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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직에는 그 조직만의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독특한 공유 가치, 신념, 그리고

가정(assumptions)이 있다. 조직 문화는 복장, 행동, 업무 완성도 등과 같은 조직 내의 직원들의

태도를 결정한다. 의사결정 방법과 서로 간의 소통 방식도 조직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조직

내부 정치 구조와 그 과정도 그 문화에서 기인한다.

문화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조직 전략과 문화가 서로 맞을 때, 조직이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리더들이 조직 문화의 “변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전략적 원칙(strategic imperative)과 조직 문화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적 리더(leading the culture)”라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 문화적 리더가 된다는 의미는

오늘날의 문화를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현재의 조직 문화를 다시 생각하고, 문제가 되거나 오류가

있는 생각들을 바로잡는 리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쉽지 않다. 이 주제를 다룬 책들은 넘쳐나며 이러한

변화를 돕겠다는 컨설팅 회사들도 무수히 많다. 조직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 변화를 도모할 때

구성원들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비즈니스 목적과 행동을 연결하고, 교차-조직적 방식을

활용하고, 변화 프로그램들에 맞게 행동하고, 조직의 진정한 비공식적 리더들과 함께 해야 한다. 

이러한 리더가 조직의 외교관이라 할 수 있는 ‘문화적 리더’인 것이다. 케빈 캐시먼 (Kevin 

Cashman)에 따르면 이러한 리더들은 성과-주도형 리더들(results-producing leaders)인

경우가 많다.

『인사이드 아웃 리더십 (Leadership from the Inside Out)』의 저자, 케빈 캐시먼은 30년동안

성과-주도형 리더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리더들에게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이 있음을 확인했다. 

■ 진정성 (Authenticity): 장점, 약점 및 발전이 되는 도전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기
인식

■ 영향력 (Influence):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소통력

■ 가치 창출 (Value creation): 개인, 부서, 조직, 가족, 지역사회 등과 같은 다양한 계층들의
영속을 위해 일하겠다는 열정과 염원

이러한 세 가지 원칙들은 문화를 이끄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기도 하다. 당신은 문화적 리더인가? 

당신은 협동심에 필요한 비전을 창출하는가? 비전, 전략 및 문화와 팀을 조율하는가? 당신 스스로

조직 안에서 모범이 되는가?

위의 항목들을 토대로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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