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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생각, 
새로운 조직문화

인사말

핵심 요소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고 싶은 당신, 그 용감한 도전의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익숙한 회사일과 문화를 새롭게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새로운 
문화의 의도를 소통 한번만 하는 것 으로도 부족합니다. 왜 조직 문화를 바꾸고 싶은지, 어떤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직원부터 임원까지 같은 자신감과 
호기심을 갖고 만든다는 것은 많은 소통과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우리 회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고민한다면 그 질문속에서 우리는 더 큰 용기를 갖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드는 도전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이노베이터박스의 “새로운생각, 새로운 조직문화”가 당신이 가는 그 용기있는 걸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디서 이 여정을 시작하든 조직문화의 발전을 새롭게 
생각하기 위해 도움될 요소들.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직원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 뚜렷한 문화 비전,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이 중요하다.

이노베이터박스의 Rethink Series 2

1. 심리안정감: 왜 심리적안정감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회사를 만든다.
Psychological Safety

2. 신뢰의 피디백: 좋은 조직문화는 수많은 작은 
순간들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발전해나가는 
것이다. 

        Feedback of Trust

3. 같이 성장한다는것: 내 기여가 인정받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면 나도 성장하면서 
즐거울것 같은 회사. 

        Growing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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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모니카 H. 강 드림 

이노베이터박스 창업자와 대표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나를 바꾸는가 작가

https://www.linkedin.com/in/monicakang/
https://innovatorsbox.com/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59099977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5909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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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순간과 사람들의 만남으로 
사람들은 점점 이곳은 안정된 곳인지 내가 내 의견을 정말 표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믿음을 쌓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은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직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회사의 조직문화 이해하기

내가 원하는것 이해하기

내가 원하지 않는것 이해하기

현재 우리 조직문화를 설명한다면 어떤가?

내가 우리 조직문화 발전하는데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우리 회사문화 발전하는데 바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조직문화의 장점은? 단점은?

왜 그것을 바라는가?

왜 그것을 바라지 않는가?

다른 이들은 우리 화시의 조직문화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같다면 왜 같은 인상을 
같고 있나? 다르다면 왜 다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것을 원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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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를 새롭게 
이해하기



직원간의 신뢰 피드백 이해하기

돌아보기 

당신은 누구랑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나요? 당신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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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 나랑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 내가 잘 못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위 질문들을 돌아보는 과정속에서 당신은 당신에 
관해서 무엇을 새로 깨닫게 되었나요? 왜죠?

위 질문들을 돌아보는 과정속에서 당신은 
무엇이 더 궁금해지기 시작하셨나요?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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