇인

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적응의 주체로서 개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기업의 상황과 맥락 속

에서 조직이나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의 주체로서 개인을 이해하는 것이

다. 이것은 개인이나 조직 그리고 환경적 정보를 특정 변인이나 변수로 다뤄

특정 모델이나 개념적 틀에 넣고, 그것의 관계성이나 설명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 어떤 개인도 자신의 상황이나 맥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개인의 고유한 인식, 사고, 태도, 행동 등을 이미 그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

용의 과정과 결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기업 조직은 개인과 조

직과 같은 다수의 행위자가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집단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복잡적응체제이기 때문이다(최창현, 2000).

한 기업 조직의 문화나 그 속에서의 적응과 같은 조직과 개인 사이의 상

호작용은 이미 하나의 현상이며, 실체가 보이지 않아도 모두에게 경험되는 것

이다. Hofstede 등(2014)은 어떤 집단도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문화에

대해 기록이 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공유된 규칙을 만드는 것은 집단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하였다. 개인의 성격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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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화되었듯, 한 조직의 문화는 집단적

생존을 위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

장 효율적으로 진화된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문화와 개인 간의 관계성은 양

자 간의 상호관계성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 내면화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가능하다(이경윤, 2012).

개개인이 세계 속에 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일련의 상황들 ‘속’에 산

다는 말이다…….‘속’의 의미는 상호작용(interaction)이 한 개인과 사물들 그리고 사람

들 사이에 진행됨을 뜻한다. 상황과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하

나의 경험이란 언제나 한 개인과 동시에 그의 환경을 구성하는 것 사이에 일어나는

교호작용(transaction)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황상민, 김도환, 2003).

기업의 내․외적 상황이나 조직문화와 같은 외부 환경은 개인이 상호작용

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상호작용의 일부 또는 그 결과 자체일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조직 안에서 개인의 적응 현상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주체로

서의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그들의 해석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둔 심리적 접근

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경영학이나 조직 심리학

분야에서의 기업과 개인을 다뤄왔던 객관성과 보편성 등의 그간의 접근 방식

에서 벗어나, 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과 관련한 개인의 주관성을 유

형화하며, 그것을 통해 한국 기업에서의 조직 현상에 대한 가설적 추론을 시

도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주관성의 유형화는 앞서 지적한 그동안의 인간 행동

에 대한 유형화 및 일반화와 같은 그동안의 연구들의 관행과의 차이가 구분되

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과정을 통해 발굴되는 주관

성의 유형화는 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반응 속에서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한 조직 현상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기에, 다수의 평균적 반응을 바탕으로 발굴되는 일반화된 모델이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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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주의 패러다임 기능주의패러다임

목적 진단과 이해를 위해 기술하고 설명 예측과 통제를 위해 정규성을 탐색하고 검증

이론적 관심 실재의 사회적 구성, 구체화, 절차, 해석 관계, 인과, 일반화

이론 정립 접근 코드 분석을 통한 발견 인과 분석을 통한 정교화

표 1. 패러다임의 차이(백평구(2011)

에의 적용이나 그것을 검증하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발굴되는 개인

의 인식의 유형과 그것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이 얼마나 실재의 현상과 얼마나

가까우며, 잘 설명될 수 있는지에 달린 문제이다(Merriam, 1995). 이것은 겉으

로 드러나는 결과들의 구성과 내용의 차이라기보다, 연구자의 질문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방향, 그리고 인간과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자의 입장

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에게 낯선 Q 방

법론을 하나의 방법론적 대안으로 활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론 자체가

연구의 의미나 성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특정 방법론 자체가 다른 것 보다

우월하거나 또는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방법론은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이

다(김정운, 한성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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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조직과 개인의 이상적 기대와 현실적 경험의 차이

때로는 개인과 기업 조직은 각자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나 상태가

충족되지 않아 실망이나 갈등, 혼란 등을 경험한다. 서로에게 이상적으로 기대

하는 모습이 현실에서의 경험과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구직자들은 취

업 전에는 자신이 희망하는 기업이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거나 자신에게 적절

한 대우를 해주기를 기대한다. 대학생들이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직장의 조건

은 ① 고용안정성/지속성(종사상의 지위/정규직), ② 경제적 보상/임금, ③ 사

회적인지도/평판/위세이지만(이영민, 이수영, 임정연, 2014), 대부분의 입사자나

초기 경력자들은 임금에 대한 불만족, 군대식 문화와 잦은 잡무, 전문성을 쌓

기 어려운 업무와 기업구조를 경험한다(박소연, 2012; 이철선, 2007; 장서명,

장원섭, 2008).

기대하는 이상과 현실 경험 사이의 괴리는 조직 차원에서도 경험된다. 많

은 기업은 자신들의 비전과 추구하는 핵심가치와 인재상을 대외적으로 드러냄

으로써,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목표의식을 확인하고, 인사관리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최윤식, 2011). 그러

나 조직이 이상적으로 내세우거나 이루고자 하는 조직의 가치와 문화, 인재상

의 대한 모습은 조직 안에서 실제 작동하는 조직의 관행이나 문화, 구성원들

의 인식과 행동, 또는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조직의 암묵적인 운영방식 등과의

간극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제시해왔던 인재상의 모습은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에 따른 특징들이 반영되기도 하지만(이종구, 천만봉, 2013), 80년대 이후

한국 기업들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가치와 인재상은 기업 간 서로 너무나 유

사하여(배지혜, 이영민, 2015; 유태용 외, 2008; 이재범, 이준호, 2008),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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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대표 키워드 키워드 빈도 비율(%)

1 창의 창의, 창의력, 창의성, 창의적사고, 창조, 창조적 사고, 창조지향성 108 10.8

2 전문 전문, 전문가, 전문능력, 전문성, 전문역량, 전문인, 전문지식, 전문화 81 8.2

3 도전 도전, 도전의식, 도전인, 도전정신 80 8.1

4 글로벌 역량

국제 경쟁력, 국제 감각, 국제인, 국제적 능력, 국제적 비즈니스 감각,

국제적 소양, 국제적 안목, 국제화, 국제화 감각, 국제화 능력, 국제화 인재,

글로벌, 글로벌 감각,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역량, 글로벌 인재, 세계, 세계인, 세계화

70 7.1

5 협력 협동, 협력, 협력마인드, 협력정신, 협조, 협조자, 팀워크 45 4.5

6 열정 열정, 열정적 38 39

7 고객지향
고객, 고객가치 지향, 고객가치 창출, 고객만족, 고객섬김, 고객에 대한

무한책임, 고객우선 주의, 고객중시, 고객중심, 고객지향
31 3.1

8 혁신 혁신, 혁신주도, 혁신인 30 3.0

9 변화 변화, 변화 선도, 변화 수용, 변화 주도, 변화 추구, 변화 대처 27 2.7

10 책임감 책임, 책임감, 책임완수, 책임의식 20 2.0

표 2. 국내 기업(국내매출 기준 300위 내)의 인재상 키워드 상위 10위(유태용 외, 2008)

로 특정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해당 기업에 필요한 인재의 실제 모습

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거의 모든 기업이 ‘도전, 창의, 열정, 혁신, 글로벌

역량’ 등과 같은 핵심 가치 또는 인재상의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

다.

기업들이 내세우는 기업의 가치나 인재상의 특성이 실제 맥락에서 작동되

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이 실제 조직과 구성원들의 모습을 반영하지 않거나,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과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박이언,

2015). 대부분의 기업의 비전이나 가치, 인재상의 특성 등은 창업자나 경영진

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6) 하지만 이런 경우 기업이 내

세우는 가치와 인재상의 모습은 기업 구성원들의 실제 경험이나 인식,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암묵적인 관행이나 문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개념의 정의나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업이 내세우는 가치, 인재상, 제도, 문화 등이 조직원들의 실제

6)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중략)...‘창의’는 ‘열심히 일하
는 데’서 나온다." 대우 그룹의 김우중 전 회장 발언 중 일부(조동성,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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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의 차이가 클수록 구성원들의 근무태만, 결근, 이직 등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이나 냉소주의와 같은 부정적 태도를 가속화시킨다(김진희, 2007). 이런

경우 이상적인 문화나 구호가 작동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암묵적이며, 실제적인 문화와 규범, 절차 등이 더 중요하게 작동하게 된

다(최윤식, 2011).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각자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

면, 더욱 그러하다.

기업들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이상적 모습과는 달리, 실제 다수의 한국

기업에서는 상당 부분 위계와 권위, 집단적 사고와 문화가 더 중요하게 여겨

지는 경우가 많다(Surdej, 2015; 박이언, 2015). 따라서 이런 한국 기업의 상황

과 환경 속에서 개인의 적응은 집단적 문화와 규범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박

영신, 김의철, 김경자(2010)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사람들은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음을 밝히는데, 많은 경우 이러한 믿음이 상사나 동료에게

자신의 성실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개인은 조직의 규범이나 룰을 겉으로

내재화하려는 태도를 더 강화시킨다. 특히, 자신의 생존의 문제가 조직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의 믿음들은 우리의 욕망을 인도하고 우리의 행동을 형성한다. 암살단 무리에

속해 있거나 산적 두목을 추종하는 자들이 두목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

로써 영원한 지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이것을 의심했

다면 그들이 실제로 행한 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믿음

이 이러하다(Menand, 2001, 안세권(2010)에서 재인용).

조직으로의 적응은 개인이 조직에서 다양한 경험과 해석을 통한 일종의

의미 만들기의 과정인데(Louis, 1980), 그 의미는 개인마다 내용과 수준에 있

어서 차이가 있다(Saks & Ashforth, 1997). 기업 구성원들이 보이는 적응은

개인과 조직의 가치에 대한 개인의 인식 뿐 아니라, 그들의 이상적 기대와 현

실이 무엇인지에 영향을 받는다(박원우, 안성익, 2006; 양혁승 외, 2002).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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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업 맥락 속에서 구성원들의 심리 행동적 속성은 구성원들의 주관적 인식

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기업 구성원들의 현실적인 적응 모습과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상적인 조직 적응의 모습이 무엇인지, 현실과 이상 두 가지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주관적 인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성원들의 적응과 관

련한 이상과 현실적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들 간의 상응관계를 통해 현

재 한국 기업 맥락에서 개인과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그것을 다루기

위한 변화의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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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연구문제

기업 조직 맥락에서의 구성원의 적응의 모습은 단일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조직 맥락 속에서 개인의 적응 양상은 그들이 인식하는 조직의 상황

및 조직의 요구,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있는 조직의 규범과 문화, 개인의 심리

적 속성 및 가치와 라이프스타일 등에 의해 다양하게 표출된다. 그동안의 조

직 맥락에서의 개인의 적응에 대한 논의는 조직사회화 정도를 조직유효성을

주요 관계 변수로 채택하여, 각각의 개념들의 하위 요소들이나 요소 간의 관

계성, 그 사이의 매커니즘을 조망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조직 목표와 상황 등에 따라 각 개념들에 대한 관점이나 조건은

각 기업마다 다를 수 있기에 개인의 적응을 객관적 지표로 설명할 수 있는지

와 그동안 주로 활용되었던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과 같은 변수들이 조직의

유효성과 등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박희봉, 2005). 이에 기

존의 조직유효성을 다룬 다양한 변수 외에 평가자 및 이해관계자의 주관성도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민진, 2003).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 현상을 조직사회화나 조직유효성

과 같은 개념적 구분으로 상정하여 그것들 간의 관계나 효과를 살펴보거나,

개인의 주관성을 또 다른 변수로 다루어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

재 기업 맥락에서 구성원들이 보이는 적응 방식과 인식, 그 자체를 다루자 함

이다. 이것은 구성원들의 현재 자신의 조직 맥락에서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생각, 태도, 행동 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들이 조직 생활을 통해 인식하

는 이상적인 적응 방식과의 상응관계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의 연구 절

차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한국 기업 조직 맥락 속에서 구성원들의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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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응의 모습과 더불어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조직 적응 모습이 무엇인

지를 유형화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 구성원들이 그들의 조직 맥

락에서 겉으로 드러내는 적응 모습과 남에게 드러내지 않으려하는 적응 모습

이 무엇일지, 또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이 무엇일지 등을 다

각도의 심층 해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수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

해서 발굴된 인식 유형의 분포 패턴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Q 방법

론에서 구분된 인식 유형의 주요 문항들을 활용한 체크리스트와 기타 설문 자

료를 통해 구성원들의 적응 유형에 대한 다각도의 해석을 하며, 첫 번째 단계

에서 발굴된 유형의 해석적 타당성과 현상에 대한 가설적 추론을 가능하게 하

는 것이 이 단계의 주요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바탕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는 바이다.

연구문제 1.

현재 한국의 기업 조직 맥락 속에서 구성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기업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이상적인 적응 모습은 무엇이며, 어떤 심리적

속성을 반영하는가?

연구문제 3.

기업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보이는 적응 양상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의 조직현상과 구성원들의 심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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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장. 주관성(subjectivity) 연구와 Q 방법론

인간 심리에 대한 측정과 분석 방법은 스피어만(Spearman)이나 버트(Burt)와

같은 학자들에 의한 요인분석과 같은 다양한 통계 기법들의 개발과 이로써 변수

간의 특성을 종합 및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뤄왔다. 사회과학

으로서 심리학은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바탕으로 한 개념 측정과

집단 간의 비교, 소위 ‘아노바 패러다임(Anova Paradigm)’이라 불리는 통계적 기법

이나 방법론의 진화를 통해 발전해왔다(Salsburg, 2012).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를 측정이 가능하도록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측정할

수 없다면 알 수 없다는 강한 암묵적 동의가 강조되었고(송광행, 2005), 인간 행동과

심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접근 방법을 지향하는 심리학 연구 분야에서 이러

한 접근 방식은 연구 방법론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는 무엇을 측정해야 하

는가(what)에 있어 현상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나 관찰 없이, 연구자의 ‘조작된 정의

(manipulated definition)’에 의존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how)에 대한 고민에만

머무르게 했다. 심리학 분야에서의 이런 연구 관행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을 유의

미한 통계적 측정값을 통해 분절화 하였고, 그 결과가 마치 객관적이고, 인간의

보편적 속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믿게 만들었다. 그러나 측정과 검증의 도구로 사용

되는 통계적 가정이나 절차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김정운 외, 1998).

지금까지의 심리학 연구들은 소위 ‘과학적 연구’로서 논리실증주의가 주류

의 방법론을 이끌고 있는데, 자연과학의 방법을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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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좋은가에 대한 물음은 아직도 제기된다(김승현, 1997). 이제는 객관적

이라고 여겨왔던 관찰과 측정의 문제는 관찰자의 행위 자체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양자역학적 사실이 조금씩 인식되기 시작했

지만, 심리학의 연구의 주류는 여전히 타당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측정이라 여겨지는 방법론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황상민 외, 2003).

인간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심리학의 지향은 많은 연구자들

로 하여금 개인의 주관성(subjectivity)은 배재해야 한다는 명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연구 대상으로의 주관성’과 관찰된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 사이의 오해와 혼동에서 비롯된 것이다(황상민,

최윤식, 2010). 그동안은 개인의 주관성을 다루는 연구의 필요성이나 인식, 그

리고 방법론적 이해가 부족하였지만, 최근에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점차 주

목받고 있는 것이 Q 방법론이다.

Stephenson은 1935년에 ‘Nature’의 기고를 통해 개인의 주관성을 체계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Stephenson, 1935). 이후 이러한

그의 관점과 이론은 ‘Q 방법론(Q methodology)’로 명명되어 체계적으로 그 이

론과 내용이 정립되었다. Q 방법론은 개인의 주관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적 틀을 제공한다.

Q 방법론은 일종의 요인분석의 기법이 측정 문항이나 도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람의 반응에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스티븐슨과 버트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Burt & Stephenson, 1939)에서 두 사람은 인간에 대한 요인분석

의 적용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다. 버트는 기존의 행(사람)과 열(변수)

의 일반적인 데이터 구조에서 행과 열만 바꾸어 요인분석이 가능하므로, Q 방

법론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스티븐슨은 버트의 이러한

관점에 반박한다. 스티븐슨은 기존의 데이터 분석 방법과 접근이 개인에 맞춰

지기보다 일반화에 관심을 둔 것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일반적인 척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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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요인화 하는 방법을 특별히 R 방법으로 지칭하였고, 이 R 방법론을

통한 요인분석은 개인의 개별적 특징이나 관점을 반영하지도, 반영할 수도 없

음을 주장하였다. 스티븐슨은 R 방법론에서 활용되는 변인 중심의 데이터 구

조와 표준화의 문제를 주장의 근거로 들며, 새로운 방법론적 철학과 새로운

데이터 구조 모형으로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Stephenson, 1936).

R 방법론 체계가 절대적 변량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오직 사람으

로 구성된 모집단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만 그러한 것이다...(중략)...그러나 특정한 개

인 자체에 대해서 거의 또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며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다

(1936: 201).

Q 방법론은 객관적 과학을 지향했던 실험 심리학 연구에서 잘 파악할 수

없거나, 심지어 무시했던 인간의 주관성을 객관화하려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황상민, 최은혜, 2002). 여기서 주관성은 특정 대상이나 이슈에

대해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태도, 가치 등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Brown, 1980), 개인의 주관성을 연구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동일한 사

건에 대한 개인의 경험의 맥락에 따라 그리고 개인차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황상민 외, 2010).

<그림 4>는 둘 다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a)의 경우 ‘각 신체 기관

별 사람들의 평균적인 이미지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인간의 보편

적 신체 정보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라면, (b)의 경우는 ‘신체 기관 중에서

무엇이 나에게 의미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개인의 의미성에 근거한 정

보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다. 보편적 인간의 신체 이미지는 (a)를 통해 나타

나지만, 개인의 중요도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반영된 신체 이미지는 (b)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7)

7) Stephenson(1936)에 의해 제기된 이슈에 대해, 25개의 신체이미지를 바탕으로 총 20명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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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평균적 속성에 근거한 사람 이미지와 주관적 의미성에 근거한 사람 이미지(Brown, 1997)

개인의 주관성을 탐색하는 것은 특정 주제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평균적

반응 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패턴을 찾는 것이라기보다, 특정 주제에 대

한 한 개인의 전체적 반응으로서의 개인의 반응 패턴이나 자아 참조점

(self-reference)을 찾는 것이다(Coogan & Herrington, 2011). 기존의 양적 연

구의 대부분은 연구자에 의한 변인의 ‘조작적 정의’로부터 연구가 시작되지만,

개인의 주관성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특정 대상에 대해 가지는 ‘자결

적 정의(Operant Definition)’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한다. 조작적 정의로부

터 시작되는 연구에서는 개념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는 필수적으로 전제되어

야 할 조건이지만, 자결적 정의로부터 시작되는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판

단에 외부적 기준이 적용될 수 없기에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은 그 개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김흥규, 2008).

사회 현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우발적으로 보

이는 현상들의 규칙성을 발견하고 나아가 사회 법칙이라는 이름 아래 이들을

일반화하는 것인데(주형일, 2008), R 방법론과 Q 방법론은 현상에 대한 정의

와 이해의 방향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R 방법론적 접근은 ‘외부로부

터 설명’하는 방법이지만, Q 방법론은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접근이며, 연구자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린 이미지이다. 구체적 자료는 brown(1980, p13)과 김흥규(2008,
p82-83)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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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방법론 Q 방법론

접근 방향 변인-중심적(variable-centered) 접근 사람-중심적(person-centered0 접근

기본 가정 응답자 개인의 특성은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 응답자 개인의 특성은 개인의 주관성을 반영

연구대상 응답자 간 차이를 유발하는 변인(변수) 대상에 대해 가진 개인의 주관성(주관적 반응)

개인 관찰자의 조작적 정의에 의한 분절적 이해 자결적 존재로서, 조작적 정의의 주체

맥락 실험실, 인위, 통제된(되어야 하는) 자연, 있는 그대로, 주어진

가설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에 의해 설정 응답자의 주관성의 발견으로 생성

데이터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반 대상에 대한 응답자의 의미성의 위계 기반

표 3 Q 방법론의 특징(김도환, 2010; 최윤식, 2011에서 연구자 재정리)

의 가정이나 현상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행위자 또는 수용자의 관점에서부터

시작된다.

R 방법론과 같은 변인-중심적(variable-centered) 접근법은 현상에 대해

이론적 구조를 체계화하고, 보편적 설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Q 방법론과 같은 사람-중심적(person-centered) 접근은 그 변인이 작

동하는 개인차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장점이 있다(김도환, 2010). 대상에 대

한 개인의 주관적 반응의 차이 즉, 주관성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지만, 대

부분의 경우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는 우리의 이해 범위

수준 안에서 구분된다(김흥규, 2008).

앞서 언급한 한국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 양상을 살피려는 연구의 필요성

과 연구의 목적을 비춰보았을 때, 본 연구는 특정 개념에 대한 개인의 반응의

차이나 적응 모델의 검증을 그 목적으로 하는 양적 접근 보다는 기업 조직 맥

락 안에서의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더 의미

가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단계에서 기업 구성원들의 주관적 인식과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 도구로써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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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Q 방법론을 통한 결과의 해석에 관한 문제

Q 방법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관점, 태도, 행

동 등의 개인의 주관적 속성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요인분석과 같이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형화하며, 그들의 심리적 속성을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Q 방법론에서 분석을 통해 추출되는 일군의 유사한 관점의 사람

들을 Q 요인이라고 한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추출된 Q 요인은 어떤 특성

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특정 지워지는 주관적 특

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사람들의 유형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Q 방법론은 전통적인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과 유사해보일 수 있지만, 두 분석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측

정하고자 하는 대상과 결과의 의미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군집분석은

추리통계(inferential statistics)로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에 속하는

상호의존적(interdependency) 분석기법이다.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연구자는

군집의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Q 방법론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구

분된 종속분석 방법으로 아무런 가정을 전제 하지 않으며, 연구자의 그루핑에

대한 정의는 처음부터 배제된다. 또, Q 방법론에서는 주관성의 상호 배타적인

범주를 가정하지 않는다. 즉, 한 개인의 가장 두드러지는 주관성이 특정 요인

에 속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요인과 완전히 배타적인 의미로 구

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Q 방법론이 일반적인 군집분석과의 차별점이

자 강점이라 할 수 있다(김흥규, 2008).

이와 같은 이유로 Q 방법론을 통해 발굴되는 요인은 다른 요인들과 완전

히 배타적이지 않으며, 한 유형의 특징(Q 문항)이 다른 유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유형 간 동일한 문항이 추출되더라도, 그 의미는 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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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관적 특징인 Q 문항들 속에서 차별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Q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형의 구분과 같은 기술적인 측

면보다 구분된 유형과 그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에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 추

출된 Q 요인을 해석하는 과정은 매우 창조적인 작업이다. 처음에는 무의미해

보이는 주관적 반응들 속에서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의미와

반응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은 또 다른 연구자의 역량을 필요로 한다.

김도환(2010)에 의하면, 발굴된 Q 요인의 해석과 각 요인 간의 관계성을

살피기 위해서 세 가지 이론적 정교화가 필요한데, 첫째는 Q 유형을 통해 도

출된 유형의 이미지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사회적 표상(social repre-

sentation)이라는 점과 둘째, 여기서 언급되는 이미지는 소위 실체와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구성된 실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석의 근

거로의 가추법적 사고이다.

주관성 유형의 해석 과정에는 가추법적 사고(abduction) 과정이 요구되는

데, 이런 사고 과정은 마치 탐정의 추리력과 같은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이

상상력은 경험이 축적되어 밝혀지는 인과성이나, 일반적인 개념이나 이론에서

시작되는 연역적 논리에서는 불필요한 것이다. 주형일(2008)은 심리적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해석의 형태는 말하는 사람의 주관에 도달함으로써 그

가 담론을 생산하는 사고 행위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즉, 주관성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기 보다, 주관성의 해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유의미

한 패턴과 새로운 가설 생성과 그것을 통해 현상을 재조명할 수 있을 때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Q 방법론을 통한 결과의 해석과 그 활용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Q 방법론 연구자인 김흥규(2008)와 황상민(2012)은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김흥규를 비롯한 대부분의 Q 방법론을 활용하는 연구자들은 스티븐슨

의 방법론적 전통을 전승하여,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반응을 유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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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석하는데 그친다. Q 방법론의 미덕은 가설을 발견 또는 생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만들어진 가설을 검증하는 것은 애초에 그 목적이 아니었기 때

문이다(김흥규, 2008). 그러나 Q 방법론을 통해 발견되는 주관성과 같은 범주

들은 상호 관계성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형화에만 그치

고 있는 것은 때로는 Q 연구의 한계로써 비판의 대상이 된다.

황상민과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시도되는 Q 방법론의 분석과 해석은

발견된 주관성 자체가 무엇인가에서 더 나아가 각각의 주관성들이 어떤 역동

을 만드는지 상호 관계성의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한다(김지

연, 황상민, 2009; 김도환, 황상민, 최윤식, 2011; 유상원, 2008; 황상민, 2011;

황상민, 도영임, 2008).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Q 분석을 통해 얻게 되는 분석

적 정보의 활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만들어낸다.

기존의 Q 연구자들은 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을 단일한 인식 집단으로

간주한다. 이때 한 요인(집단)은 특정 대상에 대해 동의하는 문항(+)과 동의하

지 않는 문항(-)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단일한 집단으로 다룬다.8) 하지만 황

상민 외의 연구자들은 Q 방법론을 통해 추출된 하나의 요인을 (+) 문항 속성

으로 구성된 집단과 (-) 문항 속성으로 구성된 두 개의 서로 다른 인식 집단

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된 유형은 해석을 통해 서로 다른 주관성의 의미

뿐 아니라, 발견된 주관성 사이의 관계성과 역동성을 통해 현상을 설명하려

한다.

황상민 외의 연구자들의 해석적 입장은 전체 요인의 (+) 문항과 (-) 문항

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하나의 인식의 집합체로 해석할 때 발생되는 복잡성을

제거하고, 각 인식 문항의 집합으로 대변되는 주관성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

여 현상에 대한 다각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의 방식은 전통

8) 이때, 한 유형의 속성은 주로 표준점수(z-score) ±1.0 이상의 문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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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Q 방법론의 활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도가

Q 방법론의 요인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추출

된 요인의 해석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최근에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Q 방법

론의 적용에 있어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간 행동 이해의 방법

으로써 Q 방법론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Danielson, 2009;

Watts와& Stenner, 2012).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의 적용과 결과의 해석에 있어 황상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분석을 통해 발굴되는 주관성의 의미와 각각의 주관성의 유

형들 간의 관계와 현상에 대한 해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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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연구 절차

1절. 연구 1 :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에 관한 인식 유형 추출

1. 문항구성: Q 표본의 구성(Q-Sampling)

Q 표본은 연구 참여자가 분류하게 되는 진술문, 즉 문항들을 의미한다.

진술문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관찰되는 현상과 연구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Q 표본은 주제에 대한 의견 영역, 모집단

또는 의미통합의 포괄적 표상이며(Watts et al, 2012), 문항 구성 단계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문항이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

체적인 내용과 다양성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Q 표본을 만드는 절차와 방식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겠지만, 미리 연구자가

만들어놓은 범주에 해당되는 문항만이 포함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Q 방법

론에서의 연구 참여자의 반응은 그들이 가진 주관적 반응과 그 기준을 드러내

는 것인데, 연구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범주 안에서만 문항을 만드는 것은 응

답자의 반응을 제한하며, 결과에 연구자의 편향이 반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과 직장생활에 관한 다양한 자료의 수집이 필요했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Q 진술문의 구성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인

터뷰와 직장인과 직장생활에 대해 언급한 서적,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최초 약 500여개 수준의 문항 샘플을 구성하였고, 각 문항의 내용들

이 구성원들 조직에서의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생각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하였

다. 이후, 의미나 내용이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당위적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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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하위범주 대범주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 업무 시 강점과 약점 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리더십
역할 인식

누가 상사가 되더라도, 훌륭한 조력자의 모습을 보인다. 팔로어십

현재 수준의 역량과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는다. 목표/평가
목표 인식

가능한 한 자신과 타인의 업무 및 성과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고 비평하려고 한다. 성과관리

어떤 일이든 적극성과 열의를 보인다. 업무태도

업무 스타일학벌과 소위 말하는 스펙(외국어, 자격증, 경력 등)이 좋다. 역량/스펙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자신만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있다. 전문성

조직 내,외의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할 뿐 아니라, 대세에 맞게 처신한다. 상황파악

맥락 인식
상황이 애매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일단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구체
적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규범/매뉴얼

조직에서 상명하복의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일하는 것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위계구조

변화가 많은  생활방식보다 안정된 생활방식을 추구한다. 라이프스타일
판단 기준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가치

표 4. Q 표본 구성 과정의 예

연구주제와 관련 없는 문항 등을 제거하고, 애매한 표현들을 수정, 보완하여

일차적으로 약 200여개의 문항 세트를 구성하였다. 이후, 교수 포함 박사급 연

구원 2명과 함께 내용의 타당성 검토 및 문항을 재범주화하여 최종적으로 98

개의 Q 샘플을 구성하였다. 구성 문항의 예는 <표 4>와 같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P 표본의 구성(P-Sampling)

P 표본은 Q 소팅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를 의미한다. Q 방법론은 특정 항

목에 대한 사람들 간의 반응의 차이를 보기 보다는, 의미성에 있어서의 개인

내의 차이를 드러내는 주관성과 그 내용에 집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성을 드러내고 유형화하는 1차 연구 단계에서는 다수의 연구 참여자가 필

요하지 않다. R 방법론에서는 많은 사람이 표본으로 선정되지만, 상대적으로

검사물(test)의 수는 적다고 할 수 있다. Q 방법론에서는 반대로 Q 샘플이 충

분히 조직 현상을 담고 있다면, 피험자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요인들 간 비

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Q 방법론은 소표본 이론을 따르는데, 이것은

특정 요인에 속한 사람들의 비율을 통해 전체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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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김흥규, 2008).

다만 기업 조직 맥락에서 구성원의 다양한 적응 방식을 드러낼 수 있는

정도의 연구 참여자 수와 참여자의 직급, 나이,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양

한 그룹의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연구에서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녀 59명이 응답에 참여하였는데, Q 방법론의 이론적 근

거를 바탕으로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59명의 인구통계학적정보

는 다음과 같다.

남 여 전체

연령대

20대 10 (16.5%) 11 (18.6%) 21 (35.6%)

30대 13 (22.0%) 10 (16.9%) 23 (39.0%)

40/50대 9 (15.3%) 6 (10.2%) 15 (25.4%)

소계 32 (54.2%) 27 (45.8%) 59 (100.0%)

기업구분

대기업 16 (27.1%) 15 (25.4%) 31 (52.5%)

중견기업 7 (11.9%) 3 (5.1%) 10 (16.9%)

중소기업 0 (0.0%) 4 (6.8%) 4 (6.8%)

공기업 2 (3.4%) 1 (1.7%) 3 (5.1%)

외국계기업 2 (3.4%) 0 (0.0%) 1 (1.7%)

기타 5 (8.5%) 4 (6.8%) 10 (16.9%)

소계 32 (54.2%) 27 (45.8%) 59 (100.0%)

직급

인턴급 1 (1.7%) 1 (1.7%) 2 (3.4%)

사원급 10 (16.9%) 12 (20.3%) 22 (37.3%)

대리급 6 (10.2%) 6 (10.2%) 12 (20.3%)

과장급 8 (13.6%) 4 (6.8%) 12 (20.3%)

차/부장급 6 (10.2%) 1 (1.7%) 7 (11.9%)

임원급 1 (1.7%) 1 (1.7%) 2 (3.4%)

사장급 0 (0.0%) 1 (1.7%) 1 (1.7%)

기타 0 (0.0%) 1 (1.7%) 1 (1.7%)

소계 32 (54.2%) 27 (45.8%) 59 (100.0%)

표 5. P표본(연구 참여자) 분포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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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분류(Q-sorting)

Q 분류는 연구자가 제시하는 지시문을 읽고, 응답자 본인에게 의미가 있

는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진술문(문항)을 직접 분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Q 반응의 수집은 13cm ⨯ 7.5cm의 인덱스카드 한 장당 문항 1개를

인쇄하여, 응답 참여자에게 각 문항을 주어진 지시문을 바탕으로 자신이 동의

하는 정도에 따라 정규분포형 응답지에 분류하도록 하였고, 분류 결과에 따라

문항별 점수를 부여하였다.

조사는 2016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행되었으며, 1인당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내외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두 번에 걸쳐 제시된 지시문에 대해, 문

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동의하는 것’부터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까지 진

술문을 직접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조직 생활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다양한 생각이나 행동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평상시의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일상적이고 일

반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문항의 내용에 따라 귀하께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문

항을 분류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일상적인 행동이나 생각’에

동의하시는 내용의 문항들은 오른쪽에, 가장 동의하지 않는 문항들은 왼쪽으로 선택

해 주십시오.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문항들은 중간에 놓아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조직 생활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다양한 생각이나 행동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귀하의 조직에서 이상적인 인재상으로 여겨지거나, 좋은 평가

를 받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문항의 내용에 따라 귀하께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문항을 분류해 주십시오. 귀하의 조직에서 가장 ‘이상적인 행동이나 생각’에 동

의하시는 내용의 문항들은 오른쪽에, 가장 동의하지 않는 문항들은 왼쪽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문항들은 중간에 놓아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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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98개 문항의 Q 분류 배치표

그림 7. 연구 참여자의 Q 소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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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소팅 데이터의 분석과 해석

수집된 참가자의 Q 소팅 자료는 Q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PQMetho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요인과 요인구조를 확인

하고, 해당 요인의 의미와 요인 간 관계적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응

답에 참여한 참여자를 포함하여, 일반인 3명, 박사급 연구원 4명 등과 워크샵

을 통해 추출된 유형을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워크샵은 일종의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각 주관성

유형을 구성하는 10개의 대표 문항의 특성을 바탕으로, 그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심리 행동적 속성, 조직적응 방식,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 기타 떠오르는 이미지 등을 여러 사람들과 종합적으로 토의하

여 유형을 다각도로 해석하였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의 자료해석을 하는 이

유는 이 과정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료 해석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워크샵 참여자들이 언급한 내용들을 녹취하여, 연구자가 참여자 간

중요하게 합의되는 내용과 이미지를 여러 차례 정교화 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리고 추출된 주관성 유형을 가장 직관적으로 잘 나타내는 단어로 유형을 명

명하였다. 요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일반 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추출된

데이터가 이론화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Q 요인에서 동의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 유형과, 동의하지 않는

(-) 유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렇게 구분된 주관성 유형은 하나의 요인 안에

서의 서로 다른 심리적 의미를 가지는데, 각 유형 간의 관계성은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의 구체적인 특성

뿐 아니라, 하나의 요인에서 구분된 세부 유형 간의 심리적 역동 등의 관계성

을 주목하여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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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2차 연구(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1. 진단도구: 구성원들의 조직 적응 방식에 대한 체크리스트

Q 방법론 결과를 활용한 최근의 황상민(2014, 2011)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추출된 요인과 요인 값을 활용하여, 개인의 주관성 유형을 감별

진단하려는 시도이다. 황상민은 Q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주관성을 가장 대

표적으로 드러내는 문항을 선정하여, 복잡한 Q 응답 과정 없이 개인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변별하고 해석하는 일종의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하였다.

Q 방법론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를 활용한 접근은 얼마든지 Q 방법론이

기존의 R 연구 방법론과의 접점이 생길 수 있는데(Danielson, 2009; 김흥규,

2008), 이러한 시도는 개인의 주관성에 주목하고, 그것을 발굴, 해석하는 과정

에서는 질적인 접근이, 실제 조직 맥락에서의 각각의 주관성 유형의 분포와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양적 접근이 동시에 활용되어, 현재의 Q 방법론

이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가교 역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검사도구의 특징은 개인을 요인이나 차원의 값에 의존한

기계적 해석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는 각 유형 값들의 패턴과 다이내믹을 통

해 개인에 대한 추론과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

람들의 주관성 유형을 구분하는 논리는 크게 복잡하지 않다. 1차 연구에서 추

출된 주관성의 유형을 구성하는 문항들 중 다른 유형들의 것들과 중복되지 않

는 그 유형의 고유한 문항을 선별하여, 개인의 주관성 유형 구분에 활용하는

것이다.

1차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통해 구성원들의 현실적 적응과 이상적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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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대한 각각 6개의 인식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후 각 유형의 고유한 속

성을 지닌 문항을 4개씩 선정하여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축소된 체크리

스트를 만들었으며, 각 문항은 1차 연구에서 활용된 통계 프로그램 분석 결과

의 문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2. 온라인 설문 참여 대상 및 설문 실시

온라인 설문조사는 10인 이상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기업에 종사하는 사무

직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체크리스트 및 기타 설문 문

항이 조사에 활용되었다. 2차 연구에서 실시된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훈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국내 온라인 전문 설문업체인 ‘인바이트(www.invight.co.kr)’를 통해 패

널 모집과 설문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9)

9) 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해준 장훈장학회와 ㈜인바이트 류윤상 이사님께 감
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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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장. 기업 구성원들의 현실적 적응 모습

1절. 기업 구성원의 현실적 적응방식에 대한 두 가지 방향성

Q 요인의 추출과 해석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보인 응답을

통해 조직원들의 현실 적응 모습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98개

의 문항에 대해 전체 59명의 참여자들이 응답한 반응을 바탕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10개의 문항과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10개의 문항을 따로

추출하여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함으로, 전체 Q 요인의 구조를 이해하

는데 방향과 기준점을 제공해 준다.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10개의 문항들

은 사람들이 조직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적응 모습을 의미하며, 가

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10개의 문항들은 주로 조직 안에서 주로 드러내지 않

는 적응 모습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기준점은 추후 구성원들의 현실적 적응

모습을 해석하는데 상위와 하위 유형으로 대비를 설명하는 해석의 기준점으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조직에서 보이는 현실적 적응 방식에 대한 인식의 틀은

다음과 같다. 응답 참여자들이 현재의 조직 맥락에서 드러내는 현실적인 적응

모습으로 가장 높게 점수를 준 10개의 문항은 ‘무난한 조직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조직 안에서 튀거나 무리하지 않으며, 조직과 사람에 순응하려 하는 조

직원의 특성을 보여준다. 일을 할 때 ‘왜 해야 하는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가?’보다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며, 이때 ‘어떻게’는 튀지 않고, 조직의 조

화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규범이나 자기 나름의 행동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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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상황이 애매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일단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구체적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32. 변화가 많은 생활방식보다 안정된 생활방식을 추구한다.

81. 조직에서는 가능한 한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에 나서지 않는 편이 좋다.

43. 회사 분위기에 맞는 복장과 외모를 유지하고 관리한다.

74. 이해관계에 대한 파악이 빠르며, 가능한 한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택을 하려 한다.

89. 조직 내에서 작동하는 암묵적인 가치와 규범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8. 웬만해서는 적(敵)을 만들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내려 한다.

50. 조직에서 상명하복의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일하는 것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팀의 회식이나 동료의 경조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9.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보다, 다른 사람들과 잘 동화되고 맞출 수 있는 인성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9.39

9.37

9.17

9.17

9.12

9.03

9.02

8.66

8.66

8.64

2.560

2.399

2.534

2.230

2.244

2.042

2.596

2.331

2.031

2.657

표 6. ‘무난한 조직인’의 대표문항

대해 학습이 된 조직원의 모습이다. 이들은 주어진 업무 범위 안에서 성실하

려는 태도를 보이려 하나, 무리해서 1등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소위 ‘인화’나

‘조화’, ‘단결’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런 문화권 안에서

는 팀워크나 협동을 위한 개인의 인성이 강조된다. 보수적이며, 약간은 올드하

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조직의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대

세를 거스르지 않으며, 조직의 분위기와 규범을 잘 따르는 것이다.

워크샵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10개의 문항을 읽고, LG나 GS등 소위 ‘인화’

를 강조하는 회사의 이미지나,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의 경험이 있는 시니어 그

룹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떠올렸다.

한편, 참여자들이 조직 맥락에서 주로 드러내지 않으려하는 적응 모습은

가장 낮게 점수를 준 10개의 문항의 특성을 통해 확인된다. 응답 참여자가 가

장 낮은 점수를 준 10개의 문항은 ‘튀는 조직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며, 때로는 조직이나 타인과의

조화를 저해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규범과

스타일, 그리고 특히 상사와 같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람이다.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 이외의 타인에 대한 고려나 배려는 느껴지지 않는다.

막연하게 포장된 이상적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겉으로 자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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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평가나 이야기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다.

21. 명절이나 상사의 생일 등 때가 되면, 상사에게 선물을 한다.

96. 하고 싶거나,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17. SNS나 핸드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64. 온라인에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한다.

75.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조직의 이익이나 성과보다는 구성원(사람)을 우선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려 한다.

 8. 평소에 창업이나 1인 기업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56. 조직 내에서의 승진이나 발전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야망이 있으며, 남들에게 숨기지 않고 표현한다.

68. 지금 내가 보는 상사의 모습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86.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회사나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털어놓지 않는다.

4.93

4.95

5.08

5.14

5.17

5.19

5.24

5.34

5.36

5.37

2.235

2.962

2.984

2.481

2.436

2.921

2.909

2.339

2.618

2.220

표 7. ‘튀는 조직인’의 대표문항

한 자신감과 확신을 내비치기에 때로는 적극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타인에게 자신의 규범과 기준을 강요하거나, 주변 분

위기나 평가와 상관없이 지나치게 자기 스타일만을 내세울 경우, 조직의 조화

와 분위기는 깨지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조직 생활의 경험이 별로 없거나, 또

는 타인과의 관계나 평가가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적응 모습이

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조직 분위기와 문화는 중구난방이 되기

쉬우며,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낸다.

전체 98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 조직원의 현실

적 적응에 대한 인식의 두 방향성은 <그림 7>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8. 조직에서의 구성원들의 현실 적응 모습에 대한 두 가지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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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구성원들의 현실적 적응 모습에 대한 Q 요인 구조

59명의 Q 소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모델의 설명력과 간결성을

고려하여 3개의 요인구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Q 데이터 분석에서

는 PQMethod를 통하여 추출된 요인은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변량을 극대화

하는 varimax 방식의 요인 회전이 적용되었다.

추출된 3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37%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별 설

명력은 1 요인이 18%, 2 요인이 14%, 3 요인이 5%를 설명하고 있다. Q 방법

론에서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요인분석의 판단 기준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김흥규, 2008),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에서 적정 요인의 기준으로 활용하

는 요인 고유치(eigen value)가 1의 기준을 비추어 보더라도(이순묵, 1995), 3

요인 구조는 요인 고유치가 2.83으로 3개의 요인 구조를 선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10)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고유치 10.58 8.22 2.82

총 변량 비율(%) 18.00 14.00 5.00

누적 변량 비율(%) 18.00 32.00 37.00

응답자 분포 26명 21명 12명

표 8. 요인별 요인 고유치(eigen value)와 총 변량 비율(N=59)

Q 분석을 통해 추출된 유형에 속하는 각 개인은 요인 부하 점수가 표시

10) 높은 적재치(부호와 상관없이)는 분명히 큰 아이겐 값을 만든다. 요인의 수를 결정할 때,
특히 주요인 분석 방법에서는 EV=1.00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기계적
이어서 종종 연구자가 잠재적으로 유의미한 요인 수보다 적게 관찰하도록 제한하기도 한
다...(중략)...아이겐 값이나 변량의 개념은 Q 테크닉에서 상대적으로 무의미한 개념이다. 그
것은 피험자의 수에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김흥규 2008, p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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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축(요인)에 가까이, 동시에 원점에서 멀리

위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인 부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유형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속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요인부하량이 (-)인 경우도 있는데(eg. 요인 1의 참가자 16), 이 경우는

16번의 참가자가 요인 1에 해당되는 다른 사람들과 동의하는 문항과 동의하지

않는 문항의 내용이 반대의 패턴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록 사람들

이 동의하지 않는 반응으로 이루어진 하위 유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현실

맥락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심리적 실체라는 점과 하나의 요인을 상위와 하위

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타당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요인 참여자구분요인부하량 성별 연령 최종학력 기업구분 종업원 수 직급

요인1

(N=26)

57 0.7499 남 33 대학원 이상 대기업 500인이상 대리급

52 0.6927 여 29 대학원 이상 중견기업 500인이상 대리급

24 0.6898 여 25 대학교 대기업 500인이상 사원급

31 0.6894 남 36 대학교 대기업 500인이상 과장급

10 0.6675 여 35 대학교 대기업 500인이상 사원급

8 0.6410 남 52 대학교 중견기업 500인이상 차/부장급

22 0.6378 남 35 대학교 중견기업 100 ~ 299인 과장급

32 0.6345 여 32 대학교 대기업 500인이상 대리급

1 0.5765 여 28 대학교 기타 10인미만 기타

53 0.5574 남 43 대학교 중견기업 500인이상 임원급

19 0.5364 여 40 대학교 대기업 500인이상 사원급

11 0.5322 여 38 대학교 대기업 500인이상 대리급

23 0.5069 여 25 전문대 대기업 500인이상 사원급

27 0.5066 남 33 대학교 공기업 100~299인 대리급

42 0.5010 여 40 대학교 대기업 500인이상 과장급

12 0.4844 남 27 대학교 대기업 500인이상 사원급

59 0.4686 남 29 대학원 이상 공기업 500인이상 인턴급

40 0.4646 여 35 대학교 기타 10~49인 과장급

9 0.4526 남 44 대학원 이상 대기업 500인이상 차/부장급

33 0.4470 남 36 대학원 이상 중견기업 50 ~ 99인 대리급
18 0.4164 여 25 전문대 대기업 300 ~ 499인 사원급

표 9. 조직원들의 현실 적응에 대한 응답 참여자의 분포 및 인구통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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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3914 남 35 대학원 이상 대기업 500인이상 차/부장급

45 0.3859 여 34 대학원 이상 공기업 500인이상 사원급

39 0.3826 남 27 전문대 기타 100~299인 사원급

29 0.3421 남 34 대학원 이상 대기업 500인이상 대리급

16 -0.5535 남 28 대학교 대기업 500인이상 사원급

요인2

(N=21)

36 0.6650 남 29 고등학교 대기업 500인이상 사원급

14 0.6533 남 35 대학교 중견기업 300 ~ 499인 대리급

41 0.6076 남 40 대학원 이상 외국계기업 10~49인 과장급

38 0.6043 남 41 대학교 기타 100~299인 과장급

50 0.6002 여 26 대학교 대기업 300~499인 사원급

3 0.5928 남 40 고등학교 대기업 500인이상 과장급

47 0.5916 여 45 대학원 이상 중소기업 10~49인 사장급

26 0.5834 남 30 대학교 대기업 100 ~ 299인 사원급

35 0.5743 여 31 대학교 중견기업 100~299인 대리급

48 0.5717 여 30 대학원 이상 중소기업 10~49인 과장급

13 0.5678 여 43 대학교 대기업 500인이상 과장급

4 0.5515 남 55 대학원 이상 대기업 500인이상 차/부장급

58 0.5386 남 25 대학교 기타 300~499인 사원급

30 0.5377 남 39 대학원 이상 대기업 500인이상 차/부장급

51 0.5053 남 27 대학교 중견기업 500인이상 사원급

44 0.5047 여 40 대학교 기타 10~49인 임원급

2 0.4788 여 23 고등학교 중소기업 10인미만 사원급

37 0.4709 여 47 대학교 대기업 500인이상 차/부장급

34 0.4244 남 27 대학교 기타 10 ~ 49인 사원급

54 0.3563 남 43 대학원 이상 중견기업 500인이상 차/부장급

56 0.3548 남 27 대학교 대기업 500인이상 사원급

요인3

(N=12)

43 0.6160 남 29 대학교 기타 500인이상 사원급

21 0.6054 여 26 대학원 이상 대기업 500인이상 사원급

15 0.5954 남 35 대학교 대기업 500인이상 과장급

28 0.5319 남 37 대학원 이상 기타 100~299인 과장급

20 0.5247 여 29 대학교 중견기업 500인이상 사원급

500인이상 사원급대기업대학교30여0.51447

500인이상 과장급대기업대학원 이상40남0.495255

500인이상 대리급대기업대학원 이상31남0.49406

500인이상 대리급외국계기업대학교36여0.402646

500인이상 대리급대기업대학교33여0.398017

300~499인 사원급중소기업전문대27여0.310149

10 ~ 49인 인턴급대기업대학교24여0.3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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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기업 구성원들의 현실적 적응 유형 구분의 심리적 준거

그림 9. 조직원들의 현실 적응에 관한 인식 유형 세분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원들의 현실 적응에 대한 큰 방향성은 눈에

잘 띄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직장 생활을 하려하는 ‘무난한 조직인’과 강한

자기스타일 때문에, 남들에게 쉽게 눈에 띄며, 때로는 갈등을 유발하는 ‘튀는

조직인’의 두 축으로 구분된다.

‘무난한 조직인’의 축은 현실적응의 모습으로 ‘동의하는 문항들’이 만들어

내는 세 가지 상위 유형 즉, ‘월급쟁이’와 ‘생활균형인’, ‘인사이더’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고, ‘튀는 조직인’의 축은 현실적응의 모습으로 ‘동의하지 않는 문항

들’이 만들어내는 세 가지 하위 유형 즉, ‘오너십리더’, ‘조직매몰인’, ‘아웃사이

더’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때, 한 요인 안의 상위 유형과 하위 유형은

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는 심리적 구성체이며, ‘무난한 조직인’과 ‘튀

는 조직인’의 전체 해석의 방향성을 토대로 각 요인의 상위유형과 하위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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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조직원들의 현실 적응에 관한 인식 유형의 구분의 준거

구분 짓는 심리적 준거점을 해석하였다.

조직원들의 현실적 적응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에는 Q 요인별 3 가지의

서로 다른 심리적 준거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심리적 준거점은 기업 구

성원들의 적응에 있어 한 요인 내 ‘동의하는 문항’과 ‘동의하지 않는 문항’을

구분하는 심리적 기준이며 각 유형의 특성을 통한 추론과 해석을 통하여 정리

되었다. 개인의 적응 방식을 구분하는 심리적 준거는 ‘조직 동일시’, ‘일과 사

람(상사)’, ‘지향성’으로 해석하였다.

요인 1의 심리적 준거점은 ‘조직 동일시’이다. ‘월급쟁이’는 심리적으로 조

직과 개인을 분리하고 있으며, 조직은 ‘갑’으로, 자신은 ‘을’의 입장으로 인식한

다. 반면에, 조직의 가치와 자신의 가치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오너

십리더’는 조직과 개인의 가치가 정렬된 모습을 강조한다.

요인 2의 심리적 준거점은 ‘일과 사람(특히 상사)’이다. 자신의 삶의 균형

을 추구하는 ‘생활균형인’에게 일은 일이고, 사람(상사)은 사람(상사)일 뿐 과

도하게 의존하거나 그래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반면에, 조직의 가치 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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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가치를 내면화 한 ‘조직매몰인’은 조직 안에서 일과 사람, 특히 상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이 매몰된 특성을 보인다.

요인 3의 심리적 준거점은 ‘지향성’이다. 조직 내부로의 적응과 주류 집단

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인사이더’유형은 조직의 규범이나 시스템을 잘 학습하

고 따르려 한다. 반면에, 조직 외부에 또 다른 기회를 엿보는 ‘아웃사이더’는

끊임없이 회사 밖의 또 다른 기회를 살피며, 자기 생존 전략에 대해 고민한다.

그런데, 각 요인의 상위 유형과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 심리적 준거와 내

용을 살펴보면, 개인의 삶의 가치와 지향점, 그리고 조직에서의 적응과 조직의

가치와 규범 사이에서의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혼란과 갈등의 원인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쟁이’의 경우 조직 생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손해 보거나

피해 보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의 대세와 규범을 따르는 것이 더 좋다는 인식

을 이미 어느 정도 학습을 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자기 주도적

으로 일을 하거나 자기 스타일로 조직에 적응하기 어렵다. ‘개인이 곧 조직의

주인이다.’와 같은 주인의식은 실제 이들에게 작동하지 않거나, 외부에서 주인

의식을 강조할 경우 냉소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자신이 회사

의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과 경험에 이미 젖어있기 때문이다.

‘생활균형인’은 오늘날 조직에서의 신세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와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들은 효율성과 합리적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나름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일은 일이고,

직장은 직장 그 이상의 의미도 아니기에 직장 생활 자체에 전력을 다하는 느

낌을 주지 않는다. 일과 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

에게 가장 중요하다.

반면, ‘조직매몰인’의 경우는 조직과 개인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 성실함과

근면한 태도를 강조해왔던 과거의 조직문화에서 많이 보였던 행동방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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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조직에 헌신하고, 조직의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이들이 ‘생

활균형인’을 조직에 헌신하거나 몰입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그들에게 필요 이

상의 업무 또는 충성을 요구할 경우 이 두 유형 간의 갈등은 심화된다.

‘인사이더’는 현재 조직이 운영이나 업무 방식에 대해 열심히 학습하고 있

는 단계의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조직 안에서의 빠른 적응이며,

조직 내부의 주류 집단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이들이

조직 내부로의 적응의 실패 또는 갈등을 경험하게 될 때, 이들은 심리적 이탈

을 하게 되고, 조직과 사람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래서 몸은 조직

안에 있지만, 조직 외부로의 새로운 기회를 끊임없이 엿보며, 자기의 이해관계

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아웃사이더’의 적응 형태로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

Q 요인을 통해 발견된 개인의 주관성의 해석에 있어, 각 유형 간의 관계

를 살피고, 현상에 대한 설명과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는 것

은 주관성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관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도환, 2010). 인간에 대한 유형화와 같은 구분은 그 자체로 배타

적일 수 없고, 상대방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보는 사람의 관점

에 따라 그 범주는 상대적이기에 해석과 관점이 중요해진다(Overton, 2006).

이런 측면에서 유형 간의 역동을 추론하고 해석하는 것은 각각의 주관성의 속

성을 해석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지 모른다.

Q 요인을 해석하는데 있어 그 인식 유형이 역동과 변화에 대해 이란희

(2016)는 한 요인에서 다른 요인으로의 요인 간 변화 보다는, 하나의 요인 안

에서의 변화 또는 역동의 요인 내 변화의 가능성을 더 지지한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의 심리적 준거를 갑자기 바꾸게 되어 다른 요인의 유형으

로 옮겨가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로 반대의 양극(상위 유형

과 하위 유형) 간에는 하나의 심리적 준거가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나타는 경우는 훨씬 더 자주 발견된다(황상민, 20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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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기업 구성원의 현실적 적응 모습의 세부 유형

Q 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의 특성을 추론하는 데에는, 각 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항들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심리학적 해석

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나의 요인에서 ‘동의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문항

(z-score 기준 높은 순으로 10개)과 ‘동의하지 않는 문항’으로 구성된 문항

(z-score 기준 낮은 순으로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각각 독립적 유형으로

간주하고 해석을 하였다.

추출되는 문항을 살펴보면 요인 간 중복되는 문항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Q 방법론은 요인 간의 완전한 독립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김

흥규, 2008),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다. 인간의 심리적 속성을 완벽하게 배타

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인간에 대한 전제로써도 적절

하지 않다. 왜냐하면, 추출된 Q 요인은 ‘변인’이 아니라 ‘사람’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

각 유형을 특징짓는 문항은 개별 문항의 속성을 따로 떼어서 해석하는 것

이 아니라 전체 문항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해석하고, 특정 문항이 다른 문항

군들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마치 동일

한 개인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듯이, 개별 문항도 어떤 문항들과

함께 추출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목

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는 목표 지향적이며, 추

진력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맥락에 따라 비열하거나 비정하고 냉혹

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개별 문항들이 어떤 요인

에 할당되었는가가 아니라, 다른 문항들과의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를 해석해 내는 것이다(김도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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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actor 1 상위 유형: 월급쟁이

‘월급쟁이’는 근면, 성실한 전형적인 샐러리맨, 회사형 인간의 특성을 보인

다. 자신만의 전문성이나 자기만의 업무 방식을 드러내지 않고, 조직이나 상황

의 요구에 맞춰 순응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의 사람들

의 특별한 장점도, 치명적인 단점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들은 성과와 책임

에 대한 부담이 있기에 조직 생활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다. 이들에

게 중요한 것은 조직이나 타인에 의해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며, 조직

안에서 오래 생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생활이란 이런 것

이라는 나름의 학습과 자기포기가 된 상태의 모습을 보이기에, 과장 이상급

정도의 직장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쉽게 떠올린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조직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는 조직이나 상사를 거스르

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요구를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미덕이다. 성

과와 책임에 대한 부담이 높기 때문에 집단과 개인의 스트레스 레벨이 높다.

이들에게 조직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정년까지 안전하게 살아남는 것을 의미

한다. 이들에게 책임의 범위나 역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일은 부담스럽

기에 수동적이며 무사안일주의의 풍토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이

미지로 젖은 낙엽, 만년 과장, 아재(아저씨를 낮춘 표현) 등을 떠올렸다.

대표문항 전형성 평균 표준편차

91. 상황이 애매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일단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구체적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77. 장기적인 비전이나 투자보다는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에 신경을 많이 쓴다.

81. 조직에서는 가능한 한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에 나서지 않는 편이 좋다.

32. 변화가 많은 생활방식보다 안정된 생활방식을 추구한다.

98. 조직에서는 성공은 함께 공유해도, 실패에 대해 같이 책임지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74. 이해관계에 대한 파악이 빠르며, 가능한 한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택을 하려 한다.

39.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당장 그만두고 싶다가도, 받는 월급을 생각하면 참게 된다.

66.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사가 아니라, 주어진 일을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둔다.

 9.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보다, 다른 사람들과 잘 동화되고 맞출 수 있는 인성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55. 서로 다른 지시나 요구가 조직 내에 있을 때에는 무조건 높은 직급의 상사에 따르는 것이 맞다.

2.09

1.98

1.90

1.84

1.77

1.62

1.39

1.31

1.31

1.24

9.85

9.92

10.19

9.96

9.81

9.73

9.15

8.54

9.00

9.15

2.866

2.115

2.367

1.990

2.577

2.127

2.781

2.533

2.530

2.257

표 10. ‘월급쟁이’의 대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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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ctor 1 하위 유형: 오너십리더

‘오너십리더’는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와 비전을 강조하는 비전 리더의 모

습을 보인다. 일과 자신의 스타일에 있어 남과는 다른 자신감이 있으며, 어떤

일을 하던지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 조직이나 상사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조직과 타인에게 적용하는 사람이기에, 이들에

게는 스스로의 평가나 의미가 중요하다.

만약, 이런 속성을 다 갖춘 사람이 조직 안에 있다면, 회사에서 에이스라

는 평가를 받는 직원의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런 속성이 하위의 유형

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직 안에서 보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들은 종업원의 입장이기보다는 자신이 오너십을 가지고 일을 하거나

이 사람 자체가 오너일 가능성이 높다. 주변의 평가나 책임, 상사의 압력으로

부터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계적 조직문화 속에서 직급

이 웬만큼 높지 않고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주변 동

료나 부하는 이들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주변 사람들과 예

상치 못한 갈등을 빚어낼 가능성도 있다. 조직 혁신이나 기업 문화에 강한 드

라이브를 건 조직이나 괜찮은 재벌 2세, 벤처 창업가, 애플이나 구글의 긍정적

대외 이미지 등을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

대표문항 전형성 평균 표준편차

27.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개인의 비전과 일치시키려 한다.

96. 하고 싶거나,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65. 업무 수행에서 항상 남과 다른 기발한 생각이나 창의적인 능력을 보이려 한다.

61. 남과는 다른 나만의 개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7.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일의 의미를 공유하려 한다.

78. 대인관계나 업무 수행에서 강한 결단력과 카리스마를 보인다.

59. 가능한 한 자신과 타인의 업무 및 성과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고 비평하려고 한다.

36. 어떤 일이든 적극성과 열의를 보인다.

75.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조직의 이익이나 성과보다는 구성원(사람)을 우선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려 한다.

23.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평가나 이야기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다.

-2.05

-2.05

-1.85

-1.73

-1.70

-1.68

-1.56

-1.55

-1.55

-1.52

4.12

3.77

4.46

4.62

4.46

4.65

5.19

4.77

4.23

4.65

2.519

2.688

2.518

3.008

2.549

2.314

2.967

2.160

3.011

1.958

표 11. ‘오너십리더’의 대표문항



- 70 -

월급쟁이 오너십리더

이들에게 회사란? 나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곳 나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 곳

일에 대한 인식
스트레스 받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

자기 인식 조직의 일부(구성원) 남들과 다른 나

상사 인식 거스르거나 눈 밖에 나면 안 될 사람
자신보다 직급만 높다고 

상사로 인정 하지 않음

동료 인식
다른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 안심하고 대세에 따르려 함

자신과 함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동료 의식을 형성

조직적응

정년까지 잘 다니는 것이 목표

조직 또는 상사의 요구를 거스르지 않고, 

대세에 순응하려 함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함

추구하는 가치 안전, 안정, 책임, 성실 비전, 도전, 창의, 열정

대표적 이미지
젖은 낙엽, 만년과장, 

아재(아저씨를 낮춰 표현한 단어)

괜찮은 재벌 2세, 

애플/구글의 긍정적 이미지

심리적 준거점
조직과 분리

을(乙)의 마인드 ⇦ 조직 동일시 ⇨ 조직과 일치

갑(甲)의 마인드

표 12. ‘월급쟁이’와 ‘오너십리더’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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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ctor 2 상위 유형 : 생활균형인

‘생활균형인’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워크 방식을 선호

한다. 이들에게 일은 일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나

조직 생활을 잘 하는 것은 이들에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직이나 일

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는다. 이들은 ‘평생직장’의 개념보다는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 회사와 나는 계약 관계일 뿐, 서로의 이해와 필요

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옮기면 그만인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을 잘

하는 것만큼이나 여가생활과 같은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기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일 처리 방식을 선호하며, 유연한 사고를 보인다. 회사

안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사람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회사 밖에서도 그것을 이어갈 정도로 끈끈하거나 심리적 관여의 정도는 낮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때때로 조직이나 상사에 대한 충성도나 몰입이 잘 느

껴지지 않는다. 만약, 조직이나 상사가 이들에게 더 높은 몰입과 충성을 강요

하거나, 불필요한 야근이나 비합리적인 소통 방식이 계속될 경우 심리적 이탈

현상이 나타나며, 이직의 가능성도 가장 높다. 조직 문화가 좋은 외국계 회사

나 전문성을 갖춘 신세대 직원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

대표문항 전형성 평균 표준편차

60. 조직 생활에서 자신을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46. 자신에게 부여된 일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일한다.

28. 웬만해서는 적(敵)을 만들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내려 한다.

26. 능력과 학력이 같다면, 남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5. 주위 동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능한 한 도와주려고 한다.

67.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일의 의미를 공유하려 한다.

19.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일이나 행동의 원칙, 성격 등을 융통성 있게 바꾸기도 한다.

88. 유쾌한 모습을 보이며, 항상 주위 사람들의 사기나 활력을 불러일으키려 한다.

87. 윗사람에게 계획을 보고할 때는, 원안과 더불어 플랜 B, C 등의 대안까지 미리 준비한다.

42. 일과 중에서 눈치껏 남들 눈에 안 띄게 휴식을 취하거나 여유를 가지는 요령이 있다.

2.07

1.85

1.85

1.00

1.53

1.51

1.39

1.38

1.27

1.27

10.24

10.14

9.71

9.48

9.38

9.33

9.10

8.95

9.29

9.05

3.300

1.389

2.533

2.182

1.962

2.652

2.166

2.247

3.149

2.202

표 13. ‘생활균형인’의 대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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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ctor 2 하위 유형: 조직매몰인

‘조직매몰인’은 자기의 삶이나 가치가 회사에 매몰된 사람의 모습을 보인

다. 자신과 회사 간의 구분이 없으며, 자신의 정체성은 회사의 위세와 위계,

자신의 지위로 대체된다. 이들은 자신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나 그 명분은

회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조직의 목표와 성과를 위해 개인의 삶과 자기

가치를 희생해왔기 때문에 조직 생활에서의 개인의 희생은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타인에게도 강조한다.

과거 구시대적이고, 구태의연한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에 자신만의 전문성이나 역량보다는 가시적인 성실함과 충성심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주위의 평가는 이중적일 수 있다. 이들을 부하로 둔 상사

의 입장에서는 조직과 상사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훌륭한 직원일 수 있으나,

이런 사람을 상사로 둔 부하에게는 업무 능력이나 성과가 아닌 전시행정이나

사내정치 등에 능통하며, 자기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

적인 인물로 인식하기 쉽다.

80년대 전반적인 한국 기업 문화의 모습이었으며, 현재의 공무원 조직이

나 보수적 기업 문화를 지닌 중소기업이나 조직 안에서 임원이 되었거나 임원

이 되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떠올렸다.

대표문항 전형성 평균 표준편차

34.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상사가 출근을 하면, 특별히 할 일이 없더라도 출근하려 한다.

97.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에 대해 '갑'의 자세로 대하는 것은 팀이나 조직의 위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49. 잘 되는 일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고, 안 되는 일에는 이름을 뺀다.

52. 얼마나 오래 회사생활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상사의 판단에 달려있다.

21. 명절이나 상사의 생일 등 때가 되면, 상사에게 선물을 한다.

82.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한다.

68. 지금 내가 보는 상사의 모습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18. 신입사원들의 연봉은 수능점수, 토익 점수, 출신 대학 등의 스펙에 상응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35. 조직에서 상사에게 업무와 관련된 조언을 자주 구하는 것은 자신의 미숙함을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25.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가능한 한 자신만의 정보나 노하우를 동료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다.

-1.91

-1.90

-1.86

-1.79

-1.79

-1.78

-1.69

-1.63

-1.57

-1.47

3.71

4.14

3.86

4.10

4.10

3.90

4.10

4.48

4.38

4.57

1.765

2.351

1.852

1.895

2.606

2.143

1.895

2.112

1.884

2.226

표 14. ‘조직매몰인’의 대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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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균형인 조직매몰인

이들에게 회사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 받는 계약관계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규정짓는 곳

일에 대한 인식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의 관점 농업적 근면성을 강조

자기 인식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기 이미지
내가 다니는 회사와 직급이 

자기정체성을 대체

상사 인식 조직이나 상사에 의존하지 않음
조직에서 나의 안위(安危)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 

동료 인식
적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끈끈하지도 않음

조직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경쟁해서 이겨야 할 잠재적 위협의 대상 

조직적응
회사와 개인,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

조직 가치에 자신이 매몰되었으며, 

결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추구하는 가치 조화, 균형, 합리, 효율 조직, 위계, 권력, 충성

대표적 이미지
조직 문화가 좋은 외국계 회사

전문성을 갖춘 신세대

80년대 기업, 공무원 조직

삼성전자 등 대기업 임원, 꼰대

심리적 준거점 일과 사람에 독립적 ⇦ 일과 

사람(상사) ⇨ 일과 사람(상사)에 의존적

표 15. ‘생활균형인’과 ‘조직매몰인’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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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actor 3 상위 유형: 인사이더

‘인사이더’ 유형의 사람들은 조직의 주류 집단으로 편입하기 위해 나름대

로 열심히 조직의 규범이나 틀을 학습하고, 따르려 한다. 이들은 어떤 일이든

정답이나 매뉴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조직의 규칙이나 규범, 맡은 업무의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조직의 생태에 대한 일종의 사회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 조직

과 사람, 일이 되어가는 방식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도 면에서 아직은 노련하

지 않다. 조직생활의 경험들을 통해 조직의 암묵적인 규범과 문화가 무엇인지,

자신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가고 있는 단계이기에, 다른 사

람들의 적응 방식이나 조직 안에서의 대세가 무엇인지를 늘 살핀다. 그래서

이들은 잔머리를 굴리거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자기만의 스타일이나 역량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조직의 시스템이나 규범, 매뉴얼과 같은 외부 환경에 대해 판단하기보다

우선 그 체제 안에서 잘 적응하려 한다. 급격한 변화와 혁신 지향적인 분위기

보다는 보수적이며, 안정적인 생활방식을 지향하는 젊은 보수주의자들의 라이

프스타일이다. 대표적인 이미지로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 캐릭터나 모범생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대표문항 전형성 평균 표준편차

50. 조직에서 상명하복의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일하는 것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43. 회사 분위기에 맞는 복장과 외모를 유지하고 관리한다.

32. 변화가 많은 생활방식보다 안정된 생활방식을 추구한다.

48.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편이다.

89. 조직 내에서 작동하는 암묵적인 가치와 규범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51. 회사의 규칙이나 매뉴얼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가능한 한 지켜야 한다.

82.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한다.

91. 상황이 애매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일단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구체적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55. 서로 다른 지시나 요구가 조직 내에 있을 때에는 무조건 높은 직급의 상사에 따르는 것이 맞다.

 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팀의 회식이나 동료의 경조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2.22

2.18

2.12

1.98

1.72

1.57

1.56

1.46

1.36

1.27

10.67

10.83

10.17

10.25

9.92

9.67

9.42

9.25

9.58

8.92

1.231

1.467

3.010

1.658

1.730

1.826

2.610

1.765

2.193

2.234

표 16. ‘인사이더’의 대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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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ctor 3 하위 유형: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의 유형은 하나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그려내기가 쉽지 않지

만, 조직 안에서 개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다. 팀워크

나 주변 동료들과의 교류가 필요하지 않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 또는 조직

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애착 관계가 끊어진 경우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은 일과 조직에 대한 이해의 수준도 낮고,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내

용도 피상적이고 공허하기 때문에 직장 생황에 불만이 많은 사회초년생들의

투덜거림 같은 느낌마저 준다. 조직에 대한 기여나 헌신, 자신의 일과 관련된

자기 전문성, 아이디어는 부재한 채, 조직은 어떠해야 한다는 식의 자기 당위

만 남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끊임없이 외부의 더 좋은 기회가 없는지를 살피

고,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떠날 생각을 품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에 비해

이 사람의 개인의 역량이나 전문성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조직문화나 기업 분위기를 쉽게 떠올리기

쉽지 않다. 만약 조직 안에 이런 인식이 팽배하다면 이미 그 조직은 조직원들

과 목표나 비전에 대한 공유와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모든 결

정은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

대표문항 전형성 평균 표준편차

 8. 평소에 창업이나 1인 기업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13. 회사의 급여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주식이나 펀드 등 따로 개인적인 재테크를 한다.

21. 명절이나 상사의 생일 등 때가 되면, 상사에게 선물을 한다.

61. 남과는 다른 나만의 개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7. SNS나 핸드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22.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60. 조직 생활에서 자신을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96. 하고 싶거나,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25.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가능한 한 자신만의 정보나 노하우를 동료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다.

64. 온라인에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한다.

-2.64

-1.88

-1.83

-1.76

-1.59

-1.57

-1.51

-1.47

-1.41

-1.36

2.58

3.83

4.25

4.25

4.25

4.42

5.25

4.75

4.58

4.75

1.505

1.992

3.049

2.179

1.865

2.234

3.571

3.108

2.466

1.960

표 17. ‘아웃사이더’의 대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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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이들에게 회사란? 노력하여 적응해야 할 곳 새로운 기회가 생기면 떠날 곳

일에 대한 인식 나름대로 절차와 정답이 있다고 생각 더 좋은 기회와 환경이 있다고 생각

자기 인식
이들에게 외부 세계는 불안한 것이기에

최대한 빨리 적응해서 안정을 찾고자 함
이상적으로 포장된 자기 이미지

상사 인식
조직 생활의 교사와 반면교사의 대상.

상사의 요구와 기대에 우선 부응하려 함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 내용과 수준이 피상적

동료 인식 자기의 적응을 위한 협력과 경쟁의 대상
자기와 잘 맞아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업무상의 관계에서도 세련되지 못함 

조직적응

조직원의 역할을 함으로써 안정감 획득

조직 시스템과 규범에 대한 수용, 학습

주어진 역할이나 기대에 충실하려 노력함

지금의 회사에는 불만이 있지만, 

더 좋은 기회가 생길 때까지 참고 견딤

추구하는 가치 적응, 안정, 규범, 규율 기회, 이익, 자기(self), 당위 

대표적 이미지 모범생 이미지,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 사회 초년생, 취준생, 생활 연예인

심리적 준거점 조직 내부로 ‘안정’지향 ⇦ 지향성 ⇨ 조직 외부로 ‘기회’지향

표 18.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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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기업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이상적 적응 모습

1절. 이상적 적응 모습에 대한 구성원 인식의 두 가지 방향성

앞 장에서 논의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응답 참여자의 전반적인 반응의 경

향성을 먼저 살펴보면, 조직에서의 이상적 적응의 방식에 대한 응답 참여자의

인식의 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방향성으로 구분된다.

조직에서의 이상적 적응 모습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10개의 문항은

‘드림워커’의 모습이다. ‘드림워커’는 거의 모든 조직에서 이상적으로 원하는

조직원들의 태도와 행동으로 채워져 있다. 일에 대한 능력과 태도, 스타일 어

느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는 이상적인 인재의 모습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일처리 방식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에, 업무에 있어 세련되고, 똑똑한 인상을 준다. 긍정적 의

미에서 개인과 조직 사이의 비전과 가치가 잘 정렬된 상태이며, 조직의 비전

이나 목표를 놓치지 않은 채, 조직 내․외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

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이 기업 구성원들의 가장 이상적인 적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대표문항 평균 표준편차

46. 자신에게 부여된 일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일한다.

 4.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자신만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있다.

36. 어떤 일이든 적극성과 열의를 보인다.

95. 조직 내,외의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할 뿐 아니라, 대세에 맞게 처신한다.

87. 윗사람에게 계획을 보고할 때는, 원안과 더불어 플랜 B, C 등의 대안까지 미리 준비한다.

27.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개인의 비전과 일치시키려 한다.

 6.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 업무 시 강점과 약점 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53. 현재 수준의 역량과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는다.

 3.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며, 자기 확신이 강하다.

62.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려 한다.

10.00

9.69

9.56

9.53

9.49

9.22

9.19

9.14

9.02

9.00

2.289

2.608

2.291

2.417

2.410

2.393

2.315

2.255

2.668

2.435

표 19. ‘드림워커’의 대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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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은 현재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인재상에 대한 판타지를 그대로 보

여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인재가 있다면 당장 선발하고 싶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선발이 아니라 선발 이후의 육성과 관리이다. 왜

냐하면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 안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나 상사가 이들에게 업무의 범위와 책임에 대해 충분히 권한

을 위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 차

원에서의 역량이 전제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업무 중심의 적응 방식을 보이며, 타인과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조직이나 상사에 대한 충성도나 몰입은 높게 느껴지지 않

기에 조직이나 상사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나 몰입을 강요하는 과거 위계적

조직 문화를 가진 기업에서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키워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한편, 기업 구성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적응 모습으로, 98개 문

항 중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10개의 문항들은 ‘서바이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조직 안에서 자기 생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적응 모

습이다. 지금까지는 어찌어찌하여 기를 쓰고 올라온 느낌이지만, 현재는 변화

와 발전의 동기와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자기 안위와 생존에 대한 의식만이

대표문항 평균 표준편차

79.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라면, 반말을 하는 것이 편하다.

93.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하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이다.

17. SNS나 핸드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49. 잘 되는 일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고, 안 되는 일에는 이름을 뺀다.

18. 신입사원들의 연봉은 수능점수, 토익 점수, 출신 대학 등의 스펙에 상응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8. 평소에 창업이나 1인 기업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25.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가능한 한 자신만의 정보나 노하우를 동료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다.

35. 조직에서 상사에게 업무와 관련된 조언을 자주 구하는 것은 자신의 미숙함을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15.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쓰는 직원들이 조직 내부에서 암묵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64. 온라인에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한다.

4.46

4.49

4.53

4.56

4.73

4.83

4.93

4.93

5.15

5.27

2.262

1.933

2.262

2.555

2.188

2.698

2.538

2.116

1.818

2.413

표 20. ‘서바이버’의 대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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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가장 간단하게 잘 표현하는 단어는 ‘충돌’이다. 이들의 업무방식과

이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은 변화하는 조직과 새로 유입되는 구성

원들 사이에서 충돌하며,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과 조직 내․외적인 변화를 감지하거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진

다. 자기 스스로 주도적인 변화를 만들어 본적도 없으며, 그럴 만한 능력도 떨

어진 상태이다.

변화에 대한 자기 주도적인 대응이 쉽지 않기에 이들의 심리적 안정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조직 안에서 부정적 정서를 더 자주 경험하고

상사나 동료에 대한 피해의식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스스로 경직되

며,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것이 위계와 권위로 정리된다. 나이, 성과, 연봉

등의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과 조직을 판단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경직되고, 위계적이며, 보수적인 조직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전체 98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 조직원들의 이

상적 적응 모습에 대한 인식의 두 방향성은 <그림 10>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11.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이상적 조직 적응 모습에 대한 두 가지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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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구성원들의 이상적 적응방식에 대한 Q 요인 구조

59명의 Q 소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모델의 설명력과 간결성을

고려할 때, 조직 구성원들의 현실적 적응방식과 마찬가지로 3개의 요인구조(6

개의 인식 유형)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추출된 3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42%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별 설

명력은 1요인이 29%, 2요인이 9%, 3요인이 4%를 설명하고 있다. 3요인 기준

으로 요인 고유치(eigen value)가 2.09로 3개의 요인 구조를 선택하는데, 문제

가 없다고 판단했다.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고유치 17.19 5.27 2.09

총 변량 비율(%) 29.00 9.00 4.00

누적 변량 비율(%) 29.00 38.00 42.00

응답자 분포 23명 16명 20명

표 21. 요인별 요인 고유치(eigen value)와 총 변량 비율(N=59)

이상적 조직적응 모습에 대한 응답 참여자의 분포와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구분 요인부하량 성별 연령 최종학력 기업구분 종업원 수 직급

요인1

(N=23)

51 0.6748 남 27 대학교 중견기업 500인 이상 사원급

36 0.6541 남 29 고등학교 대기업 500인 이상 사원급

9 0.6332 남 44 대학원 이상 대기업 500인 이상 차/부장급

40 0.6216 여 35 대학교 기타 10 ~ 49인 과장급

33 0.6143 남 36 대학원 이상 중견기업 50 ~ 99인 대리급

34 0.5890 남 27 대학교 기타 10 ~ 49인 사원급

12 0.5866 남 27 대학교 대기업 500인 이상 사원급

26 0.5754 남 30 대학교 대기업 100 ~ 299인 사원급

16 0.5411 남 28 대학교 대기업 500인 이상 사원급

5 0.5270 남 35 대학원 이상 대기업 500인 이상 차/부장급

표 22. 조직원들의 현실 적응에 대한 응답 참여자의 분포 및 인구통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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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0.5269 여 40 대학교 대기업 500인 이상 과장급

24 0.5207 여 25 대학교 대기업 500인 이상 사원급

13 0.5114 여 43 대학교 대기업 500인 이상 과장급

21 0.5091 여 26 대학원 이상 대기업 500인 이상 사원급

57 0.4798 남 33 대학원 이상 대기업 500인 이상 대리급

50 0.4659 여 26 대학교 대기업 300 ~ 499인 사원급

58 0.4308 남 25 대학교 기타 300 ~ 499인 사원급

8 0.4213 남 52 대학교 중견기업 500인 이상 차/부장급

2 0.3998 여 23 고등학교 중소기업 10인 미만 사원급

11 0.3920 여 38 대학교 대기업 500인 이상 대리급

49 0.2698 여 27 전문대 중소기업 300 ~ 499인 사원급

25 0.2574 여 24 대학교 대기업 10 ~ 49인 인턴급

48 0.0669 여 30 대학원 이상 중소기업 10 ~ 49인 과장급

28 0.7728 남 37 대학원 이상 기타 100 ~ 299인 과장급

요인2

(N=16)

6 0.7343 남 31 대학원 이상 대기업 500인 이상 대리급

7 0.7168 여 30 대학교 대기업 500인 이상 사원급

15 0.6421 남 35 대학교 대기업 500인 이상 과장급

39 0.6011 남 27 전문대 기타 100 ~ 299인 사원급

4 0.5891 남 55 대학원 이상 대기업 500인 이상 차/부장급

32 0.5867 여 32 대학교 대기업 500인 이상 대리급

17 0.5659 여 33 대학교 대기업 500인 이상 대리급

22 0.5288 남 35 대학교 중견기업 100 ~ 299인 과장급

27 0.4671 남 33 대학교 공기업 100 ~ 299인 대리급

43 0.4638 남 29 대학교 기타 500인 이상 사원급

35 0.4540 여 31 대학교 중견기업 100 ~ 299인 대리급

55 0.4385 남 40 대학원 이상 대기업 500인 이상 과장급

3 0.4136 남 40 고등학교 대기업 500인 이상 과장급

18 0.3159 여 25 전문대 대기업 300 ~ 499인 사원급

45 0.0658 여 34 대학원 이상 공기업 500인 이상 사원급

47 0.6759 여 45 대학원 이상 중소기업 10 ~ 49인 사장급

요인3

(N=20)

46 0.6656 여 36 대학교 외국계기업 500인 이상 대리급

59 0.6551 남 29 대학원 이상 공기업 500인 이상 인턴급

1 0.6401 여 28 대학교 기타 10인 미만 기타

29 0.6070 남 34 대학원 이상 대기업 500인 이상 대리급

37 0.5882 여 47 대학교 대기업 500인 이상 차/부장급

31 0.5631 남 36 대학교 대기업 500인 이상 과장급

52 0.5496 여 29 대학원 이상 중견기업 500인 이상 대리급

38 0.5429 남 41 대학교 기타 100 ~ 299인 과장급

23 0.5287 여 25 전문대 대기업 500인 이상 사원급

53 0.5198 남 43 대학교 중견기업 500인 이상 임원급

20 0.5068 여 29 대학교 중견기업 500인 이상 사원급

19 0.5059 여 40 대학교 대기업 500인 이상 사원급

44 0.4959 여 40 대학교 기타 10 ~ 49인 임원급

30 0.4947 남 39 대학원 이상 대기업 500인 이상 차/부장급

10 0.4932 여 35 대학교 대기업 500인 이상 사원급

56 0.4796 남 27 대학교 대기업 500인 이상 사원급

41 0.4077 남 40 대학원 이상 외국계기업 10 ~ 49인 과장급

14 0.2649 남 35 대학교 중견기업 300 ~ 499인 대리급

54 0.1650 남 43 대학원 이상 중견기업 500인 이상 차/부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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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기업 구성원들의 이상적 적응 유형 구분의 심리적 준거

그림 12. 조직원들이 인식하는 이상적 조직 적응에 관한 인식 유형 세분화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서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적응 모습의 두 방향성

은, 조직이 원하는 직원들의 이상적인 모습을 모두 모아 놓은 ‘드림워커’와 자

기 생존이 중요한 각자도생의 적응방식을 보이는 ‘서바이버’의 모습으로 구분

된다.

‘드림워커’의 축은 요인 안에서 이상적인 적응 모습으로 ‘동의하는 문항들’

이 만들어내는 세 가지 상위 유형 즉, ‘성과중심형’과 ‘처세형’, ‘서포터’의 모습

으로 구체화되었고, ‘서바이버’의 축은 요인 안에서 이상적인 적응 모습으로

‘동의하지 않는 문항들’이 만들어내는 세 가지 하위유형 즉, ‘성장정체형’, ‘각

자도생형’, ‘이기주의형’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다.

기업 구성원들의 이상적인 적응 유형에 대해 ‘드림워커’와 ‘서바이버’의 두

해석의 방향성을 토대로 각 요인의 상위유형과 하위유형을 구분 짓는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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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점을 해석하였다. 심리적 준거의 내용은 ‘일과 성과’, ‘관계와 사람’, ‘이익/

이득’으로 구분된다.

요인 1의 심리적 준거점은 ‘일과 성과’이다. ‘성과중심형’은 조직 안에서

일과 성과를 통해 인정을 받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반면에, 일과 성

과에 대해 무기력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성장정체형’은 정체된 조직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요인 2의 심리적 준거점은 ‘사람과 관계’이다. ‘처세형’은 노력한 정치적

감각과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조직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반면

에, ‘각자도생형’은 공동의 목표보다는 각자 자기 생존을 위한 적응 방식을 보

인다. 타인에 대한 고려나 배려가 없으며, 이들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행동

때문에 조직 내 갈등의 주범이 된다.

요인 3의 심리적 준거점은 ‘이익과 이득’이다. ‘조력자형’ 유형은 조직과

상사의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직과 상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

량을 발휘한다. 반면, 자기 생존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이기주의형’

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동료나 조직에 협잡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13. 이상적인 조직 적응 모습에 대한 조직원들의 인식 유형의 구분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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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인의 상위 유형과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 심리적 준거와 내용을 통

해, 현재 한국 기업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이상적 기대가 무엇인지, 개인의 기

대와 욕구가 좌절되거나 조직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구성원들의 부적응적 모습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 추론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과중심형’의 경우, 개인이 일과 성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고, 조직에서도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나 보상이 이루어지

는 경우라면, 성과중심의 업무방식과 스타일을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조직이

나 상사가 지나치게 성과만을 강조한다거나 개인의 역량 이상의 성과를 요구

하는 경우, 또 성과를 내더라도 공정한 보상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

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개인은 더 이상 개인이나 팀의 성과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무기력하고 수동적 태도를 보이는 ‘성장정체형’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처세형’의 경우 업무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며, 노련한 정치적 감각과 넓

은 인맥을 바탕으로 세련되게 문제를 해결한다. 이들은 관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늘 사람에 대한 관심과 촉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조직 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이들의 역량이 더 이상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들은 자기 이득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각자도생형’의 모습을 보인다.

이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조직 내 파벌을 형성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려 할

경우 조직 내부의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조력자형’은 조직과 상사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을 서포트 하는

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한다. 이들은 조직과 상사가 잘 되어야 자신도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조직과 상사의 생존이 자신의 생존과의 관계

성이 사라지거나 의미를 상실할 경우 오로지 자기의 이득을 위해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않는 ‘이기주의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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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이상적인 조직 적응에 관한 구성원 인식의 세부 유형

1. factor 1 상위 유형: 성과중심형

‘성과중심형’은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과 성과 중심의 사고와 패턴

의 적응 방식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하고, 조

직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야한다는 식의

사고는 이들에게 자연스럽다. 일에 있어 경쟁적이고, 남들보다 좋은 성과를 내

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에 대한 프로의식이 강하고, 학벌이나 전문성, 경력 등 남들보다 뛰어난

스펙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늘 자신감이 넘치며, 때때로 자아도취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도 한다. 일에 있어 자신과 타인에게 냉정

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의 감정 관

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구성원들의 성과가 강조되는 조직 분위기에서는 조직의 장기적인 비전이

나 안목보다는 근시안적인 목표달성이 중요하다. 또 각자가 개인의 성과에만

집착하거나, 과도한 내부경쟁으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다.

대표문항 전형성 평균 표준편차

 4.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자신만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있다.

 3.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며, 자기 확신이 강하다.

46. 자신에게 부여된 일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일한다.

62.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려 한다.

59. 가능한 한 자신과 타인의 업무 및 성과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고 비평하려고 한다.

87. 윗사람에게 계획을 보고할 때는, 원안과 더불어 플랜 B, C 등의 대안까지 미리 준비한다.

53. 현재 수준의 역량과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는다.

36. 어떤 일이든 적극성과 열의를 보인다.

78. 대인관계나 업무 수행에서 강한 결단력과 카리스마를 보인다.

6.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 업무 시 강점과 약점 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2.39

1.93

1.89

1.88

1.80

1.77

1.74

1.73

1.50

1.50

10.96

9.96

10.39

10.09

10.09

10.13

9.78

9.70

9.17

9.57

2.121

2.549

1.924

2.065

2.275

2.399

2.275

2.245

2.995

2.128

표 23. ‘성과중심형’의 대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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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ctor 1 하위 유형: 성장정체형

‘성장정체형’은 현재 에너지 수준이 낮고, 자신만의 스타일이나 역량을 발

휘하기보다는, 그저 주어지는 일을 아무런 의식 없이 하루하루 쳇바퀴 돌리는

느낌으로,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구성원들의 모습이다. 외부 상황의 변

화에 둔감하고,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진다. 이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

식 이외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한다. 미래에 대한 기대나 비전이 없고, 자기

인식이나 이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때로는 마치 자기 기준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조직 안에서 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조직 차원에서 이런 특성을 보인다면,

그 조직은 이미 정체되어있거나 성장 동력을 잃은 조직임을 의미한다. 조직

차원에서 조직원에게 동기부여를 시킬 조직의 비전이나 가치, 방법론이 부재

하기에, 조직 안에 있는 선배들을 보더라도 도전을 받기보다는 무기력해진다.

대부분은 조직 안에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촉을 세우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묻혀 있다가 엉뚱한 곳에 감정을 발산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이미지로 좀비, 비굴한 관리자의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조직 안에서 이들이 살

아있는 느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문항 전형성 평균 표준편차

93.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하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이다.

72. 야근을 통해 자신의 업무의 중요성과 성실한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

17. SNS나 핸드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18. 신입사원들의 연봉은 수능점수, 토익 점수, 출신 대학 등의 스펙에 상응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49. 잘 되는 일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고, 안 되는 일에는 이름을 뺀다.

35. 조직에서 상사에게 업무와 관련된 조언을 자주 구하는 것은 자신의 미숙함을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25.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가능한 한 자신만의 정보나 노하우를 동료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다.

68. 지금 내가 보는 상사의 모습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82.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한다.

34.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상사가 출근을 하면, 특별히 할 일이 없더라도 출근하려 한다.

-1.70

-1.69

-1.47

-1.46

-1.46

-1.40

-1.36

-1.30

-1.29

-1.27

3.91

4.52

4.74

4.83

4.61

4.96

5.04

4.83

4.74

5.00

1.756

3.146

2.115

2.146

2.776

2.078

2.820

2.188

2.508

2.296

표 24. ‘성장정체형’의 대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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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중심형 성장정체형

이들에게 회사란? 나의 역량과 전문성이 발휘되는 곳 반복적인 일상의 공간

일에 대한 인식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야 함
잘 하는 것보다, 

잘못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

자기 인식 능력 있는 자기 이미지 무기력한 자기 이미지

상사 인식
나의 능력과 성과로  

자신의 유능함을 보이고 싶은 대상

선배들을 통해

좌절과 무기력을 학습

동료 인식
일 중심적인 드라이한 관계

때때로 일을 중심으로 협력 또는 경쟁

나의 생존에 있어서

잠재적 위협의 대상

조직적응
성과를 통한 인정과 개인의 성과관리,

일 중심적인 드라이한 관계형성

농업적 근면성과 쇼잉(showing),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버티고, 살아남기 모드

추구하는 가치 전문성, 탁월, 성과, 인정 무탈, 성실, 안정, 보신

대표적 이미지 능력 있는 시니어 컨설턴트 만년과장, 비굴한 관리자, 좀비

심리적 준거점
일과 성과를 통한 

인정을 중시 ⇦ 일과 성과 ⇨ 동기부여가 안 되고, 

무력감을 느낌

표 25. ‘성과중심형’과 ‘성장정체형’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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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ctor 2 상위 유형: 처세형

‘처세형’은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일이 해결되는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나 노하우를 잘 알고 있

다. 이들은 중요한 일은 공식적인 절차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업무 외의 회식이나 사람들

의 경조사 등의 비공식적인 모임이나 자리도 업무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긴다.

이들의 핵심 역량은 빠른 상황 파악, 폭넓은 인맥, 뛰어난 적응력이다. 상

황과 사람에 대한 파악이 빠르며, 세련된 수준의 정치 감각과 대인 관계 능력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들은 팀 또는 개인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필요한

사람들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상황을 타개하는 해결사다운 면모를 보이지만,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고 비공식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어 해결하

려 할 때, 자칫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처세형’ 유형의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위계,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

한다. 상사나 업무 파트너와의 조직 내․외적인 의전 업무나 접대 장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이들이 상사의 입장에 있을 때에는 자신의 부하에게

권위 있는 보스의 이미지를 보이려 한다. 대표적인 이미지로 로비스트나 유능

한 세일즈맨, 영화 ‘내부자들’의 ‘백윤식(이강희 역)’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대표문항 전형성 평균 표준편차

95. 조직 내,외의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할 뿐 아니라, 대세에 맞게 처신한다.

12. 정치적 감각이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 내 키 맨(key man)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41. 업무 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한다.

89. 조직 내에서 작동하는 암묵적인 가치와 규범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50. 조직에서 상명하복의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일하는 것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팀의 회식이나 동료의 경조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43. 회사 분위기에 맞는 복장과 외모를 유지하고 관리한다.

82.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한다.

87. 윗사람에게 계획을 보고할 때는, 원안과 더불어 플랜 B, C 등의 대안까지 미리 준비한다.

28. 웬만해서는 적(敵)을 만들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내려 한다.

1.90

1.80

1.65

1.64

1.51

1.47

1.45

1.41

1.37

1.30

9.88

10.00

9.25

9.44

8.81

9.25

9.69

9.25

9.13

9.81

2.604

2.608

2.696

2.476

3.167

2.295

2.549

2.595

2.579

2.167

표 26. ‘처세형’의 대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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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ctor 2 하위 유형: 각자도생형

‘각자도생형’은 자기이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적응 방식이다. 이들의 자기중심적 성향은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개입될 여지가 없고, 팀이나 타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직 내 구성원들

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거나, 공동의 목표 설정을 어렵게 만든다. 이

들은 소통을 강조하지만, 정작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끊임없

이 갈등이나 팀워크의 저하 등의 부정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은 회사 또는 상사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이탈이 생긴 경우에도 나타

날 수 있다. ‘각자도생’ 유형의 사람들은 조직에서 내세우는 대의명분을 거부

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과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당위와 명분이며, 이들에게 중요한 타인은 자신의 이해관

계와 맞물려 있거나,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중심

으로 조직 내 파벌이나 사조직이 형성될 경우, 조직 내부적으로 집단 차원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일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노조의 이미지나, 공동의 목표와 상관없이

자기 갈 길을 가는 독고다이, 프로야구 한화의 김성근 감독 등을 연상시킨다.

대표문항 전형성 평균 표준편차

96. 하고 싶거나,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22.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8. 평소에 창업이나 1인 기업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17. SNS나 핸드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60. 조직 생활에서 자신을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61. 남과는 다른 나만의 개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84. 조직원들이 고통분담(임금삭감, 경비절감, 근무시간 연장 등)을 하여 조직을 위기에서 구하자는 소리는 경영자들의 상투적인 변명일 뿐이다.

23.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평가나 이야기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다.

75.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조직의 이익이나 성과보다는 구성원(사람)을 우선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려 한다.

26. 능력과 학력이 같다면, 남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2.34

-2.34

-2.29

-2.14

-1.85

-1.76

-1.63

-1.57

-1.57

-1.45

3.38

3.06

3.69

3.19

4.19

3.94

4.31

4.19

4.56

4.81

2.217

1.482

2.701

1.682

2.198

2.016

1.778

1.682

2.421

1.759

표 27. ‘각자도생형’의 대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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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세형 각자도생형

이들에게 회사란? 다양한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곳
타인과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거나,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기 어려움

일에 대한 인식
일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고,

일이 만들어지는 곳은 회사 밖의 자리
일과 조직에 대해 심리적 이탈

자기 인식 폭넓은 인맥과 해결사적 면모 강한 자기 확신과 고집

상사 인식
체면을 살려주고, 

잘 챙겨주어야 하는 대상
상사의 요구나 지시대로 행동하지 않음

동료 인식 언젠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 쉽게 섞이거나 소통하기 어려움

조직적응
사람에 대한 감각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영향력과 세력 확장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

추구하는 가치 관계, 권위, 권력, 체면 자기, 솔직, 확신, 소통

대표적 이미지 유능한 세일즈맨, 로비스트 일부 이기적인 노조, 한화의 김성근 감독

심리적 준거점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 사람과 관계 ⇨ 타인에 대한 

고려나 배려 없음

표 28. ‘처세형’과 ‘각자도생형’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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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actor 3 상위 유형: 조력자형

‘조력자형’은 일과 사람에 대한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조직이나 상사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

와 디테일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는 등 일과 사람을 대한 기본기를 완벽하게 갖

추고 있다. 이들은 누구와 함께 일을 하더라도, 철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조직이나 상사들의 관점에서의 이상적인 스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팀이나 조직, 자기가 모시는 상사의 성공과 생존이

자신의 성공과 생존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의 조직 생활의 주

요 기준과 우선순위는 내가 속한 조직과 상사를 잘 되도록 돕는 데에 있다.

누가 이들의 상사가 되더라도 이들은 완벽하게 자신의 상사를 서포트 할 수

있는 유능한 2인자의 모습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부서나 상사의 거취

에 따라 이합집산이 잦은 조직에서나 또는 이들과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사람

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가신그룹의 이미지나 성공의 줄을 잘 잡기 위해 상사

의 요구대로 다 맞춰주는 상사의존적인 사람의 이미지로 평가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기업의 스텝부서의 유능한 임원들의 모습이나 뛰어

난 서포터/참모, 비서실장 등을 떠올릴 수 있다.

대표문항 전형성 평균 표준편차

46. 자신에게 부여된 일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일한다.

27.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개인의 비전과 일치시키려 한다.

88. 유쾌한 모습을 보이며, 항상 주위 사람들의 사기나 활력을 불러일으키려 한다.

36. 어떤 일이든 적극성과 열의를 보인다.

67.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일의 의미를 공유하려 한다.

6.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 업무 시 강점과 약점 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9.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보다, 다른 사람들과 잘 동화되고 맞출 수 있는 인성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70. 누가 상사가 되더라도, 훌륭한 조력자의 모습을 보인다.

73. 조직의 동료들을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생각하고 대하려 한다.

94.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평상시 메모나 녹음 등의 기록을 남기고 잘 관리한다.

2.09

2.03

1.93

1.80

1.66

1.62

1.55

1.54

1.41

1.33

10.90

10.60

10.05

9.85

9.90

10.05

9.50

9.80

9.10

9.00

1.714

2.234

2.350

2.519

2.075

1.605

2.236

1.908

2.337

2.956

표 29. ‘조력자형’의 대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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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ctor 3 하위 유형: 이기주의형

‘이기주의형’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의 이익과 남에게 보여주기만을 중요

하게 생각한다. 업무에 대한 이들의 역량이나 전문성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

기에 사내정치와 같은 줄타기나 전시행정 같은 것에만 매달린다. 실력보다는

포장을 잘하는 사람이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책임

져야 할 상황에서는 슬그머니 빠진다. 이해관계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조직이나 주변 동료들에 협잡한다.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조직 분위기 속에서는 성과와 보상에 대한 공정

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애초에 그런 시스템이나 방법론이 작동하지 않는

다. 투명하거나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계와 권력에 기대려 한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나를 잘 포장하는가?’,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는가?’

이지 실제 실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다.

위계와 계급이 뚜렷한 조직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마음껏 행사하려 한다. 조직이 안정적이거나 보수적일수록 소위 ‘갑질’ 문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직 내․외로 ‘갑-을’ 관계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구분

이 있다. 대표적인 이미지로 계급 정년 걸린 공무원이나 군인, 모사꾼, 하이에

나 등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대표문항 전형성 평균 표준편차

49. 잘 되는 일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고, 안 되는 일에는 이름을 뺀다.

79.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라면, 반말을 하는 것이 편하다.

98. 조직에서는 성공은 함께 공유해도, 실패에 대해 같이 책임지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25.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가능한 한 자신만의 정보나 노하우를 동료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다.

34.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상사가 출근을 하면, 특별히 할 일이 없더라도 출근하려 한다.

74. 이해관계에 대한 파악이 빠르며, 가능한 한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택을 하려 한다.

97.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에 대해 '갑'의 자세로 대하는 것은 팀이나 조직의 위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8. 평소에 창업이나 1인 기업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58. 조직에서 성공하는 부서와 지원(서포트) 부서는 이미 정해져 있기에 나의 발전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다.

63. 보고서의 내용 보다는 프레젠테이션 포맷이나 형식 등에 공을 많이 들인다.

-2.08

-1.75

-1.69

-1.61

-1.59

-1.56

-1.54

-1.46

-1.38

-1.37

3.75

3.85

3.95

3.90

4.10

4.15

4.30

4.75

4.60

4.30

1.860

2.134

2.625

1.651

1.744

1.927

1.949

1.943

2.113

1.658

표 30. ‘이기주의형’의 대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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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형 이기주의형

이들에게 회사란? 서로의 생존을 위해 협력 하는 곳 각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곳

일에 대한 인식 조직과 상사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된다 나의 생존과 이익이 더 중요

자기 인식 유능한 조력자 직급과 지위가 곧 나

상사 인식 우선 잘 되도록 도와야 할 대상 눈 밖에 나서는 안 될 대상

동료 인식
상호 협력의 대상

(그러나 자신의 상사가 더 중요)
자기 생존을 위한 흡혈의 대상

조직적응
조직과 상사의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일에 대한 철저함과 책임감을 가짐

자기의 이익 앞에서 

온갖 종류의 권모술수

추구하는 가치 협력, 성과, 계획, 치밀 위계, 이익, 생존, 결과

대표적 이미지 참모, 비서실 실장, 스텝부서 임원 계급정년 걸린 공무원/군인, 모사꾼

심리적 준거점 조직과 상사에게 이득 ⇦ 이익/이득 ⇨ 자신에게 이득

표 31. ‘조력자형’과 ‘이기주의형’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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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2차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1절. 온라인 설문 조사 문항 구성 및 참여자 특성

2차 온라인 설문 조사의 목적은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 유형의 분포 양상

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맥락에서 각 유형들이 가진 의미를 다각도에서 해석하

고자 하는데 있다. 2차 온라인 설문은 응답 참여자의 조직 적응 양상을 구분

하는 체크리스트와 기타 일반 설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적응 유형 체크리스

트는 응답 참여자의 현실적 적응 양상과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적응 양

상에 대한 두 세트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체크리스트의 문항 구성 논리와 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연구에서 확인

된 각 유형의 특성으로 추출된 진술문들 중 다른 유형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

는 한 유형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진술문을 추출하여, 1차 연구 결과로

나온 진술문의 표준점수 값을 문항 가중치로 활용하는 것이다. 먼저 각 문항

에 대한 응답자가 부여한 점수와 문항의 가중치를 활용하여, 각 유형의 총점

을 계산한다. 이후 각 유형 중 최대값을 가지는 유형을 응답자의 적응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

설문 조사는 현재 조직 구성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조직에 근무하고 있

는 사무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온라인 설문 업체를 통해 불성실

한 응답을 제외한 300명의 수집된 응답 자료를 본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응답

자의 성별은 남녀 각각 50%로 구성하였고, 응답자 연령층은 20대 23.7%, 30대

34.7%, 40대 22.7%, 50대 19.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지역은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 56.6%. 응답자의 학력은 전문대 포함 대졸이 81%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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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내용 가중치 유형

현
실
 적

응
 문

항

1 회사의 급여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주식이나 펀드 등 따로 개인적인 재테크를  한다. 1.88 아웃사이더

2 평소에 창업이나 1인 기업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2.64 아웃사이더

3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상사가 출근을 하면, 특별히 할 일이 없더라도 출근하려 한다. 1.91 조직매몰인

4 자신에게 부여된 일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일한다. 1.85 생활균형인

5 웬만해서는 적(敵)을 만들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내려 한다. 1.85 생활균형인

6 조직에서 상명하복의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일하는 것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22 인사이더

7 조직 내에서 작동하는 암묵적인 가치와 규범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72 인사이더

8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편이다. 1.98 인사이더

9 하고 싶거나,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2.05 오너십리더

10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에 대해 '갑'의 자세로 대하는 것은 팀이나 조직의 위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1.90 조직매몰인

11 회사 분위기에 맞는 복장과 외모를 유지하고 관리한다. 2.18 인사이더

12 업무 수행에서 항상 남과 다른 기발한 생각이나 창의적인 능력을 보이려 한다. 1.85 오너십리더

13 얼마나 오래 회사생활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상사의 판단에 달려있다. 1.79 조직매몰인

14 조직 생활에서 자신을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07 생활균형인

15 장기적인 비전이나 투자보다는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에 신경을 많이 쓴다. 1.98 월급쟁이

16 자신의 경력관리에 관심이 많으며, 업계 동향이나 취업 시장의 정보를 많이 살핀다. 1.27 아웃사이더

17 조직에서는 성공은 함께 공유해도, 실패에 대해 같이 책임지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1.76 월급쟁이

18 상황이 애매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일단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구체적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2.09 월급쟁이

19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일의 의미를 공유하려 한다. 1.69 오너십리더

20 잘 되는 일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고, 안 되는 일에는 이름을 뺀다. 1.86 조직매몰인

21 능력과 학력이 같다면, 남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1.53 생활균형인

22 SNS나 핸드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1.59 아웃사이더

23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개인의 비전과 일치시키려 한다. 2.05 오너십리더

24 조직에서는 가능한 한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에 나서지 않는 편이 좋다. 1.89 월급쟁이

이
상
 적

응
 문

항

1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2.34 각자도생형

2 지금 내가 보는 상사의 모습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1.30 성장정체형

3 하고 싶거나,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2.34 각자도생형

4 정치적 감각이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 내 키 맨(key man)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1.80 처세형

5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려 한다. 1.88 성과중심형

6 업무 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한다. 1.65 처세형

7 평소에 창업이나 1인 기업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2.29 각자도생형

8 유쾌한 모습을 보이며, 항상 주위 사람들의 사기나 활력을 불러일으키려 한다. 1.93 조력형

9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개인의 비전과 일치시키려 한다. 2.03 조력형

10 이해관계에 대한 파악이 빠르며, 가능한 한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택을 하려 한다. 1.56 이기주의형

11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자신만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있다. 2.39 성과중심형

12 조직에서는 성공은 함께 공유해도, 실패에 대해 같이 책임지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1.69 이기주의형

13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보다, 다른 사람들과 잘 동화되고 맞출 수 있는 인성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1.55 조력형

14 가능한 한 자신과 타인의 업무 및 성과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고 비평하려고 한다. 1.80 성과중심형

15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며, 자기 확신이 강하다. 1.93 성과중심형

16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하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이다. 1.70 성장정체형

17 조직 생활에서 자신을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84 각자도생형

18 조직 내,외의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할 뿐 아니라, 대세에 맞게 처신한다. 1.90 처세형

19 야근을 통해 자신의 업무의 중요성과 성실한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 1.69 성장정체형

20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라면, 반말을 하는 것이 편하다. 1.75 이기주의형

21 조직에서 상명하복의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일하는 것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1.51 처세형

22 누가 상사가 되더라도, 훌륭한 조력자의 모습을 보인다. 1.54 조력형

23 잘 되는 일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고, 안 되는 일에는 이름을 뺀다. 2.08 이기주의형

24 조직에서 상사에게 업무와 관련된 조언을 자주 구하는 것은 자신의 미숙함을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1.40 성장정체형

표 32. 유형 구분 체크리스트 문항 및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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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속한 조직의 특성으로 50인 미만의 기업이 37%, 50-300 인 미

만의 중소기업 규모의 조직원이 37.4%, 300인 이상의 대기업 규모의 조직원이

25.7%로 기업의 규모별 분포는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응답자 직급 분포는 사

원급 36.3%, 대리급 21.7%, 과장급 21.3%, 차/부장급 19.0%, 임원급 1.7%로

분포하였다. 응답자의 조직 경험은 3년 미만 5.0%, 3-5년 8.7%, 5-10년

23.0%, 10-15년 26.0%, 15-20년 6.7%, 20년 이상 7.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34>와 같다.

항목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성 150 50.0

여성 150 50.0

연령대

만 19 ~ 29세 71 23.7

만 30 ~ 39세 104 34.7

만 40 ~ 49세 68 22.7

만 50 ~ 59세 57 19.0

거주지

서울특별시 97 32.3

부산광역시 21 7.0

인천광역시 17 5.7

대전광역시 10 3.3

광주광역시 10 3.3

대구광역시 11 3.7

울산광역시 3 1.0

경기 73 24.3

강원 4 1.3

충청도 8 2.7

경상도 24 8.0

전라도 19 6.3

제주도 3 1.0

직급

사원급 109 36.3

대리급 65 21.7

과장급 64 21.3

차/부장급 57 19.0

임원급(상무/전무/이사) 5 1.7

총 근무경력

6개월 미만 1 0.3

1 ~3년 미만 14 4.7

3 ~ 5년 미만 26 8.7

5 ~ 10년 미만 69 23.0

10 ~ 15년 미만 78 26.0

15 ~ 20년 미만 49 16.3

20년 이상 63 21.0

이직경험

이직 경험 없음 57 19.0

1회 74 24.7

2회 69 23.0

3회 54 18.0

4회 이상 46 15.3

응답자 전체 300 100.0

표 33. 온라인 설문 조사 참여자 인구통계학적 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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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조직 적응 인식 유형 분포와 특성

1. 구성원들의 현실적 조직 적응에 대한 인식 유형

현재 한국 기업 구성원들의 조직 맥락 속에서 보이는 현실적 적응 방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월급쟁이’ 유형이 8.0%, ‘오너십리더’ 유형이 8.7%, ‘생활균

형인’ 유형이 53.7%, ‘조직매몰인’ 유형이 1.0%, ‘인사이더’ 유형이 24.0%, ‘아웃

사이더’ 유형이 4.7%를 차지하고 있다. 즉, ‘생활균형인’ 유형이 현재 한국 기

업 맥락에서 주된 적응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직장 안에서는 효

율적으로 일하고, 일과 분리된 자신의 삶을 향유하려는 사람들의 적응 방식

또는 희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본 설문에서는 자신의 적응 방식 외에도 자신의 상사의 적응 모습에 대한

인식도 확인하였는데, 이 결과는 개인의 적응 방식의 분포와 다소 차이를 보

인다. 상사의 적응 방식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 자신의 조직 적응 양상과 비교

하였을 때, ‘월급쟁이’와 ‘조직매몰인’, ‘인사이더’ 유형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즉, 자신보다 상사를 더 조직과 상사의존적인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직급이 낮을수록 자신의 상사를 무능력하고 조직 상황에 전전긍긍

하는 ‘월급쟁이’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자신의 상사들을 일

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균형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낮고, 조직에 매몰되어있는 ‘조직매몰인’의 인식의 분포는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조직 내 부하와 상급자 사이의 조직 생활 방식과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

의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생겨날 여지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추론은 직급별 자기와 상사에 대한 인식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진다(표 34). 이와 같은 현상은 특정 직급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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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자기 적응 인식(현실 상사 적응 인식)

　 　 　 월급쟁이 오너십리더 생활균형인 조직매몰인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전체

직
급
 
구
분

사원급
빈도 10 26 7 5 57 36 0 5 28 30 7 7 109

직급내% 9.2 23.9 6.4 4.6 52.3 33.0 0.0 4.6 25.7 27.5 6.4 6.4 100.0

대리급
빈도 4 12 5 2 34 21 2 5 17 22 3 3 65.0

직급내% 6.2 18.5 7.7 3.1 52.3 32.3 3.1 7.7 26.2 33.8 4.6 4.6 100.0

과장급
빈도 6 11 6 7 36 21 1 2 14 21 1 2 64

직급내% 9.4 17.2 9.4 10.9 56.2 32.8 1.6 3.1 21.9 32.8 1.6 3.1 100.0

차/부장급
빈도 4 7 6 4 32 20 0 7 12 15 3 4 57

직급내% 7.0 12.3 10.5 7.0 56.1 35.1 0.0 12.3 21.1 26.3 5.3 7.0 100.0

임원급
빈도 0 0 2 0 2 2 0 0 1 3 0 0 5

직급내% 0.0 0.0 40.0 0.0 40.0 40.0 0.0 0.0 20.0 60.0 0.0 0.0 100.0

전체　
빈도 24 56 26 18 161 100 3 19 72 91 14 16 300

전체% 8.0 18.7 8.7 6.0 53.7 33.3 1.0 6.3 24.0 30.3 4.7 5.3 100.0

표 34. 자신과 상사의 조직 적응에 대한 인식 유형의 분포 비교

전체 직급 구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과 생활에서 균형을 맞추

고 있는, 또는 맞추고자 하는 자신의 기대와 희망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그

원인을 상사의 일하는 방식과 적응방식에 귀인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상사

가 주도적이고 오너십을 가지고 일하기보다는 가시적인 성과에 전전긍긍하고,

조직의 가치에 개인의 가치가 매몰되어,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아등바등하

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조직 생활의 불만과 자신의 삶의 밸런스를 깨

뜨리는 원흉으로 상사를 지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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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원들의 조직 적응에 이상적 인식 유형 분포

현재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의 이상적인 조직 적응 방식이 무엇인지 물었

다. 그 결과 ‘조력형’의 모습이 32.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고, 그 뒤로

‘성과중심형’ 23.0%, ‘처세형’과 ‘각자도생형’이 각각 17.7%, 16.7%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성장정체형(5.0%)’과 ‘이기주의형(5.6%)’의 모습으로는 조직에서

살아남기 어려우며, 현재 조직에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습은 조직이나 상

사의 생존을 돕는 ‘조력형’의 모습으로 살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성

과중심형’, 원만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체세와 문제해결에 능한 ‘처세형’과 각

자 자기 방식대로의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하는 ‘각자도생형’의 모습이 필요하다

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적 조직 적응에 대한 인식

　 　 　 성과중심형 성장정체형 처세형 각자도생형 조력형 이기주의형 전체　

현
실
적
 조
직
 
적
응
에
 대
한
 
인
식

월급쟁이
빈도 7 0 5 3 8 1 24

전체% 2.3% 0.0% 1.7% 1.0% 2.7% 0.3% 8.0%

오너십리더
빈도 5 0 3 7 9 2 26

전체% 1.7% 0.0% 1.0% 2.3% 3.0% 0.7% 8.7%

생활균형인
빈도 36 7 28 26 58 6 161

전체% 12.0% 2.3% 9.3% 8.7% 19.3% 2.0% 53.7%

조직매몰인
빈도 0 0 1 0 0 2 3

전체% 0.0% 0.0% 0.3% 0.0% 0.0% 0.7% 1.0%

인사이더
빈도 18 5 14 11 21 3 72

전체% 6.0% 1.7% 4.7% 3.7% 7.0% 1.0% 24.0%

아웃사이더
빈도 3 3 2 3 1 2 14

전체% 1.0% 1.0% 0.7% 1.0% 0.3% 0.7% 4.7%

　전체
빈도 69 15 53 50 97 16 300

전체% 23.0% 5.0% 17.7% 16.7% 32.3% 5.3% 100.0%

표 35. 현실 및 이상적 조직 적응에 대한 인식 유형의 분포 비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한국 기업 안에서 조직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과 적응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월급쟁이’와 ‘인사이더’ 유형

은 나름대로 조직의 규범이나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옳고, 그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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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을 이미 내면화하였기 때문에 조직 시스템이나 상사의 요구에 맞춰 적

응하려는 것은 자연스럽다. 조직이나 상사로부터 강조되는 조직의 성과나 헌

신은 이들이 조직 안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암묵적으로 동의

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조직인의 정체성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기보다 일과 자신의 삶

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생활균형인’들에게는 현재의 조직에서 ‘성과중심형’,

‘처세형’, ‘조력자형’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거나, 적용

하기 쉽지 않다. 오늘날의 팀제 환경의 업무 맥락에서의 개인의 성과는 팀의

성과와 따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성과만을 따로 명확하게 규정짓기

어려우며(한태영, 차윤석, 2011), ‘처세형’이나 ‘조력자형’의 모습으로 사는 것

역시 조직과 상사(사람)에 대한 헌신과 몰입을 요구하기에 ‘생활균형인’의 모

습을 유지하면서 이와 같은 이상적 적응 방식을 유지하는데 많은 심리적 비용

이 들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에서의 효율적 업무 능력과 개인주의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조

직 적응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최근 수년 동안 우리 조직 내부

에서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이준호(2003)의 주장

과도 맥을 같이 한다. 개인의 삶과 일을 분리하여 생각하려는 개인주의적인

조직 적응 양상이 점차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 안에서의 자기생존

을 위해 조직과 상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개인 내의 갈등이나 저항, 그리고

성장과 성과를 강조해왔던 조직과 조직문화, 그러한 문화를 내면화해온 상사

들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은 그동안의 한국 기업의 팀제가 왜 효율성을 잃고,

한국 기업 문화로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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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조직 적응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종합 비교

앞서, 1차 연구 과정에서 해석된 현실적, 이상적 적응 방식에 대한 인식

유형의 전체적 모습은 ‘무난한 조직인 vs 튀는 조직인’, 그리고 ‘드림 워커 vs

서바이버’의 특성으로 요약하였다. 300명의 설문 참여자들의 조직 적응 인식

유형을 바탕으로 현실과 이상적 적응 모습의 큰 틀로 구분해보면 크게 4개의

집단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즉, ‘무난한 조직인-드림워커(A)’, ‘무난한 조직인-

서바이버(B)’, ‘튀는 조직인-드림워커(C)’, ‘튀는 조직인-서바이버(D)’로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상사의 조직 적응에 대한 인식

　 　 　 성과중심형 처세형 조력형 성장정체형 각자도생형 이기주의형

자
신
의
 조

직
 적

응
에
 대

한
 인

식

월급쟁이
빈도

무난한 조직인-드림워커(A)

65.0%

무난한 조직인-서바이버(B)

20.7%

전체 %

생활균형인
빈도

전체 %

인사이더
빈도

전체 %

오너십리더
빈도

튀는 조직인-드림워커(C)

8.0%

튀는 조직인-서바이버(D)

6.4%

전체 %

조직매몰인
빈도

전체 %

아웃사이더
빈도

전체 %

표 36. 현실-이상 간 조직 적응 양상에 따른 집단 구분

‘무난한 조직인-드림워커(A)’는 조직 안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드림워커’의

모습으로 그리면서도 현실에서는 남들에게 튀지 않고 무난하게 조직과 상사의

요구에 순응하려는 ‘무난한 조직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전체의 65.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다. 이들은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불

안과 혼란을 경험 속에서도 일에 대한 능력과 태도, 스타일 모든 면에서 좋은

면을 보여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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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 조직인-서바이버(B)’는 겉으로는 튀지 않고, 무난하게 조직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생존과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에 자신의 책임 범위 밖의 일에 특별히 나서거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각자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상황과 사람에 따

라 그때그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행동한다.

‘튀는 조직인-드림워커(C)’는 조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해야 한다는

자기의 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분으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한다. 다른

사람들과 그 방향과 내용이 공유되기 전의 이들의 적응 스타일은 조직 안에서

지나치게 튀거나 때로는 다른 조직원들과의 불협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로 인해 팀워크의 저하나 조직원들 간의 갈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집단이다.

‘튀는 조직인-서바이버(D)’는 조직 안에서 자신의 생존과 안위만이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의 심리적 이탈 및 가속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집단이다. 변화를 거부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적응

방식을 보이며,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불신, 수동적 공격태도를 쉽게

드러낸다. 이들은 조직과 상사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과 냉소적 태도로 조직

원으로의 헌신과 몰입 수준이 가장 낮다.

현실과 이상의 적응 양상의 두 축으로 구분된 집단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의 이상적 조직 적응 문항에 대한 반응을 추가적으로 분

석하였다. 총 24개의 문항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 결과를 요인분석 하여, 7개의

하위 척도로 구분한 뒤 집단 간 응답 패턴을 비교하였다. 요인분석에 사용된

24개의 문항의 신뢰도(Crombarch’s α)는 .808로 나타났으며, 요인 분석을 통해

축소된 하위 영역 7개 요인은 <표 37>과 같다.

4개의 집단 간 요인 간 응답 패턴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균형/조화’ 요

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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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범주

23. 잘 되는 일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고, 안 되는 일에는 이름을 뺀다.

위계순응/

눈치

20.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라면, 반말을 하는 것이 편하다.

24. 조직에서 상사에게 업무와 관련된 조언을 자주 구하는 것은 자신의  미숙함을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21. 조직에서 상명하복의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일하는 것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19. 야근을 통해 자신의 업무의 중요성과 성실한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

 2. 지금 내가 보는 상사의 모습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11.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자신만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있다.
조직-개인 

간 

정열(align)

 9.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개인의 비전과 일치시키려 한다.

15.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며, 자기 확신이 강하다.

 8. 유쾌한 모습을 보이며, 항상 주위 사람들의 사기나 활력을 불러일으키려  한다.

 4. 정치적 감각이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  내 키 맨(key man)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정치능력

 5.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려 한다.

 1.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자기표현

 3. 하고 싶거나,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12. 조직에서는 성공은 함께 공유해도, 실패에 대해 같이 책임지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조직신뢰

10. 이해관계에 대한 파악이 빠르며, 가능한 한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택을 하려 한다.

17. 조직 생활에서 자신을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균형/조화

13.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보다, 다른 사람들과 잘 동화되고 맞출 수 있는  인성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요하다.

22. 누가 상사가 되더라도, 훌륭한 조력자의 모습을 보인다. 조직시민행동

표 37. 이상적 조직 적응 척도의 하위 유형

각 요인에 대한 평균 반응은 <그림 14>에 나타나있다.

‘드림워커’에 속하는 집단(A, C)은 조직의 가치와 개인의 역량을 정렬시키

고,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긍정적인 조직 적응 양상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서

바이버’에 속하는 집단(B, D)은 개인의 역량이나 조직에 대한 심리적 몰입 수

준이 떨어져 있다. 반면, 조직과 상사의 요구나 위계에 대한 순응과 눈치 보기

와 같은 특성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림 14. 이상적 적응 하위 척도에 대한 집단별 평균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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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개의 집단 중 ‘튀는 조직인-서바이버’ 집단에서 다른 집단들에 비

해 ‘위계순응/눈치’ 요인과 ‘자기표현’ 요인이 높으며, ‘조직 신뢰’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에 속하는 유형들은 위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보다 직급이 높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만, 조직과 사람에

대한 기본적 신뢰 수준이 낮기에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경

우, 조직이나 상사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이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디로 튈지 모르며, 팀워크를 해치거나

팀 내 부정적 분위기를 부정적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

이다.

4절. 기타 설문 내용에 따른 적응 인식 분포 확인

기업의 규모(종업원 수 300명 기준)에 따른 조직 적응 양상을 살펴본 결

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생활 균형인’이 50%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나,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적응 방식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중소

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월급쟁이’와 ‘오너십리더’ 유형의 비중이 다소 높

고, 대기업의 경우 ‘아웃사이더’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기업의 규모에 따른 구

성원의 적응 양상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현실 조직 적응에 대한 인식
　 　 월급쟁이 오너십리더 생활균형인 조직매몰인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전체

회
사
규
모

300인 미만
빈도 14 19 86 1 35 6 161

전체 % 8.7 11.8 53.4 0.6 21.7 3.7 100.0

300인 이상
빈도 3 5 48 1 20 6 83

전체 % 3.6 6.0 57.8 1.2 24.1 7.2 100.0

전체
빈도 17 24 134 2 55 12 244

전체 % 7.0 9.8 54.9 0.8 22.5 4.9 100.0

표 38. 회사 규모에 따른 현실적 조직 적응 인식 유형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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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에 있어 가장 신경 쓰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 ‘월급쟁이’와 ‘아

웃사이더’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월급쟁이’의 경우 ‘남보다 뛰어난 업무 성과 창출’을 가장 중요한 것

으로 꼽았으며, ‘아웃사이더’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 ‘좋은 이미지 구축’, ‘활

발한 커뮤니케이션’, ‘자기계발’ 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응답하였다. 이

러한 응답 패턴은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부담을 갖는 ‘월급쟁이’와 구체적인

자기 역량이나 몰입이 느껴지지 않는 피상적이고, 공허한 조직 적응 양상을

보이는 ‘아웃사이더’에 대한 1차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보인다.

현실적응인식유형_자기인식 　

월급쟁이 오너십리더 생활균형인 조직매몰인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전체

회
사 

생
활
에
서

중
요
하
게 

생
각
하
는 

점

남보다 뛰어난 
업무 성과 창출

9 2 9 0 9 1 30

37.5% 7.7% 5.6% 0.0% 12.5% 7.1% 10.0%

효율적인 업무 처리
6 11 78 1 24 0 120

25.0% 42.3% 48.4% 33.3% 33.3% 0.0% 40.0%

좋은 이미지 구축
2 3 10 0 5 2 22

8.3% 11.5% 6.2% 0.0% 6.9% 14.3% 7.3%

인적 네트워크 형성
2 2 8 1 7 0 20

8.3% 7.7% 5.0% 33.3% 9.7% 0.0% 6.7%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0 2 6 0 4 2 14

0.0% 7.7% 3.7% 0.0% 5.6% 14.3% 4.7%

건강/스트레스 관리
0 1 14 1 4 1 21

0.0% 3.8% 8.7% 33.3% 5.6% 7.1% 7.0%

자기계발
1 0 6 0 2 2 11

4.2% 0.0% 3.7% 0.0% 2.8% 14.3% 3.7%

일과 삶의 균형
4 5 30 0 17 6 62

16.7% 19.2% 18.6% 0.0% 23.6% 42.9% 20.7%

전체
24 26 161 3 72 14 3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9. 유형별 조직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이외에 각 유형별 ‘조직 생활에서 아쉬운 점’에 대한 복수 응답의 질문에

서 모든 유형에서 ‘급여’와 ‘복리후생’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차순으로

‘월급쟁이’는 ‘자기시간(29.2%)’, ‘오너십리더’는 ‘자기계발(19.2%)’, ‘생활균형인’

은 ‘사람(18.0%)’, ‘조직매몰인’은 ‘조직의 성장(66.7%)’, ‘인사이더’는 ‘건강-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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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관리(25.10%)’, 아웃사이더는 ‘출퇴근 거리(28.6%)’를 꼽았다.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특성’에 대한 복수 응답에서 ‘월급쟁이’는

‘팀워크/협업능력(41.7%)’, ‘오너십리더’는 ‘성실성과 책임감(각각 34.6%)’, ‘생활

균형인’은 ‘책임감(38.5%)’, ‘조직매몰인’은 ‘전문성(66.7%)’, ‘인사이더’와 ‘아웃

사이더’는 ‘성실성(33.3%, 50.0%)’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들은 조직원들이 조직 적응 과정에서 결핍감을 느끼거나

상실되는 가치가 무엇이며, 개인이 조직 생활에서 우려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를 추측해볼 수 있다. ‘월급쟁이’는 팀워크와 협업으로 일이 된다는 것을 인식

하기에 일을 하는데 있어 자기만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생활균

형인’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한편으로 조직 안에서

의 책임감이나 사람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인사이더’의 경우 조직으

로의 적응 과정에서 건강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아쉬움을 느끼고, ‘오너십리더’

는 전문성과 자기계발과 같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책임감과 성실성을 강조

한다. ‘조직매몰인’은 조직의 성장을 아쉬워하며 개인 의 전문성과 같은 역량

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웃사이더’는 출퇴근거리와 같은 공동의 목표나 가치

와는 거리가 먼, 개인 위주의 편의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 외에 이직의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조만간 회사를 그만두거나 옮길

예정’이라고 응답한 유형 내 비율은 ‘아웃사이더(21.4%)’와 ‘오너십리더

(15.4%)’, ‘생활균형인(10.6%)’, ‘인사이더(8.3%)’로 나타났으며, ‘월급쟁이’와 ‘조

직매몰인’은 응답 빈도가 0(0.0%)로 나타났다. 이는 ‘월급쟁이’나 ‘조직매몰인’

은 조직 안에서의 안정성 추구와 적응이 주된 행동적 특성임을 다시금 확인하

게 해준다. ‘아웃사이더’ 역시 조직 외부의 새로운 기회를 엿보는 특성이 높은

이직의도를 가늠케 하며, ‘오너십리더’와 ‘생활균형인’, ‘인사이더’의 경우 이직

의도를 가지게 된 동기나 그 내용은 유형 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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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안

1장.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기업 조직원의 인식을 탐색하였다. 한

국 기업 구성원들이 조직 맥락에서 보이는 적응 양상에 대한 이해의 틀을 확

인하고자 했던 것이 Q 방법론을 활용한 1차 연구의 목적이었다. 1차 연구에서

는 조직원들이 조직 안에서 보이는 개인의 현실적인 적응 방식과 조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보여야 한다고 믿는 이상적 적응방식11)이 어느 정도의 스펙

트럼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2차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1차 연구에서 확인된 조직 적응 유형

이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한국 기업 맥락에서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더불어 일반

설문을 통해 1차 연구에서 발견된 구성원들의 적응 양상에 대한 해석의 타당

성을 확인 및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유형에 따른 세부 지표가

얼마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거나 실증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Q 방법론의 주된 발견은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통한 ‘가설의

생성’이지, ‘가설의 검증’이 아니기 때문이다(김흥규, 2008). 따라서 2차 연구를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것도 전체 유형의 분포와 역동 가능성을 추론하고, 적절

한 가설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1) 본론에서 ‘이상적’이라고 표현하였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적응방식과의 대비를 뜻하는 의미
로의 단어 선택이지, 그것이 반드시 옳거나 좋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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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튀지 않고 무난한 모습으로 살려는 직장인

본 연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2016년 현재 한국 기업의 구

성원들은 조직 안에서 되도록 튀지 않고, 무난하게 적응하려 하고 있다는 것

이다. ‘무엇을(what)’, ‘왜(why)’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how)’하는

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때 ‘어떻게’는 튀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며, 남

들 눈에 띄지 않게끔 하여 조직과 개인의 균형과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다. 애써 1등을 하려 하기보다 적당히, 무난하게

하는 것이 강조된다.

한국 기업 문화와 조직 문제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은 집합주의와 성과주

의로 대변되는 한국 기업 풍토를 지적한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성과주의 및

능력주의 가치관이 점진적으로 확산되면서, 기업에서는 조직구성원 간에 수평

적으로는 경쟁이 심화되면서도, 수직적으로는 상하 간에 집합적 협력을 하면

서 비공식라인 집단(소위 일컫는 ‘줄’) 간 경쟁을 하는 형태도 심화되었다. 기

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의 구조조정과 팀제의 도입으로 이런 적응의 모

습이 더욱 내재화 되었다(이춘우, 2014).

현재 한국 기업의 내․외적인 고용 불안 요소들과 기업과 개인의 생존의

문제 앞에서 구성원들의 적응방식은 더욱 조직이나 상사에게 의존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본 연구 결과에서 구성원 스스로가

인식하는 조직 적응 양상은 효율적인 업무 방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과 개

인의 삶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의 규모나, 직급

과 상관없이 일과 자신의 삶의 균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가장

보편적 적응 방식으로 드러났다 점은 오늘날의 기업 조직 구성원들의 삶의 방

식이 과거의 것과는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를 겪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 109 -

과거 조직 중심적 사고의 틀 속에서 ‘오너십리더’와 같은 주도적이고 주인

의식을 갖춘 이상화된 인재상에 대한 강조나 조직이나 상사에 대한 헌신과 몰

입을 강조하는 ‘조직매몰인’의 적응 모습이 현재 한국 기업 맥락에서 비주류적

특성으로 나타난 결과는 한국 기업의 구성원들의 적응 방식과 추구하는 가치

의 변화 및 변화 가능성을 설명한다.

2절. 조직 적응 유형 간의 역동성과 가변성

본 연구에서 활용된 Q 방법론의 해석에 있어, (+)요인과 (-)요인을 개별

적 인식의 형태로 해석하는 시도는 일반적인 Q 방법론의 적용에 있어서 생소

할 수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Q 방법론의 하나의 단일한 적용방식이나 규칙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Watts 등(2014)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Q 방법

론을 통해 얻게 되는 단서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에 대한 다차원적인

해석과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Q 방법론의 결과로 추출된 하나의 요인

을 (+)요인(상위 요인)과 (-)요인(하위 요인)으로 각각 구분된 인식 유형으로

접근하는 것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 배경

에서 논의하였던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인식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나

선택의 심리적 준거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하위의 특성으로 도출된 특성

은 현실에서 경험되는 실체로써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란희, 2016).

때로는 이런 개인 안의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인식이나 생각, 태도 등과 차

마 드러내지 못하는 개인의 욕망이나 실제 생각, 태도 등은 상호 모순적이거

나 대립적인 경우가 많고, 상황에 따라서 마치 야누스적인 모습으로 개인 안

에서 서로 다른 모습과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따라서 추출된 요인과 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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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지만, 각각의 요인들이 개

인 안에서 어떤 역동성과 가변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해석하는 것은 더욱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되었던 ‘현실적 적응 양상’과 ‘이상적 적응 양상’은 이런

측면에서 각 유형 간의 역동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조직 구성원들의

현실 적응 유형으로 추출된 ‘월급쟁이-오너리더십’과 ‘생활균형인-조직매몰인’,

‘인사이더-아웃사이더’를 살펴보겠다.

‘월급쟁이’와 ‘오너십리더’의 심리적 준거점은 조직과 개인 간 입장의 문제

이다. ‘월급쟁이’는 개인과 조직은 엄연히 다른 존재이며, 개인은 조직에 있어

언제나 ‘을(乙)’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때문에 자기의 스타일이나 욕망을 드러

내기 보다는 조직이나 상사의 요구에 순응하려는 적응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오너십리더’는 조직과 개인 간 가치를 일치시키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

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보다는 자신의 가치

와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일하려 한다.

직급별로 사원급의 사람들은 자신을 ‘월급쟁이’로 보기보다는 ‘오너십리더’

의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직급이 올라갈

수록 ‘월급쟁이’의 비중이 높아지고, ‘오너십리더’의 모습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사를 ‘월급쟁이’로 인식하는 특성은 낮은 직급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처음 회사에

들어와서 나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시도가 좌절된 이후에 조직과

상사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나름의 자기 학습의 결과일 수 있으

며, 직급이 올라갈수록 주도적으로 일하기 힘든 조직 경험과 분위기를 의미하

는 것일 수 있다. 이 과정은 개인 내적으로 상당한 심리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신입사원의 조기 이탈 현상 등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박소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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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균형인’과 ‘직장매몰인’의 심리적 준거는 일과 사람, 특히 상사와의

독립 여부이다. ‘생활균형인’의 경우 회사(일)는 회사(일)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라는 삶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안

에서의 성취나 성공이 아닌, 자신의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반면,

‘직장매몰인’은 이미 조직의 가치에 매몰되었으며, 농업적 근면성과 같은 구태

한 적응 방식이 내면화된 유형이다. 때문에 자신의 회사(일)나 상사에 의존적

일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존과 안위가 조직이나 상사에게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욱 조직 중심적인 가치와 태도를 지향하고, 또 타인에게도 강조한다.

이 두 유형은 조직 내에서 적응 방식에 있어 서로에게 불만을 느끼며, 이

로 인해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생활균형인’의 경우 ‘조직매몰인’을

타인에게 보여주기식의 비효율적인 업무방식과, 불필요한 야근, 회식, 비공식

적인 업무처리와 사내 정치 등으로 조직 생활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으로 지목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조직매몰인’은 ‘생활균형인’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

거나 조직에 대한 충성과 헌신도가 떨어진다고 여기며, 과거의 조직 내 적응

방식과 성공 매뉴얼을 강조할 수 있다.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조직에서 전력

투구를 하지 않는 것 같기에 조직에 대한 지금보다 더 큰 헌신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조직매몰인’의 요구는 ‘생활균형인’ 입장에서 비효율적이며, 무능하고,

권위적인 상사의 모습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갈등이나 조직이나 상사가 개

인의 삶의 균형을 깨뜨리거나 위협한다고 여길 경우, ‘생활균형인’의 조직 이

탈은 높아질 수 있다.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심리적 준거점은 지향하는 방향과 내용에 따

라 구분된다. 조직 안에서 ‘인사이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조직 내부로

부터의 인정과 주류 집단으로의 편입이다. 이들은 이미 세팅된 조직의 규범이

나 문화 시스템을 일단 잘 따르고, 학습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들에게는 성

공적인 조직 적응을 바탕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아



- 112 -

웃사이더’는 조직 내부 보다는 조직 외부의 기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미 현재의 조직은 자신과 맞지 않다고 여기거나, 조직과 사람에 심리적 이탈

이 발생한 상태로 몸은 회사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 개인

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에 남을지, 떠날지를 고민한다. 실제 ‘아웃사이더’의

이직의도나 이직을 위한 준비 활동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이와 같은 유형 간의 관계성에 대한 해석은 개인의 적응 모습 뿐 아니라

각각의 유형과의 관계성을 추론, 설명할 수 있기에 조직 현상을 다각도로 해

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절. 한국 기업 맥락에서 구성원들의 이상과 현실

조직에서 좋은 평가를 받거나, 이상적인 적응 방식에 대한 인식은 ‘성과중

심형-성장정체형’, ‘처세형-각자도생형’, ‘조력형-이기주의형’으로 나타났다. ‘성

과중심형’, ‘처세형’, ‘조력형’은 현실 조직에서 이렇게 하면 인정받고,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이상적 기대를 드러내며, ‘성장정체형’, ‘각

자도생형’, ‘이기주의형’은 조직 안에서의 적응 실패 또는 좌절 등으로 나타나

는 부정적인 적응 방식을 의미한다.

‘성과중심형’과 ‘성장정체형’의 인식을 나누는 심리적 준거 기준은 일에 대

한 성과이다. ‘성과중심형’은 일과 성과를 통해, 조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

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한다. 개인의 역량이나 전문성을 강조하고, 공정한 평

가와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반면에 ‘성장정체형’은 현재 조직 안에서 동

기부여가 되지 않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다. 자신만의 역량이나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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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부재하고, 정체된 조직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성과중심형’의 적응 방식을 유도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과 조직

의 역량에 달려있다. 일의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개인의 역량과 경험이 뒷받침

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유지하게끔 하는 조직 차원의 공정한 평가와 보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예를 들면 조직 안

에서 개인의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성과중심의 조직 분위기는 개인으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하며, 조직 안에서 수동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만들어낸다.

“우리 팀장이 성과를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일하기가 좀 빡센데. 그만큼 또 연봉

이 약하지도 않고,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보너스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거 보면 또

열심히 하게 되요. 팀장님한테 배우는 것도 많고..(인터뷰 참가자 B, 20대 남자, 대기

업)”

“다른 동기들은 다 승진이 되었는데, 저는 승진이 누락이 되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별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확 가서 팀장한테 들이받고 싶다가도 또 불이익

받을까봐 그것도 부담되고...그냥 조용히 눈에 안 띄게 사는 게 제일인가 싶어요.(인터

뷰 참가자 C, 30대 여성, 대기업)”

‘처세형’과 ‘각자도생형’의 심리적 구분 기준은 타인에 대한 인식이다. ‘처

세형’은 폭넓은 인각관계 와 상황에 대한 민첩한 대응능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다운 면모를 보인다. 반면, ‘각자도생형’은 공동의 목표보다는

자기만의 방식과 이익을 추구한다. ‘처세형’의 경우 폭넓은 인맥과 좋은 이미

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일이 되게끔 만들 줄 안다. 관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늘 자신에 대한 좋은 평판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하

지만, 이들이 조직 안에서 자신의 생존 중심으로 움직일 경우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지나치게 정치적인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 자기의 생존을



- 114 -

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용하고, 조직 내 비공식적 사조직과 같은 파벌

을 형성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높여가기도 한다. 그래서 ‘처세형’을 보는 사람

들의 관점은 이중적이기도 하다. 성과를 만들어 내거나 해결하기 힘든 일을

처리할 때, 그 사람의 존재감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정하지 못하거나 정

치적인 사람으로 보이게도 한다.

“팀장은 회사에서 일을 안 해요. 그냥 낮에 설렁설렁 남들이 뭐하나 보다가 이야기하

고...술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비밀 보장도 안 되고...그냥 정치적이라고 할까...그런데

예전에 팀원이 실수해서 오더가 잘못 나간 적이 있는데...다들 난리 났었죠. 그런데 팀

장이 전화 몇 통하더니 해결되었다고 씩 웃더라고요. 그때는 좀 ‘아 이 사람이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 잠깐 했었죠.(인터뷰 참가자 D, 20대 남자, 중소기업)”

마지막으로 ‘조력형’과 ‘이기주의형’을 구분하는 심리적 준거점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가이다. ‘조력형’은 조직과 상사의 성공을 돕는 것이 곧 자

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조직이나 상사의 니즈를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만, ‘이기주의형’은 자신의 이익과

이득만을 위해 일을 한다. ‘조력형’이 상사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을 위한 서

포트를 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과 그 의미와 내용이 공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업무에 대한 의미와 성과 분배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팀장 때문에 환장하지. 상무님한테는 완전 복종이야. 무조건 yes 맨이야. 말도 안 되

는 걸 이야기해도 다 된데. 그리고 가지고와. 그래놓고서는 우리한테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언제까지 해놔. 이런다니까. 근데 문제는 상무는 그 인간이 능력이 있는 줄 알

아. 왜냐? 자기가 원하는 다 해놓으니까. 근데 그거 자기가 하나? 다 우리 족쳐서 그

렇게 하는 거 아니야.(인터뷰 참가자 E, 30대 남자, 중소기업)”

Q 문항 구성과 소팅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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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 조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오랫동안 그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

떤 태도와 행동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알지만, 현실의 경험은 다르다

는 언급을 많이 하였다.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서 잘 나가는지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알면서도

못하기도 하고,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스펙이나 평가

점수를 올리는 것은 쉽지만, 회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줄타기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죠...우리 회사에서 잘 나가는 것은 다른 회사에서랑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유별나가 잘 나가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문제는 나한테 필요한 것을 딱 정해

서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데...”(인터뷰 참여자 A씨, 33대 여, 대기업)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 구성원들의 현실적인 적응 모습과 그들이 인식하는

이상적 적응 모습 간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이것은 조직 안에서 잘 적

응하기 위한 각자 나름대로 정답은 알고 있지만, 실천적 노력에서의 한계나

거부감,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마음과 실제 마음과 행동 사이의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의 조직 맥락 속에서 ‘월급쟁이’, ‘생활균형인’, ‘인사이더’의 유형

으로 대변되는 ‘무난한 조직인’의 모습이 기업 구성원들이 보이는 현실적 적응

의 모습이라면, 현재 한국 기업 안에서 ‘성과중심형’, ‘처세형’, ‘조력형’의 ‘드림

워커’와 같은 이상적 모습이 작동하기보다 자신의 생존과 이해관계를 중심으

로 한 ‘성장정체형’, ‘각자도생형’, ‘이기주의형’과 같은 ‘서바이버’의 삶의 모습

이 더 현실적으로 경험된다. 무너져가는 기업 앞에서 사장과 임직원들이 각자

자기의 생존을 위해 배임, 횡령을 일삼았던 대우조선해양 사태(이규복, 2016)

는 훨씬 더 드라마틱한 현실로 경험된다.

조직 안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모순이 크면 클수록 조

직과 사람에 대한 냉소주의는 심화되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김진희, 2007; 설홍수, 지성구, 2005). 조직 안에서 무난하게 살고자 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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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욕망과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상과 현실적 경험 간의 간극은 한 개인

에게도, 한 기업의 구성원들 간의 역동에도 상당한 심리적 긴장과 갈등을 유

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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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상호생존을 위해 기업 구성원의 인식 관리가 필요

본 연구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오늘날의 기업 환경에서 ‘사

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

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2016년 오늘날의 한국 기업 환경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기업과 개인 모두 생존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

에서 개인과 조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와 역동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

다 중요하다.

윤세준(1997)은 본질적으로 기업 현상은 수많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모순을 외면하는 것은 기업의 실제적 모습을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기

껏해야 부분적 진실만을 다룰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직 적응과 같이 개인의

생각, 태도, 행동 등의 개인 차원의 인식 구조를 다루는 연구들에서는 개인의

특성은 단일하고, 고정된 것으로 다루려는 시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러한 접근 방식에서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 내 역동이나 변화의

문제를 고려하기가 어려웠다.

많은 연구에서 이미 시도되었듯, 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인식과 행동을 바

탕으로 조직 안에서의 개인의 적응을 이해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였지만, 단

순히 개인의 조직 적응 유형을 밝히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조직 맥

락 속에서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개인

과 조직 간의 역동과 그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모순 등의 다양한 차원의 고민

들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조직의 문화는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규범이나 가치와 같은 단일한 특성으

로 규정되지 않는다. 일상의 ‘일터’로써 직장은 그 안에서 자신의 업무와 역량,

그리고 사람들과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등을 통해서 결코 단일한 정체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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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될 수 없는 때로는 상호모순적이며, 다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한다. 조직 구

성원으로써의 정체성은 개인 내부에서도 분열적이고, 자기 모순적으로 공존하

며, 때로는 개인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게 한다(조정아,

2005). 이런 다양한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 내부의 공식적 담론에서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구별시킬 뿐 아니라, 다른 집단과의 구분을 가능하

게 하는 공유된 집단 정체성을 형성한다.

본질적으로 기업은 수많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실체이다. 기업의 현실

은 무수한 모순, 부정합, 갈등, 역설, 딜레마로 가득 차 있으며, 조직으로서의

기업과 기업을 구성하는 개인들 역시 이러한 모순 관계에 놓여있다. 일관성,

통일성, 안정성 등을 유지하려는 조직은 다양한 개개인들의 의견, 욕구, 개성,

창의성 등을 억압한다. 그러나 조직에 개인이 함몰되어 초래될 수 있는 조직

의 혁신능력 상실을 우려한다면, 역설적으로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도 장려를

해야 한다. 한편 개인은 조직에 소속하는 것을 열망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영

역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의 경계 밖으로 끝없이 탈출하고자 한다(윤세준,

1997).

본 연구에서 탐색한 조직에서의 개인의 적응 양상 역시 개인과 조직, 개

인과 개인 사이의 모순과 역설, 갈등을 그대로 드러낸다.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최근 우리 사회의 담론은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에서의 현실적 적응 모습

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더 이상 개인의 삶이 조직인으로서의 삶

에 매몰된 채 살고 싶지 않다는 강한 욕망을 드러냄과 동시에 조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조직과 상사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니즈를 채워줘

야 한다고 믿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실천적 고민에 대해 윤세준(1997)은 조직의 성공은

상호 대립적인 모순들을 어느 하나의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적으로 인

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을 그 자체로 인정하며, 그것을 얼마나 관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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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에 있다고 하였다. 모순을 관리한다는 것은 수많은 딜레마와 역설들에 조

직을 내맡겨 아무런 원칙도 없이 표류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모순적

경향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순의 관

리는 개인들이 어떠한 형태의 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모순이 효과적으

로 관리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좌우된다.

따라서 조직 현상을 구성하는 조직원 개개인의 인식 유형을 파악하는 것

은 조직의 성공적인 변화와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여

기서는 결과 부분에서 언급했던 현실과 이상적 조직 적응의 상위와 하위 두

축의 결합을 통한 집단 구분을 활용하여, 조직 관리의 방향성과 내용에 관해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겠다.

‘무난한 조직인-드림워커’의 경우, 전체 집단 중에서 6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직 안에서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압박을 많이 느끼

고 있으며, 조직과 상사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심리적 부담도가 높은 집

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의 경우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조직원들이 조직에서의 성과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있는 만

큼, 조직 차원에서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절차, 분배 등에 있어 공정한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성원들이 성과관리에 있어

공정함을 인정하게 되면, 이들의 심리적 소진과 이탈을 어느 정도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송신근, 백자욱, 2009).

‘무난한 조직인-서바이버’의 경우, 개인에게 있어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

만 이미 일종의 심리적 이탈이 일어난 상태이며, 실제 조직 맥락에서도 다수

의 인식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심리적 일탈은 주로 조직의 변화 정책의 비

일관성, 제시된 비전의 달성 실패, 비현실적인 정책 제시, 의식 변화에 실패

등에 의해 조직에 대한 냉소주의로 발현될 수 있으며(박영희, 2001), 다양한

조직성과 차원에서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에게 조직 안에서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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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하는 것도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자기가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

이 이해득실을 따져서 행동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이들의 부정적인 정서와 인식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조직 차원에서의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튀는 조직인-드림워커’는 조직 안에서 좋은 쪽이든 그렇지 않은 쪽이든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집단이다.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갈등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비전이 다른 구성원들과의 공유가 되지 않

을 경우, 가속화 될 수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성원들과의 현실적인 조

직의 목표와 비전의 공유이다. 송지환(1997)에 따르면, 광범위한 조직의 가치

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책으로 그것들을 도덕적 규범의 형태로 교묘히 관리되

거나 강제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가치의 공유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조

직의 가치는 공유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구성원들과 공유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구성원들 간의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튀는 조직인-서바이버’의 집단은 자기 생존과 안위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

러낸다. 이들은 이미 조직 자체에 마음이 없거나, 조직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

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들의 업무에 있어서의 성실도나 몰입도는 조직 차원에

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이다. 만약 이들을 조직에서 관리를 해야 한

다면, 이들에게 적절한 양과 난이도의 업무 분담과 더불어 업무 내용과 품질

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들의 심리적 이탈을 줄여주거나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이나 멘토링과 같은 조직 차원의 노력을 통해 조직 내부로의 몰

입, 동기부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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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오늘의 한국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 양상을 통해 그들이 중요하

게 생각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에 대한 심리학적 탐색을 시도하였다. 최근 대

기업 중심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으로의 움직임, 정부 고용정책으로 인한 고

용불안의 가증, 기업 조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구성원의 부적응 문제 등 주

제의 의미성과 시의성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다룬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과 그들의 심리에 대한 탐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로는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 Q 방법론에 대한 소통

가능성여부이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하였지만, 많은 사

람들에겐 이 접근 방식이 방법론적 생경함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Q 방법론 학자들과도 결과에 대한 해석의 입장과 Q 방

법론을 통해 얻게 되는 분석 자료의 활용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1

차 연구에서 추출된 Q 요인을 해석하는데 있어, 유형을 (+)요인과 (-)요인으

로 구분하는 것, 그리고 상위 유형과 하위 유형의 전체적 해석의 틀로 사용하

는 전체 유형의 특성들이 그러하다. 나아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을 활용하여, 다수의 샘플에 적용하여 집단을 구분하여 현상을 설명하려

는 시도는 전통적인 Q 방법론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낯선 접근

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Q 방법론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활용 가능성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Danielson, 2009; Watts eat al, 2014, 황상민,

2011, 2012).

Q 방법론의 등장 배경과 접근 방식은 기존의 인간의 평균적 반응을 바탕

으로 연구되어진 다수의 양적 연구 방법론과 분명히 다른 노선을 취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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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은 질적 연구자들에게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하다. 실제 Q 방법론을 활용하여, 개인의 주관성을 구분하고, 현상에 대한

가설적 접근을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질적 연구의 접근 방식이 녹아있다(김

흥규, 2008).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절차와 과정 속에서 요인분석과 같은

양적인 정보를 활용하기에 방법론적 정체성을 의심받는 것도 사실이다.12)

둘째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주관성(subjectivity)을 다루는 범위와 깊이의

문제이다. 이것은 전술한 방법론적 소통 가능성과 연관된다. 주관성이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양적 연구자의 불편함과 더불어 맥락 속에서의

개인의 주관성과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통해 현상에 접근하려는 질

적 연구자들이 입장에서도 Q 방법론으로 도출된 결과를 개인의 주관성으로

볼 수 있는지, 유형으로 구분된 개인의 주관성이 개인의 맥락이 고려된 것으

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은 여전하다.

하지만, Q 방법론은 사람들의 주관성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다른 주관성

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주관성과 그

의 맥락적 정보들이 모두 담길 수 없음은 분명한 Q 방법론의 한계일 것이다.

또한 추출된 상, 하위의 유형의 역동이나, 변화 가능성 등을 설명, 추론하는

과정은 상호주관성의 입장에서 설명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자는 개인의 주관성의

표현의 재료가 되는 문항 구성에 있어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와 진술들의 확보

에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며, 추출된 각 유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직장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연구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추출된 유형의

12) 이런 이유로 본 논문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방법론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된 것도 분명한 사
실이기에, 읽는 사람에 따라 마치 방법론적 효용이나 차별성을 강조하거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의 Q 방법론의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오도 될 가능성이 있
다. 하지만, 방법론은 방법론일 뿐, 관찰되어야 할 현상이 방법론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
이며, 본 연구자도 Q 방법론이 다른 방법론보다 우월하며,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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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함께 해석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상이한 두 가지 이상의 방법들이 동일한 현상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가지

고 왔을 때, 연구자의 연구결론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증가된다

(김영천, 1996). 본 연구자는 2차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1차 연

구에서 해석한 각 유형의 해석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실제 조직 맥락에서의 조직과의 적합성이나 유효성, 유형간 반응의 차

이 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연구자의 관점과 해석이 얼마나 타당

한지를 확인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셋째는 조직 구성원들의 적응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연구자의

시선만으로는 실제 기업 조직 맥락 속에서 개인의 적응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룰 수 없었다. 연구에서의 발견된 통찰의 지점을 실제 조직 맥락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이나 맥락, 조직 구성원의 특성, 가용한 자원

등 구체적 기업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윤식(2011)은 기

업문화 관리를 예로 들며, 기업 문화 관리의 실제적 효과를 알아보는 다수의

연구는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실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수용 태도의 차이를 유발하는 개인의 주관성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조

직 구성원의 적응 문제에 있어서의 모순들을 모든 기업에서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특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으며, 현실적이지

도 않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논의 부분에서 각 인식 유형들의 심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기업 조직에서 각 유형들의 경험하는 적응적 문제에 대한 대안의 큰

흐름과 방향성 정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은 10인 이상 사무직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 유형의 분포를 확인하였지만, 실제 기업들의 조건이나 맥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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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과 필요에 맞게 세부적인 연구주제

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구성원들의 적응

유형을 구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의 체크리스트 활용은 연구자의 연구 질문

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

인과 자신의 상사, 그리고 이상적인 적응에 관한 지시문을 바탕으로 응답하였

지만, 질문의 내용이나 대상을 바꾸면 다양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다. 기업 조

직 안에서 한 개인의 다면적 적응 양상에 대한 진단 뿐 아니라 현재 부서나

팀 단위의 주도적 적응 양상이 무엇이며, 이를 통해 조직 문화나 업무 방식에

대한 진단 및 전략 도출에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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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조직 적응 인식 탐색을 위한 Q 표본

1. 회사 사람들과 식사, 술자리, 티타임 등이 있을 경우, 자주 돈을 낸다.

2. 자신의 경력관리에 관심이 많으며, 업계 동향이나 취업 시장의 정보를 많이 살핀다.

3.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며, 자기 확신이 강하다.

4.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자신만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있다.

5. 주위 동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능한 한 도와주려고 한다.

6.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 업무 시 강점과 약점 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팀의 회식이나 동료의 경조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8. 평소에 창업이나 1인 기업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9.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보다, 다른 사람들과 잘 동화되고 맞출 수 있는 인성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10. 좋은 기획이나 제안을 했을 경우, 상사에게 그 공을 돌린다.

11. 조직 내의 중요 정보 교류나 의사결정은 가능한 한 격식이 없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을 선호한다.

12. 정치적 감각이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 내 키 맨(key man)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13. 회사의 급여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주식이나 펀드 등 따로 개인적인 재테크를 한다.

14.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강한 자부심과 애착이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표현하는 편이다.

15.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쓰는 직원들이 조직 내부에서 암묵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16. 자식은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한다.

17. SNS나 핸드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18. 신입사원들의 연봉은 수능점수, 토익 점수, 출신 대학 등의 스펙에 상응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19.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일이나 행동의 원칙, 성격 등을 융통성 있게 바꾸기도 한다.

20.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다.

21. 명절이나 상사의 생일 등 때가 되면, 상사에게 선물을 한다.

22.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23.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평가나 이야기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다.

24. 평소에 외국어 공부나 업무 관련 자격증을 따는 등의 스펙 관리를 꾸준히 한다.

25.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가능한 한 자신만의 정보나 노하우를 동료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다.

26. 능력과 학력이 같다면, 남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27.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개인의 비전과 일치시키려 한다.

28. 웬만해서는 적(敵)을 만들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내려 한다.

29. 연봉협상은 불만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제시하는 대로 계약하는 것이 맞다.

30. 자신을 위해 회사 안에 롤 모델(role model)로 삼을 수 있는 멘토를 꼭 찾으려 하고, 또 만들어 놓는다.

31. 다른 사람들 눈에 늘 바쁘게 일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32. 변화가 많은 생활방식보다 안정된 생활방식을 추구한다.

33. 상사의 부탁이라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요청도 내색 않고 잘 들어준다.

34.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상사가 출근을 하면, 특별히 할 일이 없더라도 출근하려 한다.

35. 조직에서 상사에게 업무와 관련된 조언을 자주 구하는 것은 자신의 미숙함을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36. 어떤 일이든 적극성과 열의를 보인다.

37. 일이나 공부에 있어서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

38. 회사 안에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는 가급적 거리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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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당장 그만두고 싶다가도, 받는 월급을 생각하면 참게 된다.

40. 조직 내의 복지 제도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다.

41. 업무 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한다.

42. 일과 중에서 눈치껏 남들 눈에 안 띄게 휴식을 취하거나 여유를 가지는 요령이 있다.

43. 회사 분위기에 맞는 복장과 외모를 유지하고 관리한다.

44. 주변으로부터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

45. 조직 내외의 다양한 소문이나 정보를 언제나 남들보다 먼저 알고 있다.

46. 자신에게 부여된 일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일한다.

47. 가족 내의 문제는 가장이 해결해야 한다.

48.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편이다.

49. 잘 되는 일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고, 안 되는 일에는 이름을 뺀다.

50. 조직에서 상명하복의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일하는 것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51. 회사의 규칙이나 매뉴얼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가능한 한 지켜야 한다.

52. 얼마나 오래 회사생활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상사의 판단에 달려있다.

53. 현재 수준의 역량과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는다.

54. 조직 내 같은 학교 또는 같은 지역 출신의 사람들과의 사조직 활동에는 가능한 한 참여하려고 한다.

55. 서로 다른 지시나 요구가 조직 내에 있을 때에는 무조건 높은 직급의 상사에 따르는 것이 맞다.

56. 조직 내에서의 승진이나 발전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야망이 있으며, 남들에게 숨기지 않고 표현한다.

57. 성공의 척도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정도이다.

58. 조직에서 성공하는 부서와 지원(서포트) 부서는 이미 정해져 있기에 나의 발전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다.

59. 가능한 한 자신과 타인의 업무 및 성과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고 비평하려고 한다.

60. 조직 생활에서 자신을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61. 남과는 다른 나만의 개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2.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려 한다.

63. 보고서의 내용 보다는 프레젠테이션 포맷이나 형식 등에 공을 많이 들인다.

64. 온라인에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한다.

65. 업무 수행에서 항상 남과 다른 기발한 생각이나 창의적인 능력을 보이려 한다.

66.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사가 아니라, 주어진 일을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둔다.

67.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일의 의미를 공유하려 한다.

68. 지금 내가 보는 상사의 모습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69. 남이 나를 어떻게 볼 지 신경을 쓰는 편이다.

70. 누가 상사가 되더라도, 훌륭한 조력자의 모습을 보인다.

71.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팀이나 상사의 불의는 조직의 분위기를 위해 모른 척한다.

72. 야근을 통해 자신의 업무의 중요성과 성실한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

73. 조직의 동료들을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생각하고 대하려 한다.

74. 이해관계에 대한 파악이 빠르며, 가능한 한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택을 하려 한다.

75.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조직의 이익이나 성과보다는 구성원(사람)을 우선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려 한다.

76. 가족 내 문제는 구성원(부부와 자녀) 모두가 참여해서 해결해야 한다.

77. 장기적인 비전이나 투자보다는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에 신경을 많이 쓴다.

78. 대인관계나 업무 수행에서 강한 결단력과 카리스마를 보인다.

79.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라면, 반말을 하는 것이 편하다.

80. 학벌과 소위 말하는 스펙(외국어, 자격증, 경력 등)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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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조직에서는 가능한 한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에 나서지 않는 편이 좋다.

82.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한다.

83. 회사 동료와의 사적인 감정을 회사 밖으로까지 연장시키지 않는다.

84. 조직원들이 고통분담(임금삭감, 경비절감, 근무시간 연장 등)을 하여 조직을 위기에서 구하자는 소리는 경영자들의

상투적인 변명일 뿐이다.

85. 사무용 전자기기나 사무관련 프로그램(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등을 능숙하게 다룬다.

86.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회사나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털어놓지 않는다.

87. 윗사람에게 계획을 보고할 때는, 원안과 더불어 플랜 B, C 등의 대안까지 미리 준비한다.

88. 유쾌한 모습을 보이며, 항상 주위 사람들의 사기나 활력을 불러일으키려 한다.

89. 조직 내에서 작동하는 암묵적인 가치와 규범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90. 회사 안에서는 가능한 한 자신의 사생활이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91. 상황이 애매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일단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구체적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92. 조직에서 휴가를 사용할 때의 기본 원칙은 상사의 휴가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93.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하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이다.

94.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평상시 메모나 녹음 등의 기록을 남기고 잘 관리한다.

95. 조직 내,외의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할 뿐 아니라, 대세에 맞게 처신한다.

96. 하고 싶거나,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97.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에 대해 '갑'의 자세로 대하는 것은 팀이나 조직의 위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98. 조직에서는 성공은 함께 공유해도, 실패에 대해 같이 책임지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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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차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 문항

조직에서의 개인 적응 방식에 대한 인식 탐색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을 통해 ‘조직에서의 개인 적응 방식에 대한 조직 구성원
들의 인식 탐색’ 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귀하께서 평상시에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 문
항에 정답은 없으므로, 질문을 자세히 읽으시고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Institutional� Review� Board)과 통계법 33조에 의거하여, 분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철저한 보안 
유지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응답에 참여해주심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유상원(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본 설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 ultoong@gmail.com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 만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만 (     )세

SQ3) 귀하의 거주지는?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인천광역시   4) 대전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구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         9) 강원          10) 충남(세종시 포함)     

 11) 충북         12) 경남             13) 경북        14) 전남          15) 전북

 16) 제주

S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일반사무/관리직       2) 영업직       3) 생산/노무직       4) 서비스직 

  5) 전문직       6) 자영업       7) 고등학생       8) 대학(원)생 

  9) 주부               10) 무직/기타 

SQ5) 현재 귀하께서 소속된 회사의 직원 수는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1) 10인 미만 2) 10 ~ 49인 3) 50 ~ 99인

4) 100 ~ 299인 5) 300 ~ 499인 6) 5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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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A]

다음 진술문을 읽고, 각 문항의 내용이 귀하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 또는 행동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는지 응답해주세요

1. 회사의 급여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주식이나 펀드 등 따로 개인적인 재테크를 한다.

2. 평소에 창업이나 1인 기업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3.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상사가 출근을 하면, 특별히 할 일이 없더라도 출근하려 한다.

4. 자신에게 부여된 일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일한다.

5. 웬만해서는 적(敵)을 만들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내려 한다.

6. 조직에서 상명하복의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일하는 것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7. 조직 내에서 작동하는 암묵적인 가치와 규범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8.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편이다.

9. 하고 싶거나,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10.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에 대해 '갑'의 자세로 대하는 것은 팀이나 조직의 위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11. 회사 분위기에 맞는 복장과 외모를 유지하고 관리한다.

12. 업무 수행에서 항상 남과 다른 기발한 생각이나 창의적인 능력을 보이려 한다.

13. 얼마나 오래 회사생활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상사의 판단에 달려있다.

14. 조직 생활에서 자신을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5. 장기적인 비전이나 투자보다는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에 신경을 많이 쓴다.

16. 자신의 경력관리에 관심이 많으며, 업계 동향이나 취업 시장의 정보를 많이 살핀다.

17. 조직에서는 성공은 함께 공유해도, 실패에 대해 같이 책임지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18. 상황이 애매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일단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구체적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19.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일의 의미를 공유하려 한다.

20. 잘 되는 일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고, 안 되는 일에는 이름을 뺀다.

21. 능력과 학력이 같다면, 남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22. SNS나 핸드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23.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개인의 비전과 일치시키려 한다.

24. 조직에서는 가능한 한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에 나서지 않는 편이 좋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중간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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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B]

다음 진술문을 읽고, 각 문항의 내용이 귀하의 상사(상사가 없다면, 동료들)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 또는 행동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는지 응답해주세요

25. 회사의 급여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주식이나 펀드 등 따로 개인적인 재테크를 한다.

26. 평소에 창업이나 1인 기업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27.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상사가 출근을 하면, 특별히 할 일이 없더라도 출근하려 한다.

28. 자신에게 부여된 일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일한다.

29. 웬만해서는 적(敵)을 만들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내려 한다.

30. 조직에서 상명하복의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일하는 것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31. 조직 내에서 작동하는 암묵적인 가치와 규범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2.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편이다.

33. 하고 싶거나,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34.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에 대해 '갑'의 자세로 대하는 것은 팀이나 조직의 위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35. 회사 분위기에 맞는 복장과 외모를 유지하고 관리한다.

36. 업무 수행에서 항상 남과 다른 기발한 생각이나 창의적인 능력을 보이려 한다.

37. 얼마나 오래 회사생활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상사의 판단에 달려있다.

38. 조직 생활에서 자신을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39. 장기적인 비전이나 투자보다는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에 신경을 많이 쓴다.

40. 자신의 경력관리에 관심이 많으며, 업계 동향이나 취업 시장의 정보를 많이 살핀다.

41. 조직에서는 성공은 함께 공유해도, 실패에 대해 같이 책임지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42. 상황이 애매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일단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구체적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43.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일의 의미를 공유하려 한다.

44. 잘 되는 일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고, 안 되는 일에는 이름을 뺀다.

45. 능력과 학력이 같다면, 남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46. SNS나 핸드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47.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개인의 비전과 일치시키려 한다.

48. 조직에서는 가능한 한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에 나서지 않는 편이 좋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중간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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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C]

다음 진술문을 읽고, 각 문항이 귀하의 조직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의 모습, 또는 

귀하의 조직이 원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는지 응답해주세요.

1.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2. 지금 내가 보는 상사의 모습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3. 하고 싶거나,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4. 정치적 감각이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 내 키 맨(key man)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5.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려 한다.

6. 업무 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한다.

7. 평소에 창업이나 1인 기업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8. 유쾌한 모습을 보이며, 항상 주위 사람들의 사기나 활력을 불러일으키려 한다.

9.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개인의 비전과 일치시키려 한다.

10. 이해관계에 대한 파악이 빠르며, 가능한 한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택을 하려 한다.

11.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자신만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있다.

12. 조직에서는 성공은 함께 공유해도, 실패에 대해 같이 책임지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13.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보다, 다른 사람들과 잘 동화되고 맞출 수 있는 인성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14. 가능한 한 자신과 타인의 업무 및 성과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고 비평하려고 한다.

15.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며, 자기 확신이 강하다.

16.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하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이다.

17. 조직 생활에서 자신을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8. 조직 내,외의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할 뿐 아니라, 대세에 맞게 처신한다.

19. 야근을 통해 자신의 업무의 중요성과 성실한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

20.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라면, 반말을 하는 것이 편하다.

21. 조직에서 상명하복의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일하는 것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

이다.

22. 누가 상사가 되더라도, 훌륭한 조력자의 모습을 보인다.

23. 잘 되는 일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고, 안 되는 일에는 이름을 뺀다.

24. 조직에서 상사에게 업무와 관련된 조언을 자주 구하는 것은 자신의 미숙함을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중간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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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귀하의 직위/직책은 무엇입니까? 

문2. 귀하가 속해 있는 부서(팀)의 구성원의 수는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문3. 귀하의 담당 업무는 무엇입니까? 

문4. 귀하의 주당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문5. 귀하께서는 현재의 직장에 계시기 전 몇 번 정도의 이직 경험이 있으십니까? 

문6. 귀하의 현재 회사에서의 근속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문7. (현재 직장 및 과거의 직장을 포함한) 귀하의 총 근무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문8. 귀하께서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개만 골라주세요. 

문9. 귀하께서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두 개만 골라주세요.

문10. 귀하께서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인턴급 ② 사원급 ③ 대리급 ④ 과장급

⑤ 차/부장급 ⑥ 임원급(상무/전무/이사) ⑦ 사장급(대표/CEO) ⑧기타(              )

① 5인 미만 ② 5 ~ 9인 ③ 10~14인 ④ 15인 이상

① 인사/교육 ② 전략/기획 ③ 재무/회계 ④ 영업/마케팅

⑤ 제조/생산/정비 ⑥ 구매/물류 ⑦ 연구/개발 ⑧ 홍보/대외협력

⑨ 총무/관리 ⑩ 비서/사무보조 ⑪ 법무 ⑫ 기타

① 40 시간미만 ② 40 ~ 45 시간 ③ 45 ~ 50 시간 ④ 50 시간 이상

① 이직 경험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 1년 ③ 1 ~ 3년 ④ 3 ~ 5년

⑤ 5 ~ 10년 ⑥ 10 ~ 15년 ⑦ 15 ~ 20년 ⑧ 20년 이상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 1년 ③ 1 ~ 3년 ④ 3 ~ 5년

⑤ 5 ~ 10년 ⑥ 10 ~ 15년 ⑦ 15 ~ 20년 ⑧ 20년 이상

① 사람 ② 건강/스트레스 관리 ③ 급여 ④ 복리후생

⑤ 정년보장 ⑥ 일의 보람/만족 ⑦ 자기시간 확보 ⑧ 출퇴근 거리

⑨ 자기계발 ⑩ 업무의 난이도 ⑪ 기업의 성장 ⑫ 기업 이미지/위상

⑬ 기업 규모 ⑭ 조직 문화/분위기 ⑮ 기타(              )

① 남보다 뛰어난 업무 성과 창출 ② 효율적인 업무 처리 ③ 좋은 이미지 구축

④ 인적 네트워크 형성 ⑤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⑥ 건강/스트레스 관리

⑦ 자기계발 ⑧ 일과 삶의 균형 ⑨ 기타(                    )

① 사람 ② 건강/스트레스 관리 ③ 급여 ④ 복리후생

⑤ 정년보장 ⑥ 일의 보람/만족 ⑦ 자기시간 확보 ⑧ 출퇴근 거리

⑨ 자기계발 ⑩ 업무의 난이도 ⑪ 기업의 성장 ⑫ 기업 이미지/위상

⑬ 기업 규모 ⑭ 조직 문화/분위기 ⑮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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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1. 혹시 현재의 회사에서 이직이나 퇴사를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12. 귀하의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가장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입니까? 두 개만 골라주세요.

①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 ② 가끔 생각만 한 적이 있다.

③ 실제 이직이나 퇴사를 준비해본 적 있다. ④ 조만간 그만 두거나 옮길 예정이다. 

① 도전정신 ② 창의성 ③ 열정 ④ 전문성 ⑤ 글로벌 감각

⑥ 인성 ⑦ 윤리/도덕성 ⑧ 혁신 ⑨ 팀워크/협업능력 ⑩ 성실성

⑪ 책임감 ⑫ 신뢰 ⑬ 겸손 ⑭ 주인정신 ⑮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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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xploration of Employees' Perception of Adaptation in Their Organization

Yoo, Sang Won

Dep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tracted recognition pattern of practical adaptive image and ideal

adaptive image shown in an organization by members of Korean companies in order to

explore their adaptive aspects, and it confirmed the meaning. For me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went through 2 phases of study procedures. Above all, in the first phase,

it categorized recognition on practical image and ideal image of members in a business

organization. Total 98 key statements about members' adjustment to organization were

extracted in preliminary survey process and recognition of members was categorized

using Q methodology.

Adaptive image of members at Korean companies was largely divided into 3

respective patterns based on 2 directions of 'plain organization personnel' and

'conspicuous organization personnel', i.e. total 6 recognition patterns. Adjustment

direction of 'plain organization personnel' was subdivided into ‘salaried-man’, 'work-life

balancer’, and ‘insider’ while that of 'conspicuous organization personnel' was subdivided

into 'owner-minded leader', ‘organization man’, and ‘outsider’.

Also, ideal adaptive image recognized by members at Korean companies was largely

divided into 3 respective patterns based on 2 directions of ‘dream worker’ and ‘survivor’,

i.e. total 6 recognition patterns. Adjustment direction of 'dream worker' was subdivided

into ‘high performer’, 'networker’, and ‘supporter’ while that of 'survivor' was subdivided

into 'working dead or zombie', ‘my own way man’, and ‘egoist’.

In the second phase, a checklist was prepared using representative questions of

respective patterns and the adjustment recognition patterns were checked for total 300

office workers through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In addition, distribution of

recognition on adaptive image of their boss at the office was also checked. As a result,

remarkable recognition of practical adaptive image of members at Korean companies was

exhibited in the order of 'work-life balancer’ with the highest of 53.7%, 'insider'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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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alaried-man’ 8.0%. Meantime, remarkable recognition of ideal adaptive image was

exhibited in the order of ‘supporter’ 32.3%, ‘high performer’ 23.0%, and 'networker’

17.7%.

Through above result, we can infer adaptive aspects and psychological character of

members at Korean companies. The fact that the number of people who think their

works and life separately based on rationality and efficiency exceeds half of the whole

response means that it shows members' minds who want to live reasonable and

self-directed life getting out of past organization-oriented value emphasizing one-sided

loyalty to ownership mind, seniors or organization.

However, they recognized that they had to make good achievement, to have refined

in-house political ability, or to help survival of the organization and seniors in order to

survive for a long time with good evaluation in their organization. Inconsistency or

conflict between the practical adaptive image and the ideal adaptive image recognized in

an organization by members may create such maladaptive phenomenon in the

organization as cynicism, defeatism, anxiety, showing-off business handling, and

slowdown. Meantime, a company member recognized seniors' adaptive image as

organization-oriented and lethargic image more than his own one.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adjustment to one and others seems to be an element of potential conflict

between an individual and a senior, an individual and an individual.

Above result indicates present Korean companies are confronted with new change

and challenge in manpower management strategy. Adaptation method of members in

existing company organization has influence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from a

long-term point of view, and their collaborative adaptation method is an important issue

because it creates atmosphere and culture of a corporation.

This study discovered adaptation pattern of an individual in an organization mainly

with subjectivity of company members and then, confirmed distribution aspect of

respective patterns in the context of present Korean companies. It has a discriminatory

meaning different from other studies because it confirmed characteristics of Korean

companies and psychological behavior characteristics of members through above matter.

It is expected that exploration of present adaptation method of members at Korean

companies will not only improve understanding about adaptation method of members but

also provide varied understanding of overall organizational atmosphere and operation

method of a company.

Key words : organization, employee, adaptation method, subjectivity, value, Q method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