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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Innovativeness of Military Organizations in the Period
of Defense Reform 2.0: Focusing on Organizational Ambidexterity
Recently complex and dynamic environments require military organizations to
strengthen not only efficiency but also creativity and innovativeness.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potential conflict that may arise from pursuing these two required properties within military organizations. Researchers argue that the heterogeneity of organizational contexts relevant for efficiency activities (exploitation) and
innovative activities (exploration) would underlie the potential conflict and suggest
that organizations need to establish ambidexterity in order to solve the conflict and
to ensure the continuous development. Drawing on these arguments, the present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to diagnose the status of ambidexterity
in military organizations with the data collected from three Air Force units. Results
indicate that Air Force organizations are, in general, characterized as a collaborative-hierarchical culture. Structural separation of the organizational contexts between
units was not found, meaning that Air Force units are likely to have homogeneous
contexts regardless of their heterogeneous roles. Moreover, results show that organizational members’ ambidextrous behaviors can be facilitated by paradoxical leadership
of work group superv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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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년 세계 최초로 필름 카메라를 발명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
던 코닥(Kodak)은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필름 카메라 시장이 잠식되어 감에
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의 강화에 몰두하다 쇠락하고 말았다. 반면 캐논(Canon)
은 과감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경쟁력이 약화되는 사업들에서 과감하게 철수
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집중함으로써 이 분야의 선두기업
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전 세계 기업 중 30년 이내 사라지는 기업이 전체의
80%에 달한다고 하며(Kennedy & Moore, 2003), 국내 1,000대 기업의 평균 나이
는 약 28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만호, 2018. 8. 2). 이러한 사례
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직의 생존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명제 중 하나는
바로 ‘변화와 혁신 없는 조직은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때 성공했던 조직
도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쇠락할 수밖에
없다. 반면,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과감하게 혁신해 가는 조직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마련이다.
변화와 혁신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로마의 군사이론가 Vezetius의 명언이 그
이면에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국가의 튼튼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
군이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다. 군은 적의 위협, 새로운 전쟁양상, 과학기술의 발전을 정확히 예측해서 위협
요인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사 전략과 조직운영
을 혁신하고 환경에 부합하는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군 조직 또한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할 수 있을 것이다.
군 조직의 혁신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흥망성쇠로 귀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1차 세계대전 말기, 전차라는 새로운
기술과 무기체계가 도입이 되었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프랑스와 독일의 혁신적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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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는 2차 세계대전 초기 양국 간의 전쟁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이
내주, 2017). 새로운 기술을 기존의 전술에 단순 적용하는데 그쳤던 프랑스에
비해 독일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군사전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전격전
의 개념을 창안하였다. 프랑스는 독일보다 많은 병력과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음
에도 혁신을 대하는 소극적 태도로 말미암아 단 몇 주 만에 독일군에 의해 프랑
스 남부지역까지 괴멸당하고 말았다. 혁신하지 못한 군대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없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복잡한 안보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면서, 그 변화가 “단순한 개선의 수준이 아니라
환골탈태의 변화여야 한다”고 강조하고(국방일보, 2017. 8. 9) 다양한 혁신과제
들을 국방개혁 2.0에 담아 발표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조직 상층부에서
주도하는 개혁 과제를 군 조직 전반이 함께 참여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아감으로
써 혁신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직 변화의
본질이 식별된 몇몇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혁신 역량을 구축하는 데 있음(Cummings & Worley,
2016)을 상기할 때, 우리 군이 스스로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혁신을
일상화할 수 있는 변화역량을 보유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더욱 중요
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동적 변화의 시기에 우리 군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변화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진단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최근 국방환경의 특징과 우리 군에 요구되는 변화의 과제를 효
율성과 창의적 혁신성 강화라는 두 가지 속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들 사이
에 내재된 잠재적 모순을 조직학습이론(organizational learning theory)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이러한 변화과제들의 모순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
한 역설(paradox)의 관점과 조직양면성(organizational ambidexterity) 구축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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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 및 방법에 대해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임무 특성을 가진 부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해 군의
조직양면성 현황을 진단해 보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국방환경과 조직양면성
1. 국방환경의 특성과 군 조직이 직면한 과제

최근 국방환경의 역동성과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군은 다양한 변화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먼저, 우리 군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국방예산의 제약으로 국방력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국방부, 2018; 최병욱, 2019).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병역대상이 되
는 20세 남성인구의 경우 2019년 현재 약 32.8만 명에서 2022년에 약 27만여
명, 그리고 2030년에는 약 22.5만 명으로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
계청, 2019). 국방부(2018)에 따르면 우리 군의 상비 병력은 2018년 59.9만 명에
서 2022년에는 약 50만 명 규모로 감축될 예정이며, 병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단축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경우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2.33%로 세계 주요 분쟁지역의 국가들의 평균인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국방부, 2018). 이러한 국방자원의 제약은 군의 조직 운영에 있어 낭비를
최소화하고 통제와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안보환경의 복잡성 증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의 등장과
이에 따른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군이 유연성과 창의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최병욱, 2019). 우리가 직면한 안보상황의 특징은 전통적으
로 예측 가능했던 위협요인들뿐만 아니라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인 위협을 포
함하여 위협요소들의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국방부, 2018).
따라서 전통적인 전략과 전술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위협 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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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유연하고 복합적인 대응 방안들의 모색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의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을 가속화시키고 전쟁수행 방법에 있어 다양성과 복잡성을 한
층 증대시키고 있다(류태규･지태영, 2019).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하면서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등
에 걸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을 바탕으로 전투력 운영 능력을 강화하고
무기체계를 발전시켜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해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김윤태,
2019).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군 조직의 창의성과 혁신성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 조직
은 기존의 역량들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익숙
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개방성과 혁신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도록 요구
받고 있는 것이다.
2. 효율성 강화와 창의적 혁신에 잠재된 모순

군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군이 단기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군사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창의성과 유연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군
조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조직역량을 정렬(alignment)시키고 점진적으로 개
선해 나아감으로써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창의성과 유연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군사전략과 조직역량을 탐색함으로써 조직 효과성을 급진적으로 향상시
키고 혁신시켜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두 가지 목표가 이질
적인 속성들을 가지며 조직 내에서 동시에 달성되기 힘든 상호 모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Levinthal & March, 1993; March, 1991).
March(1991) 등 조직학습이론 분야 연구자들은 전자의 단기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존 역량 강화 활동을 ‘활용(exploitation)’으로, 후자의 미래 성장 발전을
위한 창의적 활동을 ’탐험(explor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1>에 정리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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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두 활동은 서로 다른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다. 활용은 조직의 현재 역량
의 효율적 이용, 안정적 통제, 점진적 개선 등을 포함하며 조직의 단기적 성과
달성과 관련성이 높다. 활용에 중점을 둔 기업은 기존 기술과 제품의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 한다. 군 조직의 경우 기존 전략과 전술, 무기체계,
부대관리방법 등의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려는 활동이 활용에 해당한다. 반면, 탐험은 새로운 역량 창출, 창의적 혁신,
도전과 모험 등을 포함하며 장기적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활용과는 상호
경쟁적인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다(He & Wong, 2004; Levinthal & March, 1993;
March, 1991; Tushman & O’Reilly, 1996). 기업에 있어 탐험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개발, 신시장 개척 등의 활동들을 의미하며, 군 조직의 경우 새로운 전략
과 전술, 무기체계, 부대관리방법의 혁신적 개발 등이 탐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조직에서 활용과 탐험은 같이 공존하기 쉽지 않은 상호 모순의 관계
를 보이곤 한다(March, 1991). 조직이 제한된 자원으로 두 가지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배척하고 익숙한
것을 지속하려는 조직의 구조적 관성(inertia)이 작용하기 때문이다(Hannan &
Freeman, 1984). 활용과 탐험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의 또 다른 이유는 활용과
탐험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조직맥락(organizational contexts) 을 필요로 하기 때
문이다(Smith & Tushman, 2005). 활용에 중점을 둔 조직은 기존의 조직 역량의
안정적 통제와 개선을 통해 효율성 향상과 단기적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때문
에 새로운 시도로부터 발생하는 오류와 실패의 위험을 용인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며 규율과 통제를 강조하는 맥락적 특성을 나타내곤 한다. 이와 반대로
탐험에 중점을 둔 조직은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역량을 발굴하여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은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고 도전과 실험에
1)

와
은 맥락을 조직에서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는 체계(systems), 과정
믿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구조, 전략, 문화,
관리방법 등 구성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특성들을 포함한다.

1) Ghoshal
Bartlett(1994)
(processes),
(bel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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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편이다. 또한 활용을 중시하는 조직과 비교해 볼 때 탐험을 중시하는 조
직은 보다 수평적이며 자율성과 유연성, 활발한 소통과 참여를 강조하는 맥락적
특성을 보인다.
<표 1> 활용과 탐험 비교

활용(exploitation)
탐험(exploration)
기존 역량의 효율적 활용, 안정적 통제, 새로운 역량의 탐색, 개발, 실험
점진적 개선
기존 기술 제품의 효율화를 기업 새로운 기술 제품 개발, 신시장
개 념 기업
통한 수익 극대화
개척
전략, 전술, 무기체계, 군 새로운 전략, 전술, 무기체계,
군 기존의
부대관리방법
효율화와 조직 부대관리방법의 창의적 개발
조직
안정적 활용
및 실험적 도입
, 통제, 안정, 위계,
모험 실험, 창의, 유연성, 자율,
요구 맥락 목표달성 경쟁
기계적 조직
유연 조직
*

출처: He & Wong(2004), Levinthal & March(1993), March(1991), Tushman & O’Reilly(1996)를
바탕으로 구성

3. 모순을 다루는 관점과 조직양면성(organizational ambidexterity)

활용과 탐험 사이에 내재된 모순성에 대해 전통적 조직이론은 이들을 양자택
일의 딜레마(dilemma) 문제로 접근하곤 하였다(이동수, 2015; 윤세준, 1997). 예
를 들어 조직에 대한 상황론적 접근(contingency approach)은 조직이 처한 상황
에 가장 적합하고 익숙한 활동을 선택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Lawrence & Lorsch, 1967; Scott, 1981). 즉 적합성이
부족한 모순된 요소들이 조직 내에 공존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직 환경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점점 더 증
대됨에 따라 모순적인 활용과 탐험을 선택과 집중의 딜레마적 관계로 가정하는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으로 공존이 가능한 역설(paradox)의 관계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이동수, 2015; 윤세준, 1997). 즉, 활용과 탐험 활동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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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Cameron & Quinn, 2011; O’Reilly & Tushman, 1996, 2008; Raisch et al., 2009).

양손잡이 조직(ambidextrous organization), 즉 조직양면성(organizational
ambidexterity)은 역설의 관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개념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개념은 초기에 Duncan (1976), March(1991), Tushman과
O’Reilly(1996) 등 경영전략 및 조직이론 분야의 영향력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후 여러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으
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에 의하면, 조직이 직면한 환경의 불확실
성이 증대될수록 조직이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발전을 균
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 역동적 조직 역량(dynamic capabilities of organizations)
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역량은 조직이 오른손(활용)과 왼손(탐험)을 조화롭
게 쓸 수 있는 양손잡이 조직을 구축할 때 확보가 가능하다(O’Reilly & Tushman,
2008). 양손잡이 조직이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조직일
수록 성공의 함정과 실패의 함정에서 모두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존 역량의 활용에 몰두하는 오른손잡이 조직(활용에 집중하는 조직)은 단기적
효율성과 성과 향상에 적합하지만 과거의 성공방식에 집착해서 새로운 환경변
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성공의 함정(success trap)에 빠지기 쉽다. 반면, 새로운
역량의 탐색과 실험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왼손잡이 조직(탐험에 집중하는 조직)
은 환경의 변화에 민간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불확실한
방법에 집착해서 성과를 창출해 내지 못하는 실패의 함정(failure trap)에 빠지기
쉽다(Levinthal & March, 1993). 이러한 성공의 함정과 실패의 함정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은 활용과 탐험의 기능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활용에 기반한 조직의 경우 최적의 단기성과를 창출할 수 없
다고 할지라도 탐험의 균형을 통해 혁신과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탐험에 몰두하는 조직의 경우 성공적 조직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역량을
탐험함과 동시에 이를 실현화시킬 수 있는 안정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활용)
체계가 필요하다. 조직양면성 구축은 환경의 변화가 불확실해질수록 조직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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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인식이 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조직양
면성을 갖추고 있는 조직일수록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성장 발전한다는 점을 실증연구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조직양면성은 기업의
판매성장, 기업성과에 대한 평가, 시장가치, 혁신성과 및 장기생존 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조직이 직면한 환경의 불확실성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Reilly & Tushman,
2013; Raisch & Birkinshaw, 2008).

일반적으로 군 조직은 통제와 안정을 중요시 여기는 반면 새로운 시도와 혁신
에 인색한 보수적 맥락 특성을 가진 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활용에는 적합하지
만 창의성과 혁신을 필요로 하는 탐험에는 적합성이 낮은, 앞서 언급한 오른손잡
이 조직의 모습으로 인식되곤 한다(Hill, 2015). 이와 같은 선입견으로 인해 군
조직은 현재의 운영체계를 지속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변화와 혁신에 저항
적인 경향을 보이곤 한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자들은 기업과 같은 민간조직과
군대와 같은 공공조직의 차이점이 우리가 가진 선입견만큼 크지 않음을 보여주
고 있다(최병순, 2009; Boyne, 2002). 기업과 마찬가지로 군 조직 또한 효율성과
더불어 이전보다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역량을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는 것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방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첨단기술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할수록 이러한 균형 잡힌
조직역량 구축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제 군 조직은 전통적으로
익숙하게 여겼던 활동들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는
양손잡이 조직 역량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다(Soeters,
2008).

4. 조직양면성 구축 방안

연구자들은 모순성을 내포한 활용과 탐험이 공존하는 조직양면성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맥락적 해법(contextual solution), 구조적 해법(structura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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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기반 해법(leadership

을 제시하고 있다(Raich &
Birkinshaw, 2008, p. 389). 맥락적 해법은 맥락적 양면성(contextual
ambidexterity)을 구축하는 것으로 동일 조직단위 내에서 구성원 개개인이 상황
에 따라 활용과 탐험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양면적 맥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Gibson & Birkinshaw, 2004). 선행연구들은 특히 Cameron과
Quinn(1999)의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 model)을 바탕으로 양면적 특성을
가진 균형문화를 연구하여 왔다(장용선･문형구, 2011).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쟁가치모형에 따르면 조직문화는 내부지향-외부지향 그리고 통제-유연
성의 두 축을 바탕으로 4가지 유형의 상호 경쟁적 문화특성들, 즉 혁신지향문화
(adhocracy culture: 환경에 대한 적응과 민첩한 대응을 강화하고 창의적 도전과
모험을 통해 조직의 혁신과 최첨단의 결과 창출을 추구하는 문화), 과업지향문화
(market culture: 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를 통해 최적의 과업수행과 목표달성을
중시하는 문화), 관계지향문화(clan culture: 상호 협력과 화합, 참여와 소통, 임파
워먼트를 통해 구성원의 사기와 헌신을 유도하고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는 문화),
위계지향문화(hierarchy culture: 적시의 안정적 기능수행을 위해 일관성과 통제
를 중요시하는 문화)로 구성된다(Cameron & Quinn, 1999; Lawrence, Lenk, &
Quinn, 2009). 단위 조직 내에 이러한 경쟁적 문화 요소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상호 균형이 확보되었을 때 양면적인 맥락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양면적 맥락하에서 구성원들은 활용과 탐험 활동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맥락적 양면성의 논리이다. 조직이 처한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
될수록 실시간으로 활용과 탐색 활동이 자유롭게 전환 가능한 카멜레온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지만 실제 조직에서 이러한 맥락적 양면성을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조직이 규모가 크고 위계적이며 강한 상황(strong situation)을
가진 조직일수록 양면적 맥락을 구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음에 설명할 구조적 해법이나 리더십 해법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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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과 재량
관계지향문화(Clan)

내부지향
통합화

핵심: 협력
수단: 화합, 참여, 소통,
임파워먼트
목표: 사기, 개인성장, 헌신
위계지향문화(Hierarchy)

혁신지향문화(Adhocracy)

핵심: 창의
수단: 적응성, 창의성, 민첩성
목표: 혁신, 최첨단의 생산
과업지향문화(Market)

외부지향
차별화

핵심: 통제
핵심: 경쟁
수단: 프로세스 역량, 일관성, 수단: 고객지향, 생산성,
과정통제, 평가
경쟁력 강화
목표: 효율성, 적시성,
목표: 시장점유, 수익성,
순조로운 기능
목표성취
안정성과 통제

<그림 1> 경쟁가치모형

*

출처: Hartnell, Ou, & Kinicki. (2011). p. 679. Figure 1.

단위 조직 내에 두 가지 유형의 맥락을 중첩하여 조성하는 맥락적 해법과 달
리, 구조적 해법은 조직이 활용을 위한 하위 조직과 탐험을 위한 하위 조직을
구조적으로 분리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활용활동에 최적화된 단위조직과 탐험
활동에 최적화된 단위조직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함으로써 구
조적 양면성(structural ambidexterity)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Gibson &
Birkinshaw, 2004). 구조적 분리는 활용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도록 기존 조
직 외부에 독립적인 탐험에 최적화된 조직을 구축하는 공간적 분리(spatial
separation)와 기존 조직 내에 활용조직과 탐험조직을 구성하여 최적의 맥락을
각각 구축해 주는 수평적 분리(parallel separation)로 세분화되기도 한다(Raich
& Birkinshaw, 2008). 록히드마틴사의 독립적인 연구개발 조직인 ‘skunk works’
는 공간적 분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구조적 양면성은 단지 조직 구조
의 분리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활용과 탐험 조직 각각에 최적화된 분리된
하위 문화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장용선･문형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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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맥락적 양면성과 구조적 양면성

*

출처: O’Reilly & Tushman, 2013; Raisch & Birkinshaw, 2008

마지막으로, 리더십 기반 해법은 양면적 리더십(ambidextrous leadership)을 통
해 조직 내 활용과 탐험 활동을 촉진하고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O’Reilly와
Tushman(2013, p. 10)은 조직양면성 구축은 구조적 측면보다 리더십 이슈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조직의 리더들은 맥락적 양면성과 구조적 양면
성 구축을 지원하고 촉진할 뿐 아니라 활용과 탐험의 모순적 활동들을 통합하여
성과를 창출해 내는 데 있어 촉진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이홍･이현, 2012). 리
더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때 이질적 맥락 및 활동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감소하고 지지적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다. 또한 관리자층이 먼저 양면성을
포용하는 사고로 전환할 수 있어야 양손잡이 조직이 역설적 공존으로부터 오는
어색함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Mom, Van den
Bosch, & Volberda, 2009; Smith & Tushman, 2005). 이러한 리더십은 통합이
가능한 최고경영팀에 의해 발휘될 때 양면성 구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만
(Lubatkin et al., 2006) 각 부서장급의 팀 리더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역량으
로 인식되고 있다(Kauppila & Tempelaa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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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직양면성 진단을 위한 탐색적 실증연구
1. 실증연구 개요

지금까지 언급한 조직양면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실제 군 조직의
조직양면성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공군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설계하였다. 실
증연구에서는 공군의 부대들 중 활용중심의 임무와 탐험중심의 임무의 수준에
따라 3개 부대들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직양면성 진단을 위해서
선행연구들은 조직문화와 같은 조직맥락 요인을 평가하거나 실제 활용 및 탐험
활동의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첫째, 대표적인 조직맥락 요인인 조직문화의 특
성을 Cameron과 Quinn(1999)의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 model)을 바탕으
로 살펴보았다(<그림 1> 참조). 조직문화를 구성하는 혁신지향문화(adhocracy
culture), 과업지향문화(market culture), 관계지향문화(clan culture), 위계지향문
화(hierarchy culture)의 상대적 강도를 바탕으로 조직양면성을 진단할 수 있다(장
용선･문형구, 2011; 장용선, 2014; Cameron & Quinn, 1999). 둘째,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실제로 활용과 탐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수준을 각각 조사하여
조직양면성을 진단해 보았다(조성식･허문구, 2013; 허문구, 2015; He & Wong,
2004). 이밖에도 리더십 기반의 양면성(박상언･이일우, 2014; 조성식･허문구,
2013)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지각된 부서의 성과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
를 통하여 본 실증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1. 맥락적 양면성 진단

공군 조직의 맥락적 특성(조직문화)은 어떠한가? 공군이 맥락적 양면성(균형
조직문화)을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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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2. 구조적 양면성 진단

공군 조직은 구조적 양면성(수평적 분리)을 확보하고 있는가? 즉 공군 부대들
중 수행임무 상 활용중심 부대와 탐험중심 부대 간에 맥락적 분리(하위 조직문화
구축)가 되어 있는가?
연구문제3. 양면적 리더십의 효과 진단

부서장이 양면적 리더십을 가질수록 구성원들의 양면적 활동(활용활동과 탐
험활동의 균형)이 강화되는가? 그리고 양면적 활동은 부서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실증연구의 대상으로 서로 다른 임무특성을 가진 공군의 세 부대들을 선정하
였다. 선정된 부대들은 전투부대(비행단), 군수부대, 연구개발조직이다. 전투부
대는 부여된 전투작전을 일사분란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통제를 중요시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탐험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둔
대표적인 부대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연구개발부대(서)는 공군의 주요
발전과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탐험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
되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군수부대의 경우 앞서
언급한 두 유형의 부대의 중간 성격을 띠고 있는 조직으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오류 없이 효율적으로 정비, 제작, 군수 업무를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에 대한 관심과 활동 또한 요구된다. 따라서 활용뿐만 아니라 탐험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조사를 위해 각 부대의 임무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간부
들(장교, 부사관, 군무원)에게 2017년 5월 중 약 1주일 간 설문과 관련된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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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보내고 이메일에 링크(link)된 인트라넷 설문조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설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투비행단의 경우 비행대대, 정비대대, 그리
고 근무지원부서(작전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헌병대대 및 시설대대)의 간부들을
설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개발부대의 경우 연구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간
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군수부대의 경우 정비, 제작, 보급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총
560명이 설문에 응답(응답율 약 43%)하였다.
부대별로는 전투부대 210명(장교 16, 부사관 148, 군무원 15, 신분무응답 31),
군수부대 305명(장교 7, 부사관 80, 군무원 170, 신분무응답 48), 연구개발부대
45명(장교 26, 부사관 3, 군무원 9, 신분무응답 38)이었다. 근속연수는 10년 미만
157명(28.1%), 10년~20년 125명(22.4%), 20년 이상 193명(34.5%)으로 고르게 분
포되어 있다.
3. 측정
가.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

이 연구에서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부서의 집단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Cameron
과 Quinn(1999, 2006)의 경쟁가치모형을 기반으로 개발한 OCAI(Organizational
Culture Assessment Instrument) 문항들 중 권혁철(2013)이 군 조직을 대상으로
활용한 24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일부 문항들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게 적합
하도록 문장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OCAI는 조직의 다양한 요소들 중 여섯 가
지 요소들(지배적 특성(dominant characteristics), 리더십 특성(leadership), 관리
특성(management of employees), 결속력의 원천(organizational glue), 조직운영
전략의 강조점(strategic emphases), 성과 기준(criteria of success)) 측면에서 관계
(clan), 혁신(adhocracy), 과업(market), 위계(hierarchy)의 4가지 하위 문화유형의
정도를 측정한다. OCAI는 4가지 하위 문화유형의 합이 100%가 되도록 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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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점수를 할당하는 강제할당척도(forced choice scale)을 사용하거나 일반적
심리측정 척도로 활용되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가 사용될 수 있는데(이동수,
2015, p. 174),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들(예: 이동수, 2015; Park, Rhee, &
Yang, 2017)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리커트 척도(1: 매우 아니라 ~ 5: 매우 그렇
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나. 활용(exploitation) 및 탐험(exploration) 활동

구성원의 활용 및 탐색 활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om, Van Den Bosch와
Volberda(2007)가 개인 수준의 활용 및 탐색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문항
들과 Bierly와 Daly(2007) 및 He와 Wong(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철기(2012)
의 국내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 중 본 연구에 적합한 6개의 문항들을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개인의 활용 활동 측정문항들은 “나는 현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기존의 절차와 방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려 노력한다”,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려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익숙한 지식/기술을 적극 활용한다”이며, 탐험 활동 측정문항들
은 “다양한 새로운 방법을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노력한다”, “기존의 전통적
인 방법에 도전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안하곤 한다”, “익숙하지 않은 새
로운 지식/기술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용해 보려한다”이다.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1: 매우 아니라 ~ 5: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였다.
다. 부서 성과(group performance)

자신이 속한 부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구성원 개인이 지각하는 부서
성과를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용된 문항은 “나는 우리 부서의 업무성과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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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구통계 변수(demographic variables)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부사관, 장교, 군무원), 근속
연수, 현직위 재임기간 등을 측정하였다.
4. 분석 결과
가.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측정이 적절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의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
(validity)을 검토하였다. 측정의 신뢰성은 동일 개념 측정 문항들 간의 내적일관
성 지수인 크론바흐 알파(Chronbach alpha) 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모
든 변수에 대하여 0.7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타당
성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을 사용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함으로써 가정한 6요인 측정모
형(관계문화, 혁신문화, 과업문화, 위계문화, 활용활동, 탐험활동)의 적합성을 검
증하였다. 이 때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부서성과는 요인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
한 본 연구의 자료는 3개 부대의 구성원들로 부터 수집되었기 때문에 내포구조
를 띠고 있어 Mplus(7.4)가 제공하는 자료의 비독립성을 고려한 복합자료
(complex survey data)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Muthén & Muthén, 2012).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측정을 위해 사용한 OCAI가 여섯 가지 조직요소들을 대상으
로 4가지 유형의 조직문화 특성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직요소 간
방법효과(method effect)가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대상에 대한 문항들 간
에 잔차상관(CU: correlated uniqueness)을 허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잠재
적인 방법효과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요인 간 상관관계가 실제보다 과장되는 편
향(bias)이 발생해 요인 간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가 과소평가되는 오
류가 발생할 수 있다(Marsh, Martin, & Hau, 2006; William, Cote, & Buckley,
1989).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6요인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acceptab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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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문항들이 해당 구성개념(construct)에 0.4 이상
의 유의한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을 보여주었다(p<0.01). 측정의 신뢰성과 타
당성 분석의 구체적 결과는 <표 2>와 같다.
fit)

<표 2>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항목
신뢰성
관계문화 혁신문화 과업문화 위계문화 활용활동 탐험활동 (α)
관계문화1 0.746
관계문화2 0.708
관계문화3 0.656
0.887
관계문화4 0.829
관계문화5 0.792
관계문화6 0.762
혁신문화1
0.709
혁신문화2
0.707
혁신문화3
0.785
0.871
혁신문화4
0.529
혁신문화5
0.857
혁신문화6
0.818
과업문화1
0.433
과업문화2
0.636
과업문화3
0.687
0.826
과업문화4
0.703
과업문화5
0.745
과업문화6
0.670
위계문화1
0.412
위계문화2
0.477
위계문화3
0.691
0.779
위계문화4
0.509
위계문화5
0.811
위계문화6
0.779
활용활동1
0.770
활용활동2
0.902
0.858
활용활동3
0.807
탐험활동1
0.830
탐험활동2
0.827
0.875
탐험활동3
0.857
모형적합도
χ2(354) = 919.116, p < .01; CFI = .918; TLI = .899;
(items)

(fit indices)

SRMR = .067; RMSEA = .059 (90% CI: 0.054 ~ 0.063)

주. N = 560, 모든 요인적재량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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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문제 1: 맥락적 양면성 진단

맥락적 양면성은 세 부대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통합하여, 앞서 언급하였듯이,
1) 공군 조직 전체의 문화적 특성의 균형에 대한 분석과 2) 전체 구성원들이 활
용활동과 탐험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군 조직의 문화적 특성
이상적인 맥락적 양면성은 네 가지 하위 문화특성들이 모두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달성 가능하다(Gibson & Birkinshaw, 2004; Park et al., 2017). 그러나
특별히 모순적 특성을 가진 경쟁가치들 간의 강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맥락적
양면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Cameron과 Quinn (1999) 등은 서로 마
주보고 있는 문화 유형들(위계문화 vs. 혁신문화, 관계문화 vs. 과업문화)이 상호
경쟁하고 있는 경쟁가치들(competitive values)이며 이러한 모순적 경쟁가치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맥락적 양면성이 구축되고 조직이 지속 성장한다고 하였
다. 한편 장용선과 문형구(2011)는 과업문화 vs. 혁신문화 간 비교를 통해 맥락적
양면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관계문화는 경쟁가치들이 상호 융합하고
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즉, 맥락적 양면성의 구축의) 촉매 역할을
하는 문화적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 검토하여 공
군의 문화적 특성을 알아보고 맥락적 양면성을 진단해 보았다.
조직문화 특성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문화 유형별 강도(평균)는 관계
문화(M=3.74, SD=0.70) > 위계문화(M=3.57, SD=0.56) > 과업문화(M=3.37,
SD=0.59) 및 혁신문화(M=3.37, SD=0.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3> 참조). 이에 의하면 공군 조직은 인간관계, 화합,
협력과 아울러 통제와 안정을 중시하는 ‘협력적 위계문화(collaborative
hierarchical culture)’의 특성을 강하게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경쟁과 효
율을 중시하는 과업문화와 창의적 혁신과 도전을 중시하는 혁신문화의 강도는
낮게 나타났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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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ameron과 Quinn
(1999)이 가정한 경쟁적 가치
들 간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관
계문화가 과업문화보다 유의
하게 높은 강도를 나타냈으
며(관계문화-과업문화 = 0.38,
p < 0.01), 위계문화가 혁신문
화보다 유의하게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다(위계문화-혁신문
화 = 0.19, p < 0.01). 따라서
<그림 3> 조직문화 특성
이러한 경쟁가치들 사이에
균형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용선과 문형구(2011)가 제시한 과업문화와 혁신문화
간 비교 결과, 둘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
지만(과업문화 - 혁신문화 = -0.01, p = 0.77) 전반적으로 두 유형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의 강도를 나타내어 양면적 문화가 충분히 구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표 3> 조직 문화유형 간 강도의 차이 (대응표본 T-test 결과)

평균 표준 표준
대응
차이 편차 오차
관계문화 - 혁신문화 .37 .48 .02
- 과업문화
.38
.73
.03
- 위계문화
.18
.73
.03
혁신문화 - 과업문화 .01 .61 .03
- 위계문화
-.19
.74
.03
과업문화 - 위계문화 -.20 .5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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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t

df

p-value

.33

.41

18.08

555

.00

.32

.44

12.15

545

.00

.12

.24

5.84

545

.00

-.04

.06

.29

545

.77

-.25

-.13

-6.06

545

.00

-.24

-.16

-9.25

54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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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직의 활용과 탐험 활동 특성
활용과 탐험 활동 간의 균형
은 맥락적 양면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또 다른 준거가 된다.
활용과 탐험의 전반적 강도를
비교한 결과,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 방식에
집중하는 활용활동(3.97)이 새
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탐험활동 <그림 4> 활용 및 탐색 활동 (평균, 95% 신뢰구간)
(3.49)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활용 - 탐험 = 0.47, p < 0.01).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조직문화 특성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조직 전반에 맥락적 양면성이 구축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통제와 안정 중심의 문화적 맥락하에서는 기존
역량에 의존하는 활용 활동이 새로운 역량을 모색하는 탐험 활동보다 두드러지
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조사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

다. 연구문제 2: 구조적 양면성 진단

공군 조직의 구조적 양면성은 공군 부대들 중 활용임무 중심 부대와 탐험임무
중심 부대 간에 문화적 맥락의 분리(하위 조직문화 구축)가 되어있는지의 여부
와 활용활동 및 탐험활동의 상대적 수준이 부대별 임무의 속성에 부합하는지를
통해 진단하였다.
부대별 하위 조직문화
연구대상인 세 유형의 부대들이 중점임무에 적합한 하위 조직문화를 갖고 있
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부대별 조직문화의 형태를 도출하여 부대 간 차이를 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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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림 5>의 좌측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구조적 양면성이 확립된 가장 이
상적인 상태(준거 혹은 가정)는 세 유형의 부대가 각각의 임무유형에 맡는 조직
문화를 확보하고 있을 때이다. 구체적으로 활용 중심의 임무수행 부대인 전투부
대의 경우 통제형의 문화(강한 위계문화 또는 강한 과업문화)를 구축하고 있어
야 하며, 탐험 중심의 임무수행 부대의 경우 유연형의 문화(강한 관계문화 또는
강한 혁신문화)를 구축하고 있어야 하며, 군수부대의 경우 이 두 유형의 중간
정도 문화적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5>의 우측에는 실제
조사결과를 나타내었는데, 구조적 양면성의 준거 형태와 달리 모든 부대에 걸쳐
동일한 문화적 특성(협력적 위계문화)이 도출되어 구조적 양면성을 위한 하위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을 위해 분산분석
(ANOVA)과 사후검정(post-hoc test)을 실시하였다. 부대별 표본의 크기가 균일
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들 사이의 등분산성 가정이 위배되는지 Levene 통계량
검정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관계문화 및 과업문화 측정치들의 경우 등분산성
가정이 성립되지 않아 Welch 검정과 Games-Howell 사후분석을 이용하여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부대별 4가지 하위 문화 특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4>와 같았으며, 관계문화의 강도만이 전투부대와 군수부대
사이에 유의한 차이(p < 0.05)를 나타내었을 뿐 다른 문화 요인들은 부대 간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세 유형의 부대 사이에 하위 문화 분리(구조적
양면성)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5> 하위 조직문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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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부대별 문화유형의 구성

구분

(

전투부대
군수부대
연구개발부대
합계

관계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
협력,단결,관계) (창의,혁신,모험) (과업목표,경쟁,생산성) (통제,안정)
표준
표준
표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3.87

0.69

3.43

0.67

3.31

0.64

3.65

0.61

3.67

0.67

3.36

0.65

3.42

0.54

3.53

0.51

3.58

0.87

3.24

0.82

3.30

0.63

3.43

0.56

3.74

0.70

3.37

0.67

3.37

0.59

3.57

0.56

부대별 활용과 탐험 활동 특성
부대별로 임무 유형에 부합한 활용 및 탐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림 6>의 좌측은 부대별 임무특성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활용과 탐험
활동의 형태를 나타내며, 우측은 실제 부대별 활용 및 탐험 활동의 수준을 나타
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세 유형의 부대 모두 동일하게 탐험활동에 비해
활용활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와 동일한 이유
(탐험 값의 집단 간 등분산성 가정 위배)로 Welch 검정과 Games-Howell 사후검
정을 이용하여 집단 간 평균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탐험활동은 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활용활동은 가정과 달리 연구개발부대
(M=4.15, SD=0.62) > 전투부대(M=4.04, SD=0.55) > 군수부대(M=3.89,
SD=0.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가 모두 유의하였다(p < 0.05).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고려할 때 구조적 양면성의 가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2)

<그림 6> 부대별 활용 및 탐색 활동 (평균, 95%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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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문제 3: 양면적 리더십의 효과 진단

다음으로, 앞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비록 조직이 맥락적, 구조적 양면성을 확보
하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각 부서의 관리자들이 양면적 리더십을 보일 때 구성
원들이 탐험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양면적 행동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
는지, 그리고 양면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양면적 행동을 통해 부서의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서장의 양면적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위에서 사용한 OCAI가 포함
하고 있는 여섯 가지 조직 요소들 중 부서장 특성과 부서관리 특성(구성원 관리
형태)에 관한 문항들만을 활용하여 부서장 리더십의 관계(clan), 혁신(adhocracy),
과업(market), 위계(hierarchy)적 정도를 각각 측정하는데 활용하였다. 부서장의
양면적 리더십 수준은 Gibson과 Birkinshaw(2004)가 제시한 multiplicative
interaction, 즉 이들 4개 유형의 각 값들을 서로 곱한 값(관계적 리더십×혁신적
리더십×과업적 리더십×위계적 리더십)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구성원의 양
면적 행동의 수준 또한 양면적 리더십의 측정 방식과 유사하게 활용과 탐험의
측정값을 곱한 값(활용×탐험)으로 측정하였다.
모형분석 결과
자료의 분석은 SPSS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대(더미변수), 부
서장 현직위 재임기간, 부서장 계급, 응답자 계급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분
석모델과 결과는 <그림 7> 및 <표 5>와 같다. 결과는 부서장이 양면적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구성원들이 활용과 탐험을 모두 조화롭게 행하는 양면적 행동이 나
타날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준다(β = .64, p < .01). 또한 양면적 행동의 정도가
클수록 부서의 성과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41, p < .01). 또한
구성원의 양면적 행동은 부서장의 양면적 리더십과 지각된 부서 성과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 test statistics(Z) = 8.22, standard error
1)

= 0.0002,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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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양면적 리더십, 구성원의 양면적 행동, 지각된 부서성과의 관계

<표 5> 양면적 리더십, 구성원의 양면적 행동, 지각된 부서성과의 관계(회귀분석 결과)

변 수
R&D 부대 (더미)
군수부대 (더미)
부서장 현직위 재임기간
부서장 계급
현직위 재임기간
계급
부서장 양면적 리더십
구성원 양면적 행동
R2

구성원 양면적 행동
모형 1 모형 2
.05

.11*

-.09

-.06

-.10*

.05

.07

-.13

-.12*

-.15**

-.05

.00

-.08

-.04

-.04

-.13*

-.08

-.01

.04

.07

.01

.05

-.03

.01

-.01

-.01

.08

-.01

.64**

.09

.09

.55**

.29**
.41**

.02
ΔR2

모형 3

집단성과
모형 4 모형 5

.41**
.39**

.02

.31**

.41**

.29**

.10**

주: n = 423, ** p < .01 * p < .05 (양측검정), 회귀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 (standardized coefficient).
Ⅳ. 결론 및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최근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국방환경은 우리 군이 기존의 보유하고 있는 전투력
을 효율적으로 발휘함과 동시에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혁신
적 군 조직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직양면성(organizational ambidexterity)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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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이러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활동(활용)과 혁신성을 추구하는 활동(탐험) 기
저에 모순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각각에 적합한 맥락의 상이함으로부터 기
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통제와 안정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강조해
오던 조직에서 갑자기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혁신 활동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혁신 성과가 도출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두 활동에 배태된 모순성 때문인 것이
다. 따라서 효율성과 혁신성을 균형있게 추구하여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도 ‘양손잡이 조직(ambidextrous organization)’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군 조직에 활용과 탐험에 적합한 맥락이 공존하는 조
직양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Raich와 Birkinshaw(2008)에 의하면 조직양면성은 맥락적 해법(맥락적 양면
성), 구조적 해법(구조적 양면성), 리더십 해법(양면적 리더십)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군 조직의 양면성에 대해 탐색적으로 분석
해 보기 위해, 임무특성이 다른 공군 3개 부대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Cameron과
Quinn(1999)의 경쟁가치모형(competitive value model)이 제시하는 조직문화의
네 가지 하위 요소들을 비롯하여 활용 및 탐색 활동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먼저 공군 조직은 전반적으로 협력과 위계가 강한 “협력적 위계문
화”의 특성을 보였으며 혁신과 과업 지향의 문화가 다소 약하게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협력과 화합을 중요시하는 관계지향문화는 매우 강하게 나타난 반면 경
쟁과 목표달성을 중요시하는 과업지향문화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안정적 통제를 강조하는 위계지향문화의 특성에 비해 창의적 혁신과 도전을 강
조하는 혁신지향문화의 특성이 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문화의 네
가지 요소들 간의 균형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맥락적 양면성은 부족함
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양면성의 촉매 문화 요소인 관계지향문화는 강하게 나
타나 혁신지향문화와 과업지향문화가 강화될 경우 효율성과 창의적 혁신이 역
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문화적 맥락이 형성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내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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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무의 특성상 활용이 중심이 되는 부대와 탐험이 강조되는 부대 사이에
맥락의 구조적인 분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대의 임무특성과 관련 없이 협력적
위계문화 특성이 동일하게 나타났고, 활용 활동이 탐험 활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창의적 탐험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연구개발
부대에서조차도 조직 문화적 특성은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전투부대와 차
이가 없었으며 탐험보다 활용이 두드러진 활동 특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서장의 양면적 리더십의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양면적 리더십
은 구성원의 활용과 탐험이 균형의 이루는 양면적 활동을 촉진하고 이로 말미암
아 구성원들이 부서의 성과를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면성을 구축하는 데 있어 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조직발전을 위한 제언

군 조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
보를 책임져야 하는 엄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은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
하기도 하지만, 군 조직에 있어 쇠퇴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의미하며 국
가의 운명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 군은 늘 긴장감을 가지고 혁신해야 하며 혁신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큰 변화의 시대에 혁신은 군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군은 전통적으로 안정적 통제를 중시하고 활용에 익숙한 오른손
잡이 조직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국방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는 군이 탐험 역량도
보유한 양손잡이 조직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양손잡이 조직화는 활용에 익숙한 조직에 탐험을 위한 부서를 만들고 임무를
부여하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상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활용과 탐험
각각에 적합한 맥락(구조, 문화, 프로스세, 관리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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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규모와 전통적으로 강한 위계적 조직문화를 고려할 때 군 조직에 이상적
인 맥락적 양면성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구조분리를 통한
양면성 구축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구조적 분리를 위해서는
탐험활동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군 하위 조직의 맥락적 특성을 탐험활동에 적합
하도록 구축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군 조직에서 이와 같은
맥락의 구조적 분리가 관찰되기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군 조직의 구조적 양면성
을 강화하려면 연구개발 부대 등 탐험활동을 주 임무로 수행하고 있는 하위 조직
에 일반적인 군의 통제적 관리환경을 적용하기보다 팀제 등을 통해 계층을 축소
하고 조직의 유연성과 구성원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도전과 창의적 활동이 장려되고 보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구조적 양면성을 구축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공간적 분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2> 참조). 즉, 기존 조직과 완전히 분리된 맥락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는 일종의 창의성 조직이나 혁신 센터(innovation
center)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이 군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아젠더(agenda)를 군에 제공함으로써 군 조직이 모험적인 시도를 도모하도록 촉
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독립적 맥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뿐 아니라 선발, 보상 등 인적자원관리와 업무프로세스 등이 기존의
군 조직으로부터 독립되어 창의적 활동에 최적화되도록 보장해 줄 수 있어야한
다.
또한, 군에 탐험 역량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외부 파트너들과의 학습네트워크
(learning network) 구축을 통해 외적 양면성(external ambidexterity)을 확보하는
것도 구조적 양면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대상들보다 군과 거리가 멀어 보이고 쉽게 연결되
지 않았던 대상들과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그들로부터 새로운 지식, 기술, 아이디
어를 주입할 수 있을 때 군 조직에 필요한 탐험역량이 보완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Lavie & Rosenkopf,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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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군 조직의 혁신에 있어 리더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Hill, 2015). 군 조직의 관리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창의적 역량을 갖추어야
함(Connelly & Zaccaro, 2017)과 동시에 익숙한 것뿐만 아니라 어색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양면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군 조직
의 혁신성이 강화될 수 있다(Galvin & Allen, 2016). 이러한 리더십은 상호 모순
된 가치를 다루는 관리자들의 인식체계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군의 관리자들은
활용과 탐험이라는 모순된 두 활동을 상호 대립적인 것에 대한 선택의 딜레마
(dilemma)가 아닌 공존의 역설(paradox)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역설적 인식은
모순된 두 가지가 하나의 체계 내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상호
보완을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이동수, 2015; 윤세준,
1997). 전통적으로 안정과 통제를 강조해오던 위계적 조직구조 속에서 창의성과
유연성의 발휘에 적합한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기존의 군 조직의 기능과 모순되
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군 조직이 장기적 성장을 위한 혁신역량을 구축하
기 위해서는 군의 리더들이 이러한 모순을 포용하는 역설적 리더십(paradoxical
leadership)(Lavine, 2014; Lewis, Andriopoulos, & Smith, 2014; Zhang et al.,

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5)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군 조직의 혁신성에 대해 조직양면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
으며 이 과정에서 공군 세 개 부대를 대상으로 조직양면성의 현황을 탐색적으로
진단하였다. 자료 조사 및 분석의 과정에 내포된 몇몇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의 편의 상 공군 조직을 표본으로 선정함에 따라 육군, 해군,
그리고 국방조직 전반에 걸친 양면성을 진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무특
성별로 대표적인 3개 부대만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표본선택 편향(sample
selection bias)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부대별로 샘플의 수와 인구통계적 분
포가 동질적이 못하여 분석의 견고함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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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응답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속한 부서를 식별할 수 없어
집단수준을 고려한 다수준 분석이 아닌 개인 수준의 분석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
던 점도 연구방법 상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 요소들 간에
그리고 활용과 탐험 간에 어느 정도의 균형을 양면성 확보의 기준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도 한계라 할 수 있다. 완전한 균형은
이상적이며 각 조직마다 바람직한 균형의 수준이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실제 어떤 상태가 군에 적절한 균형인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은 조직양면성의 모든 특성을 포함하여 진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구조적 양면성 중 수평분리만을 진단하였고 공간분
리의 특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간적
인 분리를 뜻하는 순차적 분리(sequential ambidexterity), 외부 파트너쉽을 이용
한 외적양면성 (external ambidexterity) 등(Lavie & Rosenkopf, 2006) 대안적 양
면성 구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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