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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Culture?



01 What is Culture?

생각나시나요 ?
언어? 특정 음악 혹은 문학? 유명한 건축물들?

통상적으로 문화라는 개념은 흔히 한 국가나 민족 등에게 많이 적용되지만,
기업 차원에서도 큰 중요성을 띕니다.
문화는 규모를 불문하고 어떤 집단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문화라는 것은 수 백만 년 동안 학습되고,
어떤 경우에는 불과 몇 달 안에 정의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 특히 스타트업의 문화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되기에
그만큼 더 선제적인 차원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문화” 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들이

한 집단의 정체성입니다.

아주 원시적으로 정의하면 문화는



“ Typed Culture 각자의 배경, 꿈, 철학, 동기 등이
서서히 융화되어 Team Typed의 정체성이 되다.



01 What is Culture?

그렇다면 Team Typed의

“문화”란 무엇일까요?

“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 꿈꾸는 비전과 동기 등 이념적 요소들도
있 지 만 , 출 근 시 간 , 복 지 제 도, 커 뮤 니 케 이 션 방 식 등 아 주
세부적인 체계 또한 포함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마감기한에 쫓겨 야근을 하고, 날씨가 좋을 땐
여유롭게 산책을 가기도 하고, 때때로 난관에 부딪혀 좌절하고,
결국에는 꿈꾸던 성과를 성취하며 우리의 비전을 쫓는 모든
과정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어왔고, 또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Typed Culture” 입니다.

각 자 의 배 경 , 꿈, 철 학 , 동 기 등 이 서 서 히 융 화 되 어 Team
Typed의 정체성이 만들어졌고, 이를 최대한 세밀하고 풍부하게
표현하려 한 버전이 지금 읽고 계신 Typed Culture Deck 1.0
입니다.
이 Culture Deck에는 Typed의 브랜드, 미션, 비전부터 복지
제도, 소통 방식, 온보딩 프로세스 등이 모두 담겨있습니다.
이 렇 게 까 지 정 형 화 를 한 이 유 는 단 하 나 , Team Typed의
문화이자 정체성이 그만큼 우리에게 특별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5명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쌓여온 Team Typed만의
방식들은 어느덧 하나의 Typed Culture가 되었습니다.
긴 글 을 마 치 며 꼭 강 조하 고 싶 은 것 은 이 Culture Deck은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Ownership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Team Typed와 그 모든 일원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문화도 성장해야 마땅하고, 이것 또한 우리만의 성공
문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Typed Mission & Vision

2.



02 Typed Mission & Vision

MISSION

VISION
지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갑니다.

연결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 체계를 제공하여 지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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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d Branding



03 Typed Branding

Logotype

Source sans pro bold

Kerning: -25pt

-edType-

문서의 완결과 완성워드의 진화 단락 기호 / Enter Key
한 문단 혹은 문서의 완성

+ + =

Signature

Not writer, I’m Typer.

Logo



03 Typed Branding
Primary 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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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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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오자는 없습니다.

04 Typed Values

• 단 한 명이라도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해 아래 사안들은 처한 상황, 소속된 팀, 그리고
맡은 업무와 무관하게 항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정보 공유는 최대한 투명해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는 동일 선상에 놓여져야 하고,
맥락을 공유하는 수고로움은 자처해야 합니다.

• 만약 위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모두의 책임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진행하던 것을 멈추고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니다.

04 Typed Values

Team Typed의 성장은 팀원 개개인의 성장에서 비롯됩니다.
(폭발적이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Typed가 한 발자국씩
나아갈 때마다 모두가 함께 나아갔음을 확인합니다.



암묵적인 것도
명백히 합니다.

04 Typed Values

• 협업에 있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 아니라면
추정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즉, 암묵적인 이해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 "물어볼까?" "알고 있겠지?" "이거 말할까?" "에이, 굳이?"
라는 암묵적으로 넘어갈 만한 모든 생각과 말들은
명백히, 그리고 정중히 꺼내어 표현합니다.

04 Typed Values

주 물질의 85%는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고 감지되지도 않는
“Dark Matter”인 것처럼, 소통의 대부분은 암묵적으로 꺼내지
않는 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는 말들이 속에서만 쌓이게 되면 결국 협업의
초석이 되어야 할 팀원 간 관계부터 시작해 소통의 본질적
기능까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의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04 Typed Values

• 팀원 모두 Typed의 발전을 위해 24시간 고민하고,
이를 위해 미친 듯이 쫓아간다는 점을 전제하며,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고 느껴질 경우,
상대방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으나
전달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건설적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갑니다 .

•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 자신만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 듣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고려합니다.
주장보다는 질문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는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04 Typed Values

상대방 행동에 대한 의도는 최대한
• 상대방의 입장에서,
•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더 나은 방법은
항상 존재합니다.

04 Typed Values

• 제품 개발, 팀원 간 소통, 회사의 운영, 유저를 상대하는 방식
이 모두를 아우르는 Team Typed의 모든 행동과 결정에는
한 발짝 물러나 보면 항상 더 나은 대처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다시 한 번 전략을 곱씹어 보고,
자아성찰 해보는 습관을 가집니다.

• 절대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은 발전이라는 긴 여정에
그 무엇보다도 큰 위협이 됩니다.

04 Typed Values

Objectives and Key Results(OKR)를 100% 달성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치보다 목표치를 낮게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행동과 결정에는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더 나은 전략과 방법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Process’ 보다
‘Progress’를
지향합니다.

04 Typed Values

• 따라서 절차 중심적으로 행동하되,
최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발전’ 입니다.
넓은 시야를 유지하되 모든 행동의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여
어떻게 해야 보다 멀리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 발전을 지체시키는 절차는 과감히 버립니다.
• "가짜 일"(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회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 또는 "일을 위한 일"을 배제하며,
이를 줄여갈 수 있는 근원적 체계 개선에 대해 고민합니다.

04 Typed Values

우리의 모든 행동은 절차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 잡혀 진짜 목적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일’과 ‘해야 하기에 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집단의 퇴보와 침체를 야기합니다.



자유는 배려를
기반으로 합니다.

04 Typed Values

•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 단, 이처럼 극대화된 자율성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
• 팀원에게 해를 끼치는 자유는

Team Typed가 추구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04 Typed Values



Fall Down

Seven Times,

Get Up Eight

04 Typed Values

•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서고, 8번 넘어지면 9번 일어섭니다.
100번을 넘어져도 101번 일어서지 못한다면,
1번만 넘어져도 일어서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 어떠한 행동도 그 후에 이뤄지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일단 일어선 후에 생각해봅니다.

• 절대 혼자 일어서지 않습니다.
Team Typed는 몇 번이고 함께 합니다.

04 Typed Values



Typed We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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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이 더 행복한 회사

“회사에서 따로 부모님 생신을 챙겨 주셔서 감동이에요!“

• 가족 중 두 분의 생신에 축하 꽃다발과 선물을 드려요.
• 생일이 포함된 달에 반차가 생겨요.

특별한 날은 일찍 퇴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아낌없이 성장을 지원해드려요

“나의 성장은 곧 회사의 성장과 직결돼요.”

• 팀원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세미나, 컨퍼런스, 도서, 온라인 강의 등 얼마든지 지원해드려요!

• 소중한 동료들과 함께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건 특별한 경험이에요.
팀내 스터디 및 사이드프로젝트도 무한정 지원해드려요.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하고 사나요?

• 팀원 간 단합 및 취미 공유를 위한 사내동아리를 지원해요.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자유롭게 동아리를 개설할 수 있어요.
가끔은 리프레시도 중요한 법이에요!

• 평소에 접점이 없던 팀원도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다면
동아리를 통해 가까워질 수 있어요.

• 주머니는 두둑하게! 인당 월 5만원 씩 지원금을 지급해드려요.

말로만 수평적이지 않아요

“최고의 복지는 동료다! 서로 믿고 존중하는 팀이 있어 행복해요”

• 나이가 적다고, 혹은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 실제로 10년이 넘은 경력자부터 대학생까지, 팀원 구성이 다양해요.
• 직급이 따로 없기 때문에 서로를 부를 땐 ‘~님’으로 불러요.

가장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아요.

솔직히 일은 많아요
하지만 그만큼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드려요

“알람 10개를 설정해도 불안했는데, 이젠 맘 편히 잠들어요!“

• 제품팀은 자율적으로 오전 근무를 리모트 근무로 대체할 수 있어요.
• 사업팀은 상대적으로 미팅이 많아 오피스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리모트 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발적 워커홀릭의 귀가는 편안해야 합니다

“늦은 시간에도 택시 타고 도어 투 도어로 이동해서 안심이에요!“

• 값진 노력을 한 당신, 집에는 편하게 들어가세요.
밤 10시가 넘으면 퇴근 택시비를 전액 지원해드려요.

• 혹시 너무 집중하느라 오늘 하루를 넘겼다면?
다음 날 출근 택시비까지 전액 지원해드려요.



Typed Pol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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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30분 점심시간 1시간
오전 업무시간(리모트 옵셔널) 9:30 ~ 12:00 10:00 ~ 12:30
점심시간 12:00 ~ 13:30 12:30 ~ 13:30
오후업무 13:30 ~ 19:00 13:30 ~ 19:00

06 Typed Policies

• 출근 : 10시
* 점심시간 1시간 30분 원할 경우, 30분 일찍 출근 가능

• 점심 : 12시 30분 ~ 13시 30분
* 9시 30분 출근자의 경우, 12시 ~ 13시 30분

• 퇴근 : 19시

출퇴근 시간

1. 회의는 오너 / Owner (최소 1명+alpha)가 지정되어야 수립 가능
2. 오너는 미팅 하루 전까지 미팅노트를 수립하고,

Slack에 공유해야만 미팅 생성 및 진행 가능
3. 미팅 시작 전 미팅의 서기 지정(오너는 서기에서 제외)
4. Follow-up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다면 오너가 직접 follow-up 미팅 수립
5. 회의가 끝나면 미티의 오너는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공유

미팅 규칙

• Daily Meeting – 매주 화요일~금요일 10시~10시 30분
: 오늘 할 일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 및 담소

• Weekly Planning Meeting – 매주 월요일 10시~11시 (사무실)
: 주간 계획 전사 공유

• Weekly Wrap-up Meeting – 매주 금요일 18시 30분~19시
: 주간 진행 상황 정리 및 전사 공유

• Monthly Wrap-up Meeting –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18시~18시 30분
: 월간 진행 상황 정리 및 다음 달 계획, OKR 성과 공유

• Town Hall Meeting –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18시 30분~19시
: 누구든, 어떤 내용이든, 자유로이 질문하고 답변

반복 미팅 시간

• 매주 월요일은 Weekly Planning Meeting 으로 인해 전원 오프라인 출근
• 오전 리모트는 Product Team에 한해서 시행(Business Team은 사전 승인 필요)

* 매주 목요일만 풀리모트 가능
• 오전 리모트 중 진행한 업무 내용을 점심식사 전, 슬랙 #remote 채널에 공유
• 여성 팀원에 한해, 월 1회 full-day 생리 리모트

리모트 규칙



OKR 수립
06 Typed Policies

Objective
원하는 목표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간결 (Short)하게, 표현 (Description)해야 하고,
영감(Inspirational)을 주어야 하며, 끊임 없이 도전(Challenge)해야 한다.

Key Results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핵심결과 및 지표

위의 Objective 진행 과정을 측정하는 Metrics의 묶음(Set)
각각의 Objective는 2~5개의 Key Rescults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Key Results들은 양적(Quantitative)이어야 하며, 측정 가능(Measurable) 해야 한다.

“만약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Key Results가 아니다.” - Marissa Mayer



Holacracy 도입

Holacracy 란?
목적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Circle의 집합
홀라크라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클(circle)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조직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만든 팀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조직 내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나 기능을 하는 다양한 서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큰 서클 안에 작은 서클들이 여러 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해하려면 회사가 가장 큰 단위의 슈퍼 서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팀들을 필요로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서클들을 여러 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06 Typed Policies



Holacracy 도입

어떻게 운영하나?
홀라크라시는 서클이라는 팀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점은 서클은 누가 만들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팀입니다.
따라서 서클은 만들어진 후 서클과 서클 구성원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governance meeting을 통해 결정됩니다.
거버넌스 미팅에서 역할을 결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분배하게 됩니다.
또 서클을 이끌 책임자인 링크(link)를 뽑기도 하고요.

06 Typed Policies



Holacracy 도입
Team Typed 에 Holacracy 이식하기
우리가 이미 일하고 있는 방식은 어느 정도 Holacracy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Make the Implicit Explicit
그동안 공식적이지 않게 암묵적으로 각 팀원들이 수행해온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와 협업을 함에 있어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오해, 갈등의 방지를 위함입니다.

2. Give Authority to the People Who Do the Work
각자의 Role을 명백히 함으로써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부여하여, 더욱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3. Give People the Opportunity to Grow
더욱 더 확대되는 자율권을 기반으로 앞으로 더욱 더 커질 글로벌 SaaS 회사의 초기 멤버로서
누구나 더욱 멋진 리더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Team Typed Holacracy Click >

06 Typed Policies

https://bit.ly/3f9la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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