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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에서 그룹차원의 조직문화 형성과 확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다. 본 연구는 새로운 조직관행에 의해 그룹차원의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과정과 새롭게
형성된 조직문화 특성은 무엇이고 이후 확산된 조직문화가 그룹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기업은 SK그룹이다. 조직문화 형성 및 특성에 관한 주요 원시
자료는 SK그룹이 매월 발행하는 선경(현 SK) 사보(1984년 1월 ~ 1996년 12월)에 수록
되어 있다. 또한 그룹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분석자료는 SK하이닉스 사보(2012년 8
월~2016년 12월)를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결과 조직문화 형성은 두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SUPEX라는 새로운 조직관행에 의해 새로운 조직문화가 형성되는
단계로서 이 단계의 문화적 특징과 배경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문화의 범주를 인
간관계(구성원관계), 인간활동(외부활동), 실재와 진실(의사결정), 인간본성(구성원특성) 등
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범주를 바탕으로 가치, 관행, 상징을 대상으로 새로운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조직문화가 구축되어 확산되는 단계로
서 문화의 확산이 그룹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연구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첫째, 본 연구는 조직관행으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조직문화의 가치 및 인공물
과 관련된 문화적 역동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조직의 생애
주기에 따른 조직문화 형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조직의
시기 중 중기 혹은 성숙기에 도달하면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고 이에 적합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려고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인수합병 전략과 조직문화와의 관계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조직문화, SK그룹, 인수합병, 수펙스, 조직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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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조직은 조직문화의 가치와 가정을 조직내부에 정착시키면서 외부 환경적응 및 내부
조직통합의 기본문제를 해결해간다(Schein, 2004).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자는 전략
및 조직문화 변화의 구축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한다. 경영자는 조직의 새로운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형성을 통해 조직의 변화를 주도한다. 경영자는 조직문화의 혁신
가이자 조직문화의 가치 전달자로서 경영활동의 개념을 확장해간다. 그리고 경영자는
조직정체성 선언을 통해 조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Gioia and Chittipeddi,
1991; Trice and Beyer, 1991). 한편 사회적 통제시스템으로서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관심, 행동 및 몰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경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Lyons
et al., 2007).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에서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은 조직문화의
형성과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영자는 조직구성원들이 새로운 비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Reger et al., 1994).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조직 시스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환경과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징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Gioia and Chittipeddi, 1991).
그리고 조직구성원들은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데 적
극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협상이 필요하다(Schein, 2004). 그리고
조직문화와 전략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조직에는 지지하는 가치와 신념이 있다.
조직의 문화적 가치가 조직 전체에 깊이 뿌리를 둔 조직은 중요한 전략적 이점이 있다.
경영자는 조직의 미래를 위해 조직의 가치를 포함한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Schein, 2004). 전략적 가치와 문화적 인공물을 정렬시키는 것은 기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전략을 수정했다면 기업은 새로운 전략에 맞게 문화적 인공물을 변
화시켜야 한다(Higgins and McAllaster, 2002).
예를 들어 M&A를 진행한 기업은 문화적 적합성을 포함한 조직적합성과 관련된 문
제에 직면하게 된다. Schein(2004)에 의하면 기업이 인수ㆍ합병되면 조직 내에 두 기
업 출신의 비공식 집단에 의한 하위문화가 형성된다. 이는 조직 내의 문화적 차이가 조
직통합으로 인한 이익을 달성하는 데 주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Jemison
and Sitkin, 1986; Shrivastava, 1986; Stahl and Voigt, 2008). 기업은 M&A를 진
행할 경우 조직 내 하위문화의 차이와 조직구성원 간의 비전공유 부족으로 조직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 인수합병(M&A)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수행하는 인수합병 성공과 실패의 핵심 요소
는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Stahl and Voigt, 2008). 특히 한국의
그룹과 같은 기업집단 차원에서 M&A를 통해 성장하는 조직의 문화적 형성과 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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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략과 연계하여 새로운 조직관행의 도입으로 조직문화가 어떻게 형성되
었는지를 기업집단인 그룹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그룹 내 M&A가 지
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문화의 가치 확산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각 문화범주에서 조직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문화적 특성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
다. 그리고 본 연구는 문화형성 후 새로운 문화적 가치가 그룹 전체에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사례그룹이 수펙스(Super Excellance)라는 새로운 조직관행
에 의해 새로운 조직문화를 어떻게 형성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례그룹은 글로
벌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담은 조직경영시스템인
선경매니지먼트시스템(SKMS)과 수펙스를 제시하였다. 그룹의 조직문화 형성은 이와
같이 경영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룹 전체로 확산된 조직문화는 사
례 기업이 M&A 전략을 추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부터
본 연구는 조직문화에 대한 이론적이면서 실천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
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조직문화의 형성, 단계 및 범주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조직에 대한 이해체계를 의미한다(Sathe, 1983).
문화적 관행은 공유된 이해를 발전시킨다(Brown and Duguid, 1998). 그리고 조직문
화는 구성원들에게 사회적으로 전달되는 행동패턴으로 기능한다(Denison and Mishra,
1995). Schein(1985)에 의하면 문화는 세 가지 수준에서 동시에 존재한다. 조직문화
의 표면에는 인공물이 있고 인공물 아래에는 가치가 있으며 조직문화의 핵심에는 문화
적 가정이 있다. Hatch(1993)는 가치와 인공물 사이의 관계를 실현(가치와 인공물의
관계)과정에 의해 설명하였다.
조직문화의 관점은 통합, 차별화, 분열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직이 새로운 사
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할 때 경영자는 차별화 관점을 강하게 추구한다(Martin,
1992, 2002). 또한 창업가는 조직의 비전, 신념, 가치를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려고 한
다. 설립자의 가치와 신념이 조직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면 조직은 실패할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직문화와 창업자의 리더십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Schein,
2004). 경영자는 강력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문화적 가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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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제시하여야 한다(Chatman and Cha, 2003). 문화혁신 리더는 새로운 문화적
전통을 확립하고 새로운 가치와 아이디어를 구성원들에게 전달한다(Trice and Beyer,
1991). 그리고 조직문화의 형성과 변화에는 다양한 하위문화, 구성원들의 암묵적 및
명시적 지식, 새로운 환경 및 신제품 전략 등이 중요하다(Jassowalia and Soshittal,
2002).
Deal and Kennedy(1982)는 조직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형성한 리더를 영웅적 리
더로 보았다. GE, P&G, IBM의 설립자들은 현재 조직에는 없지만 조직구성원들에게
여전히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Trice and Beyer, 1984). 경영자
는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적절한 차별화를 통해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Gioia et al., 2010). 설립자와 리더가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화형성 메커니즘이
있다. 문화형성 메커니즘의 첫 번째는 리더가 주로 관심을 갖고, 평가하고, 통제하는
것이 무엇이냐이다. 두 번째는 주요 사건과 조직의 위기에 대한 창업자의 반응이다. 조
직이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리더는 새로운 규범, 가치, 업무 절차를 만들게 된다. 셋
째, 자원할당을 기반으로 조직에서 예산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리더의 가치와
신념이 드러나는 중요한 과정이다(Schein, 1985, 1992, 2004).
Schein(2004)은 3단계로 조직문화 형성 및 변화를 설명하였다. 조직문화 변화 및
형성의 첫 번째 단계는 설립 및 초기 성장 단계로 일반적인 진화 및 특수 진화와 통찰
력, 조직 내 이질적 문화의 성장이 문화변화 혹은 형성의 계기가 된다. 두 번째 중기
단계로 선택된 하위문화로부터의 체계적인 발전, 기술의 도입, 외부인의 조직 내 유입
에 의한 문화변화 혹은 형성을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는 성숙과 쇠퇴 단계로 사건이나
신화의 폭발, 대폭적인 전환, 인수합병, 소멸 및 재탄생에 의한 조직문화 변화 혹은 형
성이다.
한편, Schein(1992, 2004)은 조직문화 범주를 의사결정, 구성원특성, 구성원관계,
외부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조직문화 범주별로 문화를 살펴보면 문화 형성 과정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anato and Ravasi(2015)는 3M에서 식스시그마
로 인한 조직문화 변화를 Schein의 문화적 범주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조직문화의 형성이나 변화와 관련하여 조직관행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02년에
창립된 3M은 직원들의 자기주도성과 자율성을 장려하면서 동료 간의 협업과 위험에
대한 인내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면서 3M은 수십 년 동안 미국
기업 평균 연구개발비의 2배 이상을 연구개발에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3M은 혁신과
탐험활동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1995년부터 3M의 성장률은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
후 2000년에 3M은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에서 GE 부사장을 지낸 James McNerney를
최고경영자로 초빙하였다. 그는 3M 전체에 새로운 조직관행인 식스시그마(Six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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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입하여 확산시켰다. 식스시그마는 불확실성과 위험 및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면
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관리 관행이다.
새로운 관행은 3M의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와 충돌하였다. 그러나 3M의 식스시그마
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ㆍ훈련 및 현장에서의 실행은 식스시그마 관행을 확산시켰다.
그리고 식스시그마 가치는 조직목적,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선호, 의사결정, 사람에
대한 본성, 인간관계의 본질과 관련된 조직문화의 가정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3M의
전통적 조직문화는 장기적인 성장과 혁신, 자율성과 신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경험
과 판단에 근거한 의사결정, 직원들 사이의 내부협력 강화 등이었다. 그러나 식스시그
마가 도입되면서 3M에서는 효율성과 생산성 강조, 책임감 중시, 불확실성과 변동성 최
소화,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에 근거한 의사결정, 내부경쟁 강화의 조직문화가 형성
되기 시작하였다(Canato and Ravasi, 2015).

2. 조직문화와 인수합병 전략
조직문화는 경영전략의 수립 및 실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Chatman and Cha,
2003).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조하려면 문화가 사업전략이나 모델에 적합해야 한다
(Mike and Slocum, 2003). 새로운 전략적 선택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조
직의 가치가 새로운 전략과 적합해야 한다(Berg, 1985). 지속적으로 우수한 재무성과
를 보이는 기업은 강력하고 핵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기업문화는 지속 가능한 경
쟁우위와 전략적 자산의 원천으로 간주된다(Barney, 1986). 전략의 실행에는 많은 구
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Hart and Banbury, 1994). 인수합병과 같은 전략실행 과정
에서 조직문화 차이와 같은 장애물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Govindarajan, 1988;
Jemison and Sitkin, 1986).
메타분석 결과 인수합병 후 인수기업의 성과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ing et
al., 2004). 특히 인수합병에서 인수 기업과 피인수 기업 간의 문화적 차이는 인수합병
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박원우, 2020). 문화적 차이를 좁히는 과정에서 인
수기업 경영자의 리더십은 중요할 것이다(Kavanagh and Ashkansay, 2006). 또한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Stahl and Voigt,
2008). M&A 후 문화통합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M&A 이후의 문화적 변화는
통합, 동화, 분리 및 탈문화화로 설명된다(Nahavandi and Malekzadeh, 1988). 통
합 및 동화과정에서 인수합병 기업은 피인수합병 기업의 문화를 인수합병 기업의 문화
로 흡수하여 하나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 합병 후 사업부 간에 문화적 조화를 유지한
다면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Nayyar, 1992). 사업부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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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간의 대화, 협상 또는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인수합병 기업은 이러
한 어려움을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필요로 한다(Bjarkman et al., 2007; Cartwright
and Schoenberg, 2006). 국제간 인수합병에서 인수기업의 강한 문화는 인수합병 후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강민정 외, 2011). 그리고 중국 지리자동차의 볼보자
동차 인수에서도 문화적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왕혁진ㆍ백서윤, 2019).

Ⅲ. 연구방법
1. 사례조직
본 연구의 사례기업은 SK그룹이다. SK그룹(구 선경그룹)은 1953년 고 최종현 회장
의 형인 최종건 창업주가 선경직물 창업으로 시작되었다. 1973년 창업주 최종건의 서
거로 동생인 최종현 회장이 취임하였다. 그리고 1979년 SK그룹은 SK 고유의 경영시
스템인 SKMS(선경경영시스템)를 만들었다. 한편 1980년에 SK는 국영석유회사인 대
한석유공사를 인수했다. 또한 SK는 공기업인 한국이동통신을 1994년에 인수했다. 한
편, 최종현 전회장이 사망한 후 장남인 최태원 회장이 1998년부터 지금까지 SK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SK는 1998년에 그룹의 CI를 교체하여 모든 계열사 이름의
첫 글자를 SK로 시작하도록 만들었다. 2007년 SK는 지주회사 체제가 되었다. SK그룹
은 2012년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하면서 SK하이닉스를 출범시켰다(SK 홈페이지,
2019). SK가 차례대로 인수한 정유ㆍ이동통신ㆍ반도체를 포함한 3사는 SK그룹의 중
심 기업이 되었다. SK그룹 계열사 수는 1980년 11개, 1990년 22개, 2000년 30개,
2018년 101개였다. 그룹 전체 매출은 1980년 25억 달러, 1990년 54억 달러, 2000
년 393억 달러, 2014년 1,362억 달러, 2018년 2,100억 달러였다. SK그룹은 2018년
기준 계열사 101개, 자산 1,570억 달러로 국내 대기업 그룹 중에서 3위를 기록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조직문화 형성 및 특성에 관한 주요 원시자료는 SK그룹이 매월 발행하는 선경(현
SK) 사보(1984년 1월 ~ 1996년 12월)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그룹의 조직문화 확산
을 위한 분석자료는 SK하이닉스 사보(2012년 8월~2016년 12월)를 통해 수집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는 SK그룹 관련 문헌들이다. 사보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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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수집한 주요 데이터는 임직원의 SUPEX(Super Excellence Level: 조
직문화지향활동)에 대한 경험담이다. SK그룹은 선경그룹 계열사 임직원 대상의 선경사
보를 발간하였다. SK그룹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그룹의 전 계열사를 대상으
로 임직원들의 SUPEX 경험담을 사보에 공모하여 이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SK는 임직
원의 SUPEX 경험담을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였다. 공모된 경험담
은 외부의 경영학과 교수들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져 우수 경험담이 선정되었다. 이후
SK그룹은 SUPEX 우수 경험담을 사보에 게재하였다.
자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되었다. 정성적 연구방법에서 데이터 축소 또
는 변환은 데이터의 선택과 집중, 단순화 및 요약의 과정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 축소
를 진행하면서 연구가 구체화되었다. 연구자가 개념영역을 선택함에 따라 데이터 축소
가 이루어진다. 데이터 축소 또는 변환은 최종 보고서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정성
적 자료는 다양한 방식으로 요약되고 선택될 수 있다(Miles and Huberman, 1994).
본 연구는 원시자료를 분류하고 축소 및 변환 과정을 거쳐 요약하였다(Corley and
Gioia, 2004; Gioia et al., 2010; Lincoln and Guba, 1985; Spradley, 1979;
Strauss and Corbin, 1998). 본 연구는 사보의 주요 내용을 워드 파일에 입력하고 워
드 파일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워드 파일은 A4 형식으로 123페이지 분량
이었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SK그룹의 SKMS(SunKyung Management System)와 SUPEX(Super
Excellence)를 통한 조직문화의 형성과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K그룹의 조직문
화는 주로 SKMS와 SUPEX로 나타난다(고승희, 2001; 이건희, 2005). 특히 수펙스는
조직의 새로운 관행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
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SK그룹이 새로운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는
1979년부터 1998년까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년 동안
SKMS의 조직문화 형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SK그룹
내에 새로운 조직문화가 형성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조직문화가 정착되어 확
산되는 단계로 이 기간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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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그룹의 새로운 조직문화 형성배경
SK그룹은 그룹 전체 계열사에 새로운 조직문화 가치와 시스템을 공표하였다. 이를
위해 SK그룹은 SKMS를 제정하였다. 고 최종현 회장은 조직이 원단 제조사에서 글로
벌 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조직문화와 경영시스템의 통합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당시
최종현 회장은 SKMS(SK Management System: 선경경영시스템)와 SUPEX(수펙스)
의 창설을 주도하였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SK의 고유한 기업문화 모델을 창안하였다
(중앙일보, 2010). 사례조직이 SKMS를 공표할 당시 그룹의 규모는 지금과 비교해서
상당히 작았다. 현재 SK그룹의 3대 기업은 정유, 통신, 반도체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SK그룹의 중심 기업으로 모두 외부에서 인수되었다.
SKMS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이다. SKMS는 기
본 관리원칙, 정적 요소 및 동적 요소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 경영의 기본 관리
원칙에는 경영이념, 기업관점, 기업경영 목표, 경영원칙이 있다. 선경(SK)은 기본 경영
이념으로 지속가능한 기업, 세계 일류기업, 인간중심경영을 지향하였다. 두 번째 부분
인 정적 요소에는 조직에서 필요한 관리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동적 요소
는 SKMS의 가장 독창적인 특징이다. 동적 요소는 구성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조직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선경, 1983.8).

최종현 회장에 의하면, “저는 SK의 세계화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
하기 위해 SKMS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영시스템은 20년의 기업경영 경험
을 바탕으로 사업경영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라
고 하였다(선경, 1983.8).
SKMS가 만들어지고 소개되었지만 모든 구성원들에게 널리 확산되지는 않았다. 주
로 경영자 및 관리자들 위주로 전파가 이루어졌다.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SKMS를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실행을 촉진하는 수단이 필요하였다. 사례조직의 SKMS
는 인적자원의 활용에 대한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이를 적극
적으로 실천하기에는 추상적인 한계가 있었다.
1989년에서 1998년 사이의 기간 동안 SK그룹 계열사 전체의 공동노력에 의해 그
룹의 새로운 조직문화는 뚜렷하게 형성되었다. 참고로 SK의 매출은 1989년 50억 달
러에서 2013년 1,22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룹의 문화가 명확하게 형성된 계기는
1989년에 SKMS를 모든 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인 SUPEX가 개
발되면서 부터이다. SKMS의 조직문화는 조직관행인 SUPEX(Super Excellent)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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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관행으로서의 SUPEX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활동
을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 업무처리 5단계 중 첫째,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구성원들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성공요인(기업성
공의 핵심요인)을 추출하여야 한다. 셋째, 구성원들은 성공요인의 목표수준을 최고 수
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넷째, 구성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뛰어넘어야 할 장애
물을 인식한다. 다섯째, 구성원들은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뛰어 넘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선경그룹홍보실, 1993).
5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최고 목
표를 설정하는 것이 SUPEX의 핵심이다. SUPEX는 조직의 활동가나 리더에 의해 확산
되었다. SUPEX는 자발적이고 야심 찬 두뇌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SUPEX의 추구는
부서장을 비롯한 부서 전 구성원이 참여하에 이루어진다. 구성원들은 Can Meeting (자
유 토론회)을 통해 많은 토론을 하고 서로 활발하게 소통하였다. SUPEX와 관련하여
‘수펙스 걸다’, ‘입체적인 위치 파악’ 등의 용어가 있었다(선경, 1993.8). 이는 당시 멤
버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용어이다. 새로운 관행과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회
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실험해야 한다. 조직구성원들은 새로운 관행의 효과를 믿는다
면 기존 신념을 바꾸려고 한다(Canato and Ravasi, 2015).

최종현 회장에 의하면 “SKMS가 제정되고 이후 확산 방식에 문제가 있었
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SKMS를 업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실용
적인 방법으로 SUPEX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두뇌 활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SUPEX와 SKMS의 추구는 보완적이었습니다. SUPEX의 목적은
SKMS의 기업경영 목표인 World Class(세계적 수준) 기업을 달성하는 것이
었습니다. SUPEX를 추구하는 것은 SKMS의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선경그룹홍보실, 1993).
한 직원은 “모든 조직단위에서 SUPEX의 물결이 시작되었고, 각 부서가
목표와 테마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SUPEX 추구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습
니다. 이것이 SUPEX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장 어디에서나 SUPEX의 추구를
느낄 수 있었고, 시간이 흘러 우리는 선경인이라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SUPEX 마인드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직급에 따른 차별 없이 교육이 진행되
었습니다. 이는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SUPEX를 추구하는 분위기를 높
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라고 하였다(선경, 1993.5).
한 관리자는 “우리 조직의 SKMS와 SUPEX를 다른 기업에서 모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초기에 자발적으로 일하면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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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X 관련 조율이 잘 이루어진다면 SUPEX 추구도 잘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선경, 1994.10).

2. 사례그룹의 조직문화 형성 및 문화적 특성
Schein(2004)은 조직문화의 범주를 인간관계(구성원관계), 인간활동(외부활동), 실
재와 진실(의사결정), 인간본성(구성원특성) 등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범주
를 바탕으로 가치, 관행, 상징을 대상으로 새로운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조직문화에는 구성원 간의 적절한 관계 형태에 대한 가정이 있다(Schein,
2004). SK그룹 계열사들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긴밀한 수평적, 수
직적 관계를 필요로 하였다.

SK계열사 관리자 및 직원들은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해 “SUPEX 추구는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 사이의 활발
한 의사소통이 있어야만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절한
SUPEX를 위해서 관련부서와의 조율이 중요합니다. MPR(Marketing,
Production, Research & Development, Supporting: 유관부서와의 조율)
은 마케팅, 생산, R&D 부서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업회의는 SUPEX-M
회의로, 생산회의는 SUPEX-P 회의로, 자원개발회의는 SUPEX-R 회의로
대체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선경, 1994.12).
“SUPEX를 추구할 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Can Meeting(자유토
론회)을 가졌습니다. 직급 구분이 없는 SUPEX 교육은 화목한 분위기를 조
성하고 SUPEX 추구의 분위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SUPEX
추구는 업무 처리의 5단계에 따라 최고경영진에서 최하위 계층까지 함께 일
하는 전 과정을 논의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최고경영진은 현장에서 무슨 일
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현장에서는 최고경영진의 의도와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노사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였다
(선경, 1996.6).
둘째, 조직과 외부환경과의 적합한 관계에 대한 가정이 있다(Schein, 2004). 이 조
직문화 범주는 인간활동이라고 한다. SK그룹은 외부와의 적합한 관계를 통해 적극적으
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구성원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환경에서 새로운 방향
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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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계열사 관리자 및 직원들은 인간활동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SUPEX를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SUPEX 추구는 개선을 넘어
혁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기술을 찾아내고 상식을 깨는 새로운 수단을 고안해야 합니다.
SUPEX 추구의 정의는 최고 수준의 이윤극대화를 찾아 꾸준히 노력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의 SUPEX 추구 끝에 최적의 운송 항로를 개발하
고 여러 항구로의 분산 운송을 통해 공급 능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라고 하
였다(선경, 1996.10).
“SUPEX를 하면서 조직의 처리규모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
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SUPEX 활동 이전보다 2배 증가했습
니다. 1991년 10월 회사의 SUPEX 추구 목표는 첨단 석유 및 정밀 화학 분
야에서 세계 일류 기업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석유화학플랜트의 불황으
로 인한 회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SUPEX 추구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습니
다.” 라고 하였다(선경, 1996.7).
세 번째 범주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이 범주는 실재와 진실이라고도 한다
(Schein, 2004). 의사결정은 경영자나 관리자 혹은 실무자에 의해 주도되기보다는 주
로 SUPEX 목표수준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의사결정은 주로 안정적인 유지보다는
도전적이고 새로운 목표달성에 초점을 두었다. 의사결정은 특정인이 주도하는 결정이
아니라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해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의사결정은 전통적인 관
행보다는 토론을 통해 더욱 도전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조직구성원들은 자발적인 두
뇌활용 과정을 통하여 보다 유연하고 도전적인 결정을 하였다. 사례 조직 구성원들은
사업목표, 원가절감 목표, 품질경영 목표, 경영활동 목표, 판매 목표, 생산목표, 신제품
개발 목표, 시장점유율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SUPEX를 통해 보다 도전
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SUPEX 의사결정의 중요한 특징은 Super Excellence 수준
의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었다.

SK계열사 관리자 및 직원들은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팀 차원의 SUPEX
추구는 여러 차례 수정되었습니다. 우리 분야에서 SUPEX를 추구하는 것은
어려운 용어나 통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SUPEX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SUPEX 수준에서 공급 목표를 극대화
하여 200만 톤으로 설정했습니다.” 라고 하였다(선경, 19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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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범주는 조직구성원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
(Schein, 2004). 이 범주는 조직에서 구성원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기대치가 높으면
조직은 가능한 한 구성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최종현 회장은
SUPEX 추구를 통해 개인은 도전과 성취감을 얻고 능력과 성과가 향상되었음을 지적
하였다. 여기서 개인의 성과는 조직의 성과로 이어졌고, 이는 개인에게 보상으로 이어
졌다. 이러한 순환은 SKMS와 SUPEX가 의도한 결과였다. 그리고 SUPEX를 달성하는
주요 실천전략 중 하나는 Can Meeting(자유토론)이 대표적이었다(한한수, 2001).

관리자와 직원은 구성원들의 특성과 관련하여 “품질관리에서 최고라는 꿈
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SUPEX 추구였습니다. 저는 이에 영감을
받아 SUPEX 추구와 관련된 지식을 얻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
인적으로는 SUPEX 추구를 통해 논리적 사고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가 필요한 세상이었지만 우리는 이에 약했습니다. 우리가
SUPEX를 추구하면 논리 개발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SUPEX 모임 이후 우리
는 언제 어디서나 직원들 사이에서 공감과 단합을 이루어냈습니다. SUPEX는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SUPEX는
우리 모두가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어진 일을 경영자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도록 이윤극대화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방법론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하였다(선경, 1992.12).
“팀장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활동은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SUPEX 추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일이 너무 많고 사람이 부족
했습니다. SUPEX 추구의 형태가 어떠한 것이든 높은 업무의 전문성과 지식
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사가 지시했고 직원은 그것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원 스스로가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해야 했습니
다.” 라고 하였다(선경, 1995.10).

3. 사례그룹의 조직문화 확산
SK그룹은 SKMS와 SUPEX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그룹경영에 자신감을 얻었다.
SKMS와 SUPEX는 SK그룹의 조직문화를 상징하고 있다. 특히 수펙스는 SK의 경영철
학을 나타낸다. SK는 1998년 CI(Corporate Identity)로 시작하여 모든 계열사의 회
사명에 SK 명칭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계열사의 경영활동은 각 사 이사회에서 논의하
- 74 -

장용선

조직문화의 형성 및 확산：SK그룹 사례

고, 그룹차원의 전략적 연계성과 관련된 사항은 SUPEX협의회(계열사협의회)에서 논의
하였다. 그리고 SK는 ‘따로 또 같이’ 관리를 시행하였다. 이는 각 계열사의 자립경영과
그룹 전체의 핵심가치 공유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로’라는 제도를 통해
계열사는 각 사의 성장목표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다. 이는 수직
적 의사결정이 아닌 계열사 스스로 주요 이슈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그
룹차원의 역량이 필요할 때는 ‘같이’하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냈다. 계열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그룹 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계열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계열사는 그룹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같이 협력하는 방
식을 유지하였다(김형중 외, 2019; 비즈니스포스트, 2018).
SKMS와 SUPEX는 그룹 공통의 조직문화로 계열사 간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SK그룹은 M&A 및 다각화 전략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SK의 새로운 조직문화가 정착되기 이전에 인수한 석유회사와 이동통신 기업의
회사명을 변경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인수된 석유회사는 인수 후에도 18년
동안 이전 회사 이름을 유지하였다. 또한 1994년 인수한 통신사는 4년이 지나고 상호
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인수한 반도체 회사는 인수와 동시에 사명을 SK로 바
로 변경하였다. SK그룹에서 새롭게 형성한 조직문화는 외부에서 인수한 3개 기업을
SK그룹과 통합하고 동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SK그룹은 2012년 인수한 하이닉스 반도체와 보다 효과적으로 문화통합을 이
루어냈다. SK하이닉스(구 하이닉스 반도체)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합병 이후의 문화통
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SKMS는 SK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는 SK
그룹 경영이념에 따라 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경영원칙을 설정
하였습니다. 저는 과거 하이닉스에서 가족 같은 관계를 통해 일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합병 이후 저는 SK하이닉스에서 SK구성원들을 통해 명
석하면서 철저한 업무처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SK하이닉스
Monthly Magazine, 2013.3).
“수평적 조직문화는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여준 SUPEX 문화가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 임직원이 SKMS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왔습니다. 인수 된지 1년 후, 우리는 SKMS를 이
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SKMS를 어떻게 실현하느
냐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SKMS가 F-TEST 제조집단(SK하이닉스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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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에서 하향식 슬로건이 되지 않도록 우리 팀은 Can Meeting(자유토론
회)을 통해 SKMS를 실천합니다. 모든 팀원이 모인 회의에서 각 팀은 실행지
침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SK하이닉스 Monthly Magazine,
2013.10).
또한 “기업실무지침은 일방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우리 그룹의
SKMS 실무지침서는 서로 합의되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에
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상생의 공통가치로 발전시켜 나갔습
니다. 그 결과 리더 위주의 SKMS 실천이 아닌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
와 공감을 바탕으로 SKMS 실천을 위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SKMS
Practical Excellence Award는 SK하이닉스 구성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SK
고유의 경영기법인 SKMS의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고려하여 하이닉스
인수 후 신설된 포상 제도입니다. 우리는 월 단위로 공신력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성과달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SKMS를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SK하이닉스 Monthly Magazine, 2013.12).

Ⅴ. 결 론
1.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실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조직문화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파
하기 위한 문화적 유산은 구성원들의 일상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는
그룹차원에서 새로운 조직문화의 형성 및 확산요인과 이후 인수합병에 어떤 의미가 있
는지를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SK그룹의 새로운 조직문화 형성과 확산 과정에서 조직관행인
SUPEX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조직관행이 확산되면 새로운 조직문화
의 형성을 이끌 수 있다(Canato and Ravasi, 2015). SK그룹의 조직문화는 SKMS와
SUPEX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승희, 2001; 이건희, 2005). 그리고 SK그룹은 조직문
화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SUPEX에 기반을 둔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이승욱,
2001). 기업이 새로운 형태의 조직문화 형성을 원한다면 이에 적합한 관행을 조직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SK그룹의 SKMS는 조직문화의 가치를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적자원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SKMS 가치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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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 위해 조직관행인 SUPEX는 적절한 문화적 인공물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
술적으로 Hatch(1993)가 기술한 문화적 역동성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조직문화의 가치가 인공물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인공물이 구성원들에게 적극적
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문화적 역동의 관점에서 조직문화의 가치를 구성원들 사이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조직에 내재화시키는 것을 실현이라고 한다.
인공물인 조직관행에는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연
계하여 조직관행인 인공물은 구성원의 성취와 동기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
는 조직문화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적 인공물인 조직관행으로서 SUPEX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때 조직에서 CEO의 적극적인 참여와 리더십은 조직문화의 발
전과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SK 경영진은 그 당시 그룹의 발전과 글로벌 조직
추구에 적절한 조직문화를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SK는 이를 달성하
기 위해 체계적으로 조직문화를 설계하여 전파하였다. 그러나 하향식으로 설계된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SK 경영진은
조직문화를 설계한 10년 후 조직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직관행인 문화적 인공물
로서의 SUPEX를 개발하였다. SK 경영진은 이를 그룹 전체에 광범위하면서도 강력하
게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그룹 전체에 새로운 조직문화 형성이 가속화되었다. 본 연구
는 효과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조직문화의 가치에 부합하는 적절한 문화적 인공물로서
새로운 조직관행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적 가치와 인공물(조직관행)의 정렬은 조직문화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문화적 가
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물(조직관행)이 필요하다(Higgins
and McAllaster, 2002; Schein, 2004). 조직문화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구성
원들이 자발적으로 동기 부여할 수 있는 문화적 인공물로서의 조직관행이 필요하다
(Price, 2007). 조직관행인 SUPEX와 같은 인공물은 휴렛패커드의 배회관리(관리자들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관리방법)나 3M에서 직원들은 조직에서 15%의 시간을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다(Coyne, 2001; Tucker
and Singer, 2015).
새로운 조직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특정 대상에 대해 서로 적극적으
로 대화하고 이와 관련 신화와 무용담을 만들어내고 의례와 의식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적 규범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야만 형성될 수 있다. 신화와 무용담
은 조직의 공유 가치와 문화적 규범을 확인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Higgins and
McAllaster, 2002).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
다. 사례 조직에서 SUPEX라는 단어는 조직구성원들이 매일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들
은 SUPEX에 의해서 나타난 성과관련 무용담을 공유하였다. SUPEX를 강요하지 않고
- 77 -

｢경영사연구｣ 제37집 제1호(통권 101호)

2022. 2. 28, pp. 63~84.

자율적인 참여형태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조직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었다. 인
공물인 SUPEX는 조직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UPEX는 문화
적 인공물로서 인간관계, 인간 본성, 외부활동과의 관계, 의사결정 등의 문화적 범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문화적 인공물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는 계
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조직의 생애주기에 따른 조직문화의 변화나 형성에 의미 있는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조직의 시기 중 중기 혹은 성숙기에
도달하면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고 이에 적합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려고 한다. 중기 혹
은 성숙기에는 조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
직문화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 조직문화가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해한 CEO는 새로운 조직문화 형성을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이때 조직은 새로
운 관리 기술과 관행을 도입하여 경험을 축적하면서 새로운 문화적 가치와 가정을 형
성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Schein, 2004).
이러한 문화적 발달 단계는 사례 조직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SK 경영진은
SKMS와 SUPEX를 도입해 새로운 조직문화를 형성하였다. 새로운 조직문화 개념이 조
직 전체에 확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 시기에 형성된 조직문화는 향후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SKMS와 SUPEX는 외부에서 개발된 관
리개념이 아니다. 이는 SK 그룹 경영자가 1953년 창립이래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기업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에 적합한 경영개념을 개발하여 제시한 결과물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인수합병과 조직문화와의 관계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문화와 전략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Higgins and McAllaster,
2002). 본 연구는 그룹차원에서 인수합병 전략을 실행할 때 조직문화의 통합과 관련하
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차원에서 전체 계열사에 널리 퍼져
있는 강한 기업문화는 인수합병 전략 실행에 있어 이점이 될 수 있다. 인수합병의 경우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기업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Burgelman
and McKinney, 2006). 원하는 인수합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수기업은 피인
수기업에 자신들의 문화적 핵심 가치를 전파해야 한다.
강하면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은 피인수 기업에 보다 빠르게 자
신들의 핵심가치를 전파할 수 있다. 새로운 조직문화가 형성되기 전에 사례 그룹은 피
인수 회사에 대한 개입을 적게 유지하였다. 새로운 조직문화가 형성된 후에 사례 그룹
은 인수 초기부터 그룹의 핵심 가치를 피인수 기업에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
용하였다. 그리고 피인수 기업 직원들은 기존의 SK그룹 계열사와 유사하게 SKMS와
SUPEX 교육을 받았다. 사례 그룹의 가치전파는 모회사의 이미지를 반영한 인수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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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상호 변경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수기업의 조직문화가 보다
명확하게 형성되면 피인수 기업을 문화적으로 통합하거나 혹은 동화시키기가 보다 더
쉬울 것이다. 이는 인수기업에게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또
한 다각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계열사에 공통의 기업
문화가 형성되면 그룹은 다양한 사업의 여러 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이다. 사례 그룹의 계열사들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며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였다. 그러면
서 각 계열사는 자신들의 사업에 적합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

2. 연구의 한계 및 미래연구
본 연구는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현상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
서는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Miles and Huberman, 1994). 또한, 본 연구의 자료 수
집은 사례 조직의 문헌에 주로 의존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
집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
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 형성, 조직문화와 전략 등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다. 향
후 연구에서는 각 주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79 -

｢경영사연구｣ 제37집 제1호(통권 101호)

2022. 2. 28, pp. 63~84.

참고문헌
강민정ㆍ장승권ㆍ이희진(2011), “SK네트웍스의 중국 산토우 PS 합병 후 문화 통합
사례,” ｢Korea Business Review｣, 15(3), 25-46.
고승희(2001), “SK그룹의 기업문화,” ｢경영사학｣, 16(1), 261-313.
김형중ㆍ최동준ㆍ이호영(2019), “SK그룹의 공유가치창출(CSV) 활동과 사회적 기업
육성사례 연구,” 한국윤리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2.
박원우(2020), “조직문화 충돌과 효과적 조직문화 관리,” ｢노사관계연구｣, 31, 33-58.
비즈니스포스트(2018), 최태원, SK그룹 컨트롤타워 수펙스추구협의회에 더 힘 싣는
다, 2018년 10월 23일.
선경(1983년 8월호), (1992년 12월호), (1993년 5월호), (1993년 8월호), (1994년
10월호), (1994년 12월호), (1995년 10월호), (1996년 6월호), (1996년 7월
호), (1996년 10월호). 선경, 서울: 선경그룹
선경그룹홍보실(1993), 선경 40년사, 서울: 선경그룹홍보실.
왕혁진ㆍ백서윤(2019), “중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인수합병 사례 연구－지리의 볼보 인
수,” ｢동북아연구｣, 31(3), 25-56.
이건희(2005), “SK그룹의 제2창업시대의 기업활동과 경영전략,” ｢유라시아연구｣, 2(2),
85-134.
이승욱(2001), “SK그룹의 한국경영사학에서의 위치,” ｢경영사학｣, 16(1), 197-260.
중앙일보(2010), 인재 중시했던 최종현 회장. 2010.1.21
한한수(2001), “SK그룹의 성장과 발전,” ｢경영사학｣, 16(1), 53-93.
SK하이닉스 Monthly Magazine, 2013년 3월호.
SK하이닉스 Monthly Magazine, 2013년 10월호.
SK하이닉스 Monthly Magazine, 2013년 12월호.
Barney, J. B.(1986), “Organizational culture: Can it be a source of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656-665.
Berg, P. O.(1985), “Organization change as a symbolic transformation process,”
In P. J. Frost, L. F. Moore, M. R. Louis, C. C. Lundberg and J. Martin
(Eds.), Organizational Culture: 315-334. Beverly Hills, CA: Sage.
Bjarkman, I., Stahl, G. K., & Vaara. E.(2007), “Cultural differences and
capability transfer in acquisitions: The mediating roles of capability

- 80 -

장용선

조직문화의 형성 및 확산：SK그룹 사례

complementarity, absorptive capacity, and social integ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8, 658-672.
Brown, J. S., & Duguid, P.(1998), “Organizing knowledg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0(3), 90-111.
Burgelman, R. A., & McKinney, W.(2006), “Managing the strategic dynamics
of acquisition integration: Lessons from HP and Compaq,”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8(3), 6-27.
Canato, A., & Ravasi, D.(2015), “Managing long-lasting cultural changes,”

Organizational Dynamics, 44(1), 75-82.
Cartwright, S., & Schoenberg, R.(2006), “Thirty year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research; Recent advances and future opportunities,”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17, SI-S5.
Chatman, J. A., & Cha, S. E.(2003), “Leading by leveraging cultur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5(4), 20-34.
Corley, K. G., & Gioia, D. A.(2004), “Identity ambiguity and change in the
wake of a corporate spin-off,”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9(2),
173-208.
Coyne, W. E.(2001), “How 3M innovates for long-term growth,” Research-

Technology Management, 44(2), 21-24.
Deal, T. E., & Kennedy, A. A.(1982), Corporate Cultures. MA: Addison-Wesley.
Denison, D. R., & Mishra, A. K.(1995), “Toward a theory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effectiveness,” Organization Science, 6(2), 204-223.
Gioia, D. A., & Chittipeddi, K.(1991), “Sensemaking and sensegiving in
strategic change initi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2(6),
433-448.
Gioia, D, A., Price, K. N., Hamilton, A. L., & Thomas, J. B.(2010), “Forging
an identity: An insider-outsider study of processes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organizational identit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5(1), 1-46.
Govindarajan, V.(1988), “A contingency approach to strategy implementation
at the business-unit level: Integrating administrative mechanisms
with strateg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4), 828-853.
Hart, S., & Banbury, C.(1994), “How strategy-making processes can make
- 81 -

｢경영사연구｣ 제37집 제1호(통권 101호)

2022. 2. 28, pp. 63~84.

a differe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5(4), 251-269.
Higgins, J. M., & McAllaster, C.(2002), “Then use cultural artifacts that
support it,” Organizational Dynamics, 31(1), 74-84.
Jassowalia, A. R., & Soshittal, H. C.(2002), “Cultures that support product
innovation processes,”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6(3),
42-54.
Kavanagh, M., & Ashkansay, N.(2006), “The impact of leadership and change
management strategy 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dividual acceptance
of change during a merger,”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17,
S81-S103.
King, D. R., Dalton, D. R., Daily, C. M., & Covin, J. G.(2004), “Meta-analyses
of post acquisition performance: Indications of unidentified moderator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5(2), 187-200.
Jemison, D. B., & Sitkin, S. B.(1986), “Corporate acquisitions: A process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1), 145-163.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
Lyons, R. K., Chatman, J. A., & Joyce, C. K.(2007), “Innovation in services:
Corporate culture and investment banking,”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50(1), 174-191.
Martin, J.(1992), Cultures in Organizations.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artin, J.(2002), Organizational Culture: Mapping the Terrain. CA: Sage
Publications.
Mike, M., & Slocum, J. W.(2003), “Changing culture at Pizza Hut and Yum!
Brands, Inc,” Organizational Dynamics, 32(4), 319-330.
Miles, M. B., & Huberman, A. M.(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Nahavandi, A., & Malekzadeh, A.(1988), “Acculturation in mergers and
acquisi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1), 79-80.
Nayyar, P. R.(1992), “On the measurement of corporate diversification
strategy: Evidence from large U.S. service firm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3(3), 219-235.
- 82 -

장용선

조직문화의 형성 및 확산：SK그룹 사례

Price, R. M.(2007), “Infusing innovation into corporate culture,” Organizational

Dynamics, 36(3), 320-328.
Reger, R. K., Gustafson, L. T., Demarie, S. M., & Mullane, J. V.(1994),
“Reframing the organization: Why implementing total quality is
easier said than don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3),
565-584.
Sathe, V.(1983), “Implications of corporate culture: A manager’s guide to
action,” Organizational Dynamics. 12(2), 5-23.
Schein, E. H.(1985),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Schein, E. H.(1992),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2n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Schein, E. H.(2004),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3n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Shrivastava, P.(1986), “Postmerger integration,” The Journal of Business

Strategy, 7(1), 65-76.
SK homepage(2019), SK introduction.
Spradley, J. P.(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FL: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Stahl, G. K., & Voigt, A.(2008), “Do cultural differences matter in mergers
and acquisitions? A tentative model and examination,” Organization

Science, 19(1), 160-176.
Strauss, A., & Corbin, J.(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Trice, H. M., & Beyer, J. M.(1984), “Studying organizational cultures through
rites and ceremonial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4), 653-669.
Trice, H. M., & Beyer. J. M.(1991), “Cultural Leadership in Organizations,”

Organization Science, 2(2), 149-169.
Tucker, A. L., & Singer, S. J.(2015), “The effectiveness of management-bywalking-around: A randomized field study,”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24(2), 253-271.

- 83 -

｢경영사연구｣ 제37집 제1호(통권 101호)

2022. 2. 28, pp. 63~84.

Forming Process of Organizational Culture:
SK Conglomerate Case*
1)

Yong-Sun Chang**

Abstract
There is a relatively lack of research on the cultural formation and spread
of organization growing through M&A in conglomerate level. This research
attempts to identify what factors or processes are spreading in the process of
forming an organizational culture and analyze how organizational culture is
formed in connection with strategy at the conglomerate level.
The case company in this study is SK conglomerate. Main source of
orientation and formation data of a new organizational culture is collected
from the case organization’s Newsletter for about 16 years. Additional data
a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corporate history of SK conglomerate for
30-40 years.
As a result, the organizational culture can be explained in two stages. The
first stage was to form a new organizational culture. The second stage was to
spread a new organizational culture. At this time, an organizational culture
was formed and spread.
First,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cultural dynamics.
Second, it may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change or formation of
organizational culture according to the life cycle of the organization. Third,
this study will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organizational culture.
<Key Words> Organizational Culture, SK Conglomerate, Merger &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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