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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organizational culture has great impact on workplace learning,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employees perceive their culture and relate to their learning. Organizational
learning is to be effectively achieved by active communication based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effective sharing of knowledge can be achieved through the communication of
mutual understanding. Based on this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employees in non profit organization(NPO) perceive their culture and form their organizational
knowledge in the context. Case study was conducted and the data was gathered through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s, and internal docu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cognition of the flexibility of organizational culture affects
the communication mode in the knowledge acquisition process of organization. Second, the
contradictory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culture lead to a different view in the matter of
role and responsibility in organization. Third, when the organizational culture is extremely
inner-directed, it can be limited in 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Consequently, the
members need to narrow each other the gap of the ideal organizational cultures in order to
create the desired results.
Key words: organizational learning, knowledge sharing, organizational culture, communication,
N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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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NPO는 2000년대 이후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인정받
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NPO들은 직무 및 조직
의 특수성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훈련강사가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원 간의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한 일터에서
의 학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조직 내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통이
활성화되는 조직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학습의 촉진과 지식의 원활한 소통은 상호이해적 의사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 NPO에서의 사례를 통해 개인들
간 경험과 인식의 차이가 조직문화를 어떻게 형성하고, 그것이 조직 내 지식창출과 공유의 학습과
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심층면담, 관찰, 문헌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현재의 조직문화를 유연하다고 인식하거나 위계적이라고
인식하는가에 따라 지식탐색과 획득 과정에서의 소통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구
성원들의 경험 차에 의한 상반된 조직문화 인식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역할과 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다른 견해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셋째, 조직문화가 극도로 내부지향적인 모습
을 보이는 경우 지식공유와 활용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구성원들
이 좀 더 만족하고 바람직한 성과를 창출하는 NPO로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이상적
인 조직문화를 바라보는 계층과 세대 간 관점의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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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결사’로 정의되는 NPO
(Non-Profit Organization)는 국내 법인형태를 기준으로 1991년 9,716개였던 것이 2009년에는
19,203개로 2배 이상이 늘어났다(한국NPO공동회의, 2011). 이처럼 급격하게 성장한 NPO는
이미 글로벌 거버넌스(governance)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김운호, 2002), 다원화 사
회로 인한 정부와 시장의 한계 심화, 사회적 욕구의 다양화, 시민사회의 성장 등 여러 가
지 요인의 복합적 작용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NPO는 재정적 제약으로 인하여 영리기업과 달리 자본보다는 인력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충원과 양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NPO의 실제 상황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적어 주로 영리기업 맥락에 맞춰진 교육을
이수하다보니 학습한 내용을 곧바로 NPO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
이다(정유진, 최태욱, 김경하, 2014). 이러한 이유로 많은 NPO는 공식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개발보다는 구성원 간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한 비공식적(무형식) 조직학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이희태, 2007).
NPO 내에서 원활하고 효과적인 조직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의 문화가
조직학습을 얼마나 촉진시킬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는 인식론적 관점에
서 접근해야 한다. 즉 조직학습은 지식생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협동적 노력이나 변
증법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Plaskoff, 2003; von
Krogh, 1998),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활성화되는 조직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습의 촉진과 지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문화는 조직설계와 같은
기능적․구조적 차원 보다는 상호이해적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식은 전이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기적으로 생성된다는
관점으로 학습이 개인 차원의 지식 습득이 아니라 조직 차원의 활동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Davenport, De Long, & Beers, 1998; Henderson & Clark, 1990). 따라
서 성공적인 조직학습의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구성원 간 상호이해의 수준을 높여야 하고,
이는 O’Donnell과 Tharp(2012)의 주장처럼 공통 활동을 통해 공유된 의미와 세계관 등으로
형성된 조직문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준이 등(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
듯이 NPO에서도 조직문화는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직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한다.
효과적인 조직학습을 위한 구성원들 간 상호이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경험
과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지속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의미 있고 지
속적인 상호작용은 단순히 서로 많이 만나는 공간과 기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구조를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Jerolmack(2009)이 지적했듯
이 단순한 상호작용은 공유된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게다가 어떤 상호작용들은 오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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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지식창출에 장벽을 생성하기도 한다(Matzat, 2010). 따라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
정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조직의 지식생성과 축적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즉 참
여와 소통을 전제로 한 조직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은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수준
에 의해 결정되고(Crossley, 1996; Plaskoff, 2003), 이는 Nonaka와 Takeuchi(1995)가 모든 사
람이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정당화된 진실한 믿음’이 지식이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NPO 조직들이 갖는 채용과 인사관리의 어려움, 세대 간 격차 심화, 조직 성장에 따
른 구조적․기능적 분화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단절과 그에 따른 통합의 약화는 구성원
들 간의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심화시켜 조직학습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조직문화, 조직학습, 지식공유 등을 선
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왔다. 이러한 접근의 연구들은 조직학습이 효과적이 되기 위한 방
안을 제안하기 위해 조직학습의 다양한 변인들을 도출하여 각 변인들의 관계를 밝혀주는
데 있어서는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조직의 맥락 하에서 이 변인들
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일터 내 일상적인
학습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구성원들 간 대화의 양상과 담론의 형성 과정 등을 심층적으
로 탐색해보는 것은 다양한 맥락에 처해있는 조직들의 학습 촉진을 위해 더욱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Brown과 Duguid(2001)는 지식을 ‘획득-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체화-이해’의 과정으로 보면서 지식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점에서 조직학습과 그에 따른 지식생성 과정에 대한
연구는 객체로서의 지식의 흐름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현되는 상호이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풍부하고 실질적인 시각과 제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본 연구는 한 NPO에서의 사례를 통해 개인들 간 경험과 인식의
차이가 조직문화를 어떻게 형성하고, 그것이 조직 내 지식창출과 공유의 학습과정에 어떠
한 의미로 작용하는지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요컨대, NPO는 직원채용 시 개인의 사
명감이나 책임감이 조직 목적과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좀 더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전문적 직무수행 역량개발에 있어서 영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이것을 조직 내에서의 학습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특히 공공목적의
NPO는 영리기업과는 달리 공익적 목적에 대한 개인의 사명감, 자발성 및 자율성, 참여와
협동 등이 직무태도와 동기를 결정하며, 이것이 직무나 조직에 몰입하는데 구심점으로 작
용하기 때문이다(이창길, 김란수, 2011; 이희태, 2007). 또한 NPO의 인적구성은 NPO가 지
향하는 공익이념에 공감하여 유입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력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은 관계로 조직 내 다양성이 영리기업 조직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구성원들 간의 현재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 및 이전의 다양한
조직문화에서의 경험과 인식이 조직학습 과정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비영리 조직(NPO) 구성원의 조직문화 인식과 학습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73

Ⅱ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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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학습에 대한 관점

조직학습에 대한 관점은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대한 인식
에 따라 달라진다. 지식에 대한 인식은 객관화되고 일원론적인 절대적 진실로 지식을 정의
내리는 실증주의적 관점으로부터 인간의 지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다원론적 인식
론으로 변화해 왔다(Spender, 1998). 예를 들어, Nonaka와 Takeuchi(1995)는 지식을 암묵지
(tacit knowledge)와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구분하였고, Spender(1996)는 암묵지와 형
식지에 추가하여 개인지식과 집단지식을 제시하였으며, Blackler(1995)는 지식을 체화된
(embodied), 배태된(embedded), 두뇌화된(embrained), 문화화된(encultured), 부호화된(encoded)
형태로 구분하여 얘기한 바 있다. 반면, von Krogh와 Roos(1995)는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지식을 개인적 지식과 사회적 지식으로 구분하였고, Anderson(1985)은 지식을 선언적
(declarative) 지식과 절차적(procedural) 지식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Muchinsky, 2009 재인
용). 이는 Zack(1999)이 주장한 ‘객체’로서의 지식과 ‘프로세스’로서의 지식이나 Garud(1997)
의 ‘know-how’와 ‘know-that’의 구분으로도 이어진다.
비록 지식을 구분하고 정의하는 여러 다른 방식이 존재하고 제안되어 왔음에도, 이들
모두는 크든 작든 Polanyi(1966)의 연구와 그의 암묵지에 대한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Stenmark, 2001). 인간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알고 있다는 Polanyi의 주장처럼
대부분의 지식은 사람들이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외부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로 구
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Tsoukas, 2003). 특히 Polanyi(1966)는 해석과 구성을 통해 의미가
지식에 부여되는 지식 프로세스라는 개념으로 암묵지를 설명한 바 있다. 이런 면에서 암묵
지는 한편으로는 규정하기는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가치 있는 중요한 지식의 집합체
(entity)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식지는 부호화된 지식으로서 언어를 통해 전달 가능
한 지식인 반면, 암묵지는 개인적으로 보유된 지식으로 형식화되거나 전달되기 힘든 지식
을 의미한다. 이러한 암묵지와 형식지에 대한 개념 정의들과 Polanyi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조직학습에 있어서 암묵적 차원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Dalkir, 2011). 왜냐하면 사
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볼 때 지식은 정보와 달리 경험에 의해 축적되고 개인 내 암묵적
인 형태로 존재하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강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많은 연구자들은 조직학습이 각 개인 수준 학습의 총합보다 크고 그 이상으로 훨
씬 더 복잡하고 동태적이라고 주장한다(김인수, 2007). 조직학습은 조직의 최고경영층, 중
간관리자 및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서 일어나야 하며, 개인학습에 의해 습득된
기술, 지식 등이 조직의 태도나 실체들에 깊게 내면화될 때 비로소 일어난다(김호열, 정경
수, 2007; Brodtrick, 1998; Schein, 1996). Kim(1993)에 따르면 개인과 조직 수준의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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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는 주요 요소는 정신모형과도 관련되어 있다. 정신모형이란 개인 또는 조직이 자신
만의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해 나가거나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인지적 지도이다
(윤정구, 2010). 조직학습은 개인이 가진 정신모형이 조직원들과 공유됨으로써 조직의 정신
모형으로 형성되고 채택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공유된 정신모
형이 다시 개인의 마음, 상징물, 그리고 조직의 환경에 자리잡을 때 학습은 비로소 조직학
습의 양상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Argyris & Shön, 1996). 이와 같이 조직학습은 문화, 조직
의 시스템, 그리고 업무절차와 프로세스에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조직
학습은 상황적이고 맥락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유된 협업 과정에서 동료들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일어난다.
Lave와 Wenger(1991)는 이러한 학습현상을 합법적 주변참여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들은 조직학습을 객관적 또는 공식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 개인들의 주관적 관점을 획득하여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한 Argyris(1977)은 조직학습을 조직활동의 오류를 찾아내어 수정하는 과정으로 보면서, 이
를 단일순환학습(single-loop learning)과 이중순환학습(double-loop learning)으로 구분한 바 있
다. 여기서 단일순환학습은 기존 관행이나 현재 계획의 일부를 수정하여 행동변화를 꾀하
는 학습인 반면, 이중순환학습은 행동을 지배하는 가정과 이론 자체를 바꾸는 학습으로서
생산적인 대화와 담론을 전제로 한다. 구성원간 상호작용 관점에서 조직학습을 바라본 또
다른 연구자 중에는 von Krogh와 Roos(1995)도 있다. 이들은 연결주의적 관점을 통해 지식
이란 조직 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모두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면서 조직학습을 설명
하였다. 이 관점에 따르면 조직 내의 개인들은 개인과 개인의 연결로 이루어지는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들을 따르면서 조직학습
을 <표 1>의 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연결관계 및 사회적 상
호작용 속에서 살펴보았다.
항목
지식 속성
배경 철학
지식 유형
관련 용어

<표 1> 조직학습에 대한 관점 비교

객관주의적 관점
∎ 객관적이며 소유/유지/폐기 가능
∎ 보다 명시적이고 전이가 용이함
∎ 데이터와 정보에 가까움
∎ 합리주의, 인지주의, 표상주의
∎ 형식적 지식을 강조
∎ 선언적 지식
∎ 전이, 배분, 교환, 저장, 측정

구성주의적 관점
∎ 주관적이며 전환/혼합/통합 가능
∎ 대개 암묵적이며 전이가 어려움
∎ 지식, 지혜에 가까움
∎ 경험주의, 실존주의, 구성주의
∎ 형식적 외 암묵적 지식까지 포괄
∎ 절차적 지식
∎ 공유, 연결, 창조, 학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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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학습에서의 조직문화의 역할

조직학습은 학습주체에 따라 전통적 관점과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조대
연, 2007). 전통적 관점에 따르면 조직은 개인처럼 인지적 주체로서 ‘지식의 습득→저장
→재생→활용’이라는 선형적인 과정을 거친다. 한편 사회문화적 관점에 따르면 조직학습
의 주체는 조직 자체가 아니라 조직 내 일체감을 갖는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들의 집합
체로 본다(Ortenblad, 2001).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조직학습은 개별 집단 뿐 아니라 조직
내 구성원들의 개별적 지식에 대한 사회적 과정이며 이는 조직지식을 창출하고 창출된
조직지식을 공유 및 내면화함으로써 조직문화 형성으로 이어진다(권대봉, 조대연, 2013).
Denison(1984)의 정의에 따르면 조직문화란 구성원들과 조직의 기본과정 및 가치에 기반을
둔 학습의 축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의 지식과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이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직문화는 구성원
들에게 인지적 지도를 마련해줌으로써 이에 따라 개인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방식
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정신모형의 형성에 있어서 조직문화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을 제시한 Vygotsky도 문화의 인공생산물들이 인간의 행위를 매
개한다고 보면서 문화의 역할을 핵심적으로 보았다(한순미, 1999). 이는 조직 내에서 개인
의 학습행위는 문화적, 역사적, 제도적인 상황에서 맥락의존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Vygotsky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 간 정신작용 및 개인 내 정신작용의
양쪽 과정 모두 문화적 인공물에 의해 매개될 수밖에 없다(한순미, 1999). Vygotsky의 핵
심개념 중의 하나인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은 이러한 작용을 보여주
는 대표적인 예이다. 즉 개인의 학습을 통한 발달은 Piaget의 주장처럼 자연발생적인 발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관점에서 인
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로서의 학습을 보는 관점에서는 조직학습을 문화와 역
사의 맥락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Lave & Wenger, 1991). 이처럼 조직문화는 조직 내
에서 중요한 지식과 정보가 잘 전달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Dalkir,
2011).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조직학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Brown과 Duguid(2001)가 얘기한 조직
내 개인의 정체성 획득과도 관련이 있다. 이들은 학습은 지식생성을 이루어내는 것이지만
또한 정체성의 획득으로도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Bruner(1996)의 주장처럼 사람들은
존재하기 위해 학습하는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방식으로 세상에서 행동하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조직에서 관리자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훈련을 통해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수용과 인정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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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습이 학습자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와 세상이 학습자를 어떻게 보는가의 양쪽을 모
두 반영하는 정체성 획득과 관련이 있다는 Brown과 Duguid(2001)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들은 가장 단순한 직무에서의 학습조차도 복잡한 사회문화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다. NPO의 조직학습에 있어서도 구성원들이 조직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와 목적
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공통된 활동들을 통해 오랜 시간동
안 공유된 의미가 사람들 사이에 발달되고 이것은 조직문화로 구축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런 면에서 볼 때 조직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조직학습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지식생성과 학습에 영향을 주는 조직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Cameron과 Quinn
(1999)의 경쟁가치모형은 매우 유용한 틀이 된다. 이 모형은 조직의 유연성과 조직의
내․외부지향성을 두개의 축으로 하여 4개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즉 유연성과 내부지
향성을 강조하는 관계지향적 문화(clan), 유연성과 외부지향성을 강조하는 혁신지향적 문
화(adhocracy), 통제성과 내부지향성을 강조하는 위계지향적 문화(hierarchy), 통제성과 외부
지향성을 강조하는 과업지향적 문화(market)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쟁가치모형에 의한 4가
지 유형을 구성하는 기준들은 조직 내에서 무엇이 옳고 적절한가를 알려주므로 조직에
대해 판단하는 ‘핵심적 가치’를 의미한다(송영선, 이희수, 2009). 또한 영리조직에 비해
NPO와 같은 사회복지 조직의 문화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 모델을 좀 더 많이 활용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영미와 조상미(2011)의 조직문화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 결과를
보면 2000년 이후에 발표된 12편의 연구 모두가 유형 모델에서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구성원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경쟁가
치모형의 관점에 따라 살펴본 후 그것이 조직학습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3. 조직 내 지식생성과 공유의 학습과정

본 연구에서 조직학습 과정은 지식의 생성 및 이후 의사결정과 같은 조직 내 지식적용
을 중심으로 한 Choo(2001)의 센스메이킹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Choo는 Weick의 센스메
이킹 개념, Nonaka와 Takeuchi의 지식순환모델, Simon의 의사결정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정보요소들이 어떻게 선택되고 이어서 그것들이 조직의 행위로 어떻게 투입되는지에 대
한 모델을 수립하였다(Dalkir, 2011). 먼저 Weick(1995)이 주장한 조직에서의 센스메이킹이
란 외부환경에 들어오는 일련의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은 서로 자신의 예전 경험과 결합된 정보를 교환함으
로써 공동의 해석을 만들어내게 된다. Choo(2001)의 이론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축인
Nonaka와 Takeuchi(1995)의 지식순환모델은 습득된 정보가 어떻게 조직 내에서 순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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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원들에게 전이되어 조직의 지식으로 변환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의 지식생성은 개인들 간의 대화, 토론, 공유, 스토리텔링 등을 통한 지식변환 단계
로 볼 수 있는데, 이 단계는 현재 상황과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가 고려된 지식 비전에
의해 방향이 설정된다. 끝으로 이렇게 생성된 지식들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의사결정은 인간이 합리성을 위해 고도로 복잡한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단순한 정신모형을 만들고 이에 따라 행동하려 한다는 Simon의 제한된 합리성
에 기반한다. 본 연구에서도 NPO의 조직학습의 과정을 지식생성과 의사결정에 이르는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된 이해를 만들어내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
이다.
일반적으로 조직학습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공유되는 지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
해될 수 있다(박은영, 2004). 첫 번째는 대화의 선행조건으로서의 공유지식이다. 조직학습
의 대화과정에 참여하는 대화자들은 대화에 참여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공통된 무엇
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조직학습에 있어서 사전지식이 중요하다는 주장(Cohen
& Levinthal, 1990; Zahra & George, 2002)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화
를 구성원들 사이에 일련의 공유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장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방법론적인 측면인 구성원들 간의 대화분석을 통해 조직학습의 의미를 파
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화 참여자들은 서로에게 맞추고 조정함으로써 공동으로
생산한 언어형태를 해석하는데 이 해석은 대화의 흐름 속에 끊임없이 개입하는 것이다(박
은영, 2004) 그리고 이것이 조직학습의 관점에서 볼 때 공통된 의미형성의 전제가 되는 것
이다. 한편, von Krogh(1998)는 진정한 조직학습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개인들의 습관적 사
고방식, 새로운 지식에 대한 표현수단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혁신이 촉진되기
어려운 조직구조,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어려운 수준의 신뢰 관계, 지식제공자에 대
한 인식과 평가의 부족 등을 들었다. 예를 들어, 조직 구성원들은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성, 이해가능성, 적시성이 낮다고 지각하여 조직학습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장용선, 김재구, 2006). 또한 김양호(2003)의 연구에서도 조직 구성원들 간
의 신뢰가 공유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조직학습을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소들은 조직의 문화적 측면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
성원들간의 사적 신뢰가 구축되지 못하면 무형적 지식인 암묵지의 공유는 어려워지고, 반
면 구성원들의 비전에 대한 공유가 높아질수록 관련지식 간 결합 활동의 수준도 높아진다
고 할 수 있다(박순미, 2000).
정리하자면 조직학습의 과정을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식이란 서로 다
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창출되고 공유된다고 보는 것이 적
절할 수 있다. 이처럼 지식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전이가 아니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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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조직학습의 이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Plaskoff, 2003). 또한 지식을 저장물(stock)의 형태로 보게 되면 지식은 창출된 후 전이, 변
환되고, 저장, 관리, 활용되는 객체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지식은 객체로서 축적되는 것으
로 기능하기 보다는 축적된 지식이 실천행동(flow)을 통해 ‘지혜’로 내재화됨으로써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현경택, 홍아정, 2010). 이처럼 지식에 대한 여
러 관점들을 종합해보면 지식을 ‘객체(object)’로서 볼 것인가 아니면 ‘과정(process)’으로 볼
것인가의 차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즉, 조직학습의 과정은 과정 및 시스템으로 구축된 것
으로서, 여러 연구자들의 조직학습 과정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볼 때 조직학습이란 조직 내
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과정으로서 정보의 획득→확산→공유(해석)→활용(의사결정) 등
과 같은 동태적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임세영, 김시태, 2009; 장종태, 2007). 본 연
구에서도 조직학습에서의 지식을 ‘객체’로서의 관점보다는 ‘과정’으로서의 관점에서 바라
보고자 하였으며, 조직학습에 대한 분석과정에 지식의 획득에서 활용에 이르는 일련의 프
로세스를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Ⅲ 연구방법
.

1. 연구사례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국내 한 NPO(이하 H단체)의 사례를 통해 조직학습 과정에 있어서 구성원들
의 경험과 인식차이가 주는 의미탐색을 위한 질적연구이다. H단체는 개인과 기업의 기부
와 자원봉사를 원천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기독교 정신과 가치를 모태로 국내외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설립된 H단체 국제본
부의 영향을 받아 1994년에 국내에도 처음 단체가 구성되었고, 1995년에 정부 등록을 마침
으로써 공식적인 사단법인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 국제적 관심 증가로 조직의 규모가 지
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 조직을 본 연구에서 사례로 선택한 이
유는 NPO가 일반 영리기업 등과는 다른 특징적인 인력구조-여성 및 미혼남성 인력의 비
율이 높고, 40대 전후의 관리자급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등-를 H단체가 전형적으로 보여
주고 있고, 근무인력 중 기독교인들이 많아 조직이 지향하는 청교도적이고 공익적인 가치
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NPO에서의 조직학습과 조직문화에 대한 모
습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에 매우 적합한 조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H단체는
다양한 배경과 조직 및 업무경험을 가진 인력들이 조직 내부에 혼재하고 있어 상호간에
지식창출과 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이 어떠한 의미로 작

비영리 조직(NPO) 구성원의 조직문화 인식과 학습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79

용하는가를 살펴보는데 좋은 사례가 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초는 해석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고, 이 관점에서는 이론을 검증
하거나 실험 혹은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일반화하거나 예측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Merriam, 1998). 본 연구에서도 조직학습에 대한 이해는 연역적인 검증의 차원이 아니라
연구의 귀납적 방법으로 얻어지는 지식으로 구성되었고, 여기서 얻어진 모든 실제적 내용
들은 조직학습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조사되고 해석되었다. 이는
Merriam(1998)의 질적 연구의 중요한 철학적 가정인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현상은 상호작용
하는 각 개인에 의해 구성된다는 관점을 따른 것인데, 이는 본 연구가 조직 내 학습과정에
참여하는 각 구성원들 사이에 도출되는 의미와 담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관심이 있
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례연구 설계는 상황과 그 내부에 포함된 의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Merriam, 1998). 본 연구에서도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학습에 관
련된 대화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묘사와 분석을 통해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찾고자 하였
다. 그것은 사례연구가 현상과 맥락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실생활의
맥락 안에서 동시대의 현상을 조사하는 경험적인 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Merriam,
1998; Yin, 2003). 또한 사례연구가 다른 질적연구 방법론에 비해 단일 사례에 대한 심층기
술과 분석을 전개하고 그것을 통해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
이기도 하다(Cresswell, 2007).
H단체의 인적구성을 들여다보면, 전체 임직원 수는 63명이며 이 중 40명 정도가 본부에
근무하고 있고, 본부 여성인력의 비율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정년은 59세이나 정년
에 해당하지 않는 자문역, 고문 등의 인력은 60세 이상으로 여러 명 근무하고 있고 이들도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실장급 이상의 직원들의 경력은 주로 대기업 및 공공
기관 출신이 많았고 60대의 대표, 고문, 자문역 등은 임원출신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과장급
인터뷰 인원 6명 중 4명은 실장대행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성인력의 경우는 대학생일 때
인턴으로 근무했다가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았고, 경력직의 경우에는 NPO 경험이 있
는 경우가 많았다. 남성 직원들의 경우 주로 건축 직무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민간 건설회사, 설계회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심층면담은 전체 구성
원 중 약 70%인 40명을 실시하였고, 분석은 이 중 직위, 부서 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2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사에서의 여성비율이 많으나 실제 현장근무자와 고위직(실장~임
원)에 주로 남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50:50의 비율로 구성하였다. 심층면담 분석대상의 정
보는 <표 2>와 같다.

80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8 No.2, 2015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성명
강OO
권OO
김OO
남OO
노OO
문OO
민OO
박OO
배OO
서OO
송OO
신OO
오OO
윤OO
이OO
장OO
정OO
최OO
하OO
홍OO

연령
63
62
59
53
48
52
40
43
33
35
35
34
29
31
27
27
26
24
25
23

<표 2> 심층면담 분석 대상

성별
남
남
남
남
남
남
여
여
여
여
남
남
남
남
여
남
여
여
여
여

직위
자문역
경영고문
본부장
본부장
실장
실장
실장
실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간사
간사
간사

근무년수
10년
5년
3년
7년
1년
5년
6개월
10년
9년
2년
3년
6년
3년
3개월
3년
2년
4년
1년
2년
1년

이전경력
공기업 임원 출신
공기업 임원 출신
대기업 임원 출신
민간기업 출신
민간기업 출신
민간기업 출신
타 NPO 출신
설립 초기 멤버
이전경력 없음
인테리어 사업경험
벤처기업 출신
대학원 경력
IT벤처기업 출신
민간설계회사 출신
소규모 벤처기업 출신
이전경력 없음
이전경력 없음
이전경력 없음
이전경력 없음
인턴 출신

2. 자료 수집 및 분석

사례연구는 실험연구, 조사연구, 역사연구 등과 다르게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과 관련한
방법적인 제한이 없다(Merriam, 1998).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다각화(triangulation)
의 원칙에 따라 심층면담, 관찰, 문헌자료 분석 등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자료수집 방법
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사례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도와 친숙도 증가를 위해 사전
에 연구대상 조직과 관련된 문헌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들은 ‘NPO 연
간보고서’, ‘직무명세표 및 업무분장표’, ‘인사제도 관련문서’, ‘주요 회의록’, ‘기타 홍보
자료’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목적을 두지 않는 질적연구는 확률적 표집
(probability sampling)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므로(Merriam, 2009), 심층면담이나 관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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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본 선택에 있어 비확률적 표집인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하였다. 목적표
집은 조사자가 표본을 통해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이해를 높이고 통찰을 얻기에 가장 적절
한 표본을 선택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Merriam, 2009). 표본 확정은 전 구성원의 심
층면담 후 의미 있는 발언을 했던 대상자들 중심으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자료분석 방법
으로는 개방코딩에 기초한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유기웅 외, 2012). 면담 종료 후 녹
취된 자료를 전사하고, 그 이후 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숙독하면서 개방코딩, 범주화, 확
인과정으로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공식적인 심층면담의 경우
2013년 11월부터 약 1달간 매주 1~2일씩 방문하여 21회를 진행하였다. 과장급 이상은 일
대일 면담(14회)으로 30분~1시간, 대리급 이하는 부서 및 남녀비율을 고려하여 3~5명의
그룹 면담(7회)을 통해 1시간~1시간30분씩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의 질문은 유연하지만 반
구조화된 질문들을 기반으로 하였다. 일대일 심층면담 외에 HR부서의 관리자 및 실무자
와의 비공식적인 대화와 이메일 교신 등을 통해서도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러한 자료들
은 심층면담 시에 대립적인 증거들(예를 들어, 내부인력의 승진 및 처우의 문제 등)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일상적인 근무 현장에서의 모습
을 관찰하였고, 근무자(전체 인원의 약 20%) 인터뷰를 위해 수도권 근교의 현장에도 한
차례 방문하였다. 주 1~2회 방문은 아침부터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출
근시간 20분 전에 있는 예배모임의 진행모습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서였으며 예배모임
관찰은 3회 실시하였다. 이러한 여러 과정들을 통해 질적/양적 자료들이 다양하게 수집
되었다.
수집 자료들 중 심층면담자료에 대해 먼저 개방코딩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중요
한 이론적 범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주니어와 시니어들 간에 현재와 미래의 이상적
인 조직모습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바람직한 조직
의 소통체계와 방식을 생각하는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이는 경쟁가치모
형의 조직문화관점에서 볼 때 유연성과 개방성의 차이로 보였고 이 두 범주는 다시 조직
학습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기반이라는 중심범주로 설정되었다. 둘째, 개인들의 이전 경험
에서 형성된 지식들이 어떻게 공유되고 활용되는 지가 조직지식을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들은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 생성된 지식을
재탐색하고, 공유와 활용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때 조직 내 지식이 생성된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 본 연구에서 이는 지식탐색 및 획득 차원과 지식공유 및 활용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었고, 다시 이 두 범주는 조직학습의 지식창출 과정이라는 중심범주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NPO 학습과정의 특징적 모습들을 나타내는 조직학습 과정의 범주들은
<표 3>과 같다.
특히 심층면담 과정에서 나타난 대립증거들은 교차검증과 함께 관련 문헌의 이론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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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앞서 일예로 든 NPO 현장에서 내부인력에 대한 상대적 차별은
관련문헌에서도 유사한 주장들이 발견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폐기하였다. 이처럼 이론과 수
집된 자료분석과의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이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현상에 영향을
주는 관련된 범주들을 확인하게 해주었으며, <표 3>에 포함된 범주들은 제거와 종합 과정
의 결과이다.
<표 3> 분석범주

차 범주
1-가-1) 효과적 업무추진 방식에 대한 관점
1-가-2) 조직 내 체계 및 위계에 대한 관점
1-가-3) 바람직한 관리자 역할에 대한 관점
1-나-1) 내부 공유비전의 기능에 대한 관점
1-나-2) 세대계층 간 결속문화를 보는 관점
1-나-3) 자기주도적 조직 혁신에 대한 관점
2-가-1) 지식탐색의 채널: 공식적 vs. 비공식적
2-가-2) 정보전이의 방향: 수직적 vs. 수평적
2-가-3) 탐색촉진의 유인: 외적 vs. 내적
2-나-1) 의사결정의 과정: 위계적 vs. 혁신적
2-나-2) 지식공유의 방식: 형식적 vs. 비형식적
2-나-3) 지속혁신의 수용: 긍정적 vs. 부정적
2

차 범주

중심범주

1

가 조직문화의
유연성 차원

1- .

1.

나 조직문화의
개방성 차원

1- .

가 지식탐색 및
획득 차원

조직학습의
문화적 기반

2- .

나 지식공유 및
활용 차원

2- .

2.

조직학습의
지식창출 과정

Ⅳ 연구결과
.

1. 조직학습의 문화적 기반

가 조직문화의 유연성 차원 ‘자율성’
.

:

vs.

‘통제성’

효과적 업무추진 방식에 대한 관점
임직원 인터뷰 및 관찰의 결과 업무추진 프로세스를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인식에 있어
서 주니어(과장급 이하, 주로 20대 초반~30대 중반) 직원들과 시니어(실장급 이상, 주로 40
대 후반~60대 초반) 직원들은 비교적 자유롭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
다는 면에서 비슷한 인식을 보였으나, 이에 대한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주니어들의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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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었던 반면 시니어들은 조직 내에 권위와 체계가 없다는 식의 다소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시니어들이 과거 근
무했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의 문화적 경험에 대한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여졌다. 예
를 들어, 시니어 직원들은 자유로운 업무추진이 룰과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주니어 직원들은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업무추진을 하는데 매우 큰 동기부
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대기업처럼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아요 우리 조직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롭다 그런데 자유로운 것도 문제가 있는데 직원들은 상당히 자유롭
게 얘기해요 룰은 룰대로 있는데 자유롭게 무시하고 룰을 적용하면 직원들은 불만이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대기업처럼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아요 그래 자유롭게 일하는
문화는 좋아 김 본부장
.

?

.

..

.

... (

OO

...

, 1-4)

업무 쪽에서는 우리들 의견을 반영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어서 실무진들이 책임감이 강
화되어서 업무를 더 열심히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것 같구요 그리고 또 수시로
윗분들이 중간 간부급부터 보시면 사조직과는 좀 다르게 실무진들을 칭찬을 많이 해주시
는 편이고 제약이 덜하신 편이죠 이 대리
,

.

,

. (

OO

, 1096-1099)

조직 내 체계와 위계에 대한 관점
H단체의 경우 주니어 직원들은 민간기업 경험이 거의 없는 반면에 실장급 이상의 40
대 후반 이후 직원들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관리자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경
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험의 차이로 인하여 주니어 직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직생
활을 선호하는 반면, 시니어 직원들은 이전 회사경험에 비추어 조직 내 체계나 위계가
부족하여, 어느 정도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물론 주니어 직원들 중
에서도 대기업 경험이 있는 일부 직원들은 조직 내 운영체계가 다소 느슨하다고 생각하
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전통적인 위계 조직에서의 문화에 대한 경험유무가 조직의 관리
구조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곳에서는 서로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전 경험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즉 주니어들은 시니어들이 NPO 근무경험이
없다는 것을, 시니어들은 주니어들이 체계적인 조직에서 근무경험이 없다는 것을 부정적
으로 보고 있었다.
2)

우리 조직은 자원봉사자로서 헌신하는 구성원들의 문화 은퇴하신 분들의 문화 연령대
로 그룹이 나누어 있어요 본부장들은 회사와 사회에서 경험이 많고 전문성도 있어요 실
장들도 그런 편이고 반면에 과장급 이하는 처음 직장생활을 했거나 큰 조직 경험이 없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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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일을 하면서 아는
것이에요 노 실장
.

. (

.

OO

, 163-169)

외부에서 경력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근래에는 과장급 실장급들이 많은데 물론 이
분들이 전문적인 역량들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의 조직문화를 개인이 수용하지 못하시
고 예전 방식 그대로 지시하거나 가르치거나 통제하거나 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있었던 사람이랑 갭이 있는 거죠 내가 익숙한 것은 이런 지시방식이나 대화방식이
아닌데 이 분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따라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죠 정 대리
,

NPO

.

.

.

?

.

(

OO

,

949-952)

과장님 실장님 본부장님들이 있으면 순서라든가 위계가 잘 타고 올라갔다 내려와야 하
는데 이 과정 자체가 원만하지 않더라고요 윤 대리
-

-

. (

OO

, 1239-1240)

바람직한 관리자 역할에 대한 관점
H단체의 인적구성에 있어서 특징은 주니어와 시니어 사이에 중간관리자(30대 후반~40대
중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H단체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3개 본부 중 1개직은 실장이 본
부장을 대행하고 있고, 12개 실에서 50% 정도는 과장급 직원이 실장대행을 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면담과 비공식 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이러한 중간관리자
부재가 계층에 관계없이 모두가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HR부서의 관
리자와의 면담을 통해 H단체의 중간관리자 부재의 이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
인 이유는 40대 초중반이 주로 맡게 되는 실장급 직책에서 민간기업 대비 급여수준을 맞
추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채용 및 지속 유지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급여체
계나 수준이 비슷한 다른 NPO들도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중간관리자의 부
재가 왜 조직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중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과 관련하여 주니어와 시니어 간 상당히 다른 인식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주니어들은 H단체의 고유한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실무책임자 수준의 중간
관리자가 없다는 것을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했고, 시니어들의 경우 자신들과 주니어들 간
에 적극적인 소통 역할을 해줄 조직 경험이 많은 관리자의 부재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
다. 이는 위계적 관리문화를 경험한 시니어들은 중간관리자에게 통제와 조정의 역할을, 그
러한 경험을 갖지 않고 있는 주니어들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힘있고 능력있는 팀 구성
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니어와 시니어 간에는 근본적으로 관리자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3)

세부터 대 초반의 중간 관리자들이 여기는 부족하잖아요 대표님도 제 나이쯤 되는
사람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 이예요 과장
35

40

.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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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이하의 직원들 간에 수평적으로는 소통이 비교적 원만한데 수직적으로는 다소 미흡하
지 않나 해요 중간 관리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민 실장
.

. (

OO

, 467-468)

저도 전문성 있는 중간관리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에 있던 상사 분들에 비해 여기 계
신 상사 분들이 일을 잘 못하세요 일을 잘 모르시니까 업무가이드도 없고 기부만 해주면
탱큐 체계도 없는 것 같고 오 대리
,

.

.

... (

OO

, 777-778)

나 조직문화의 개방성 차원 ‘내부지향’
.

:

vs.

‘외부지향’

내부 공유비전의 기능에 대한 관점
H단체의 역사, 비전 및 미션 등은 매 분기마다 작성하는 이사회 회의록의 맨 처음에 매
번 꾸준히 제시되어 있었고, 사무실 출입구 앞 및 교육장에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
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단체는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된 강력한 비전
과 미션을 보유하고 있고, 구성원들의 90% 이상이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으며 매일 출
근 직후 30분 정도의 공식적인 예배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예배 행사에는 사무실 근
무 직원의 평균 70% 정도가 참여하고 있을 만큼 직원들의 정신적 결속에 종교가 매우 큰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조직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 구성
원들은 강한 공유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전 공유는 내부 결속에 긍정적인 역할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종교를 매개로 한 공유의식은 H단체의 조
직문화가 내부지향적인 성격을 띠게 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면담과정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

처음에 들어올 때는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크리스천으
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돈을 적게 받더라도 그래서 삼성 현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도 많아요 강 자문역
.

.

. (

OO

,

,

, 102-103)

제일 좋은 것은 구성원들이 우리 단체에 대한 충성도 자체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예
를 들어 이직하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그 분들은 우리의 비전에 좀 더 공감하지 못하
고 아무래도 이다보니까 급여도 작은 이유 때문이고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만 우리 조직의 비전에 공감하고 여기에 남아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배 과장
.

,

NPO

. (

OO

,

, 390-393).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신앙이 있으면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예요 그런 부분이
가장 좋고 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버텨나갈 수 있
는 것 같아요 이 대리
.

. (

OO

, 110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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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계층 간 결속문화를 보는 관점
H단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구성원들이 대부분 기독교 정신이라는 하나의 공유 가치
를 가지고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조직 생활에 있어서는 끼리끼리의 결속 문
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특징적인 모습이 되고 있는 세대 간 의식 차이
에 따른 젊은 세대들의 자신들만의 소통 공간 구축을 그 원인으로 찾아볼 수 있으나, H단
체가 갖는 인적구성의 특수성에도 많은 부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앞에서도 언급되
었듯이 민간기업 경력이 많은 시니어 직원들을 바라보는 주니어 직원들의 시각은 ‘그들은
NPO를 잘 모른다’이며, 반면 시니어 직원들을 주니어 직원들에 대해 ‘그들은 조직을 잘
모른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각 세대 간의 ‘끼리끼리’ 문화를
조성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끼리끼리’ 문화는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을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었고 문화가 다른 외부
조직에서 온 구성원들에 대해 배타적인 소그룹별 문화를 생성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2)

주니어들끼리는 워낙 친하고 사실 내가 어떤 안건이라든지 의견을 윗 분들과 얘기하는
통로는 열려있기는 해요 수용을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른들 ㅎㅎ 이 말투
가 좀 익숙해졌어요 비공식 자리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 어르신이라고 해요 김 간사
,

.

.

.

.

. (

OO

,

1120-1122).

저희가 아무래도 사랑을 전하는 단체라서 조직문화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예
요 조직 간에 시니어는 예외라고 하더라도 실장 이하 급들의 관계는 정말로 가족 정도로
너무 좋아요 업무 외에 이런 조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좋아요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문화는 좋아요 정 대리
.

.

.

. (

OO

, 883-886)

단체 특성 상 대부분 직장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
통적 조직문화를 갖추는데 부족한 면이 될 수도 있거든요 태도나 인성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 실장
NPO

.

.

. (

OO

, 511-512)

자기주도적 조직혁신에 대한 관점
외부홍보를 위한 단체소개자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식적 문서나 홈페이지 등에
서 H단체의 최종 의결권을 가진 조직은 이사회로 나타나 있다. 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사
업추진 및 인사정책 등의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며, 단체 대표의 선정 및 임기연장
여부도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고 있었다. 자료수집 기간 동안 2차례 이사회가 본부 회의실
에서 진행되었었는데 전 직원들이 의결내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다는 것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처럼 H단체는 외부 이사회의 강력한 영향으로 내부의 의사결정자들이 소
신껏 일하는데 한계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부의 이러한 강력한 영향력에 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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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자기주도식의 혁신에 대한 회피는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 혁
신의 한계를 가지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 측면들이 오래된 직원들
의 매너리즘과 타성, 그리고 다른 경험을 가진 외부 인력에 대한 배타성과 결합되어 구성
원들의 혁신 회피 및 수동적 태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외
부에서 새로 들어온 인력들에게는 조직의 한계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곳의 조직체계는 먼저 이사회가 있고 그 밑으로 대표와 본부장 그 밑에 실장 과장
들이 간부고 그 밑에 대리 간사예요 이사회의 운영위원회 분들은 법적인 책임자이고 책
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특성이 좀 그러하죠 대표 임기는 년
이고 년마다 평가를 받아요 그러므로 대표님은 운영위원회를 의식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체제라는 것이죠 김 본부장
,

,

,

.

,

.. NPO

1

,

.

2

,

. (

OO

, 5-10)

대체적으로는 안주하는 문화예요 지금이 좋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고 앞에서 끌
고 나가려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어요 송 과장
.

.

.

(

OO

,

239-240)

전체적인 느낌은 현장 팀장님들이 너무 현장에만 있지 않았나 본부에서 전체적인 상황
도 보시고 교육도 같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어요 조직이 더 커나가라면 그 분들이 더 많
은 일을 해야 하는데 예전에 하던 식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윤 대리
.

.

.

(

OO

, 1232-1235)

2. 조직 내 지식의 창출과 공유과정

가 지식의 탐색과 획득
.

지식탐색의 채널: ‘공식적’ vs. ‘비공식적’
H단체는 지식탐색 및 획득을 위해 공식적인 소통채널보다는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한 소
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특히 주니어 직원들 간에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
는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위계적인 소통에 대한 경험이 적은 주니어 직원들이 공식
적인 소통보다는 비공식적 소통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민간기
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고 할 수는 있으나 H단체만의 특징적인 부
분은 시니어와 주니어들이 혼합된 비공식적 관계소통이 아니라 주니어들만의 비공식적 소
통이 더 선호되고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1)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관계를 형성하면서 타 부서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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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조금 꼬여 있는 부분인지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이런 반응
이 나온다는 것은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게 되요 공식적으
로는 편하게 뭔가 업무가 꼬였을 때 찾아가서 묻는 일은 조금 비교적 적은 편이고요 사
람들끼리 만나서 젊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정 대리
,

...

.

. (

OO

, 853-857)

정보전이의 방향: ‘수직적’ vs. ‘수평적’
조직 내에서 정보의 전이는 수직적인 형태보다는 수평적인 형태에서 더 원활한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주니어 직원들과 시니어 직원들 간의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은 잘 이루어지
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시니어 직원들이 외부에서 NPO와는 다른 경험들을 쌓고 경
력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아 주니어 직원들이 그들에게서 실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
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도 이유 중의 한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니어 직원들 또
한 내부에 주니어 직원들을 제대로 가르칠만한 직원이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
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실제로 시니어 직원들이 갖고 있는 일반 업무처리에서의 전문성이
주니어 직원들에게 전이가 잘 안 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특히 주니어 직원들
은 시니어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한 전문 정
보들은 외부에서 찾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니어 직원들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내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한 지식 공유를 원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시니어 직원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 조직에서 올라온 간사 대리들은 윗사람한테 제대로 배웠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떨어져요 제대로 모든 면에서 배우지를 못했죠 ” 김 본부장
여기서
물어볼 데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인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알아야 할 텐데 내부에
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오 대리
,

,

.

. (

OO

,

58-59).

.

. (

OO

, 708-709)

지금 관리자급에는 실무자 수준에서 커서 올라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자들
이 바라보기에 실무가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 실무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볼 때는 그 분들이 실무자의 어려움이나 구체
적인 업무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직접 얘기하려 하지 않아요 정 대리
.

,

.

.

(

OO

,

934-937)

분야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외부가 좋다고 봐요 내부직원들을 생각들을 공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외부인의 새로운 관점이나 철학을 습득하고 내부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정 대리
외부에서 찾습니다 급할 때는 외부 친구들에게서
찾아요 주변에 다 전공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장 대
리
,

.

,

. (

.

, 945-946)

OO

, 917-918).

.

.

(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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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말씀을 하셔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엑셀 피벗테이블을 배웠는데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네이버에서 배웠어요 외부교육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시간 압박 등으로 시도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다른 부서에 잘 하는 사람들이 있
어서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 대리
,

,

.

. (

OO

, 998-1000)

탐색촉진의 유인: ‘외적’ vs. ‘내적’
지식탐색 및 획득에 있어서 직원들은 조직에서 주는 외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
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NPO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성과에 대한 압박이 덜
한 대신 전문성에 대한 지원도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다. H단체도 전문성 확보를 위
한 지식획득에 주는 인센티브는 약하다는 인식을 직원들이 하고 있었다. 이러한 외적 인센
티브의 부족은 H단체를 포함한 NPO들이 내부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주요한 어려움인 것으
로 판단되었다.
3)

경력인정을 다른 회사는 회사에서 해주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서류도 다 만들어야 해고
다 해야 해요 솔직히 여기서는 기술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역량을 높이려는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나는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잘하고 싶은 생
각은 있는데 조직이 지원해주지를 않다보니 그러해요 이것은 기술자의 공통된 생각일 것
이에요 장 대리
,

.

.

.

.

.

. (

OO

, 988-991)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지원 또는 인센티브가 부족해요 급여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도
중요한 것인데 외적으로 인센티브가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윤 대리
.

.

(

OO

,

1253-1254)

반면 내적 유인에 의한 지식탐색의 측면도 엿보였다. 예를 들어,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
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비공식적 채널이
확보되지 못한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
런 이유로 공식적인 지식 획득의 기회를 조직이 제공해주기를 원하는 욕구도 나타나고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직무순환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는 것이 맞는다고는 생각하나 다
만 대리급은 경력직으로 뽑기 때문에 공무나 공사를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을 그 목적으로
뽑기 때문에 직무순환이 되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신 과장
,

. (

OO

, 577-579)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싶고 여러 본부의 역할들도 해보고 싶고 그 본부에
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하고 서로 체험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있었
으면 좋겠어요 윤 대리
,

. (

OO

, 1270-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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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서 간의 소식지 같은 개념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 부서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제가 꼭 안 하더라도요 윤 대리
.

. (

OO

, 1281-1282)

나 지식의 공유와 활용
.

의사결정의 과정: ‘혁신적’ vs. ‘위계적’
H단체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전형적인 조직에서 나타나는 상부하달식이 아닌 다소 혁
신적인 조직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이는 H단체가 Cameron과 Quinn(1999)이 얘기한 관계
지향문화의 모습을 띠고 있으면서도 혁신지향문화를 지향하다보니 혁신지향문화의 특성인
비정형화된 업무추진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한 경우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위계적 조직에서 오랜 경험을 했던 시니어 직원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주고 있었다. 그들은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가 조직의
위계를 깨뜨리고 업무의 성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1)

어떤 일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신속하게
반영이 되요 그런 거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단체의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기존에 현장에 있던 우리 팀장님들이 사실 뭐 짧게는 년 길게는 년
이상 하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하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하는 방식은 사실 저는
일반 건설회사에서 경력 년 갖고 왔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고 이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분
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이 좀 필요하더라
고요 윤 대리
.

.

7~8

,

10

?

7

. (

OO

,

.

, 1212-1216)

기획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섭외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대리급에서 이루어지다보니 누
구 책임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면 대리급만 되도 기획이
나 섭외는 할 수 있는데 결정까지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상
급자를 못 믿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교육이 잘 안되어서 그러는
측면도 있어요 강 자문역
,

,

...

,

,

.

,

. (

OO

, 141-144)

지식공유의 과정: ‘형식적’ vs. ‘비형식적’
매일 아침에 진행되는 예배행사를 관찰해보면 유용한 정보나 지식들이 이 자리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예배행사는 단순히 예배만이 아니라 주요 업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었는데 예배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이었던 반면, 업무 공유
에 있어서는 다소 형식적이고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 유연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대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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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 웃음박수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은 다소 형
식적으로 따라하기도 하였다. H단체는 주니어 직원들 사이에 비공식적 관계소통을 선호하
는 조직문화를 갖고 있는 이유로 지식을 공유하는 형식적인(formal)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
는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외부 교육이나 세미나를 다녀와서 조직 차원의
공유 활동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외부에서 습득한
자료나 자신이 생성한 지식들을 자기 지식으로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식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개인적 수준이나 친한 관계에 있는 사
람들 간의 한정된 범위에서 비형식적인 지식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유를 권유 받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부담스러워요 교육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되
면 너무 부담을 갖게 되요 오 대리
.

. (

OO

, 728-729)

지금까지 개인들이 받았던 교육들은 조직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어서 조직이 해주지 않으니까 간 것이 많다 보니 친한 사람과 비공식적으
로 공유하는 차원이죠 그들에게는 자료도 직접 보여주고 해요 공식적 공유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또 개인들한테는 부담이니까 정 대리
.

.

.

... (

OO

, 920-923)

지속혁신의 수용: ‘긍정적’ vs. ‘부정적’
H단체의 운영계획과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국제본부의 중장기 전략에 따라 국내의 전
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거시적인 차원의 전략방향(예를 들어, 지역
사회의 영향력 구축)이므로 운영차원에서는 다양한 혁신의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게끔 되
어 있다. 하지만 H단체의 직원들은 혁신적인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
것은 H단체의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벤처 스타일을 따르고는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은
최고 의사결정진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으로 보여진다. H단체의 경우 의
사결정권자들의 연령대가 높고, 실제로 최고경영자는 2년의 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
나 혁신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오래 근무하여
기존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직원들 또한 새로운 직원들의 혁신 아이디어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3)

역량부족으로 업무문제가 생기는 것은 현장에서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똑
같은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시스템을 바꾸거나 구조적인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는 위로부터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는 있죠 신 과장
.

.

,

. (

OO

, 568-570)

처음 여기 왔을 때 기존의 문화는 ‘왜 괜한 일을 만드냐’라는 것들이 강했거든요 그럼
우리 조직문화는 뭐야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그렇지 않나’생각되고 ‘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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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안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강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나름 너무나 잘하
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더 잘할 수 있게끔 리딩을 못해주었을 뿐이지 그들이 못하
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경험했던 생각과 시간이 지나면서 실무진들
이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느꼈던 생각은 결국에는 윗선의 문제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
고요 요즘에 년 되어 들은 생각이에요 서 과장
,

.

.

.

2

. (

OO

, 647-653)

그렇게 오래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추세에 맞춰서
발 맞춰 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변화에 못 따라가 가니까 네거티브하게 말하는 것
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서 과장
. (

OO

, 667-669)

Ⅴ 결론 및 제언
.

는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민간기업과는 많은 차
이를 보여주고 있다. 민간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기반으로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지만, NPO의 경우에는 이윤이 아니라 공익추구를 가치로 하여 자발
성과 자율성, 참여지향성, 자원봉사 등을 통해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한준구, 2003). 따라
서 NPO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동기에 의해 조직성과가 크게 좌우되
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이창길, 김란수, 2011). 본 연구의 사례인 H단체의 경우 최근 인
력규모 및 조직이 커진 것에 비해 조직의 통합 및 성과는 그만큼의 성장을 보여주지는 않
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조직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세대 간의 끼리끼리 문화로 형성되어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
회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것은 구성원들이 가진 이전의 다른 조직문화에서의 경험과
인식이 조직학습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인 H단체의 경
우 단순히 연령 차이를 떠나서 주니어와 시니어 간의 경험의 차이가 서로를 바라보는 인
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그들의 이전 경험은 현재
의 조직문화를 인식하는데 있어서도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
고 이러한 입장 차이는 주니어와 시니어 직원들이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학습하는 데 있
어서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H단체가 갖는 세대 간의 소통 문제
는 지식이 활용되는 의사결정과 업무추진의 과정에서도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보여주
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 조직문화를 구성원들이 ‘유연하게’ 혹은 ‘위계적’으로 인식하는가가 지식을
탐색하고 획득하는 과정에서의 소통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이다. 즉 조직문화에서
N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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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또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가진 직원들은 원활한 소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
게 되고 이는 지식탐색과 획득을 위한 내부공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민
간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조직문화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도 동일하다(송영선, 이희수,
2009; 임세영, 임시태, 2009). 반대로 좀 더 조직이 위계에 따라 체계적인 형태를 가질 필
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진 직원들은 공식적인 지식공유의 프로세스를 추구하나, 이럴 경우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과는 지식의 공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실제로
H단체의 경우 주니어들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은 적어도 그들 간에
지식이 공유되는데 촉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시니어들과의 지식공유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 구성원들의 이전 조직에서의 경험 차이에 의한 상반된 조직문화 인식은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NPO들이 공통적으
로 안고 있는 40대 전후의 중간관리자 부재에 따른 문제(이희태, 2007) 인식에 있어서 서
로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자율적이고 내부지향적인 문화에 대한 선호 인식은 내부
미션과 소명의식이 충만한 실무형 중간관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조직의 위계
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상하간 소통의 연결고리로서의 중간관리자의 필요성을 주장하
였다. 이러한 차이는 유입된 중간관리자가 조직 내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지
장을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직에 정착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H단체의 경우도 경력으로 입사한 중간관리자가 조직에서 최고경영
진의 요구와 주니어 직원들 간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셋째, 조직문화가 극도로 내부지향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지식공유 및 활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지식사회에서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생존
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지식 뿐 아니라 외부의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조직학습
능력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권석균, 1995; 윤정구, 2010; Teece, 2007; Zahra
& George, 2002). 하지만 내부의 강력한 비전이나 미션에 강하게 몰입한 구성원들은 다른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간기업의 구
성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사명감을 가진 NPO의 구성원들이 외부 인력을 통해 새로
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새로운 지식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못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게다가 H단체의 경우 외부에서 온 인력들이 주로 임기직의 의사결정진에 포진하
고 있어 이들은 변화와 혁신보다는 안정적 조직에 대한 열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이유로 다른 경험을 가진 주니어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욕구를 조직이 충족
시켜 주지 못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구성원들이 좀 더 만족하면서 바람직한 성과를 창출하는 NPO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바라보는 세대 간 관점의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 NPO는
구조적으로 인력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은퇴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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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입되는 상황에서(이희태, 2007), 경험과 연령에 따른 세대 간의 간극은 어쩔 수 없
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연령대가 높은 의사결정자들이 새로운 변화나 혁신에 둔감해질 수 있는 태도가 NPO
에 입사하는 주니어 직원들과의 소통에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식과 비공
식이 혼합된 소통의 공간이 필요한데, CoP의 적극적 활용 등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CoP활동을 통해 업무의 성
과를 높이고 소통의 벽을 깨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가 HRD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HRD 프로
그램이 개인개발 차원의 학습 위주에서 탈피하여 조직문화적 관점에서 조직 내 소통의 기
반 및 방법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H단체와 같은 NPO
뿐 아니라 민간 영리기업에 있어서도 경력직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경험기반을 가진 경력직원들을 어떻게 조직에 동화시킬 것인가의 차원에 있어서
조직문화적인 접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집체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의 지식공유가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을 HRD담당자들이 인정하면서도 공식화하거나
구조화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천 맥락에서는 단순한 수준의 적용(예를 들어 간담회, 분
임토의)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HRD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
해 다른 동료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이해영, 2008), 서로가 좀 더 깊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은 물론 다
양한 형태와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많은 조직사회화 프로그램(예를 들어 신입사원입문교육, 핵심가치교육 등)은 조직
의 핵심가치나 설립목적 등을 공유하는 목적공유와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공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하면, 조직들은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일관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비전과 미션을 사용하여 긍정적인
내용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이것들이 추상적이어서 일상적인 조직학습과는 잘 연계되
지 못한다(LaGuardia, 2008). 즉 직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조직학습의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관계적 차원의 지식공유(박순미, 2000; Nahapiet
& Ghoshal, 1998)인 ‘맥락공유'가 보다 더 필요하다. 직원들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조직 내에 형성된 다양한 상황의 인과관계와 관련된 ‘맥락공유'는 서로 다
른 시공간에서 생활해 왔던 조직구성원의 계층 간 인식차를 극복하고 상호주관성 획득을
위한 진정한 소통적 공유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프로그램에 개발에 반영하는 노력들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결속력이 강하고 특정한 조직문화(종교적 색채 포함)을 가진 NPO
단체였다는 점에서 타 조직 적용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가 질적 사
례연구로서 양적연구에서처럼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현상에 대한 풍부하고 총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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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술을 통해 본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에게 또 다른 통찰을 제공하고 간접 경
험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통찰을 통해 향후 객
관적이고 실증적인 후속연구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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