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속의삶：

성격과팀수행

제 4 장

인류는집단으로살아가도록진화해왔고, 본질적으로사회적

존재이다. 즉 사람들은외로움과무시된다는느낌을피하기

위해지속적인상호작용을필요로하며, 또한장기적생존을위해서

도집단의일부가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의미에서인류의가

장중요한성취들이집단작업의결과들이었다는것은당연하다. 이

러한인류의집단적성취에대한역사에도불구하고심리학이론들

은전형적으로개인주의적인견해를지녀왔다. 즉사람들은이기적

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성장과발달에의해서동기화된다고

가정한다(Hogan, 1975). 인간이개인주의적이라는견해가널리통

용되고는있지만, 인류의진화와역사적사실과는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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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과는 달리 사회학은 집합적(또는 집단적) 현상에 집중해

왔으며, 개인주의는집단해체기에나타나는현상으로본다. 즉사

회학자들은개인주의가집단의활력과정서적일체감을잃은집단

에서나타나는현상이라고믿는다. 개인주의에대한사회학의비판

은 심리학적 견해보다는 인류 진화의 역사와 일치한다. 비록 사람

들이 가끔은 내적 세계에 심취하거나 혼자 고립되어 있기도 하지

만, 대부분의경우는집단속에서다른사람들과함께생활하며관

계를맺고함께일하며시간을보낸다. 이장은사회속에서의삶에

관해서다룬다. 이장은개인의성격이집단이나팀의수행과어떤

관계가있는지에초점을두는집단과팀에서의심리학에대해검토

하고자한다. 

팀(team)이라는용어는세계공통의용어이다. 이용어는공동의

목표를추구하는집단을묘사하기위해서고안되었다. 심지어일상

용어에“프로젝트를수주하기위해서다른회사와한팀을이루었

다.”라는문장에서의‘팀을이루다(to team with)’와같이팀과관

련된동사도있다. 결과적으로일상언어에서팀이라는단어는작업

집단(workgroup)이라는개념과혼용해서사용되기도한다. 그럼에

도불구하고팀과작업집단은구분된다. 팀은작업집단이될수있

지만작업집단이필연적으로팀인것은아니다. 

팀은‘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으로 종종 정의된다. 예를 들

어, 테니스나 스쿼시 복식조는 2인 팀이다. 그러나 2인 팀과 3인

팀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2인 집단은 잠정적

협정을논의할수있으므로집단의형성과유지가상대적으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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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심지어 2인집단에갈등이있을때한사람이성숙하게갈등

을다루면차이는해소된다. 그러나3인집단은본질적으로2인집

단보다복잡하고불안정하다. 세명이상호작용할경우종종두사

람이다른한사람을집단적으로대항하는동맹(coalition)이형성

되기때문에결과를예측하기가훨씬힘들다. 집단이커지면서2인

과 3인관계는발달하고, 중복되고, 상호작용한다. 집단을주의깊

게살펴보면큰집단이 1인, 2인, 3인으로나뉘는것을볼수있다.

다섯 명으로 구성된 집단은 2인 집단과 3인 집단의 조합 또는 두

개의 2인 집단과 1인(이 사람은 잠재적 연합의 대상이 됨)으로 행

동할것이다.

팀은(1) 공동의목표를추구하고, (2) 서로의수행이상호의존적이

며(예, 한사람의행동이다른사람의행동에따라서달라짐), (3) 공

동의리더십을공유하고, (4) (팀의수행에따라서결정되는)공동운

명을지며, (5) 자신을팀의일부로보는세명또는그이상의사람

으로정의된다. 이 정의는전통적인설명과두가지면에서차이가

있다. 첫째, 이 정의는 2인집단의역동이 3인집단에비해서너무

단순하기때문에, 2인집단이특별한경우일뿐진정한팀은아니라

고본다. 둘째, 이정의는현상을강조한다. 즉사람들이자신을팀

의일원이라고보고있고, 사고와가치를공유하고있을때에만팀

의구성원으로본다(Klimoski & Mohammed, 1994). 

팀이특수한종류의집단이라는것은분명하다. 즉팀은구성원들

의역할이잘정의되어있는과제지향적인집단이다. 팀에대한이

러한정의가아무리타당하고올바르다할지라도사람들은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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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일하는사람들의집단을언급할때‘팀’이라는용어를지속적

으로사용할것이다.

결국팀의개념을구체화하는것이중요한일이아니라, 팀이개

인들로구성되어있고, (예측하기쉽지는않지만) 팀구성원들의특

성이팀의수행에기여한다는사실을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 조직

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팀이지만 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람들이다.

즉 조직은 팀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함으로써 팀

수준의성과를창출하는것이다(Koslowski & Bell, 2003, p. 335

참조).

팀의역사

대부분의사람들은학교에다니는동안운동이나게임에참여하면

서팀에대해서배우게된다. 축구팀, 심포니오케스트라, 화제작

사, 건설회사 등과 같이 성인기의 많은 직업들은 팀워크를 요구한

다. 어떤팀의일원이된다는것은자신이누구인지에대한정체성

지각에 향을미친다. 이는어떤팀의일원이되는것이대개는개

인에게매우큰의미를가지며, 더욱이팀의일원이되기까지많은

경쟁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어느 조직이나 팀이

있고, 조직을대상으로팀빌딩서비스제공을직업으로하는사람도

있다. 

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초과학적 조망을 가지고 팀 형성의 원

칙이나집단역학의측면에서팀을연구해왔다. 즉 특별한목적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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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자체에의의를둔연구를진행해온것이다. 그러나기업들

은자신들의이익에도움이되는팀연구(예, 새로운팀관리법에대

한연구)에만관심을가질것이다. 이렇듯기업의관심이보다결과

지향적이므로, 이 에는이러한관점을채택하 다. 현재팀에관한

비즈니스의관심은네가지역사적근원인사회공학적시스템, 인본

주의심리학, 미국품질운동(American quality movement), 중간

관리자감축에목적을둔다운사이징운동(downsizing movement)

과관련이있다.

사회공학시스템

사회공학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s)은만일팀이형성되어

유지될수있다면조직에정적결과가나타날것이라는관점에기

초하고있다. 사회공학시스템(Cherns, 1976)은이미형성된팀이

해체될때에는조직이낮은생산성, 사기저하및다른부정적결과

를 경험할 것이라는 역전적 견해에서 시작했다. 트리스트와 뱀포

스(Trist & Bamforth, 1951)는 집단 채굴 방식을 기계화된 채굴

장비로바꾸었을때의현상을기술한보고서를발표했다. 집단 채

굴방식에서는구역별감독이있어서알아서과제를선택하고계획

과일정을수립하며, 때에따라서는동시에여러가지일을수행하

기도하는등구역별로자율적인관리와감독이이루어졌다. 그러

나기계화된채굴장비가도입되면서기존의사회적구조는붕괴되

고, 다양한 개인적·조직적 및 수행에서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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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본주의심리학

제2차세계대전이후매슬로우(Maslow)는인본주의심리학(human－

istic psychology)을주창하 다. 1930년대부터마르크스주의자

던매슬로우는시민들이각자의잠재력을극대화할수있도록돕는

것이주정부의목표가되어야한다고믿었다. 이러한신념과일관

되게, 매슬로우는인간의최상위의동기가자신의잠재력을최대한

발휘하고자하는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의 욕구라는동기이

론을제안하 다. 이이론에서는자아실현의욕구가좌절되었을때

인간에게부정적결과가나타난다고가정한다. 

매슬로우가밝힌자아실현의개념과관련해서네가지측면에주

목해야한다. 첫째, 세계역사속에서마르크스의경제적관점은실

패적이었다. 둘째, 자아실현의개념은정의하기도어려울뿐더러, 인

간의 이기주의에 대한 구실일 뿐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치에

맞지않다. 인간의동기로서인정받기위해서는자연선택과정의관

점에서해석가능해야한다. 갈매기나고위 장류를설명하기위해

자아실현의개념을사용하는행동생물학자는없다. 셋째, 자아실현

에관한지난 50년간의연구에도불구하고, 그이론적구조의개인

간차이를측정할수있는방법을고안한사람이없다. 이사실은이

개념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넷째, 자아실현

개념의 명백한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심리학자들은

선호하는동기이론이다. 이욕구는자아실현욕구라불리기도하지

만, 때로는내생동기(Herzberg, 1966) 또는내적동기(Hackman &

Oldham, 1976)라고도불린다. 매슬로우이론의핵심적인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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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실현의욕구그자체가너무거창해서보다낮은수준의생리적

욕구로환원될수밖에없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좌절되었을때고

통을겪게된다는것이다.

1960년대에는시민의권리를위하고미군의베트남전쟁에반대

하는대규모군중시위운동들을포함하여미국내급진적인문화격

변이시작되었고, 동시에일에서자기만족을누리려는경향이나타

나기 시작했다. 응용심리학자들은“탈공업화 시대에 여유 시간을

어떻게다룰것인가?”가향후중요한이슈로부각될것이라는‘다가

올위기’에대한 들을내놓았다. 

해크만(Hackman)과올드햄(Oldham)은노동시장에서의종업원

소외에대한위기에관심을두었다. 이들은단순히직업이있는것

만으로는사람들이행복해하지않을것이며, 그보다는사람들이자

신의일에몰입할수있고개인적인의미와자기만족을찾을수있

는일을원한다고주장하 다. 이는봉급만으로는오랜기간사람들

을동기부여하는것이어려움을의미하는것이었다. 1970년대들어

기업의관리자들은구성원들을보다팀에몰입하도록하고, 일에서

의미를찾을수있도록할수있는가에대해더많은고민과노력을

기울이게되었다.

미국품질운동

제2차세계대전이후일본경제의기적은미국의기업들에게깊은인

상을 심어 주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서구 시장을 침투한 일본

제조업의능력에는어떤비 이숨어있는가? 많은사람들은그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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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세계대전이후시작된일본의총체적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이하 TQM) 기법때문이라고생각했다. TQM은근

본적으로 성격(personality)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즉 TQM은 근

로자들의특성에서의개인차가업무처리결과에미치는 향은사

소하다는가정에기초하고있다. TQM의관점에서볼때작업자들

은 시스템 내 오차를 발생시키는‘특수 원인’이다. 즉 작업자들이

팀수행에서차지하는변량은전체의10%에불과하며, 따라서기계

의톱니바퀴처럼대체가능한존재라는것이다. 작업수행의대부분

의변량은‘일반원인’인시스템의설계적결함때문이다(Deming,

1986). 

관리자들은팀수행의변화를탐지하기위해서통계적과정통제

(statistical process controls：SPCs)를사용한다. 관리자들은작

업성과의기준선을설정하고, 그기준선으로부터어느정도의오차

까지를허용할것인지‘허용오차’를결정한다. SPC 차트에서기준

선을중심으로나타나는돌출부들은특수원인에의한오차변량이

므로무시한다. 반면에일관적으로나타나는기준선에서차이는일

반원인에의한것이므로관리가필요하다. 만일조직이이러한일

반원인들을관리할수있다면성과측정치들은허용가능한오차범

위내에있게될것이다.

TQM 모델은미국에서널리받아들여졌으나이에근거한방식들

은경험적지지를거의얻지못했다. 기계조작과같은직무를제외

하고는, TQM 주창자들이제안하는만큼일반원인이작업결과에

향을주지못했다(Cascio, 1998). 잘알려져있는TQM 방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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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프로세스개선(continuous process improvement), 식스시

그마(six sigma), 카이젠방식(Kaizen methods), 저스트인 타임

관리(just－in－time management：JIT), 품질 분임조 활동(qual-

ity circle：QC) 등이 있다. 특히 QC는 종업원들이정기적인모임

을통해작업집단내의문제를논의하는활동으로, 종업원들이자신

들이하는일을보다의미있는작업으로바라볼수있도록함으로

써, 이를통해제품의품질개선, 생산성향상, 비용절감을달성하

고자하는활동이다. 

서구의 회사들은 1970년대에 QC를 시작했고, 1990년에는

《Fortune》의 1,000대 기업 중 3분의 2가 QC를 도입하고 있었다

(Lawler, Mohrman, & Ledford, 1992). 초기 연구들은 QC가 조

직의성과를증진시킨다는것을보여주었다. QC가공장에서의성

과를향상시켰다면, 공장이아닌작업장들에서도도움이될것이라

는신념에기초하여많은컨설팅이이루어졌다. QC 활동이관리업

무나서비스업무에는적합하지않았지만, 팀이라는단어는사람들

에게긍정적인정서를유발하 고, 그개념에대해서도모두들수용

적이었다. 이에따라개인주의적기업문화를팀지향적으로만들기

위해서컨설턴트들과인사전문가들이고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중반들어QC 활동은세가지이유로쇠퇴하기

시작했다. 첫째, QC 활동이종업원들의만족에 향을주는것같

지않았다. 둘째, QC 활동은필연적으로지속적인비판과정을수반

하게되고, 이로인해집단내긴장과갈등이발생하게되므로활동

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QC에 참여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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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사람들마다서로달랐는데, 이는대부분성격적인이유에서

오는것이었다. 요약하자면, QC 활동은기업의생산활동을개선하

고일본상품의서구시장유입을막기위해시작되었지만, 팀이라는

개념의확대를가져온채쇠퇴하 다.

인원감축의결과로서팀

1970년대 후반 세계 경제는 후퇴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고생산성을증진시킬방법으로구조조정과인원감축을고려

하기시작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초반에북미, 서유럽의중간

또는대기업의3분의1에서절반에이르는기업들이인원감축을실

시하 고, 이기업들의3분의2 이상이인원감축을한번이상실시

하 다. 인원감축은관리자들사이에서뜨거운화두가되었다. 생

산성이낮거나, 필요가없거나, 중복된업무를수행한다고생각되는

사람들을은퇴시킴으로서비용을줄인다는것이인원감축의본질

이다. 관리자들이 시간제 종업원들보다 임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관리자들을해고하는것이종업원들을해고하는것보다비용을더

빨리줄일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논리는필연적으로자기관리작업집단이라는개념을이

끌었다. 자기관리팀들은팀이라는것에서오는모든이점뿐만아

니라관리자가없으므로비용을줄일수있다는이점도있었다. 팀

의중요성을주도한네번째역사적요소는인적비용, 특히중간관

리자들의인적비용을줄이고자하는바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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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론으로서사회분석이론

제1장에서는경력성공에서의개인차를설명하기위해설계된성격

모델인사회분석이론(Hogan, 2004)에 대해간략히다루었다. 사

회분석이론은사람들이사회적수용과인정, 지위와권력, 의미와

목적달성에대한욕구(또는이러한것들을잃을수있다는두려움)

에의해서우선적으로동기화된다고주장하며, 이러한욕구들이대

개작업장에서의사회적상호작용을통해충족된다고주장한다. 또

한 사회분석이론은상호작용이가능하도록하기위해서는구체적

으로어떤구조적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고말한다. 상호작용이이

루어지기위해서는상호작용의안건과각자의역할이필요하다. 상

호작용할안건이없다면상호작용이일어나기어려우며, 자기역할

밖의안건인경우에는상대방에게말할수있는것이별로없기때

문이다.

일상생활속에서는우리들스스로가상호작용의안건(“술한잔하

자.”)과 역할(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즉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작업장면에서는조직이안건(“만나서이문제를어떻

게 해결할지 논의합시다.”)을 설정해 주고, 역할(재무담당이사, 회

계관리자등)을 할당해준다. 만약우리가상호작용의안건과타인

의역할을알면, 우리는상호작용시에타인이어떻게행동하고, 우

리의행동에대해서그들이어떤기대를가지고있는지이해하게된

다. 이 말은본질적으로사회적이라고하는것이타인의기대에민

감하고, 그들의바람을존중하는것임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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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사회학자들은같은역할을맡은사람들이같은방식으로행

동하리라믿지만실제로사람들은같은역할을맡았다고할지라도

같은방식으로행동하지않는다. 사람들이자신의역할을수행하는

방식은자신의정체성, 즉자신이스스로를어떤사람이라고생각하

는가에따라달라진다. 일반적으로강의시간에는교수와학생이라

는두가지역할이있다. 교수들은서로다른방법으로강의자의역

할을수행하고, 학생들은학생들대로자신의개인적특성을부각시

켜야하는학생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게된다. 교수는자신이어떤

사람인지를다른학생들에게전달하려하며, 학생은교수에게자신

이원하는모습으로비쳐질수있도록노력한다. 따라서역할수행

은개인의정체성에의해서강하게 향을받는다. 요약하면, 사람

들은팀구성원으로서자신들이맡은역할에의해서팀과연결된다.

그러나사람들이같은역할을맡더라도다르게행동하는것은성격

에서의개인차때문이다.

조직이나작업집단내에는두가지종류의역할이있다. 업부

장, 고객서비스담당자와같은공식적역할과, 집단이효과적으로

작용하기위해서필요한심리적인역할이다. 이러한역할들에는일

을조직화하고, 논쟁을조정하고, 방향을지시해주는등의역할을

하는과업리더, 집단의사기를높여주는사회정서적리더등이포

함된다. 누군가는 집단이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찾을

수있어야하고, 또누군가는규칙과질서의문제에대해주의를기

울이는보안관같은역할을할필요가있다. 심리적역할에대해서

는이장의후반부에서자세히다루도록하겠다. 지금여기서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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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은 것은 집단의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식적 역할과

심리적 역할이 모두 요구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닌

자질과 성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맞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사람들은수줍음이많고겸손한반면어떤사람들은외향적

이고대담하다. 어떤사람들은걱정이많고자신의능력을의심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고 스트레스를 잘 견딘다. 어떤

사람들은거칠고둔감하지만어떤사람들은배려심이많고예민하

다. 어떤사람들은충동적이고계획성이없지만어떤사람들은계획

적이고자기통제를잘한다. 어떤사람들은상상력이없고현실적이

지만어떤사람들은상상력이풍부하고공상적이다. 

사람들은타고난기질이나다양한삶의경험에의해서그러한특

성을지니게되었고, 이후로도오랜시간동안일관되게그러한특

성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진술한 것은 성격 구조의 5요인 모델에

관해요약한것이다. 여기서강조하고싶은것은 (1) 역할에따라그

역할을수행하는데요구되는특성에차이가있고, (2) 사람들에따

라 역할을 수행할 때 발휘되는 성격특성이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3) 어떤 역할이냐에따라서그역할을수행하는데적합한사람이

다르다는것이다.

이러한주장에대해누구나당연하다고생각할수있지만, 일반적

인사회학적역할이론(Goffman, 1959)에서는사람들이서로대체

가능하며따라서한개인에게어떠한역할이주어지더라도충족시

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 더욱이 사회학자들은 개인의 역할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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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형성한다고주장한다. 즉사람들이자기자신에대해생각

하는 방식(정체성)은 다양한 역할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고 향을

받는다는것이다. 사람들이저마다의개인적특성을가지고역할을

수행하기때문에같은역할을수행하더라도서로다르게수행하며,

따라서어떤사람들이다른사람들보다특정역할에더적합하다는

사실은그리널리받아들여지고있지않은것이현실이다. 그로인

해많은조직에서사람들의성격에대해고려하지않고역할을할당

하는일들이아무렇지도않게일어나고있는것이다. 수줍음이많은

사람에게판매자역할을맡기고, 거칠고둔감한사람에게고객서비

스역할을맡기며, 충동적이고쉽게지루해하는사람에게조심성과

세부적인것에집중해야하는역할을맡기기도한다. 이러한측면들

에대한논의가어떤사람들을선발하고배치할것인가를고민할때

는더욱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것이다.

성격, 집단그리고팀효과성

어떤사람들이다른사람들에비해서특정의팀역할을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가정한다면, 합리적인방식으로팀을구성할수있을것

이다. 성격이팀수행에 향을준다는개념은오래전부터집단역할

논문들에서다루어져왔다. 예를들어, 골렘비엡스키(Golembiewski,

1962)는 집단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의 성격 특성이

집단특성만큼이나중요하다고제안했다. 스타이너(Steiner, 1972)

는팀구성이수행에 향을준다고제안했지만, 이견해는많은지

지를받지못했다. 해크만과모리스(Hackman & Morris, 197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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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의성격이집단수행에정적 향과부적 향을모두미친

다고언급하 다. 쇼(Shaw, 1976)는개인수준의정서안정성과정

서통제력은집단수준의효과성, 응집성, 사기, 의사소통효율성등

에 정적인 향을 미치고, 우울, 불안, 편집증적 성향 등은 부적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지웨이(Ridgeway, 1983)는 집

단효과성은구성원들의기술과성격, 과제특성, 집단의구조와규

범, 외부환경의 향에의해결정된다고주장했다. 마지막으로코

슬로브스키와벨(Koslowski & Bell, 2003)은 팀원들의성격구성

이팀효과성에중요한 향을미친다는것을관찰하 다.

이러한 주장은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명

확히지지되지는않아왔다. 만(Mann, 1959)은 성격과팀수행간

의관계가 50년이상연구되어왔지만, 확고한결론이도출된연구

는드물었다고언급했다. 거의 40년이지난뒤, 카한, 웹, 샤벨슨과

스톨젠버그(Kahan, Webb, Shavelson & Stolzenberg, 1985)는

현재시점에서집단구성을결정하는데있어성격측정을사용하는

것은희망적이지않다고결론내렸다. 사람들이믿는것과경험적으

로지지되는것사이에는중요한차이가있는것이다.

집단행동을 결정하는 요소와 집단 효과성을 결정하는 요소의 차

이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심리학자들은 19세기 말 이후

100여 년간집단내사람들의행동에대해서만연구해왔다. 1990

년경에 이르러서야 산업심리학자들은 집단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Levine & Moreland, 1990), 단순히집단행동이아닌집단효과성

으로관심을돌렸다. 이러한변화에기여한것은코슬로브스키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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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이었다.

성격과집단수행에관한발견이일관되지않은것은초기연구들

이 집단 수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과제의 역할을 무시했기 때문이

다. 모리스(Morris, 1966)는성격과집단수행에관한대부분의선

행연구들이 집단 과제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해크만과 모리스

(Hackman & Morris, 1975)는집단과제에대해구체적으로고려

하지않고집단수행을예측하는것은무의미하다고제안했다. 그들

은또한집단과제를만족스럽게분류하는방법이아직개발되지않

았다고주장했다. 이문제에대해서는잠시후에다룰것이다. 연구

결과들이일관되지않은두번째이유는성격에대한수용할만한분

류법이없었기때문이다. 분류법이없다면연구들간의결과비교가

거의 불가능하다. 널리 수용되고 있는 성격 5요인 모델(Wiggins,

1996)만이그러한비교를가능하게한다.

팀 효과성에 관해서 고려한, 상대적으로 수용되는 상위 이론 모

델이 있다(Ridgeway, 1983; Steiner, 1972 참고). 그림 4.1에 제

시된모델은투입요소, 집단상호과정과집단수행결과간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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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묘사한다. 그림 4.1과 관련하여몇가지수행에관한경험적의

문이있게된다. “어떻게투입요소가집단과정에 향을주나?”,

“어떻게집단상호작용과정들이집단수행에 향을주나?”그리

고“어떻게투입요소가집단수행에 향을주나?”등의의문이그

예이다. 

성격은투입요소와팀과정모두에 향을주는요소로집단수

행에 향을미치기때문에이두요소를구분하는것이중요하다.

즉열정적인사람들로구성된팀의수행에대해예측하는방법은두

가지이다. 한가지는열정적인사람에대한지식에기초해서예측하

는것이고, 다른하나는특성들간의유사성이팀수행에미치는효

과에기초해서예측하는것이다. 헤이손(Haythorn, 1968)은두번

째이슈를중요하게생각했으나, 나는첫번째이슈를중요하게여

긴다.

해크만과 모리스(Hackman & Morris, 1975)에 따르면 투입 요

소로서의성격이갖는효과를알기위해서는투입요소와수행측정

치를연결하는세가지매개변수들에대해성격이어떤 향을미

치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이세가지매개변수는다음과같다.

(1) 집단구성원들이과제수행에들인노력

(2) 집단구성원들이과제에적용하는지식과기술

(3) 과제를완수하기위해서사용된수행전략

각각의매개변수들은복잡하다. 예를들어, 집단구성원들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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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들이는노력은개인의특성, 팀규범, 과제보상체계, 의사소

통구조와같은과정변수에따라서달라지지만, 성격또한이매개

변수들에 향을미친다. 

예를들어, 노력과관련하여HPI(Hogan & Hogan, 2002a)의성

취지향성과신중성의점수가높은사람들은열심히일하고, 열정적

이고, 끈기가있다. 지식이나기술과관련하여HPI의학습지향성척

도에서높은점수를지닌사람들은호기심이많고, 개방적이고, 자

기분야의새로운동향을알고자하는동기가강하다. 과제수행전

략과관련해서HPI의지적호기심점수가높은사람들은과제에대

해분석적이고전략적으로접근한다.

지난 10년이상, 연구자들은성격이팀수행에미치는 향을연

구해왔다. 레파인, 홀렌백, 일겐과헤드런드(LePine, Hollenbeck,

Ilgen, & Hedlund, 1997)는 51개의 4인팀을대상으로컴퓨터의

사결정과제수행을연구했다. 연구에서의수행준거는팀이내린

의사 결정과 정답(즉 컴퓨터 시뮬레이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정

확한의사결정) 간의일치도 다. 이연구에서팀리더와팀원들의

지능과 성실성이 팀의 수행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 분석했다. 그

결과리더또는팀원개인의지능은팀수행과연관이없었던반면,

리더와 팀원이 모두 높은 지능을 지닌 경우에는 수행이 높아졌다.

성실성의 경우도 리더와 팀원 개인은 팀 수행과 관련이 없었지만

리더와 팀원 모두가 성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행이 높아졌다. 이

에관해서저자는다음과같이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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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결과는 팀에 대해 잘 알려져 있는 진부한 문구와 일치한

다. 쇠사슬의강도는가장약한고리에의해서결정된다. 팀원들

중가장취약한구성원이상대적으로높은지능과성실성을지니

고있으면, 그팀은수행을잘할수있다. 그러나이것은리더또

한높은지능과성실성을지녔을경우로국한된다. 리더가부족한

경우에는좋은구성원의효과가무효화되고, 구성원이부족한경

우에는좋은리더의효과가무효화된다(p. 807).

이들이추가분석을통해살펴본가장취약한구성원에대한팀의

반응은그구성원이낮은지능이나낮은성실성을지녔는가의여부

에따라달랐다. 즉팀구성원들은낮은지능을지닌구성원은도왔

지만, 낮은성실성을지닌구성원은돕지않았다.

이와관련하여바릭, 스튜어트와노이버트(Barrick, Stewart, &

Neubert, 1998)는다양한유형의팀들(작은기구를조립하는22개

팀252명, 전기기기를조립하는19개팀285명, 두곳의고무생산

공장에서 제작과 품질을 담당한 14개 팀 155명)을 대상으로 연구

를실시했다. 연구에앞서수행을예측하기위해인지적능력과성

격5요인을측정했고, 종속변인은감독관의평정을이용하 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 관점에서 잘된 연구 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같이요약된다. 첫째, 평균적으로인지적능력이높은팀이

수행도높다고평가되었다. 둘째, 평균적으로높은성실성, 호감성

과정서적안정성을지닌팀이수행도높다고평가되었다. 셋째, 평

균적으로높은외향성과정서적안정성을지닌팀이장기적관점에

서더욱실용적이라고평가되었다. 넷째, 매우낮은성실성을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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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없는팀이갈등을덜보고하고, 의사소통을더많이하고,

작업부담에대한공유가더잘이루어졌다. 다섯째, 매우낮은호감

성,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을 지닌 팀은 수행이 더 낮고, 응집력이

낮으며, 갈등이더많고, 의사소통이덜개방적이며, 작업부담에대

한공유가잘이루어지지않았다.

바릭등은자신들의연구에서두가지실질적인의미를제시했다.

첫째, 높은수준의인지적능력, 성실성, 호감성및정서적안정성을

지닌구성원을선발하는것은팀수행을높인다. 둘째, 비록호감성

과정서적안정성이인지적능력과성실성처럼개인의수행을예측

하는데는도움이되지못했지만, 팀원들의값을모두취합했을때

에는이들특성도팀수행을예측하는중요한예측치 다.

마지막으로제시하고자하는연구는지금까지의발견들을재검증

했던 연구이다. 뉴만과 라이트(Neuman & Wright, 1999)는 팀의

상호작용과상호의존성이극대화되도록구성된79개의4인작업팀

을대상으로연구를실시하 다. 이팀들의과제는급여와휴가비에

대한 항의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전례를 살펴볼 때 이러한 항의를

잘못처리하는것은조직에중요한문제를일으켰었고, 따라서이러

한문제가발생했을때해결하는것이팀의과제 다. 

연구에앞서모든팀구성원들의인지적능력과성격 5요인을측

정하 다. 개인수행에대한준거로는동료평가를실시하 으며팀

수행에대한준거로는세명의감독자가평가한팀수행에대한평

정치를이용하 다. 연구결과, 인지적능력, 호감성, 성실성은개인

수행을잘예측해주었다. 호감성과성실성은인지적능력으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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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해 주었다. 팀 수준에서도 인지적

능력, 호감성, 성실성이팀수행에대한감독자들의평가를잘예측

해주었다. 여기서도성격은인지적능력이설명하지못하는부분을

설명해주었다.

이세연구결과들을토대로나는성격과팀효과성에대해다음

과같이결론을내릴수있었다. 첫째, 이연구에서얻은자료는성

격이개인과팀수준에서의수행을예측한다는것과성격이인지적

능력에의해서설명되지않는부분을설명해줄수있다는것을나

타낸다. 팀수행을예측하는성격차원은과제에따라서달랐지만성

격은팀수행을안정적으로예측해주었다. 

둘째, 이연구자료는세가지성격변수, 즉정서적안정성, 호감

성, 성실성이팀수행의필수적요소라는것을나타낸다. 이세성격

차원에서각각낮은점수를받은사람들은팀에서저마다다른행동

들을보 다. 팀원들의정서적안정성이낮은팀은분위기가침울했

으며, 호감성이낮은팀은과민한반응들이많았고, 성실성이낮은

팀은부주의한행동이많았다. 그러나그행동의결과는모두동일

했다. 정서적안정성, 호감성, 성실성중하나라도낮은사람들은다

른항목에서높다할지라도팀에부정적 향을끼쳤다. 이러한결

과는팀에대해서도마찬가지 는데, 연구결과들은세성격차원이

모두높은사람, 즉높은정서적안정성, 높은호감성, 높은성실성

을지닌사람이좋은팀구성원임을보여주었다.

셋째, 뉴만과 라이트(1999)가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연구들은 팀

구성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팀의 효과적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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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구성원들의특성이적절히조합될필요가있었다. 다음부분에서

어떻게효과적인팀을구성할것인가에대해다루기로한다.

효과적작업집단구성하기

팀이효과적으로기능하기위해팀원들의성격구성이어떠해야하

는지를제시한고전적인논문들이있다.

벨빈

벨빈(Belbin, 1981)은 효과적인팀구성을위한흥미롭고직관적인

모델을고안했다. 그의모델은 국에서널리인기를끌었으나, 미

국의학자들에게서는거의인용되지않았다. 9년이상벨빈은경

게임을 하는 많은 관리자 팀들을 관찰했다. 벨빈은 게임에서의 팀

활동을관찰하면서기능적역할과팀역할이다르다는것을발견하

다. 한 개인의기능적역할은그사람의직무명(즉공식적역할)

에의해서결정되는반면에, 팀역할(즉비공식적역할)은팀이과제

를수행하는동안그개인이실제로무엇을하는가에의해서결정되

었다. 예를들어, 상상력이풍부한사람은문제해결자로서의비공

식적역할을하게되는반면에강박적인사람은미해결된내용을정

리하는비공식적역할을담당하게된다. 

벨빈의모델은세가지의중요한시사점을갖는다. 첫째, 사람들

은각자독특한성격을가지고있고, 팀원이되었을때그성격에맞

는비공식적역할을담당하게되기쉽다는것이다. 둘째, 벨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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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빈의팀역할분류체계표 4.1

역할 특징 정적속성 허용가능한
약점 기여

의장
(Chairman)

차분함,
통제력 있음,
자기 확신

기여도 평가,
과제 지향적,
판단적이지는
않음

평균적지능과
창의성

•목표 명확화
•문제 구분, 

우선순위 선정
•역할 규정
•집단에관한느낌

요약

추진자
(Shaper)

예민하고
활동적임

에너지가
많고, 집단
수행을 자극

화를잘내고
참을성이부족

•역할, 과제, 책임
범위를 구분

•집단의 수행을
촉구

창의적사고자
(Creative 
thinker)

개인적임, 
인습적이지
않음

총명함,
상상력 풍부

비현실적임, 
정리정돈이
안 됨

•아이디어 생성
•해결책 생성
•현재 활동 비판

평가자
(Evaluator)

침착함,
냉정함

추상적, 
분석적임

리더십 능력
없음

•문제 분석
•논점 명확화
•타인의기여평가

협상가
(Negotiator)

외향적,
호기심 많음,
말하기좋아함

관계 형성
능력이
뛰어남

쉽게지루해함 •외부로부터
아이디어 도입

분위기조성자
(Team 
worker)

유쾌하고
상냥함

타인에게
반응잘함, 
팀정신고양

위기상황에서
결정을망설임

•과제 완수 강조
•위기감 조성
•오류 발견

회사 직원
(Company 
worker)

보수적, 
예측을 잘함

조직화,
지시를 잘
따름,
열심히 일함

융통성이없음,
변화에저항

•집중
•계획

완결자
(Finisher)

정리를 잘함, 
성실함,
걱정이 많음

완벽주의 작은 것까지
우려함

•타인에게 지지
적이고, 도움을
제공

•타인의
아이디어를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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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가지팀역할(비공식적역할)을구분했다. 표 4.1은벨빈이제시

한역할들및각역할과연관되어있는성격유형과장단점에대해

제시하고있다.

셋째, 벨빈모델에서가장중요하게고려한것은팀역할의균형

이다. 그는효과적인팀이되기위해서는각역할들이적절하게충

족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즉“팀역할균형과팀수행간에원인

과효과관계가있다”(Senior, 1997, p. 246)는것이다. 다시말해

벨빈은팀이효과적으로작동하는데필요한역할들이있고, 그러한

역할들을수행하는것은개인의성격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성격

이팀수행에 향을미친다는것이다. 듀레비치(Dulewicz, 1995)와

시니어(Senior, 1997)의 연구는 벨빈의 모델을 경험적으로 지지하

다.

요약하면, 벨빈은성격유형과비공식적팀역할이연관되어있다

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격이 팀 수행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는

데있어중요하다는것을강조한다. 팀이효과적으로기능하기위해

서사람들의성격유형이혼합되어야한다는, 벨빈이지향하는방향

은옳다. 그러나그는어떤유형이언제요구되는지에대해서는구

체적으로언급하지않고있다. 더욱이그의측정모델은거의타당

화가되지않았고, 그가사용한분류체계는지나치게인위적이다.

팀과팀역할에관한보다정 한분류체계를위해서는다른연구

자인홀랜드(John Holland)에게관심을돌릴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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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랜드

팀행동의중요한결정요소가팀과제이기때문에, 팀에관한분류

는 팀 과제에 관한 분류에 기초해야 한다(Hackman & Morris,

1975). 따라서나는팀과제를완수하기위해구성원들에게요구되

는행동이나활동에따라서팀과제를분류할것을제안한다. 맥그

래스(McGrath, 1984)는이를‘행동요건’이라하 으며, 이를토대

로표4.2에제시된것과같은6개의팀과제범주를분류하 다. 수

많은과거의연구자들도팀과제를표4.2에제시된것과같은방식으

로분류해왔다. 예를들어, 맥코믹, 핀과쉐어즈(McCormick, Finn,

& Scheirs, 1957)는 직무 요구를 분석하면서 그 당시 직업사전에

기재되어있는 4,000가지의특성을기술하는데일곱가지요소만

이 필요할 뿐이라고 언급하 다. 가장 발전된 분류법은 맥그래스

(1984)와 홀랜드(1986)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나는 홀랜드의 모델

이과제와수행간의관련성을명백히언급하 다는점에서더선호

한다.

홀랜드는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으로불

리는여섯가지의이상적직업유형을정의했다. 각직업유형은또

한구별된특징을지니는성격유형이다. 전형적인현실적직업에는

정보 기술, 법 집행자, 군인, 프로 운동선수가 포함되고, 전형적인

현실적과제에는건축, 운전, 기계보수등의과제와이밖에도기계

적기술과신체적활동이요구되는현실적과제가포함된다. 예술적

직업에는미술, 음악, 문학, 철학, 건축, 조경등이포함되고, 전형적

인예술적과제에는설계, 제품생산, 사람들을기쁘게하는것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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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다. 사회적직업에는교사, 의학자, 사회복지사, 인적자원관리

자및사서등이포함되고, 전형적인사회적과제에는타인을가르

치고돕는것, 비상대응팀을운 하는등의과제가포함된다. 기업

형직업에는판매자, 정치가, 경 자등이포함되고, 전형적기업형

과제에는다른사람들을설득하거나, 조정하거나, 활용하는등의활

동이포함된다. 관습적직업에는보험, 회계, 관세, 재정및대부분

의사무직이포함되고, 전형적인관습적과제로는감독, 계산, 서류

작성, 일정조정, 법집행활동등이포함된다.

성격적 관점에서 현실적 유형은 거칠고, 완고하고, 순응적이고,

행동지향적이다. 탐구적유형은사색적이고, 분석적이고, 다소내

성적이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 예술적 유형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동조하지않고, 즐기는것을좋아한다. 사회적유형은이

타적이고, 도움을주기좋아하고, 동정심이있다. 기업가유형은공

격적이고, 대담하고, 사교성이풍부하다. 관습적유형은쉽게동조

하고, 절차를중시하고, 규칙적이며, 잘정돈된것을좋아하고, 세부

적인것을지향한다. 

만약우리가직무를수행하는데어떤과제가요구되는지를안다

면, 우리는홀랜드의모델에따라서직업을분류할수있다. 그리고

우리는그직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성격유형도알수있다. 마찬

가지로, 만약 우리가 집단이 수행해야 하는 주요 과제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동일한 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과제와 관련된 성격

유형을지닌직원을둘수있다. 미해군의팀과제목록을사용하여

호건, 드리스켈과라자(Hogan, Driskell, & Raza, 1988)는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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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를사용하면과제를매우신뢰롭게분류할수있다는것과

(2) 이분류체계가매우포괄적이어서어떤과제도분류할수있다

는것을증명했다. 여기서내가주장하는것은이러한분류방법이

성격과팀수행에대한유용한통찰을제공할수있다는것이다. 여

기서는세가지를언급하고자한다.

첫째, 홀랜드의모델은과제가변경되었을때그집단에어떤사

건이발생할것인가에대해생각하는데있어서유용한방법을제공

한다. 많은과제들은현실적이고, 관습적이다. 그러한과제에는서

서관찰하는것, 서식을채우는것, 물품을주문하는것, 기계를유

지하는것, 정확성을점검하는것, 자료를조작하는것, 고객과거래

하는것, 단순한요소들을조립하는것, 계기판을모니터하는것등

이포함된다. 이러한직업은대부분의업무처리과정동안경계심,

집중력, 세부적인 것에 대한 주목, 주의 유지 등을 요한다. 배에서

잠수함을탐지하는과정을생각해보자. 기술자들은자신이담당한

구역들을살피기위해서주의깊게화면을주시하고, 기계를정비하

고, 기록을유지하는관찰과제를수행한다. 그런데잠수함탐지기

에어떤사물이관측되거나미확인물체를발견하면어떤일이발생

할까? 현실적이고관습적이었던과제가탐구적이고예술적인과제

로바뀌게된다. 즉 미확인물체가물고기인지아니면적의잠수함

인지를분류해야하는문제해결과제가된다. 문제해결과제에서

요구되는것은관찰과제에서요구되는것과는매우다르다. 사람들

은이제일상적이지않고표준화되지않은방식으로탐지기의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적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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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사실은관찰하는데매우적합했던사람이문제해결에는

그렇게적합하지않다는것과, 평화로운시기에군대에필요한사람

이전쟁시기에는적합하지않은사람이된다는것을의미한다. 팀

과제의성격이갑작스럽게변할수있는지를파악하여, 관리자들은

비상상황에서의과제특성에적합한성격과재능을지닌사람들도

팀에보유할수있어야한다.

홀랜드의 육각모형에서, 예술형에서 관습형으로의 축은 비순응

성－순응성의 축이고, 위에서 아래로의 축은 내향성－외향성의 축

이라는점에서두번째통찰을얻을수있다(그림4.2 참고). 현실적

이고관습적인과제를수행하는팀의좋은구성원이되기위해서는

내향적이고성실해야하는반면, 탐구적이고예술적인과제를수행

하는팀의좋은구성원이되기위해서는내향적이지만순응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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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않아야한다. 좋은선생, 건강관리전문가또는성직자가되기위

해서는외향적이고비순응적이어야하지만좋은법률가, 재무가또

는사업관리자가되기위해서는외향적이면서순응적이어야한다.

그러므로홀랜드의모델은작업팀을구성하는데성격을이용하려

면, 특정의팀과제를최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한성격특성들

을찾아야한다는벨빈의제안을확장하고있다. 

셋째로가장중요한것은사람들이종종리더십이상황에따라서

달라진다고말한다는것이다. 그러나어떻게리더십이상황에따라

서 달라지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리더십

연구에서나온리더십모델을떠올려보자. 여기서두가지를주장

하려한다. 우선, 리더십의기저에는두가지원형또는상위차원이

있다는것이다. 첫번째차원은집단구성원들에게구조를제공하는

차원(예, 시간기한, 규칙, 제한, 지시등)이고, 두번째차원은구성

원에게배려를보이는것(예, 관심, 등두드려주기, 복지에관한고

려, 작업환경개선등)이다. 이주장의두번째핵심은유능한리더

는구성원들에게구조와배려를모두제공한다는것이다. 그러나오

하이오연구는트랙터제조공장에서시행된것이다. 트랙터를제조

하는것은홀랜드의관점에서는실재형직무이다. 구조와배려가모

두중요한것은분명하지만, 오하이오연구와같은해석은적합하지

가않다.

더욱 최근의 연구들은 실재적이고 관습적인 작업 집단(예, 축구

팀, 소방서)에서는구조가더욱중요하다는것을제안한다. 이러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무엇이,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그들이 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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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떻게보상받게되는지에대해서알기원한다. 그러나그보다

더중요한사실은이들은자신의관리자가참여적관리를표방하여

자신들에게경 이나관리의문제에대해함께고민하게한다면화

를낼것이라는사실이다. 왜냐하면그들은배려에대해서는최소한

의관심만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반면기업형이나사회형의구성

원들은 많은 배려를 원하므로, 관리자가 자신들에게 정해진 구조

(예, 명령, 규칙, 절차, 권한등)를강조하려한다면화를낼것이다.

왜냐하면그들은그러한행위를독재적이라고보기때문이다. 여기

서구조는실재형과관습형의작업집단에게중요하고, 배려는기업

형과사회형에게더중요하다는결론을내릴수있다. 이러한결과

는관리자와리더들이과제특성에맞게리더십을발휘해야함을제

안한다.

대부분의직업은실재형, 관습형, 기업형, 사회형의과제로구성

되어 있다. 홀랜드 유형의 나머지 유형인 탐구형과 예술형은 적은

수의직업들만을포함한다. 탐구형과예술형의작업팀들은창의적

문제해결이요구되는과제를수행하는팀들이다. 탐구적이거나예

술적인 팀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멈포드

(Mumford, 2004)가유용한개관을제공했으나, 잘알려져있지는

않다. 우리인류가혁신과창의성에의해서발전해왔음에도불구하

고, 심리학자들은어떻게창의적재능을다루어야하는가에대한답

변을정확히제공해주지못하고있다. 대부분의디자이너, 작가, 음

악가, 범죄조사자, 정치철학자, 과학연구자와같은탐구적이거나

예술적인 사람들은 대개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예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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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탐구적인팀을관리하기위해서는리더가팀구성원들개개인

과의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점진적으로관계를확대해서큰집단이형성되도록해야한다. 집단

구성원들에게관리기능의중요성을상기시키는것도도움이된다.

또한창의적인사람들은오랫동안한집단의구성원으로남아있는

것보다프로젝트를기반으로팀이바뀌는것이필요하다는것도관

리자들이상기해야할것이다.

성격과팀문화

문화는가치에대한것이고, 가치는행동을결정짓는중요한요소이

다. 가치는개인정체성의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더욱이가치는

우리가어떤행동을원하는지, 그리고어떤사람과함께일하고상

호작용하고싶어하는지에대해서도말해준다. 우리는자신과가치

가유사한사람들을좋아하고, 함께일할때즐거움을느낀다. 누군

가가자신과가치를공유한다는사실은그사람의행동에대해서더

잘예측할수있도록해준다. 그러나더욱더중요한것은타인이자

신과가치를공유한다는것이그가나를인정해줄것임을의미한다

는것이다. 반대로, 우리는서로다른가치를지닌사람들을싫어하

고, 그들과함께일하기를꺼린다. 왜냐하면우리가그들의행동에

대해서예측하기어렵고, 또한서로가치를공유하지않고있기때

문에그들이우리를비난하기쉽기때문이다.

이모델은직업심리학자들에게도중요한시사점을지닌다. 홀랜

드(1986)와수퍼(Super, 1957)는사람들이자신들의자기개념(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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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자기개념은가치와동의어이다)과일치하는직업을선택하고, 그

러한직업을즐긴다고주장했다. 이러한주장은많은경험적결과들

을통해입증되어왔다.

개인과조직문화간의부합도평가에서의중요한문제는평가의

단위를 일치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개인의 프로파일은 성격

측정을사용하여형성되지만문화의프로파일은다른방법을통해

서측정되기때문이다. 루소(Rousseau, 1990)는사람과문화는기

본전제, 행동규범과기대, 가치를포함하는틀에서비교될수있다

고 제안했다. 가치는 규범, 상징, 의식 및 집단행동으로 구성된 요

소이다. 오렐리, 채트먼, 카드웰(O’Reilly, Chatman, & Caldwell,

1991)이 언급한 것과 같이“개인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정체

성(즉 집단구성원으로서집단에대한소속감과의미를느끼는것)

을추구하게되고이러한정체성형성과정이조직문화에서의공통

된가치를형성한다”(p. 492). 오렐리등은개인의가치와그들이일

하는조직간의부합이개인의수행을증진시킨다는자신들의견해

를경험적으로검증하 다. 

그들은 54개의항목으로구성된 Q소트도구를개발했다. Q소트

도구에서각항목들은혁신, 안정성, 안전과같은가치항목들이었

다. 그들은먼저개인들로하여금Q소트항목들을이용하여자신을

묘사하도록 한 뒤, 동일한 항목을 사용하여 그들이 일하는 조직의

문화를묘사하도록하 다. 그런뒤, 두프로파일간상관분석을통

해개인과문화간합치도지표를산출하 다. 그들은합치도가높

을수록조직만족도가높아지고, 1년뒤의조직몰입도가높아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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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뒤의이직률이낮아진다는것을발견했다.

여기서의두가지핵심은성격이두가지방식으로팀수행에

향을준다는것이다. 하나는개인의대인관계유형이다른팀구성

원들에게 향을주는것이고, 또하나는개인의가치가팀문화(즉

팀구성원들의평균적가치)와부합하는가하는것이다.

팀빌딩

터크만(Tuckman, 1965)은 집단 치료, T－집단, 팀 수행에 관한

실험실연구와현장연구등을개관해서팀이네가지발달단계를

거쳐형성되고발달한다고제안했다. 이 모델은나자신의경험에

비쳐 봐도 잘 부합한다. 게다가 코슬로브스키와 벨(Koslowski &

Bell, 2003)은지금까지많은모델들이제안됐지만그모델들은터

크만의 모델과 유사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터크만은 집단이 발달

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전 단계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 단계인 형성기(forming)에는 새로운팀이 만

들어져서 구성원들이 모여 팀으로서 일을 시작하고, 자신의 일을

적당히처리하면서서로에대해서평가한다. 두번째단계인격동기

(storming)에서 팀 구성원들은 주장하고, 논쟁하고,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등집단내지위와사회적지지를얻기위해서경쟁한다.

이단계동안에실질적작업은거의이루어지지않는다. 세번째단

계인 규범기(norming)에는팀구성원들사이에서비공식적인사회

적서열과동맹을형성한다. 이 단계에서집단은운 절차를결정

한다. 즉 누가, 무엇을, 언제하고, 구성원들의행동을점검하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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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단계인 수행기

(performing)는팀의작업이실질적으로행해지는단계이다. 이단

계는집단이격동기와규범기를마친후시작되며, 이 단계에이르

러서야팀으로서의기능이시작된다.

터크만의모델은팀발달과정을기술한것이다. 그러나우리에게

필요한것은관리자와컨설턴트가팀을형성하기위해서해야하는

행동들에대한모델이다. 쿠피(Curphy, 2004)의연구가이에대한

해답을줄수있을것이다. 그의모델은공식적으로증명된모델이

다. 이모델은몇몇매우큰다국적기업을포함한수많은공기업과

사기업에서의 모든 팀 수준에서 적용되었다. 쿠피는 팀 형성 요소

를일곱가지로나누었다. 각요소는임무, 역량, 규범, 수용, 권한,

사기및결과라고명명된다. 각요소들은팀이다음요소로넘어가

기전에완수되어야하는일종의과제이다. 쿠피는팀평가과정을

통해이러한일곱가지요소에대한팀프로파일을작성할수있도

록하 다. 이러한프로파일을형성하는것이팀개발을해나가는

데있어서매우도움이될것이다(개인과팀수준의모든개입은유

능한평가자에의해서진행되어야한다). 팀 개발요소들은다음과

같다.

(1) 미션(Mission) 팀빌딩에서미션요소는팀의목표와목적, 팀

수행기준, 팀구성원들의목표와팀목표의결합등을통해서

팀전체에공동의방향을설정해주는것을포함한다. 미션의

설정은 앞에서의 이슈들에 대해 팀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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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설정하기도하고때로는더높은권한을지닌사람에의

해서결정되기도한다. 그러나쿠피는누가결정하느냐하는

것보다는팀이무엇을성취하려하고, 팀이성공적으로그것

을성취하는데있어서각자의역할이무엇인지를모든팀구

성원들이확실히이해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주장한다. 미

션을명확히이해하는팀들은역할모호성과갈등을적게경

험한다. 미션은나머지여섯가지요소들의방향타역할을하

므로, 팀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미션은 팀에

필요한역량, 팀원들의행동방식(규범), 필요한장비와예산

(권한) 등을결정한다. 팀 빌딩의모든활동들은미션과관련

된이슈들을해결하는데서시작된다.

(2) 역량(Talent) 고성과팀은역량이적절히혼합되어있다. 쿠피

의모델은표준화된평가를이용하여현재또는잠재적팀구

성원들의역량을평가하도록권한다. 팀 구성원들에관한평

가에서는세가지를고려해야한다. 첫째, 그들이좋은팀플

레이어인가? 팀 플레이어로서의수행능력은HPI(Hogan &

Hogan, 1995)와같은잘타당화된일반적성격검사를통해

서 판단될 수 있다. 이 장에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평균

정도의자기조절, 대인민감성, 신중함을지닌사람은근본적

으로 좋은 팀 플레이어이다. 둘째, 팀의 중요 과제를 선정하

고, 그 과제들을 홀랜드 모델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만약

주요 과제가 현실적이고 관습적이면, HPI의 신중성 점수가

평균이상이고, 사회성점수가평균이하인사람이최고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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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보일것이다. 즉앞서언급한것과같이팀과제의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활동들을 구분하고, 그러한 활동들에 적합한

성격 유형을 찾아야 한다. 세 번째 고려할 점은 팀의 역량을

평가할때, 팀의문화(즉팀의가치프로파일)와팀원개개인의

핵심가치가 일치하는 정도에 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인과 팀의 가치 프로파일은 MVPI(Motives, Values,

Preferences Inventory)(Hogan & Hogan, 1996)를통해서

평가할수있다. 이를요약하면, 팀의역량을평가하기위해서

는팀구성원개인이 (1) 팀의일원으로서작업하기에적합한

지, (2) 팀의주요과제와부합하는지, (3) 팀의문화와부합하

는지에대해서평가해야하는것이다.

(3) 규범(Norms) 일단 팀 구성원으로 선정되고, 팀 구성원들이

팀의목표와목적에대해서이해하게되면, 팀개발에있어서

규범적요소들이중요해진다. 규범은팀의의사결정방식, 회

의방식, 평가방식, 정보공유방식에대한것이다. 규범에관

해서알아야할세가지중요한요소가있다. 우선, 규범은팀

의 목표와 목적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둘째, 만약 팀이

규범을명확히정의하지않는다면, 시간이지나면서다른규

범들이생겨나게된다. 그러나부주의하게발전된규범은팀

이효과적으로작용하는데반하는방식으로기능할수있다.

의식적으로팀을개발하지않는다면, 팀은팀에효과적인방

식이아닌개인에게편안한방식으로발전하기쉬우며, 그결

과는팀의붕괴가될것이다. 세번째, 팀내에는다양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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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존재하지만, 어떤규범은상대적으로다른규범들에비

해보다중요할수있다. 특히의사결정, 의사소통, 회의, 책임

등을포함하는규범은적절한팀수행에있어서더중요하다.

고성과팀들은의사결정이어떻게이루어지는가에대한보다

명확한규칙을가지고있다. 고성과팀들은또한팀회의의기

유지에대한규칙, 팀구성원들이자기주장을해야할때와

팀을대변해야할때에대한규칙, 회의에서의논쟁을해결하

는방식에대한규칙, 팀구성원의책임이정해지는방식에대

한규칙등도가지고있다. 팀이의사결정, 의사소통, 회의수

행, 책임 설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설정하지 못하거나,

현재의규범이여전히필요하고유용한지에대해의문을제기

하지않는다면팀은제기능을할수없게된다.

(4) 수용(Buy－in) 팀 구성원들이 팀의 목표와 규범을 이해한다

고해서그들이반드시목표와규범에몰입할것이라는것을

의미하지는않는다. 팀구성원들에게이문제들에대해서드

러내놓고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한 경우 팀은

수용이부족하게된다. 팀내수용수준이높으면, 팀구성원

들은팀의목표를믿고그것을달성하기위해서열심히일한

다. 수용을높이는방법에는세가지가있다. 첫째는당위적

팀 비전, 우선적 목적, 또는 존재 이유를 개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사람들은자신보다크고, 진귀하고, 중요한것의

일부가되기원하는데고성과팀의일부가된다는사실이이

러한 목적을 충족시켜 준다. 그러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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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팀구성원들의가치와팀목표간의일치정도에따라서

달라진다. 어떤 리더들은 팀 구성원들의 개인적 가치를 팀

목표와일치시키는특별한기술을가지고있다. 수용에대해

두번째로고려해야할것은리더에대한신뢰이다. 팀 구성

원들이 리더의 판단이나 방향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면 팀

에 헌신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팀 구성원들이

리더의 경험과 정직성을 신뢰한다면, 더 쉽게 팀 목표에 헌

신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원들이 목표와 팀의

규범형성에관여했을때에도수용이촉진된다.

(5) 권한(Power) 권한은 수요가 많은 자원의 통제로 정의된다.

권한이많은팀은스스로의사결정을내리고, 목표달성에필

요한장비, 시간, 설비및자금을가진다. 반대로권한이적은

팀은스스로의사결정을내릴수있는선택의자유와목표를

성취하는데필요한자원이부족하다. 팀의권한을증대시키

기위해팀구성원들은자신들에게더많은의사결정의자유

와부가적자원을허락하도록경 층을설득하거나, 자신들에

게가용한권한과일치하는방향으로목표의범위를재설정하

려하게된다. 일반적으로팀들은자신들의목표를성취하기

에는시간, 자원, 의사결정권한이부족하다고믿지만, 실제

로는성공적목표달성에필요한충분한자원을가지고있는

경우가많다. 좋은팀들은자신들이지니고있는자원을효과

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을찾거나부가적자원을얻을수

있는방법을찾는다. 역기능적인팀들은자신들의목표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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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방법을찾기보다는자원이부족하다는생각에만얽매인

다. 그들은또한그러한생각을입증하기위해서가상의장애

를찾거나, 심지어는만들어내기도한다. 팀이성공하기위해

서는팀내누군가는팀의잘못된가정에도전하고가상의장

애를무너뜨려야한다.

(6) 사기(Morale) 사기와응집력은팀이일심동체가된정도를의

미한다. 모든팀들은팀구성원들간에가치차이, 업무부담

의차이, 의사소통오해, 경쟁관계등의갈등적요소를지니

고 있다. 즉 모든 팀에서 이러한 분열의 요소들이 결합해서

긴장과 대인 간 갈등을 가져오는 것이다. 팀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팀 구성원들이 갈등을 인식하고 다루는 방법을 궁

리해야하며, 이러한활동을일상적이고공정한방식으로해

야 한다. 만약 사기가 정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앞에서의

요소들을 아무리 잘 관리했다 할지라도 팀은 역기능적으로

변한다. 갈등의 해결은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라

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다. 갈등을 다루

는인기있는방법중하나는야외활동프로그램이다. 전형

적으로이러한방식은갈등에대해서어느정도장기적인효

과를갖는다. 왜냐하면갈등의원인이팀의목표, 역할, 수행

기준, 책임설정규칙등과같은팀형성의기초적요소들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서이다. 즉 많은 경

우갈등은앞에서언급한팀발달과정에서의이슈들을적절

히다루지않았기때문에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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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과(Results) 쿠피모델의첫여섯단계는팀구성방식에대

한것이다. 결과요소는팀이실제로성취하는것에관한것이

다. 고성과팀들은앞의여섯가지요소를성공적으로따랐기

때문에좋은결과를얻게된다. 효과적이지못한팀은이러한

여섯가지요소들에서의문제점들을찾아개선한다면수행을

증진시킬수있다. 이 모델은설명적이면서동시에실용적인

특성을모두지니고있다. 이모델은효과적인팀을형성하는

데포함되는요소들을묘사해주는동시에, 역기능적인팀의

수행을강화하기위해서각각의요소들을어떻게개선해야하

는지에대한조망을함께제시해준다.

결론

팀과 집단에 관한 문헌들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이슈를 무시해 왔

다. 첫째, 약 10년전까지팀에관한문헌은효과적팀수행에대한

주제를무시해왔다. 내관점에서볼때효과성은팀을분석할때최

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는것이고, 팀에대한모든논의에서의주요

목표가되어야한다. 둘째, 팀 연구가근본적으로사회학과사회심

리학에서시작되었기때문에성격의중요성을무시해왔다. 가장잘

알려진프로이트, 융, 아들러, 호니, 에릭슨, 알포트, 매슬로우등은

지나치게심리내역학, 내부적삶또는내부적성격에만관심을가

졌다. 이러한심리내전통에반하여나는 (1) 개인내부에서발생하

는 것은 외부에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행동들에 반 되어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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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반 하여형성된다는것과, (2) 우리 삶의가장중요한

측면은 개인 혼자만의 사적인 사건들보다는 가족, 친구, 동료와의

상호작용과같은공적사건들이라는것을믿는다. 이러한사실은팀

수행에서성격의역할이중요함을의미한다.

사람들은팀에속하고, 팀은조직에속한다. 사람들은역할을맡

게됨으로써팀의일부가된다. 사람들에게역할이필요한두가지

이유가있다. 첫째, 심리적존재의핵심인우리의정체성은공공에

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형성된다. 즉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벗

어나서는서로에게말할수있는것이적고, 우리가사회적존재가

되기위해서는서로에게말할것이필요하다. 둘째, 우리는육체적

생존을 위해서 우리를 팀, 집단, 가족, 공동체와이어 주는역할을

필요로 한다. 인류를 포함한 장류들은 고립되어서는 생존할 수

없다.

성격은두가지방법, 즉 (1) 대인관계스타일의관점과 (2) 정체

성의관점에서정의되어야한다. 우선, 좋은팀플레이어가되는데

도움이되는대인관계스타일이있고해가되는대인관계스타일이

있다. 나쁜 팀플레이어가 팀 수행을 방해한다는 증거는 명백하다.

둘째, 어떤 대인관계 스타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의 직무 역할

을다른사람들보다더잘수행하도록해준다. 예를 들어, 외향적

이고 충동적인 사람은 좋은 장거리 트럭 운전수나 항공 운행 관제

사가될수는없지만, 좋은 외판원이될수는있다. 많은 연구들이

이를명백히지지한다. 셋째, 개인의정체성은개인의핵심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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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결정된다. 모든팀또는집단은그구성원들이공유하고있

는 가치에 의해서 정의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팀의 가치

가일치할때최선의수행을보인다. 많은자료들이이를명백히지

지해준다.

이장에서나는리더십에대한논쟁을거의하지않았다. 그러나

제3장에서지적한것과같이성격은리더수행에강한 향을미치

고, 리더수행은팀수행에강한 향을미친다. 그렇기때문에성격

이리더의역할을통해서수행에 향을미친다는사실도명백하다.

제4장 사회속의삶：성격과팀수행 135

(03)제4~5장093-172  2009.11.24 3:11 AM  페이지135   mac④ 



(03)제4~5장093-172  2009.11.24 3:11 AM  페이지136   mac④ 



조직의비 스런생애：

성격과조직이론

제 5 장

이전장에서는 (1) 팀이개인으로구성되어있고, (2) 팀현상은

개인현상과구별되지만, (3) 팀현상은성격심리학의원칙으

로설명될수있다고주장하 다. 이장에서는 (1) 팀이조직에귀속

되며, (2) 팀현상과조직현상은다르지만, (3) 조직현상역시성격

심리학의원칙으로설명될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

조직현상이개인심리학의관점에서이해될수있다는주장과관

련하여, 조직의효과성을높이기위한일을하는컨설턴트들이어떻

게자료를수집하고사용하는지를생각해보자. 이들은조사자료에

근거하여조직이어떻게변해야하는지에대한의견을제시한다. 다

시말해서, 컨설턴트들은각개인들을대상으로업무에대한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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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보상에대한만족, 의사결정권한이부여되었다고느끼는정

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 역할 명확성, 그리고 경 진에 대한 신뢰

등에 대해서 조사한다. 그런 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구성원들이

어떻게지각하고있는지를정리하여조직이현재어떻게기능하고

있는지를진단하고, 조직을개선하기위한전략을도출한다. 컨설턴

트들은조직이현재어떻게기능하는지를이해하기위하여성격자

료, 즉개개인의인식에의존하고있다. 실제로조직개발분야에종

사하는많은컨설턴트는컨설팅활동에있어서이장에서제시하고

있는주요주장들에대해공감하고있다.

다음의일화는팀에서의프로세스와조직에서의프로세스가어떻

게다른지를잘보여준다. 미방위군에서의료전문가로일하고있

는한젊은남자가있었다. 그는뛰어난의료기술을지니고있었기

때문에어떤방법을사용해서환자를치료할지를스스로결정할수

있는권한을가지고있었다. 그는자신이속해있는부대가2005년

에이라크에파병될것임을알고있었다. 그는특별유예가가능했

음에도불구하고‘팀의일원’으로서동료를따라이라크에갈의사

가있다고보고하 다. 이와유사한사례는흔히볼수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미육군을대상으로한조사연구에따르면, 많은군인

들은 자신이 전쟁에서 끝까지 싸운 이유가 국가, 혹은 국가의 신

조, 군의 명성, 혹은 전쟁의 명시적 목표와 같은 거창한 이유보다

는동료애때문이었다고응답했다. 이처럼팀구성원간에는사람

들과조직사이에는존재하지않는, 일종의책임감과응집력이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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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은개인성격과조직과정(organizational process) 간의관

련성을다룬다. 특히초점을두고자하는것은모든조직에서공통

적으로나타나는조직과정들이다. 이러한조직과정들은조직의책

임자나 구성원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어떤 조직에서나 나타나지만,

개개인의 성격 특성이 반 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조직 과정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전인식적 수준에서 발생하므로 조직의

무의식을형성하게된다. 그래서나는그러한조직과정들이조직의

숨겨진측면이라고생각한다. 

요약하면, 이장에서는성격에기초한조직이론을개괄하고자한

다. 많은심리학자들은조직이론에관심이없다. 예를들어, 심리학

자들은조직개발에대해논의할때조직이론을무시한다(Austin &

Bartunek, 2003; Warclawski & Church, 2002). 이는자동차의

기본구조를알지못하면서자동차를고치려고하는것과같다.

많은조직이론들은구조사회학(structural sociology)의관점을

반 하고있다(Selznick, 1957). 뒤르켕에서현재에이르기까지, 사

회학자들은사회가스스로알아서필요로하는조직을창조하고, 조

직의구조적요인들(예를들면, 풍토와문화)은 구성원들의행동을

통제하지만, 그러한 요인들이 개개인의 소망이나 욕망과는 독립적

이라고주장해왔다. 사회학자들은전형적으로조직현상을근본적

인인간행동의원칙으로설명하려는노력을등한시하 다. 하지만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조직 현상이 개인들－대

체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경 진)－의 욕망, 행동 그리고 선

택을반 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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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무엇인가?

조직은‘자원의총화’로정의될수있다(Buchanan, 1977). 이러한

관점에서보면, 조직은설립자들의이익을위해서중앙에서개별적

인자원들(돈, 기술, 각종계약)이집합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조

정할때비로소존재하게된다. 그후에조직은자원을이용하고분

배하는것에대한규칙을설정한다. 이러한공식적인규칙의총합이

조직 구조이고, 조직 구조는 집약된 자원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어떻게사용되어야할지를정의한다. 따라서언뜻보기에는

조직구조가구성원들의행동을결정하는것처럼보인다. 그러나조

직구성원들의행동은성공하고자하는개개인의노력에의해결정

된다.

사람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조직에 대해 탐구해 왔다. 기원전

2,700년, 이집트인프타호텝(Ptah－hotep)은파피루스에조직을관

리하는방법에대한최초의안내서를썼다. 산업혁명이후에는기

업가들이경 에대한책을집필했다. 테일러(Taylor, 1911)는비즈

니스문제에대한해결책을찾기위해자신이사용했던경험적방법

에대해썼는데, 이는과학적경 에대한첫번째경험적역작이되

었으며그가주장했던대부분의경 방법은오늘날에도유용하다.

예를들어, 종업원을배치할때해당직무가요구하는것과종업원

의능력이부합하는가에기초해서결정을내려야한다는것은오늘

날에도중요하게고려해야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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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베버와조직이론

독일의사회이론가막스베버(Marx Weber, 1947)는조직의발달

에관한이론을주장했는데, 그의주장은조직에대한성격이론적

접근과완전히일치한다. 이는아마도베버가프로이트의이론에

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예를 들어,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관한

프로이트와베버의생각은상당히유사하다).

베버는전통적(traditional), 개혁적(revolutionary), 관료적(bureau-

cratic)이라는세가지관념적형태의조직이존재한다고설명하

다. 그는모든조직이초기에는전통적조직의형태를취하다가개

혁적조직으로변화하며, 종국에는관료적조직이되는일종의발달

단계를갖는다고보았다. 예를들면, 전통적조직(중세가톨릭교회)

은카리스마적인혁명리더인마틴루터(Martin Luther)에의해서

붕괴된후, 개혁적형태의조직으로변모되었다. 그러나개혁적조

직에서의새로운조직구조도얼마의시간이흐른후에, ‘카리스마

의일상화(the routinization of charisma)’라는과정을거쳐, 공식

적이고관료적으로변화하게된다. 베버는개혁적조직은필연적으

로 관료조직으로 변화되므로, 관료조직이 조직의 이상적이고 궁극

적인상태라고주장하 다. 베버는관료조직이규칙과책임, 그리고

투명성에바탕을두고있기때문에관료조직이야말로조직을구조

화하는유일한합리적방법이라고본것이다. 

그러나나는베버의주장이틀렸다고생각한다. 그의주장은역사

에대한오해에서비롯된것이다. 과거의많은연구들에서는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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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주장한다. 13,000년 전 농경이시작된후현재까지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는(수렵－채집 집단을 제외하고) 독재정치가 이루어

졌고, 이들정권은모두가혁명에의해전복되었으며, 혁명은다시

또다른독재정치를낳았다(Diamond, 1997). 

2005년에 토고라는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서 전개된 사건을

보자. 1960년대에토고는그시기의다른아프리카국가들과마찬

가지로식민통치에서벗어나독립하게되었다. 처음으로선출된토

고 대통령인 실바누스 올림피아(Sylvanus Olympia)는 1963년에

발생한군부쿠데타에서살해당했다. 그를살해한에야데마그나싱

베(Eyadema Gnassingbe)는 1967년에 정권을 이양받아, 프랑스

정부의지지아래37년동안토고를통치하 다. 

그는병적인살인광은아니었지만철권통치자 으며, 토고의경

제를 황폐화시켰다. 2005년 2월에 에야데마 그나싱베가 세상을

떠나자, 토고의군부세력은헌법을위반하는것에아랑곳하지않

고 즉각 에야데마 그나싱베의 아들, 파우레 그나싱베(Faure Gna-

ssingbe)를 대통령으로 임명하 다. 파우레와 군부 수장들은 파우

레그나싱베의집권을합법화하기위해헌법을개정하 고, 이로인

해현대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정부, 다시말해베버가주창

한관료조직에기반한정부로의변화를희망했던많은대중들은실

망할수밖에없었다. 바로이사례가조직형태변천의전형적인스

토리이다. 하나의전통적사회는혁명후다른사회로대체되지만,

대체된새로운정부는결국이전의전통적사회를다시계승하는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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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으로권력을장악한군사정부는초기인간사회와유사한양상

을보인다. 마케도니아의필립(Philip), 줄리어스시저(Julius Caesar),

칭기스칸, 샤를마뉴(Charlemagne), 국의 헨리 8세, 근대 터키

의 창사자인 캐말 아타튀르크(Kamal Attaturk), 스탈린, 마오쩌

둥, 그리고사담후세인등은모두군인이었다. 이들은자신을따르

는사람들을외부침략자로부터보호하고안전을보장하는대신세

금과공물을제공받았다. 이러한전통사회는착취, 개인의권력장

악, 자의적법률, 그리고경제적파탄이라는특징을가지고있으며,

과거 13,000년 동안 가장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사회 조직

이었다.

그러나군사정권에는항상도전자들이있어왔다. 시간이흐르면

열렬한추종자를끌어모아기존질서에도전하는카리스마적인물

이 나타났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eon Bonaparte), 아돌프

히틀러(Adolph Hitler), 그리고쿠바의피델카스트로(Fidel Castro)

가그대표적인물들이며, 이들의성공은새로운혁명적질서를가

져왔다. 이는베버가말한두번째조직형태이다. 그러나이들의혁

명후에도잠시동안의선동과진보가있었을뿐, 실제로는한독재

자가다른독재자로대체된것일뿐이었다. 보통시민들의시각에서

는아무것도변화되지않은것이다. 근본적인무엇인가가변화하지

않는다면역사는하나의독재정권이또다른독재정권에의해무너

지는결과를가져올뿐인것이다.

베버는 독재적 통치와 혁명적 권력교체의 끊임없는 순환을 끊을

수있는대안이있다고생각했다. 과학적관점에서보면, 어떤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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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에는올바른방법하나와잘못된수많은방법들이존재한다.

아담스미스는한나라의경제가합리적으로관리된다면, 필연적으

로사회구성원모두의부가증가할것이라고주장하 다. 

스미스의전통에따라베버는독재정권의전통적인위계를대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합리적인 대안이 관료조직이라고 주장하

다. 관료조직에서는통치의원칙이권력층의개인적부가아닌, 모

든 구성원의 점진적 향상이다. 사람들은 혈통이나 인맥이 아닌 개

인의재능과자질에의해높은지위에올라서게되고, 성과에따라

보수를 받고 승진을 한다. 의사결정은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비인격적인 방식, 즉 관료주의적 규칙에 기초하여 이루어

진다. 사람들은관료조직의규칙을따르는것이더나은보수를받

고더높은지위로승진할수있는길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따르

는것이다. 

관료조직의 규칙과 절차는 독재자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부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게 된다.

그러므로합리적인관료조직은자본주의경제가번성할수있는단

하나의통치형태이다. 통치의다른두가지형태(전통적조직과개

혁적 조직)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경제 정책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파멸하게된다. 그러나합리적인관료조직은냉혹한역사전개

에맞서싸우는이상적인조직이다. 나는이러한설명이베버의주

장을더잘해석하는것이라생각하며, 이를바탕으로이장의나머

지부분을전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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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가지필연적주제들

이 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주제들이있다는점이다. 이들주제는인간의본질적측면

과연결되어있기때문에필연적으로발생하지만인식하기어려운

것들이다. 앞서언급했듯이, 이러한주제들은조직의숨겨진측면에

해당하며, 조직적무의식의일부분이다. 다음은이러한열가지주

제들에대한설명이다. 

피라미드식체계로서의조직

모든조직에서자원이증가하면이자원은상층부로흘러들어가고

최고위층에있는사람들은이로인해큰이익을얻는다. 세네갈의다

카르지역은거리마다여행객들에게노래를부르며구걸하는굶주리

고여윈아이들로가득차있다. 이 아이들은탈리베(Talibes, 세네

갈의 구걸하는 아이들)로 불린다. 이들은 마라부트(Marabouts)라

불리는종교지도자들에의해날마다길거리로내몰리고, 구걸하도

록강요받는다. 이아이들은각설탕, 가루우유, 콜라, 열매등을포

함하여 매일 250프랑에서 650프랑(50센트에서 1달러 30센트)을

구걸해야할할당량으로지정받는다. 만약아이들이할당량을채우

지못하면종교지도자들로부터매질을당한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거의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대부분의조직이피라미드구조로되어있기때문이다. 이

탈리아의사업가인찰스폰지(Charles Ponzi, 1882~1949)는자신

제5장 조직의비 스런생애：성격과조직이론 145

(03)제4~5장093-172  2009.11.24 3:11 AM  페이지145   mac④ 



의이름을딴폰지구조(Ponzi scheme)를제시하 다. 이구조에서

는사람들이조직에들어가면자기들보다높은위계에있는사람들

에게물질적대가를지불하면서, 자기들도시간이지나면자기들보

다낮은신참자들에게서물질적대가를상납받을수있을것으로기

대한다. 중세 가톨릭교회에서도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도움의대가로신부에게물질적보상을지불하고, 다시신부는주교

에게, 주교는추기경에게, 추기경은교황에게대가를지불했다. 이

러한구조는군대에서도마찬가지이다. 낮은계급의군인들은높은

계급의장교들이가진특권을누리게될날을꿈꾼다. 이런현상은

‘특권에 의한 계급화(특정 계급은 그에 걸맞은 특권을 갖는다)’를

의미하며, ‘책임에의한계급화(특정계급은그에걸맞은책임을갖

는다)’에의해서정당화된다. 

미국 회사에서 CEO와 근로자들의 임금 차이는 엄청나다. 나는

조교수시절에학문적으로는상당한성과들을거두었지만낮은봉

급을받으며일주일에80시간을일했는데, 당시우리대학을후원

하는전직대통령의호화로운집에초대받은적이있었다. 그때느

꼈던 조교수와 대통령의 생활양식 차이는 모든 조직에서 자원이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

분했다. 

어떻게이러한피라미드구조가밑바닥계층에있는사람들에의

해 전복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까? 조직 내 권력 위계의 존속은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폰지 구조의 참여자들과

같이 하층 계급의 많은 사람들은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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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고위층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책임에 의한 계급화), 그러한

지위에 따르는 혜택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특권에 의

한계급화).

둘째, 창립자와후계자세대들은그들의조직이왜그렇게구조화

되어야하는지에대한합리적이고복잡한이론이나신화와같은그

럴듯한이야기를만들어낸다. 모든사람들은삶의과정에서발생하

는여러가지일들에의미를부여하고구조화하려는강한본능을가

지고있기때문에이러한이야기를진실로받아들인다. 물론이모

든것에우선하는정당화요소는종교이다. 마르크스는일찍이“종

교는아편과같다.”고외쳤으며, “종교를통해부르주아들이프롤레

타리아들을지속적으로구속할수있다.”고주장하 는데, 이는최

소한부분적으로는옳은지적이었다. 한 사회혹은조직이왜지금

과같은구조를가지고있는지에대한신화는항상존재하고있으며

사람들은그러한신화들을믿는다. 

셋째, 사람들은생존하기위해서집단의일부가될필요가있다.

모든중요한인간욕구들(교제, 생명유지, 지위, 의미부여)은주로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충족된다. 하지만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 되

었을때자연스럽게얻게되는혜택이있으면, 그에상응하는의무

도있다. 만약어떤사람이집단의일부가되기를원한다면, 그 사

람은집단에충성심을보여야한다. 즉미국의전대통령인린든존

슨(Lyndon Johnson)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기 위

해서는그조직의규칙을잘따라야한다. 반대로누군가가현재의

사회제도를비판하고더나아가규칙과절차들을위반한다면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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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제재를받게될것이다. 만약그사람이그러한제재를무시한

다면제재는더강화되고무력이사용될수도있다. 사람들은자발

적으로사회의규칙과절차에순종하지않는다. 사실사람들이사회

에순종하는궁극적인이유는사회적무력과처벌에대한두려움때

문이다. 사회적무력에대한위협이현재의사회적현상(제도, 규칙,

절차등)을받아들이게하는역할을하고있는것이다.

사람들이주로상위계층에게유리하도록만들어진사회조직을받

아들이고지지하는마지막이유는성격심리학의기본원리에서찾을

수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Bourdieu, 1984)는 이를 오인

(misrecognition)이라고불 고, 마르크스는허위인식(false con-

sciousness), 사르트르(Sartre, 1960)는 자기 기만(self－deception)

혹은 이중성(double－mindedness), 프로이트는 억압(repression)

이라표현했지만, 어떻게불리건간에이는모두같은현상을말하

는것이다. 

사람들은 중요한 신념(예, “산타클로스는 존재한다.”“우리 대통

령은모든국민의복지를걱정한다.”)이도전받고있다는사실을알

려주는자료나증거에직면했을때, 그증거에주의를기울이지않

으며나중에는그러한주의를기울이지않았다는사실도무시한다

(MacIntyre, 1958). 결국사람들은신념을위협하는증거를무시함

으로써자신을편안하게해주는환상을유지할수있는것이다. 사

람들이이러한심리적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조직이생존할수

있고, 심지어번 하기까지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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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통치할것인가?

정치학자들에 따르면, 인간 역사의 근본적인 질문은“누가 통치할

것인가?”이다. 이질문은모든조직에서의역동성이개개인의권력

추구에서나온다는것을보여준다. 사람들의성격에개인차가존재

하는것처럼, 권력추구에도개인차가존재한다. 그러므로각조직에

서소수의사람들은권력을얻기위해격렬하게경쟁하겠지만, 대부

분의사람들은그저자신에게주어진일을하면서권력이전개되는

것을바라보기만할것이고, 또다른소수의사람들은그들앞에전

개되는 사건들에 대해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것이다.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대부분의의미있는활동들과새로운시도들은더많은권

력을원하는사람들로부터시작된다. 

심리학자들은권력에대한인간의동기를과소평가하거나무시하

지만, 다른학문분야의학자들은권력동기의중요성을잘이해하고

있다. 예를들어, 국의철학자이자수학자인러셀(Russell)은화이

트헤드(Whitehead)와 함께『수학 원리(Principia Mathematica)』

를 집필하여 1950년에노벨문학상을수상하 는데, 그의 수상소

감에서도권력동기의중요성이잘드러나있다. 그는“정치와정치

이론에대한많은논의가불충분한심리학적설명을기반으로하고

있다. …만약정치학이과학적이어야한다면…인간행동의근원으

로서정치적사고에대한더깊은수준의통찰이필요하다.”는말로

소감을 시작하 다. 물론 인간 행동의 근원은 성격의 핵심이라 할

수있는인간동기를의미한다(Frenz, 1969).

러셀은 인간의 욕망이 정치적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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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자신의욕망에따라움직이기때문에인간의욕망에대

한논의가중요하다고강조하 다. 그는이러한욕망중네가지에

초점을두고, 덜중요한것부터더중요한것까지순서대로제시하

다. 첫 번째는 안전으로 이는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을 말한다. 안전은‘자본주의 시스템의 근원’이며, 훌륭

한자본주의자들은자신의안전에대한지나친욕망때문에충분한

돈과자원을결코손에넣을수없다. 두 번째욕망은경쟁(지위를

향한 경쟁)으로 질투에 의하여 촉발된다. 경쟁하려는 욕망은 너무

나강력해서많은사람들은“자신의라이벌을완전히파멸시킬수

있다면, 기꺼이가난해질각오가되어있다.”세번째욕망은명예

(인정)이다. 명예에대한욕구는결코충족되는법이없어서우리가

명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점점 더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

고 싶어지며, 또한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은 명예를 신성시해

왔다(Frenz, 1969).

네 번째욕망은권력으로이것은네가지욕망중에서가장중요

하다. 권력은“저명한인사들의삶에서나타나는가장강한동기이

다.”사람들은권력을발휘하여다른사람들이원치않는것을하도

록만든다. 결과적으로“권력에대한욕심때문에행동하는사람들

은다른사람들에게기쁨을주기보다는고통을가할가능성이더높

다”(Frenz, 1969).

베버는 가장 전문적이고, 규율이 강하며, 비인격적이고, 형식을

중시하는관료주의에서조차도최고위층의사람들은동양의전제군

주처럼행동하는경향이있으며, 최고위층들은권력을얻고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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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찬부하들과의경쟁에끊임없이직면하게되고권력다툼을하

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한다고 언급했다. 베버 이후에 등장한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가장 최

근에조직에서의권력을연구한학자이다(Swartz, 1997). 

부르디외는권력과통제력에대한욕구, 그리고동료들을뛰어넘

고자하는지위욕이조직생활에서의근본적인이슈라고주장하

다. 그러므로 모든 조직은 개개인이 자신들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노력하게만드는경쟁의장이다. 그러나부르디외는사람들의

이러한경쟁적행동이대개는무의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보

았다. 

사이어트와 마쉬(Cyert & Marsh, 1963)는 조직의 주요 인물들

모두가가지고있는공통적인목표는조직내부의자원(권력)과 통

제력을획득하는것이며, 따라서권력층은다른사람들이자원에접

근하는것을막기위해위계적인조직구조를만들게된다고주장하

다. 이와유사하게햄브릭(Hambrick, 1994)은최고경 자집단

에대한연구에서최고위층이가지고있는최고의관심사는주로더

높은지위에오르거나CEO가되는것으로나타났다. ‘대체로공격

적이고, 위계적인경향이있는’사람들은권력을선취하고, 후계자

계승경쟁에서이기는데열중한다. 결국모든조직내의역동성은

개개인의권력추구에서비롯되는것이다.

이러한관찰로부터세가지추가적인결론을이끌어낼수있다.

첫째, 어떤조직에서도권력의이동은일어나기가어렵다. 예를들

어, 작은사업체에서부터월마트, 삼성, 현대와같은거대기업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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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까지세계의많은사업체들이세습적인특징을가지고있다. 문

제는어린아이가성인이된후에가족의사업을이어받고싶어하지

않을때발생한다. 대개이런경우에는누가통치할것인가를놓고

싸움이촉발된다. 

둘째, 조직에서어떤일들이일어난다는것은권력추구자들에게

출세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내가30년동안컨설팅을해온경

험에서볼때, 고객들은컨설턴트가그들의조직을더잘기능하도록

만들어줄것이라는믿음이있기때문에컨설턴트에게도움을요청

하는것이아니었다. 오히려고객들은컨설턴트의‘프로그램’이그

들을더돋보이게하기때문에컨설턴트를고용했다. 즉컨설턴트를

고용하고그컨설팅회사가보유한베스트프랙티스(Best Practice)

를 도입하는것자체가자신들이회사를위해뭔가제대로일을하

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고객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 즉 자신들의 경력 관리 관점에서 컨설팅을 의뢰한

다. 이러한이유때문에컨설팅을요청한고객들이승진을하게되

면컨설팅관계도끝나게되곤한다. 즉새로운담당자가오게되면,

그들도새로운컨설팅기법을소개함으로써자신들을차별화할방

법을찾고자하기때문이다. 

셋째, 권력을향한치열한경쟁은조직을변화시키고자할때저항

이발생하는이유이기도하다. 변화는권력관계가달라질가능성을

야기한다. 권력을얻고자하는사람들은변화를추구하지만, 권력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에 저항한다. 2004

년, 정보의흐름을더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미국정보국을재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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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었다. 《New York Times》가

여러차례지적했듯이, CIA에서자신의입지를이미다져놓은고참

간부들은국가안보를더공고히하는것보다그들의권력을보존하

는 데 더 관심이 있었고, 따라서 조직 재편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저항하 다.

세종류의권력

사람들에게있어권력은중요한의미를지닌다. 역사는권력을획득

하고유지한사람들의일화들로점철되어있다. 이는일부권력자들

에 의해 역사가 전개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력의 원천은

무엇일까? 권력은자원, 특히다른사람들이갈망하고있거나그들

에게필요한자원을누가통제하느냐의관점에서가장잘정의된다.

이러한원천은돈이될수도있고, 정보에대한접근권한혹은힘이

될수도있다(Pfeffer, 1992). 모든조직에는세종류의권력원천이

있다. 

첫째는근원적권력이다. 사장, 창립자및그들이총애하는사람,

창립 발기인들, 그리고 조직에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하며, 이들은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스스로

가지고있는사람들이다. 둘째는개인의카리스마나다른사람들과

의긍정적관계에기초한권력이다. 즉 어떤사람은부하직원과동

료들이그사람을좋아하거나존경하기때문에권력을가지기도한

다(French & Raven, 1959). 셋째는조직에서의지위및조직의공

식적인규칙에기초한권력이다. 즉어떤사람들은그들의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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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때문에권력을가진다(March & Olsen, 1982). 이 같은권력

의세가지유형모두는다분히일시적이어서하룻밤사이에사라져

버릴수도있다.

개인목표와조직목표사이의갈등

모든조직에는효율성과조직의성공을극대화하기위해고안된규

칙과 절차가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개발을 위하여 조직의

자원을사용하고싶어하므로, 이둘간에는항상갈등이존재한다.

조직이합리적인관리체계를갖추고유지하지못한다면, 사람들은

조직이아닌자기자신을위해일하기시작할것이다. 게다가합리

적인관리체계가구축되었다해도몇몇개인들은이를전복시키려

시도할것이다. 벤자민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그의마지

막의회연설에서미국의입헌민주주의실험은자기자신의이익을

위해헌법을유린하고악용하는이기적인정치인들이나타날것이

기때문에필연적으로실패할수밖에없다고주장하 다.

규칙의기원

베버가 언급한 것처럼, 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더

많은규칙을만들어낸다. 베버는규칙이조직을더효율적으로만

들기위해서필요하지만, 규칙이증가하는이유에는다른설명도가

능하다고주장했다. 먼저활기차고, 감이넘치는, 혁신적인분위

기의신생조직을상상해보자. 그러나이러한분위기속에서도필

연적으로 누군가는 개인적인 비용을 출장경비에 청구하거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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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개인적인일을함으로써시스템을기만한다. 이러한기

만이드러나게되면, 조직은그와같은특정비행을통제하기위하

여 새로운 규칙들을 제정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회사를 속이는 또

다른비행방법을찾을것이고, 이에따라더많은규칙들이제정될

것이다. 규칙들은특정한비행행위각각을규제하기위하여한번

에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규칙들은 꾸준히

축적될것이다.

법칙적비유기분해가능성(nomological nonbiodegradability)의

법칙(Hogan & Henley, 1969)은 일단제정된규칙들은좀처럼소

멸되지않는다는것이다. 이는조직이성장함에따라서조직의규칙

체계가점점견고해지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성숙한조직은너무

나 많은 규칙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규칙의 조항들이 혁신의

방향과맞지않을때에는조직이가진대부분의규칙을깨는작업을

해야한다. 특히조직에서성공을바라는혁신가는규칙을깰필요

가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비판자나 경쟁자들과 맞설

수있는비교우위의무기를제공한다. 또한그렇게하는것이혁신

을성공으로이끌수있는방법이기도하다. 요점은조직내에서규

칙의축적은피할수없는과정이고, 이러한규칙의축적은효율성

을향상시키는기능보다는비행을일삼는이단자들을통제하는기

능을한다는것이다. 

권력의패러독스

권력이모든것을가능하게하는것은아니다. 흥미로운점은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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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업이든정부기관이든관계없이)에서는더높은위치에올

라갈수록, 자신이하고자하는대로일하기가더어려워진다는것이

다. 이와관련된전미국대통령지미카터(Jimmy Carter)에대한

재미있는일화가있다. 대통령집무실벽안쪽에서쥐가죽어있는

지썩은냄새가나기시작했다. 카터대통령이많은노력을기울

음에도불구하고썩은냄새가나지않도록할수는없었다.

장군은 개인적으로 선발한 보좌관들과 직접적인 대면 관계를 갖

는다. 장군은이들보좌관들에게엄격한규칙을적용하기보다는대

개융통성을발휘한다. 그러나장군의명령에보좌관이복종하지않

았을때에는직접적인처벌이신속하게이뤄진다. 이와는달리관료

주의에서의 상사와 부하 관계는 공식적이다. 대부분의 부하들은

CEO 혹은 관리자가 출근하기 전에 먼저 출근하고, 이들이 퇴근한

후에야 퇴근한다. 큰 조직에서는 부하직원이 무능하다거나 상사의

지시에불복종했다고해도즉각적인처벌이이루어지기어렵고, 공

식적인검토과정을거친후에나가능하다. 

또한 부하들의수동적공격(passive aggressive) 행동은탐지해

내기가어렵고, 탐지해낸다하더라도처벌하기가쉽지않다. 결국

수동적 공격 성향을 지닌 부하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 행동은 점점

더수위를높여가게된다(예, “기억이안나는데, 언제그보고서를

요구하셨죠? 죄송합니다만, 컴퓨터가 고장 나서 제때 하기가 어렵

겠네요.”).

큰 조직에서의 중견 관리자들은 많은 권력을 지니고 있으며, 정

보를 얻기 쉽고, 상층부 인사들과의 개인적 관계를 맺으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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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할당받지만, 특정부하가원치않는일을하도록만드는것

은쉽지않다. 게다가새로운시도를하기위해서는보다많은시간

과노력을기울여야하는데, 이들은거의매분마다새로운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 중 많은 것들은 정치적인 것이고,

경쟁자나 직속 부하들의 음모로부터 발생한다. 중견 관리자들은

이러한문제들을처리하느라너무많은시간을소비하므로부하들

로하여금구체적인변화를시도하도록촉진하고업무에대한동기

를부여하는데는정작시간을내지못한다. 이것이권력의패러독

스이다.

리더십과최고경 진

리더십이조직의운명을결정할수있는중요한요인이라는점은누

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가정에 의문을

가진다. 예를들어, 사회학적관점에서조직의성공은어떤개인의

통제력을 넘어서서 주로 지정학적, 경제학적, 그리고 역사적 힘에

따라달라진다. 사회학적관점을가진조직연구자들은리더십이조

직수행에중요한 향을미친다는관점에지속적으로의문을제기

해왔다(Salancik & Pfeffer, 1977). 세계대전과대공황과같은사

건들이 리더로 하여금 최선의 전략을 취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이 책은 리더십이 조직 운명의 중요한 결정 요인임에

틀림없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데이와로드(Day & Lord, 1988), 그리고토마스(Thomas, 1988)가

발표한논문을필두로하여, 리더가조직의재무적성과에미치는

제5장 조직의비 스런생애：성격과조직이론 157

(03)제4~5장093-172  2009.11.24 3:11 AM  페이지157   mac④ 



향을증명하는자료들이꾸준하게제시되어왔다. 예를들어, 바릭, 데

이, 로드, 그리고알렉산더(Barrick, Day, Lord,& Alexander, 1991)

는 평균적인성과를내는임원들과비교해서, 높은성과를내는임

원들은재임동안조직에2,500만달러에달하는가치를더창출한

다는것을보여주었다. 이와유사하게, 조이스, 노리아, 그리고로

버슨(Joyce, Nohria, & Roberson, 2003)은조직의재무적성과를

내는데기여하는여러요소들중CEO의역량이약 14%를차지한

다고보고하 다. 이와같은데이터들은리더십이조직성공의결정

요인이라는점을분명하게보여준다. 

두번째의문은리더들이자신이속한조직이원활하게기능하는

데어떤 향을미치는지, 그메커니즘과관련된것이다. 그대답은

리더들은그들의직속부하들을통해 향력을발휘하고, 부하들의

행동(좋거나나쁘거나)이다시시스템전반에 향을미치는방식으

로연계적인 향을미친다는것이다. 하터, 슈미트, 그리고헤이즈

(Harter, Schmidt, & Hayes, 2002)는관리자의성격이직접적으

로그들부하직원들의만족에 향을미치고, 부하직원들의만족수

준이직접적으로조직의수행에 향을미친다는것을발견하 다.

그들은 7,939곳의 회사에서 일하는 198,514명의 근로자를 대상으

로한조직수준의메타분석에서근로자들의만족도와이직, 고객충

성도, 재무성과등과의상관이거의 .40에이른다는것을보여주었

다. 그러므로관리자의성격은근로자만족에 향을미치고, 다시

조직수행에 향을미치는것이다.

햄브릭(Hambrick, 1994)은한걸음더나아가최고경 자들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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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조직의수행에어떻게 향을미치는지를증명하 다. 또한17곳

의대기업(예를들면, IBM, 코카콜라, 디즈니, 제록스, CBS, 크라이

슬러, 제너럴모터스등)을대상으로실시한연구에서페터슨, 스미스,

마르토나라, 오웬즈(Peterson, Smith, Martorana, & Owens,

2003)는 CEO의성격과최고경 진의다양한특성(예를들면, 응

집성, 부패, 위험감수) 간 상관이 .50임을밝혔다. 더 나아가최고

경 자집단의응집성등의특성이순이익, 판매성장률, 투자회수

율, 총자산 이익률과 같은 재무적 사업 결과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연구를통해드러났다. 

그렇다면이러한예에서발견할수있는교훈은무엇인가? 세가

지가 있다. 첫째, 리더십의 향력은 조용하지만 막강하다는 것이

다. 특히리더들은개인의성격을반 하여의사결정을하게되고,

이러한결정들이축적되어장기적으로조직의성과에 향을미치

게된다. 어떤결정은잘못된것으로판명된이후에도계속진행되

고(예, 타임워너와AOL의합병), 어떤결정들은잘못된것으로판명

된즉시더이상진척되지않는다(예, 개인용컴퓨터제작을중단하

기로한제록스의결정). 1970년대에미국심리학회(APA)의리더들

은 심리학의 인기를 높이는 데 기여했던 상업지《Psychological

Today》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잡지의 연속된 실패는 APA

를 파산 지경에 이르게 하 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장본인들은책임을지지않았다.

둘째, 베버[그리고 햄브릭(1994)]가 지적한 것처럼, 최고 경 진

들은권력투쟁에전혀관심이없는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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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두하고 있다.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

신의개인적 향력과통제력을키워나가며, 이를위해때로는조

직 전체를 희생시키기도 한다. 햄브릭(1994)에 따르면, 시간이 지

나면서최고경 진은조직이아닌자신의성공을추구하는역기능

적 행동을 추구하게 되고 이는 결국 개인과 조직의 실패를 가져오

게된다.

이미많은연구들을통해잘알려져있듯이, 어떤상황에서는매

우협조적이고효과적으로의사소통을하던최고경 진이상황이

바뀌면전혀그렇지못한경우들이있다. 화합이안되는최고경

진은 (1) 새로운환경에대한인식이다르고, (2) 변화필요성에

대한합의된대안을마련하는것과, (3) 계획 실행에서어려움을

겪는다. 또한독립적이고혼자서행동하는것에익숙해져서다른

이들과함께행동하기가힘들다(p. 200). 

요점은, 리더십은 최고 경 진을 통해 조직 수행에 향을 미치

는데, 최고경 진이시간이지나면서역기능적이될수있다는것

이다. 

셋째, 조직의 운명에 미치는 리더십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지

만, 새로운 CEO를 선발하는 사람들이 후보자의 리더십 스킬을 염

두에두고선발을하는경우는드물다. 그보다는다양한개인적혹

은특수한이유로새로운CEO를선택한다. 칼튼피오리나(Carlton

Fiorina)는 루슨트에서 마케팅 부사장이었다. 피오리나는 거만하

고, 냉담하고, 자기과시적이었기때문에그녀의부하직원들은그녀

가회사를떠나기바랐다. 1999년, 휴렛팩커드가새로운CEO를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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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작했을때HP의이사진중한명은HP가다른컴퓨터제조업

체인컴팩과합병하기를원했다. 그는피오리나를고용하기위하여

나머지이사회구성원들에게로비를하 는데, 이는그녀가가진능

력때문이아니라피오리나가그가원했던합병을추진하려고했기

때문이었다. HP에서도 그녀의 리더십 스타일은 거만하고 자기 과

시적이었다. 그 후합병은잘못된생각인것으로판명되었고, 결국

피오리나는해고되었다.

심리적과세(taxation)의기원

사자는두가지부류로나뉠수있다. 하나는큰위험속에서도사냥

을하고 역을지키려고하는부류이다. 이보다훨씬드문두번째

부류는‘무임승차자’이다. 이부류에속하는사자들은사냥을하지

않으며, 무리의 역을 보호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다른 사자들의

노력으로살아간다. 모든집단생활을하는동물들은이와유사하다.

사자무리와마찬가지로모든큰조직에는두부류의집단이존재

한다. 첫번째집단은대개가장큰집단으로, 중요한일이나조직의

대표적인활동들을수행하는사람들이포함된다. 예를들어, 철도회

사에서는 기차를 운전하고 정비하며 조차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집단에 속하며, 대학에서는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두번째집단은대개첫번째집단보다훨씬더소수의집

단인데, 이들은핵심적인작업에기여하지않으면서조직의중요한

부분을통제하는사람들을포함한다. 이러한사람들은임원주변에

머무는 정치인들이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무임 승차자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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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조직에직접적으로공헌하는것이없는데도조직의이익을

함께나눠가진다.

나는매우큰재무서비스회사에서지점관리자로일하는 리하

고근면한한여성과이야기를나눈적이있다. 그녀는《New York

Times》에자주등장하는조직의중견임원에게성차별을당하고적

절한지원도받지못했지만, 매우우수한실적을올리고있었다. 그

러나그회사의차갑고쌀쌀한CEO는그녀의리더십을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최근좋은‘인간관계스킬(people skill)’을가지고있는

한남성을고용하 다. 그녀는이남성과만난뒤, “정말솔직히말

하면, 나는그사람이나다른중견임원들에게별로좋은인상을받

지못했습니다. 왜냐하면그들은좋은정치인일뿐, 특별히우수하

지도않고그들중어느누구도회사의성장에큰도움이되지않았

기때문입니다.”라고말했다.

큰집단일수록더많은무임승차자들이존재한다. 2005년 10월

17일, 《The New Republic》에는연줄을통해고용된미정부고위

공무원 15명의프로파일이실렸는데, 이들은자신의직무를수행하

기에는 능력이 부족했고, 부하들이 싫어했으며, 수행 결과도 나빴

다. 하지만이러한무임승차자들의출현은필연적이며, 그들을부

양하는것이열심히일하는사람들이부담해야할심리적비용이다.

그러나각조직은제한된수행능력을가지고있어서실제공헌자들

의수에비해무임승차자들의수가많아지면, 결국프랑스혁명혹

은인재의대량유출과같은일들이일어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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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의기원

슈나이더(Schneider, 1987)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유사해진다는것에주목하 는데, 이는조직구성원들이그들

도인식하지못하는방식으로조직문화를형성하기때문에나타난

다. 슈나이더는 조직의 심리학적 환경(예를 들면, 문화)이 조직의

지배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성격을 반 한다는 홀랜드(1997)의

관점에 따라 조직문화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 다. 홀랜드는 쉽게

측정할수있는사무실위치나해당산업, 조직도가아닌, 조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개인 성격의 관점에서 조직의 환경을

분석해야한다고주장하 다. 러, 케츠드브리스, 그리고툴루즈

(Miller, Kets de Vries, & Toulouse, 1982)의연구논문은홀랜드

의관점을경험적으로입증했다. 

그들은조직안팎에서나타나는행동들이특정개개인들의성격

과능력에따라결정된다는점에주목하 다. 또한그들은CEO들

의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에서의 개인차가 조직의 혁신,

위험감수, 미래에대한관점, 역동성, 그리고환경과의이질성, 조

직 내·외부 환경에 대한 탐색의 정도를 예측한다는 사실을 발견

하 다.

슈나이더는조직문화의기원을다섯개의명제로설명하 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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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앞에서 살펴봤듯이 CEO의 성격이 조직문화의 형성과 개발에

향을미친다. 둘째, CEO의재임기간이길수록조직문화의형성

과개발에더많은 향을미친다. 셋째, 조직문화에맞는성격을가

진사람들은조직생활에만족한다. 넷째, 조직문화와맞지않는성

격을가진사람들은조직을떠나려할것이다. 다섯째, 앞서말한것

들의결과로조직은시간이지나면서점점더동질적이된다. 이다

섯개의명제가슈나이더의모집, 선발, 보유(Attraction－Selection－

Attrition：ASA) 모델의기초이다. ASA 모델은성격이조직에어

떻게 향을미치는지에대해잘보여준다. 

슈나이더의분석에따라다음두가지문제를예상해볼수있다.

첫째, 시간의흐름에따라조직의동질성이점점높아지는것은위

험하다. 동질화된 조직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

이다. 둘째, 새로운 CEO 혹은다른고위경 자가고용되었을때,

조직은 조직의 현재 문화와 비즈니스 전략을 새로운 CEO의 성격

에맞게수정해야하지만, 실제로이런일들은좀처럼일어나지않

는다. 앞서 언급한 HP의 예에서, 팀워크와 품질을 중시하는 문화

를 가지고 있던 HP는 새로운 CEO로서 과시적이고, 마케팅 중심

의 관점을 가진 피오리나를 고용하 는데, 이러한 어울리지 않은

조합은 결국 조직의 성과를 떨어뜨렸고, 피오리나가 해고된 원인

이되었다.

쓰레기통모델

호손 실험(Roethlisberger & Dickson, 1939)은 구성원들이 통상

성격과조직의성패164

(03)제4~5장093-172  2009.11.24 3:11 AM  페이지164   mac④ 



조직의 지시와 명령에 잘 따르지만, 동시에 개인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사회적존재라는것을잘보여준선구적결과이다. 전통적인

경제모델과는반대로호손연구는사람들이개인적인목표를가지

고있으며, 그 목표가조직의성과를저해하지않는다면그목표를

달성하기위해노력한다는것을보여준다. 이는조직의관리자들에

게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게다가조직에서의합리성은한계가있

다(March & Simon, 1958). 이러한제한적 합리성은조직의의사결

정자들이그들의의도가무엇이건간에완벽하게합리적인선택을

하지못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조직에서의의사결정과정이종

종‘쓰레기통(garbage can)’과같다는관점의기초가된다(March

& Olsen, 1976).

쓰레기통 모델*은 조직이 분명한 목적 없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뜻한다. 이런의사결정을하는조직에서도관리자들은변함없

이승진하거나출세하고있다. 어떤관리자들은조직의문제를발견

하고, 문제해결방안을제시함으로써승진할수있다. 또한이러한

관리자들이퇴사하더라도그들이고안한문제해결책은조직의미

래에 향을미치는지침이될수있다. 그러나주목할점은중대한

조직의의사결정이자신의경력에만신경을쓰는사람들에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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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주：쓰레기통모델은전통적합리주의철학을부정하고조직의의사결정과정을쓰레
기통에비유한집단의사결정모델이다(Cohen, March, & Olson, 1972). 이 모델에서는
의사결정이일정한규칙에따라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요소가쓰레기통같이뒤죽박죽움직이다가어떤계기로교차하여만나게될때이루어
진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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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진다는점이다. 그들은충분하지못한정보를가지고의사결정

을내리며, 더욱이의사결정의결과를확인하거나책임을질정도로

조직에오래남아있지않는다. 이것은성격이조직의운명을형성

하는또하나의방법이다.

조직의효과성

사람들은항상집단의일원으로살아간다. 사람들의부는그들이속

해있는집단의성공에따라달라질것이다. 인간역사의 99.9% 동

안, 대부분의사람들은자신이태어난집단에서살다가죽었다. 이

와 달리 현대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속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있는권리를지니고있다. 그러나어떤집단에속할수있는지에

대한선택권과는상관없이, 사람들의행복은여전히그들이속한집

단의성공여부에달려있다. 이러한사실은조직효과성의중요성

을보여준다.

조직 효과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들은 이에 대한 연

구를피하려는경향이있었으며, 대신경 학에서이문제를더진

지하게다뤄왔다. 경 학자들은다양한비즈니스조직의효과성을

정의하기위해서, 조직효과성을생산성, 재무, 고객서비스, 그리고

인적자원의네가지범주로분류하 다.

생산성의 측정은 투입(자본, 사람, 재료)이 결과(상품과 재화)로

변환되는과정의효율성을뜻한다. 사회심리학자들또한조직효과

성을측정하기위하여이지표를사용하 다(Katz & Kah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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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생산성지표들에는제품의양과질, 인당판매량, 그리고혁

신비율이포함된다. 그러나이측정치들은해당조직자체만을평

가하는데그치고있으며, 그조직이다른조직과경쟁하고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이 위치한 산업분야의 생산성

평균과 비교하여,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규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

하다.

효과성측정의두번째범주는재무지표들인데, 이들지표중에서

는시장에기초한지표와회계에기초한지표(Hirschey & Wichern,

1984), 이 두 가지가중요하다. 시장에기초한지표는현재그리고

미래의이익을창출할수있는잠재력을나타낸다. 이 지표는조직

의이윤과주주들이중요시하는가치를반 하며, 전체주주배당률

과가격대비수익률, 그리고토빈(Tobin)의 Q 비율(기업의시장가

치를자산가치로나눈것)에의하여표시된다. 시장에기초한지표

들은조직이마음대로조작하기어렵기때문에일반적으로회계지

표보다 더 좋다고 여겨진다(Anderson & Terrell, 2004). 그러나

회계지표역시조직효과성과관련한정보를제공해준다(Hirschey

& Wichern, 1984). 주당순이익, 총투자이익률, 총자산이익률, 혹

은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장률, 그리고경제적부가가치( 업이

익－세금－자본비용)(Stern, Shiely, & Ross, 2001) 등이조직효

과성과관련된일반적인회계정보이다.

고객서비스지표는효과성측정의세번째범주로, 이 지표들은

고객만족, 고객유지및신규창출과관련된다. 시장점유율은고객

서비스지표의대표적인예이다. 마지막범주인인적자원기반측

제5장 조직의비 스런생애：성격과조직이론 167

(03)제4~5장093-172  2009.11.24 3:11 AM  페이지167   mac④ 



정치는조직이얼마나인재를잘관리하는지를반 한다. 이범주에

속한지표들은이직률, 사고율, 그리고동기등을포함한다. 후계준

비도(bench strength)－미래에리더가될후보들의수와능력－

와같은것들도아마여기에속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고객과인

적자원에기초한효과성측정치들은재무제표에직접적으로반

되는것은아니지만생산성과재무성과수준을유지하는데중요하

다. 다시말해서, 어떤조직이재무성과를증진시키는데주력해서

고객을멀리하고근로자들의사기를저하시키고있다면, 그조직은

필연적으로어려움에처할것이다. 이러한조직의다양한지표들은

조직효과성전반에대한정보를제공해준다.

조직효과성은다음다섯가지요인들에의해 향을받는데, 이

요인들은개개인의성격과 접한관련이있는것들이다. 조직의효

과성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은 조직의 인재이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재능있는사람들이재능이없는사람들보다뛰어난수

행을보일것이다. 조직의인재수준은경 자가선택한선발과평

가절차들에의해 향을받는다. 

조직의효과성을결정하는두번째요인은조직의동기수준이다.

유능하지는않지만동기가매우높은집단이, 유능하지만동기가저

하되어 있는 집단보다 더 뛰어난 수행을 보일 것이다. 조직에서의

동기는관리자의질에따라달라진다. 형편없는관리자는조직의사

기를저하시킬수있다. 

조직의효과성을결정하는세번째요인은경 진의리더십스킬

이다. 유능한관리자들을적재적소에배치하는것은관리자선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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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의 적절성에 달려 있으며, 궁극적으로 최고 경 진이 이

이슈에얼마나관심을기울이는지의정도에달려있다. 

조직의효과성을결정하는네번째요인은비즈니스전략이다. 합

리적인비즈니스전략을찾기위해서는연구가필요하다. CEO들은

연구자가 아니다. 만약 CEO들이 연구자라면 그들은 CEO가 되지

않았을것이다. 홀랜드(1997)의관점에서보면, CEO들은기업가적

/관습적 유형(외향적이고, 야심 차고, 권력을 추구하며, 돈에 의해

동기화되는 유형)이고, 연구자들은 연구적/예술적 유형(내성적이

고, 창의적이며, 아이디어에 의해 동기화되는 유형)이다. 그래서

CEO들은종종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고, 구성원들에게권력유지

를 허용하도록 해 주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이해시키는 전략을

선택한다.

뛰어난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이슈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즉 (1) 비즈니스모델, (2) 경쟁, (3) 업과마케팅, (4) 수행과

분배, (5) 고객서비스이다. 조직은어떤비즈니스를해야할지와재

무적으로어떻게그러한비즈니스를해낼것인지에대한의사결정

을해야만한다. 그러고나서조직은경쟁상대와비교하여자신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두 이슈들은

대부분의전략기획의핵심이지만, 이것들이그자체로조직효과성

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두 이슈가 결정된 다음에는

시장에제품을팔거나공급할방법을찾아야만한다. 또한고객들을

확보하는동시에제품을적기에적절한방법으로고객들에게공급

할방법을찾아야한다. 마지막으로조직은사업수행과고객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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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에대한이슈에대처할수있도록준비해야만한다. 이러한이슈

들은전략적이고, 공식적이고, 구조적인것들이어서심리학에서다

룰것은아니지만판매, 실행, 그리고고객서비스와같은요소들을

고려할필요가있다. 

조직의효과성을결정하는마지막요인은조직의역량과동기수

준, 경 진의능력, 사업전략의효과성을평가하기위하여모니터

링시스템을갖추는것이다. 이 다섯가지요인들을적절하게조절

하는것은최고경 진들의책임이다. 훌륭한리더는조직효과성을

결정하는핵심요인이다.

미국의해안경비대혹은FBI와같은독점기업은경쟁기업이없

기때문에그효과성에관하여논하는것은적절하지않지만, 사업

조직의효과성에관련해서는몇가지의문을가질수있다. 첫번째

의문은현재상태에서조직효과성의기저율과관련있다. 개별조

직들의효과성에대한연구들을살펴보면, 연구대상의31%가효과

적, 53%가효과적이지못함, 15%가분류할수없음으로나타났다.

결국대부분의조직들이비효과적이라는것인데, 이는대부분의조

직이인재선발을잘못하고있으며, 무능한관리자들을두고있고,

효과적으로전략을기획하고수립할능력이부족하며, 자기감시와

평가의과정을게을리하기때문이다. 

대부분의조직은조직효과성을결정하는다섯가지요인들을다

루는과정에서실수를하기마련이다. 이런점때문에가장효과적

인조직은인재를선발하고관리하는방법, 관리자를모집하고훈련

시키는 방법, 전략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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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서 가장 적은 실수를 저지르는 조직이다. 결국 모든 조직은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페리클레스(Pericles)는 스파르

타와의전쟁직전에아테네에있는형들에게이렇게말했다. “스파

르타의전략에대해걱정하기보다는내가실수할것이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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