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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문

경영학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지도 시간강사를 포함하면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강의에 도움

이 되는 입문서를 제대로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만들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최선을 다하

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공유경

제에 마음이 와 닿았고, 정말 제대로 된 공유 교과서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이 또

한 마음뿐이었다. 

이 책은 OER(Open Education Resources) 개념을 받아들인 공유교과서로 누구나 홈페이지

(www.bigbook.or.kr)를 통하여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전자화된 책이다. 대학의 사회문제 중 하

나인 높은 고등교육비용을 줄이고자하는 노력으로 대학교과서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유와 협력의 교과서만들기 운동’의 첫 작업이다. 비록 기존의 내용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했

지만 원론형 대학교재를 공유화하고자 하는 먼 길을 위해 새벽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우선 길을 나서본 것이다. 이번 9월부터 시작되는 연구년에는 정성을 다해 다시 고쳐 

보리라는 다짐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지나고 보니 경영학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것 같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노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광산에서부터 자동차 공장에 이

르기까지, 그리고 비영리단체에서 병원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다. 세상의 끝

을 찾아 나선 우주선이나 세상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스마트폰, 철따라 유행처럼 보게 되는 뮤

지컬과 영화에 이르기까지 경영이라는 노력의 산물이 아닌 것은 없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 있는 

보이지 않는 경영이라는 촉매는 지금의 풍요와 성장을 가져다준 ‘building block’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경영이 지속 가능한 경영이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경영임과 동시에 남을 위한 경영인 

‘스마트’하고 ‘참’한 경영이 되어야 한다. 남을 위한 ‘참’ 경영은 우리를 즐겁고 풍요롭게 한다. 일

자리를 가지는 행복한 종업원, 고객을 섬기는 안전한 제품,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전략들은 

ISO26000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서둘러 갖추어야 할 ‘참’ 경영의 모습들이다. 저만치 변해가는 경

영의 세상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임을 항상 느끼지만 늘 집필에 나서는 것은 시

작의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하는 마음에서다. 

이 책은 공유교과서의 이름인 ‘빅북(Bigbook)’ 1호다.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언제어디서든 프린트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POD(publish on demand)로 구해볼 수도 있다. 비

록 기존의 책을 조금 수정하여 만든 것이지만 머지않아 실시간으로 교과서를 개정할 수 있는 플

랫폼을 만들어 쌍방향 스마트 교과서(IST; interactive smart textbook)로 만들어질 꿈을 가진 

책이다. 

하고자 한 뜻은 귀했으나 늘 그렇듯이 제대로 된 것은 없어 보인다. 다양한 디지털 자료들을 

넣고자 하였으나 시간상의 핑계로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원래 남의 이야기들을 이리저리 모으고 

이것저것 짜깁기하다 보니 새롭지도 않아 보인다. 이제 디지털화된 공유 교과서가 만들어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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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위로와 곧 개정에 들어간다는 다짐으로 강호재현의 질책을 기대한다.

빅북이라는 책이 있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SK의 남상곤 전무님과 행복나래의 강대성 사장님 

그리고 늘 도움을 마다않으시는 이용창 박사님과도 이 즐거움을 같이하고 싶다. 새로운 출판의 

물결을 이해하고 동참해 주신 김광식 탑북스 사장님과 허정도 교보문고 대표님 그리고 허균 팀장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가 없었다면 빅북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뜻을 이

루는 것은 늘 그들의 몫이다. 곽선화 교수와 류정란, 이나영 박사, 그리고 신경철과 변은비 등 수

많은 제자들 덕분으로 살아간다는 마음의 빚을 조만간 갚게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딛고 어엿한 성인으로 자란 두 아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하지 못한 아내에게도 미

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

2014년 8월

 

해운대 우거에서 조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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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간과 조직, 그리고 경영

1. 인간과 조직

경영(management)이란 무엇인가? 경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는 하늘과 꽃이 있어 아름다워 보

이기도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냉혹하고 위험하다. 결코 우리 인간에게 호

의적인 자연은 아니다. 그 무엇도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언

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지진과 태풍, 한파와 폭염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

면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한 모금의 물과 한 조각의 빵조차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삶의 현실이다. 살기 위해 먹고 마셔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농사를 짓고 물을 길러야 한

다. 먹고 살아야 하는 인간의 역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투쟁의 길, 오직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다는 자연법칙의 역사였다. 경영은 이러한 냉혹한 현실에서 출발한다.

자연이 얼마나 냉혹한가? 이는 지구상에서 살았던 생물 중 99%가 멸종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1). 우리는 살기 위하여 하루에 395ℓ의 물을 사용2)하고 2.5ℓ를 섭취3)한다. 

또한 0.75㎏의 산소를 마시고4) 49가지5)의 영양소를 필요로 하며 2만 칼로리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매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며 물 한 방울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

는 것이 인간이다.6) 

자연과의 투쟁이라는 인간의 숙명 속에서 인간은 외부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하고 나아가 자신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인들의 노력을 통합하여 운영

하는 집단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는 조직의 탄생으로 이어졌으며, 여기에는 

정치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정당, 신앙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종교단체, 그리고 경제

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등이 있다.

기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욕구를 인간들이 집단적인 노력으로 해결하

고자 하는 조직이다. 경제적인 욕구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이다. 그것

은 살기 위하여 영양을 섭취해야 하고(食), 쉼터가 마련되어야 하며(住), 옷을 입어 외부로

부터의 위험에 대처해야만 한다(依). 이러한 욕구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

(requirements)이며 이것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집단적인 협력으로 보다 쉽게 충족될 수 있

다.

1) David Boyle & Anita Roddick, 지소철 역(2005), 숫자로 보는 놀라운 세상 Numbers, 황소걸음.

2) 환경법률신문(2008.03.24), 물~아름다운 생명체.

3) 한국수자원공사(http: //www.kwater.or.kr/).

4) 월간산(2008.06) 육체·마음의 병 모두 숲과 동떨어진 삶에서 생겨, 조선일보.

5) 헬스조선(2009.05.12), 완벽한 자연식품, 조선일보.

6) 파스칼(1623~1662)의 명언, “Man is only a reed, the weakest in nature; but he is a thinking

reed. There is no need for the whole universe to take up arms to crush him; a vapor, a drop of

water is enough to kill him. But even if the universe were to crush him, man would still be

nobler than his slayer, because he knows that he is dying and the advantage the universe has

over him. The universe knows nothing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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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거의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

이 집단적인 노력의 실체인 조직에 의하여 제공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즉 얼마 전까지 필

요로 하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이 자급자족되었거나, 혹은 소규모의 개인 기업가로부터 제

공되었던 데에 비하여,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것이 조직화되고 대규모화된 기업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 일상생활의 필수품에서부터 고등교육과 장기이식이 가능한 의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기업에 의하여 제공되지 않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 인간의 협동적 노력

인 조직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현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은 시간이 감에 따라 더욱 대규모화되고 있으며 복잡해지고 있다. 이

는 조직이 자율적으로 통제되는 가족과 같은 방법인 아닌 보다 심사숙고된 방법으로 관리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계가 마련되

어야 한다는 것이며, 경영은 이러한 운영체계라 말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영은 조

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을 통하여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영은 조직의 성공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다. 그러므로 모든 

조직은 경영을 필요로 한다. 즉, 재화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규모의 기업체, 그리

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학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공기관, 그리고 비영리조직(NPO; non-profit organization)과 비정부기관(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에 이르기까지 경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조직체는 없다.7)

2. 조직과 경영 활동

기업을 비롯한 각종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감에 따라 조직 내에는 많은 자원이 축적된다. 

인적 자원인 노동력, 물적 자원인 기계설비와 재무 자원인 자본, 그리고 정보 등의 자원이 축적

된다. 이러한 자원의 축적은 자연히 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자원의 최적 배분과 합리적 

활용을 필요로 한다.

즉, 조직의 많은 자원과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보다 효율적(efficient)이고 효과적

(effective)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경영 활동이라 한다. 경영 활

동은 [그림 1-1]에 보는 바와 같이 자원의 최적 배분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경영 활동은 조직화된 노력

을 통하여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경영 활동은 조직화된 집

단 내에 있는 사람들의 활동을 촉진시키며,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할 때 일어

나는 것이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원의 희소성과 타인과의 적대성으로 

인하여 항상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인간은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사회적인 욕구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

성하기 위하여 각종 조직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은 점차 발전하여 규모가 커

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경영이라는 활동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결국 경영 활동은 조직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의 노력과 여러 자원을 효과적으로 획득·배분·활용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7)http: //www.ted.com/talks/melinda_french_gates_what_nonprofits_can_learn_from_coca_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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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상태: 자원의 희소

와 사실상의 투쟁

욕구를만족시키기위해인

간은 조직을 만든다.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조직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및물질적 자원을 효과적으로획

득, 배분, 활용하는일정한기능들을수

행하는 행위 ＝ 경영 활동

일으킴.

인간욕구의 만족을 촉
진시키는 조직경영

최신기술이
조직 활동에 영향을 미
침.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욕구

[그림 1-1] 인간, 경영 그리고 조직
자료: Daniel A. Wren and Arthur G. Bedeian, The Evolution of Management Thought, 6th ed.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2009,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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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대 사회와 경영

경영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이는 사회의 환경이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선 세계경제는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지식기반 경제의 진전

에 따라 급속한 변화와 공간적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경제 활동 분야에서도 보편화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지식기반 경제나 디지털 경제 등은 더 이상 새로운 용어가 아니며 사이버 기업과 학

습조직, 그리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8)도 익숙한 개념이 되었다. 지금 우리

는  빠르고, 역동적이며,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인 하이퍼체인지’(hyperchange)

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조만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모습으로 현실

화될 것이다.

기업과 사업의 세계는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갈 것이며 그 변화의 영역은 다양할 것이

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와 같은 많은 미래학자들이 지적하듯이 미래는 지금까지 경

험한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갈 것이며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로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특히, 교통, 통신, 정보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산업 경

쟁구조를 빠르게 바꾸면서, 지구촌에서의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다. 이제 기업은 단순

히 낮은 가격이나 높은 품질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게 되었다. 과거와는 다르게 그리고 빠르

게 변화하는 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경영 방법이 필요하

게 될 것이다.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공은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적응여부에 달려 있다. 하루하

루 달라져 가는 기업의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적응하는 기업은 성공하게 되며, 그렇지 않는 

기업은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기업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경영 방식을 요구하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한다. 기업을 비롯한 조직과 그 경영자들은 성공을 위하여 이

러한 변화를 주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만 한다. 이제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한 변화를 살펴보자.

1. 환경적 변화’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개념과 전문용어들이 보편

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두드러진 환경의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이며 세계화의 진전

일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조직과 달라져 가는 조직의 모습도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다.

1.1. 정보통신기술

오늘날 기업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

가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기업조직들은 컴퓨터를 특정한 사업 

기능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그 컴퓨터는 규모가 큰 중앙집중식 컴퓨터였으며 사용자는 

8)매일경제 IoT 혁명프로젝트팀, 사물인터넷, 매일경제신문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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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전문가들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르러 개인용 컴퓨터가 보편화되게 됨에 따라 조

직 내의 모든 개인이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은 컴퓨터의 사

용이 WWW(World Wide Web)의 발전으로, 개별 조직이나 개인적 활용을 뛰어넘어 누구나 

쉽게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 세계의 모든 사용자와 조직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과 기업, 

기업과 정부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지금까지의 기업조직 방식과 운영 방식을 바꾸게 하고 있

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로 발전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근로자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영향력을 확대하여 가고 있다. 

1) 인터넷

인터넷은 네트워크화된 컴퓨터의 연결망을 의미하며 이는 도로망이나 전력 시스템과 같은 

사회의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다. 1995년 전 세계에는 2억 3천만 대의 컴퓨터가 사용

되고 3천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가2003년에는 6억 8천만 대의 컴퓨터와 5억 9천만 명의 인

터넷 사용자로 늘어났다. 시장조사기관인 Comscore는 2008년 12월에전 세계 인터넷 사용

자 수가 10억 명 이상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2012년 발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가 2011년 말 23억 명이 넘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Forrester Research는 “2008

년~2013년 전 세계 온라인 인구의 예측이라는 보고서”9)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

면 2013년에는 온라인 사용자 수가 22억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

나고 있는 폭발적인 기술의 증대가 조직과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와 함께 정보공유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개

별적인 직무나 조직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기업 활동도 손쉽게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은 기업의 전략에서부터 종업원의 동기부여와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생각과 행동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모

든 활동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많은 산업 내의 수많은 조직들의 글로벌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은 

우리 사회 변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PC와 스마트폰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되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흔히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혹은 만

물인터넷(IoE; Internet of Everything)이란 용어로 불리는 이 개념은 모든 사물에 컴퓨터

가 있고 필요한 기기들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의 보편화는 우리의 삶과 경영의 방식을 완전히 바

꿔놓을 것이다.

2)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e-commerce)는 인터넷상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

로 여기에는 구매와 판매뿐 아니라 고객 지원과 사업 파트너들과의 공동 작업까지 포함된

다.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제조과정에서 분배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기업의 전 운영

과정이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점차 자동화되고 있다. 

9)http: //www.forrester.com/Global+Online+Population+Forecast+2008+To+2013/fulltext/-/E-RES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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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은 경영자로 하여금 고객에 대한 반응시간을 줄이고 효율을 개선하며 조직 내에서나 

조직 외부에서의 제 비용의 절감이 가능도록 사업 프로세스를 재구성케 해 주고 있다.

통계청이 2012년에 발표한 “2011년 연간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 쇼핑 동향”에 따르면 

2011년 연간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약 999조 원으로 전년(약 842조 원)에 비해 21.2% 

증가하여 지속적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 또한 2002년 9,364억 달러에서 2007년 7조 1,277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고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 전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상거래 중 50% 이상이 온라인 거래를 통할 것이

라고 예상하고 있다. 

3) 이동통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개개인은 자신의 위치와 관계없이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

게 되었다. 휴대 가능한 이동통신(mobile computing) 수단의 활용도가 증대함으로써 장소

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누구나가 정보에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동통신기술이라는 의사소통 수단의 변화는 사람들의 작업장이나 작

업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2014년 에릭슨이 발표한 모바일 보고서에 따

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매년 평균 7%씩 증가하면서 내년께 세계 인구를 넘어설 전

망이다. 그리고 2019년까지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가 92억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중 이동통신 광대역 서비스 가입자 비중은 8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마트폰 가입

자 수는 2년 안에 일반 휴대전화 가입자 수를 넘어서 2019년에는 56억 명이 될 것으로 추

정된다.10)

이러한 통신의 혁명은 개인과 경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정보

는 투명한 사회를 앞당기고 있으며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모델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기

도 하다. 이에 따라 경영자의 리더십과 의사소통,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

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기업의 전략과 기업 간의 경쟁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

으로 예상된다. 

1.2. 세계화의 진전

오늘날 기업의 경영 활동은 한 국가에 머무르지 않는다. 독일 기업인 BMW는 미국의 사

우스 케롤라이나에서 자동차를 만들며, 미국 기업인 맥도날드는 한국에서 햄버그를 판매하

고 있다. 그리고 스위스 기업인 ABB는 말레이시아와 한국,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발

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한국의 이마트는 중국에 진출해 있다. 세계화로 인한 기회가 많으

며 바야흐로 지구촌(global village)시대가 온 것이다. 2012년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판매량은 441만 대에 이르러, 2011년 400만 

대를 돌파한 기록을 갱신하였다. 그리고 터키에 생산공장을 설립한 1977년 이후 해외생산

비중은 2010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으며, 2011년 54%, 그리고 2012년에는 249만대를 

해외에서 생산함으로써 57%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10) http: //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85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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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장은 무역의 자유화와 자본의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급속히 세계화가 이행되고 있

다. 지금까지는 주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대기업들이 세계시장의 주역들이었으나, 지금은 

인터넷의 활용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소규모의 사업이라도 상대적으로 쉽게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 활동의 무대가 세계시장으로 변화하게 되면, 조직과 경영자들

은 자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세계시장에서의 사업 환경

은 국내시장 환경보다 훨씬 복잡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접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리더십 기술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보편화되는 세계시장은 많은 조직들로 하여금 지금까지와는 다른 운영 방식을 요구할 뿐 

아니라 조직화와 기능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나아가서 이러한 시장의 세계화는 거기에 

적합한 세계적 경영자(cross- national manager)의 양성을 필요로 한다. 이제 세계 어느 곳

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이나 자신의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사용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여행 서비스는 미국에만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러한 일들이 기업이 목표

를 설정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고 기업 내의 사람들을 리드하고 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3. 지식경영과 학습조직화

전통적으로 생산의 주요 요소는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

한 생산요소의 효용성은 한계에 달하였으며 앞으로는 지식이 보다 유용한 생산요소가 될 것

이다.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한 지금 지식은 기업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는 조직 내 외부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획득, 창조, 활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제 손으로 하는 경제에서 머리로 하는 경제로 이전된 것이다(we have 

moved from an economy of hands to an economy of heads).

따라서 지식경영(KM; knowledge management)과 최고 지식관리자(CKO; chief 

knowledge officer)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지식경영은 조직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

여 지적 자본을 찾아내고 그것을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지식경영은 조직 내의 인적 자

원이 가진 전문지식과 기술, 지혜와 인간관계를 찾고 해빙하고 공유하여 조직의 중요한 자

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식경영자는 이러한 인적 자산을 찾으며 사람들이 상호 협력

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러한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승

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 성공도 이제는 지적 자본에 의하

여 좌우된다. 

자본이라는 것이 더 이상 재무적인 자원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조직이 가지고 있는 두뇌

집단의 능력을 말하는 지적 능력의 개념으로 자본이 사용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의 경영

자는 좋은 사람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을 머무르게 하고 그들로부터 창의적인 아이

디어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영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

들의 두뇌 능력을 수익성이 있는 제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오늘날 경영자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예견이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보다 안정적이고 예견 가능한 환경을 대상으로 한 경영접근법과 경영원칙들은 더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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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어렵다. 21세기의 조직은 보다 빨리 학습하고 적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이 되기 

위하여 전통적인 방식에 과감히 도전하는 경영자에 의하여 조직이 관리되어야 하며 지식을 

중요시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즉, 조직은 학습조직이 되어야 하

는 것이다. 

학습조직은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조직이다. 

<표 1-1>에서 보듯이 학습조직은 전통적인 조직과는 다르다. 경영자의 책임 중의 하나는 

조직 전체의 학습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가치가 중요한 자원이나 현금, 원재료나 장비와 같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표 1-1> 학습조직과 전통조직

전통조직 학습조직
변화에 대한
태도

잘되고 있으면 변화
불필요

변화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잘될 수 없음

신사고에 대한
태도

타(他) 작업장에서 고안
→ 수용 거부

자(自) 작업장에서 고안 및
재고 안 → 수용 거부

혁신 책임자 연구개발과 같은 전통적
분야 조직 구성원 전원

주요 우려 실수 유발 학습하지 않거나 적응하지
못함

경쟁 우위 제품 및 서비스 학습 능력, 지식 및 전문성

경영자의 직무 타인 통제 타인 독려

자료: Stephen P. Robbins and Mary Coulter, Management, 9th ed. Prentice-Hall, 2007. p.47.

 2. 조직상 변화

조직의 경영과 관련된 분야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급격한 환경 변화는 경영자의 업무

에 극적인 변화와 근원적인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혁은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업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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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작업장 신 작업장

특징

자원

업무

작업자

원자(Atoms)―물질적 자산

구조적, 지역적

의존적 종업원

비트(Bits)―정보 자산

유연적, 가상적

권한 위임된 종업원, 자유 

계약자

조직의 동력

기술

시장

노동력

가치

사건

기계적

지역적, 국내적

동질적

안정, 효율

평온, 예측가능

디지털, e-비즈니스

세계적, 인터넷 수반적

다양화

 변화, 속도

격동적, 더욱 빈번한 위기

경영 능력

리더십

초점

작업 수행 단위

관계

설계

독재적

이윤

개인

갈등적, 경쟁적

효율적 성과

분산적, 권한 위임적

고객 연결, 종업원

팀

협력적

실험, 학습 조직

<표 1-2> 신 작업장으로의 전환

자료: Richard L. Daft, Management, 6th ed. South-Western, 2003, p.22.

새로운 작업장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의 중심이었던 원자(atoms)에서 비트(bits)로 

그 중심이 변하였다는 것이다. 즉 기계나 물적인 자산 중심에서 정보나 아이디어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산업시대에서 정보시대로의 이동은 작업과 종업원 그리고 작업장 그 자

체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통적 작업장은 일상적이고 전문화되며 표준화된 통제절차를 가지고 있다. 종업원들은 

전형적으로 기업의 특정 장소나 설비에서 그들의 일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조직은 수직적

인 계층구조와 집권화된 의사결정 방법으로 종업원들의 일을 통제하고 조정한다.

그러나 새로운 작업장에서의 작업은 유연하게 이루어진다.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에 기반

을 둔 조직들을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그러나 모든 조직이 스피드와 유연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권한이 부여된 종업원들이 기회가 발생하면 기회를 잡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작업장의 조직은 경직된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네트워크에 가까우며 종종 가상적이기도 하다.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에 따라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나 가정 그리고 밤낮의 어느 시간에도 작업도 가능하게 되었다. 유연작업시간

제도와 텔레커뮤니팅, 가상팀제 등이 점차 보편화된 작업 방법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

영자들의 관리 방법도 변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오늘날 조직 내의 팀은 외부의 계약자, 공급자, 고객, 경쟁자, 그리고 자유로운 에

이전트들이 하나의 조직이기보다는 프로젝트별로 구성된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가치 

있는 종업원은 신속하게 배우고 지식을 공유하며 위험과 변화 그리고 모호성을 쉽게 받아들

이는 사람이다. 

조직과 경영,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작업의 장(場)은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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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영학의 정의와 연구방법

 1. 경영학의 정의와 대상

경영학에 대한 초기 공헌자의 한 사람인 폴렛(Mary Parker Follett. 1868~1933)은 경영

이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달성하는 기술(the art of getting things done 

through people)”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영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무

엇을 달성하는 기술이며 따라서 경영(managing)이라는 현상 혹은 활동은 작업을 실지로 수

행하는 활동(doing)과는 다르다. 즉, 실지로 작업을 수행하는 활동이 보다 더 잘되도록 하는 

활동이 경영인 것이다.

경영 활동은 기업을 비롯한 조직체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

다. 이러한 경영 활동은 최고경영자에만 필요한 활동은 아니며 많은 유형의 경영자에게 보

편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다. 더욱이 경영 활동은 비영리조직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서도 필요한 활동으로 보편적인(universal) 활동이다. 경영학은 이러한 경영 활동을 연구대

상으로 한 학문이다. 그리고(이며) 이러한 경영학은 경영 활동의 대상을 기업에 한정시킬 

수도 있다. 즉, 넓은 의미에서의 경영학은 그 대상을 조직으로 확대한 것이며 좁은 의미의 

경영학은 그 대상을 기업이라는 조직체에 한정시켜 설명한다. 

그렇다면 경영학의 대상인 경영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의미하는가? 

경영 활동은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내의 작업 활동

을 조정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효율적(efficient)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투

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즉, 효율적이라는 것은 자원의 낭비 없이 일

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다(doing things right). 경영자들은 희소한 자원을 다루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경영은 효율성과 더불어 효과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효과적(effective)이라는 것은 바른 일을 하는 것(doing the right thing)을 의

미한다. 즉, 경영은 조직의 목표달성에 도움을 주는 작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효율성과 효과성이 경영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는 [그림 1-2]에 잘 나타나 

있다. 경영의 두 중심 개념은 자원의 활용과 관련된 효율성과 목표달성과 관련된 효과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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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사용 목표달성

경영 노력: 낮은 자원 소모(고효율)

높은 목표달성(고효과)

효율성(수단) 효과성(결과)

낮은 소모 높은 달성

 [그림 1-2] 경영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효과성

   자료: Stephen P. Robbins and Mary Coulter, Management, 11th ed. Prentice-Hall, 2012. p.36.

그리고 경영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볼 때, 조직 내의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고 지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계획하고 조직하며 지휘, 통제

하는 것이 경영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경영학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조직 내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조직하며 지휘하고 통제하는 과정

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경영학의 연구방법

학문이란 인간의 경험과 사유에 의하여 축적되어 온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지식이다. 여기

에는 과학은 물론이거니와 철학과 종교를 비롯한 예술에 관한 모든 지식체계가 포함되어 있

다. 경영학은 사회현상의 하나인 기업의 경영현상에 대한 과학이다. 

그러나 경영학은 하나의 분과학문이라기 보다는 종합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면과 더불어 

기술론적인 면이 중요시되는 실천성이 강한 학문이다. 그러므로 경영학은 많은 인접과학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연구방법도 다른 과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2.1. 과학의 의의

학문(learning) 내지 과학(science)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춘 지식체계이다. 

첫 번째의 조건은, 과학은 명확한 연구대상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대상은 과학이 

이해하고 설명하며,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현상, 그 자체이다. 생물학이 생명현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경제학이 경제현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같이 과학은 명확한 연구대

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의 조건은 과학의 연구대상인 현상에는 일관성과 규칙성이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성은 과학이 밝히고자 하는 연구목적이 된다. 만약 규칙성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체계적인 지식이 축적될 수 없어 과학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과학의 세 번째 조건은 과학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립된 지식이라는 것이

다. 과학적인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얻는 방법으로, 경험적 검증 가능성을 기초

로 하는 연구방법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지지 아니한 지식은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

다’라는 말처럼, 과학의 성립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과학적 방법(scientific method)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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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 번째 조건이다.

2.2 과학적 방법

인간은 사물의 현상에 대하여 무한히 인식하고 기억하며 유추한다. 인간이 존속하는 한, 

인간의 이러한 지적인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과학적 방법은 인간의 이러한 활동이 보

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과학적 방법에 의한 지식의 습득은 신념에 의한 방법이나 권위에 의한 방법, 직관에 의존

하는 선험적인 방법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과학적인 방법은 객관적인 지식이나 실

험관찰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 가능하고 개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방법은 현실세계에서의 관찰과 귀납적 사고에 의한 

논리의 세계에서의 관찰에 대한 이론의 구축과 예측, 그리고 다시 현실의 세계에서 이루어

지는 예측의 검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에 대한 모델이 [그림 1-3]에 나타나 있는데 이 모델에서 보면 과

학적 방법은 사실관찰에 따른 귀납과 이론, 예측과 검증이라는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과정은 귀납과 연역, 그리고 검증이라는 순환의 반복인 

것이다.

[그림 1-3] 과학적 방법의 과정

자료: John H. Jackson and Cyril P. Morgan, Organization Theory-A Macro Perspective for Management, 

Prentice-Hall, 1978, p.36.

2.2. 경영학 연구방법의 특성

경영학은 기업경영을 연구대상으로 한 학문으로서 기업의 구조, 기업의 활동, 기업에서의 

인간행동 등의 기업경영을 연구하는 실천적·실무적 측면이 매우 강한 학문이다. 기업에서 

일어나는 경영현상은 다른 사회과학들의 연구대상과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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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경영학의 연구방법도 다른 사회과학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학

제성과 실증성이다.

1) 학제성

학제성(interdisciplinary)이란 학문상의 연구가 복수의 다른 영역과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술연구는 일정한 제한된 학문 영역 가운데서 다른 영역과 

접촉이나 교류를 피하고, 특정 전문 분야의 연구에 집중한다. 그러나 경제나 사회구조가 복

잡화하고, 산업과 기술의 수준이 고도화함에 따라, 기존의 학문 영역을 넘은 연구·교육에 관

한 사회적 요청이 증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생물학과 화학이 상호 결합하여 생화학

(biochemistry)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이, 또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이 결합되어 메커트로닉

스(mechatronics)라는 공학 영역이 생겨났다. 이런 것이 학제라는 것인데, 경영학은 원래 

그 성질상, 생성 단계에서 학제성이 매우 높아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가운데서 많은 

전문 영역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왔다. 

따라서 경영학은 사회과학의 한 학문 영역이지만, 1950년대부터 행동과학적 연구의 진전

으로, 사회학, 심리학, 문화인류학을 포함하여 경제학, 정치학, 법학, 역사학, 언어학, 생리

학, 생물학, 수학, 통계학, 경영공학, 윤리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이 경영학의 인접과학 

또는 주변과학이 되었다.

2) 실증성

모든 학문은 일정한 원리로 설명하고 체계화한 지식과 이론적으로 구성된 연구방법을 갖

고 있다. 경영학 역시 그 예외가 아닌 학문으로서 매우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 실증적인 학문(practical science)이란 단순한 사고나 추리 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

험적인 사실에 입각하고 있음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경험과학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인 현상과 지식을 오로지 경험적인 사실에 한정하여, 감각적 경험에 의하여 인식할 수 없는 

사고나 추리를 적극 배제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와 같이 실증적인 이론은 그 이론의 정당성

이 실험 또는 경험에 의하여 실증된 것이다. 기업경영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험과학

으로서의 경영학은 그 과학적 방법으로서는 ① 사실의 객관적, 철저한 관찰, ② 관찰에 기

인한 사실의 분석과 정리, ③ 문제의 인과관계의 해명, ④ 가설의 설정과 그 검정, ⑤ 이런 

일련의 순환과정의 반복과 시행을 행한다. 기업의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

실, 즉 기업의 구조, 기업의 활동, 그리고 기업조직 가운데의 인간행동을 이 방법으로 분석

하고, 이론적으로 증명한다.

기업경영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이론은 응용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학에서 실

증적으로 분석되어 이론으로 설립된 것만이 보편적인 것으로 가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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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원숭이는 무엇이 다른가?

다윈이 처음 진화론을 주장했을 때 낡은 생각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많은 이들이 질문했

다. “그렇다면 동물원의 저 원숭이는 언제 사람이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흔히 그렇듯 

이 역시 후대 사람들의 위작일 듯하지만, 아무튼 이 질문에 다윈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남

아 있지 않다. 혹시 짐작해 본다면 아마 다윈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글쎄올시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당신보다는 빨리 사람이 될 거요.” 

언제 이 지구상에 인간이 출현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란 무엇

인가 하는 정의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과 원숭이가 다른 점

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다양한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 손을 사용하

고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 종교 등등. 그러나 처음 지상에 내려 왔을 때에는 아직 인간의 

능력이 원숭이들의 그것보다 별로 나았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 

그 자체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진화의 긴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 왔

다는 것이다.

인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도구와 불의 사용을 떠올리게 된다. 도구의 사용이 직립 보행

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인간은 두 발로 걷게 됨으로써 두 손

이 자유로워진 것이고 따라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두 손이 자유롭

다는 것은 단지 도구 사용의 가능성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자체로서 도구의 사

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인간이 노동을 통하여 원숭이로부

터 자신을 분리시켰다는 데 있다. 수십만 년에 걸친 노동 활동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육

체적 능력은 물론 오늘날에 이르는 정신적 진보를 동시에 이룩한 것이다. 인간은 노동 과정

에서 자신의 육체적 능력만이 아니라 정신적 능력을 동시에 지출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노동 과정에서 자신의 육체적 · 정신적 능력을 지출함으로써 그러한 능력들을 계발하고 증

대시켰던 것이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자를 조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노동은 동물들의 행위와 별로 다르

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자의 사냥과 인간의 노동 간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본질

적인 차이가 있으니 바로 인간은 의식적으로 노동을 한다는 점이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

시자 마르크스는 그것을 선취先取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바 있는데, 즉 벌은 매우 정교한 솜

씨로 집을 짓지만 자기가 짓는 벌집이 어떤 모양인지를 미리 생각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

는 반면 인간은 아무리 서툰 목수라 할지라도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짓는다

는 것이다. 즉 인간의 노동은 그 결과를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전에 먼저 관념 속에서 그것

을 선취한다는 것이다. 동물들에게는 단지 본능이 있을 뿐 이러한 행위의 목적의식은 없다. 

여기서 우리는 현생 인류의 조상, 즉 생각하는 사람 homo sapiens이 어떻게 출현했는가

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의 역사, 경제의 역사’, 경제교육연구회, 2009>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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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2014년 1월 20일

● IMF 2014년 세계경제전망

● 2014 세계경제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총괄책임: 정성춘 국제경제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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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1 미국 2,788.2 4,217.5 5,800.5 7,414.6 9,951.5 12,638.4 14,061.8 14,369.1 14,119.1 15,064.8

2 일본 1,059.4 1,352.1 3,030.0 5,264.4 4,667.4 4,552.2 4,378.0 4,887.0 5,068.9 5,855.3

3 중국 202.5 307.0 390.3 727.9 1,198.5 2,256.9 3,494.2 4,520.0 4,984.7 6,988.4

4 독일 826.1 639.7 1,547.0 2,524.9 1,905.8 2,793.2 3,333.9 3,651.6 3,338.7 3,628.6

5 프랑스 691.2 547.9 1,248.6 1,572.4 1,333.3 2,147.8 2,598.8 2,865.2 2,656.4 2,808.2

6 영국 542.5 469.0 1,017.8 1,157.4 1,480.5 2,282.9 2,812.0 2,679.0 2,178.9 2,480.9

7 이탈리아 460.6 437.1 1,135.5 1,126.6 1,100.6 1,780.8 2,119.2 2,307.4 2,118.3 2,245.7

8 브라질 162.6 253.1 507.8 769.7 642.4 890.1 1,366.2 1,635.5 1,574.0 2,517.9

9 스페인 224.5 176.7 520.7 597.3 582.4 1,132.1 1,444.0 1,601.4 1,467.9 1,536.4

10 캐나다 268.9 355.7 582.7 590.5 724.9 1,133.8 1,424.1 1,499.1 1,336.1 1,758.6

11 인도 182.5 229.6 325.9 367.7 479.9 809.7 1,151.6 1,260.6 1,236.9 1,843.3

12 러시아 - - - 313.5 259.7 763.7 1,299.7 1,667.0 1,231.9 1,884.9

13 호주 165.1 176.9 328.2 382.3 400.9 738.1 951.8 1,058.1 994.2 1,507.4

14 멕시코 222.4 211.5 282.6 310.1 628.9 848.9 1,025.6 1,089.9 874.8 1,185.2

15 한국 64.4 98.5 270.4 531.1 533.4 844.9 1,049.2 931.4 832.5 1,163.8

16 네덜란드 178.4 133.2 295.5 419.3 386.2 639.6 783.7 877.5 796.7 858.28

17 터키 94.3 90.4 202.4 227.5 266.4 482.7 649.1 730.3 614.5 763.09

18 인도네시아 95.4 101.1 125.7 223.4 165.5 285.9 432.2 511.5 539.4 834.33

19 스위스 109.9 99.5 238.2 315.9 249.9 372.5 434.1 502.4 491.9 665.89

20 벨기에 125.0 85.8 203.3 284.8 233.1 377.8 459.3 506.7 472.1 529.04

볼거리

● <‘엘빈 토플러의 프로슈머’, Daum TV팟, http: //tvpot.daum.net, 2011>

● <‘Paul Collier on the "bottom billion"’, www.ted.com, 2008>

숫자로 기업과 경영

한국의 국민 총생산

<표 1> 국가별 GDP 추이

                                 (단위: 10억 US Dollar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Sept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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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거리

1. 경영이란 활동에 포함되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일까?

2. 우리나라 기업의 발전과정은 어떠하였는가?

3. 정보사회에서의 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4. 기업의 부정적 측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5. 과학철학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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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와 기업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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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영자와 경영과정

1. 경영자와 경영계층

경영자(manager)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경영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경영자는 조

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

해에 따라 경영자와 경영자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쉬워 보인다. 그러나 그 구분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조직과 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경영자와 경영자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경영자의 업무가 아닌 것들도 이

제 경영자의 업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경영자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혹은 다른 사람

을 통하여 작업 활동을 조정하는 사람이다(A manager is someone who work with and 

through other people by coordinating their work activities in order to accomplish 

organizational goals). 따라서 경영자의 일은 개인적으로 일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으며 다

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경영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일을 잘해야 하는 도전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다. 경영자의 도전과 보상은 <표 2-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여기에서 보면 경영자의 일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상상력을 발휘하

고 조직과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성취를 이끌며 지원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이타적인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영자는 성공하

기 위하여 성격과 능력, 생각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는 힘든 일도 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자의 성취는 자신의 성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복잡한 관계에서 얻어지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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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도전

조직 구성원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창조
열심히 일해야 함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관리적인 일보다는 사무적인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음

다른 사람들이 일의 의미를 찾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줌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다루어야 함

다른 사람들을 지원, 코치, 

육성하게 됨

제한된 자원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됨
불확실하고 혼란스런 상황하에서도 

종업원을 동기부여 해야 함

조직과 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위를 부여받음
다양한 과업집단들의 지식, 기술, 야망, 

경험들을 잘 조화시켜야함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함
다른 사람들의 성과에 따라 본인의 성공이 

좌우됨

적당한 봉급, 보너스, 스톡옵션을 받음

조직이 필요한 능력 있는 

경영자가 될 수 있음

<표 2-1> 경영자의 보상과 도전

 

자료: Stephen P. Robbins and Mary Coulter, Management, 11th Prentice-Hall, 2012, p.46.

그러나 경영자라고 해서 모든 경영자들의 일이 동일하지는 않다. 현대자동차나 General 

Motors의 최고경영자(CEO; chief executives officers)와 TGIF의 지역 지점장이 같은 경

영자로 불린다고 하여 그들의 과업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일반적으로 경영자라고 하

여도 조직의 규모와 경영계층(levels of management)에 따라 여러 유형의 경영자가 있으

며 그 유형에 따라 경영자의 구체적인 직무는 다르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 내에는 경영계층이 존재하며 모든 경영자가 동일

한 계층에 있지는 않다. 보통 경영계층에 따라 세 계층의 경영층이 있을 수 있으며, 최고경

영층, 중간경영층, 그리고 일선경영자와 팀 리더층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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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책
임

과
의

무

일선 경영자

• 사무실 관리자 • 비경영적 작업자 감독

• 조장 • 교육 및 훈련

• 부서관리자 • 일정짜기

팀 리더

• 팀 리더 • 촉진

• 팀 계액자 • 외부 관게

• 그룹 촉진자 • 내부 관계

중간 경영층

• 일반 관리자 • 자원

• 공장장 • 목표

• 지역 관리자 • 조화

• 부문 관리자 • 하위부서 성과

• 전략수행

최고

경영층

• CEO      • 변화

• COO           • 몰입

• 부사장 • 문화

• 사업본부장 • 환경

직
무

책
임

과
의

무

일선 경영자

• 사무실 관리자 • 비경영적 작업자 감독

• 조장 • 교육 및 훈련

• 부서관리자 • 일정짜기

팀 리더

• 팀 리더 • 촉진

• 팀 계액자 • 외부 관게

• 그룹 촉진자 • 내부 관계

중간 경영층

• 일반 관리자 • 자원

• 공장장 • 목표

• 지역 관리자 • 조화

• 부문 관리자 • 하위부서 성과

• 전략수행

최고

경영층

• CEO      • 변화

• COO           • 몰입

• 부사장 • 문화

• 사업본부장 • 환경

[그림 2-1] 조직 내의 경영계층

자료: Chuck Williams, Management, 2nd South-Western, 2003, p.13.

1.1. 최고경영층

경영계층의 가장 상부에 있는 경영자는 최고경영자(top managers)는 CEO(chief 

executive officer) 혹은 COO(chief operating officer)나 부사장, 사업본부장 등의 직위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내·외부 환

경여건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험을 인식하며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화, 조직화, 지휘, 그리고 통제 활동을 수행한다. 그들은 조직의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

고 종업원을 조직의 목표에 몰입하도록 하고 동기부여시켜야 하며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창

조함과 동시에 기업 환경 변화를 항상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책임이 있다.

1.2. 중간경영층

최고경영층 다음의 경영층은 중간경영층이다. 중간경영층은 중간관리자(middle 

managers)로 불리며 일선경영자와 최고경영자의 중간에 위치하여 일선경영자와 최고경영자

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일반경영자, 공장장, 지역 관리자, 부문 관리자

(divisional manager) 등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조직 내의 각 부문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최고경영층이 설정한 경영 목표와 전략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

위 경영층의 경영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지침을 설정하는 계층이다. 

중간경영층은 실제적인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계층이다. 여기에는 조직의 각 

부문의 책임자인 부장과 과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목적에 부합되도록 자원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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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분배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조직 내 집단과 부서, 그리고 사업부를 조정하는 책임

을 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고하는 하위 부서와 단위들의 성과를 모니터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최고경영자에 의하여 제시된 변화와 전략을 수행할 책임도 진다.

1.3. 일선경영자와 팀 리더층

경영층의 최하위계층은 일선경영자와 팀 리더층이다. 여기에 속한 경영자는 일선경영자

(first-line managers)와 팀 리더이다. 일선경영자는 일선감독자로 불리기도 하며 이들은 작

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작업을 조정하고 기업의 자원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자이

다. 이들은 보통 교대감독자, 부서장(department manager) 등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 일선

감독자는 근로자들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며 자원을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도

록 하는 계층이다. 이들은 종업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며 중간관리자와 최고경영

자의 계획과 운영방침을 실행하는 계층이다. 

일선감독자의 책임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선종업원의 과업수행을 관리하

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최고경영자나 중간경영자와는 달리 다른 경영자를 관리하지 않는 

경영자이다. 그들은 일선종업원에 대한 교육도 책임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최

고경영자나 중기적인 계획을 가진 중간경영자와는 달리 보통 2주 이내의 계획과 활동에 대

한 자세한 시간계획과 운영계획을 만든다.

기업 내의 마지막 경영자는 팀 리더이다. 팀 리더는 기업이 자율적인 팀제로 이행되어 감

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경영자이다. 전통적인 경영계층에 있어서는 일선감독자가 비관리적 

종업원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직무를 부여하고 자원을 통제한다. 그러나 팀의 

리더는 이러한 전통적인 일선감독자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팀 리더는 개인의 일을 지

시하기보다는 팀의 활동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시킨다.

팀 리더는 팀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팀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작업일정을 짜며 문제

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그들은 외부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책임도 있다. 자신의 

팀과 다른 팀 혹은 부서들과의 연계관계를 맺어주는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팀 리더는 팀 내부의 관계 유지에도 책임을 진다. 

현대 조직의 과업은 상호 의존적이어서 팀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의 도움 없이는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팀 내 구성원들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

이다.

2. 경영과정

경영은 모든 규모와 형태의 조직에 필요하며 조직의 모든 계층 그리고 작업이 일어나는 

모든 장소에 필요하다. 이것을 경영의 보편성이라 부른다(universality of management). 

즉, [그림 2-2]에서 보다시피 경영은 모든 조직의 모든 계층에 필요하다. 그러나 경영자라

고 하여 모두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기능(function)이 같다고 하더라도 정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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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분야는 경영자에 따라 다르다.

조직규모
소규모 ↔ 대규모

조직 분야
제조-마케팅-인적 자원-
회계-정보 시스템-기타

조직수준
일반종업원 ↔ 최고경영층

경영의 필요성 조직 형태
영리 ↔ 비영리

[그림 2-2] 경영의 보편성

자료: Stephen P. Robbins and Mary Coulter, Management, 11th Pearson Education Limited, 2012. p.45.

경영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단순하거나 쉽지 않다. 그것은 동일한 조

직이 없고 동일한 경영자가 없기 때문이다. 경영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영학이란 “기업 내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획득, 분배, 활용하기 위한 경영 활동에 대한 지

식체계”라는 경영학의 정의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즉, 경영자는 경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며, 그렇다면 경영학의 정의에서 나타난 경영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파악함으로써 

경영자가 하는 일을 짐작할 수 있다. 

경영 활동의 내용에 대한  연구는 페이욜(Henry Fayol, 1941~1925)에 의하여 이루어졌

다. 그는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 가운데 경영 활동이 존재함을 최초로 인식한 연구자

이다. 그는 기업의 활동을 6가지로 분석하였으며 그중에 경영 활동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그가 인식한 기업의 6가지 활동은 기술 활동, 상업 활동, 재무 활동, 보전 활동, 회계 

활동, 그리고 경영 활동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경영 활동은 다섯 가지의 기능(요소)으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계획(planning), 조직(organizing), 지휘

(commanding), 조정(coordinating), 그리고 통제(controlling)이다. 

페이욜의 경영 활동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의 경영학자들의 

생각과도 유사하다. 즉, 오늘날의 경영학자들도 경영 활동은 계획, 조직, 지휘, 통제의 네 과

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이것을 보통 경영 기능

(management function)이라고 한다. 

경영 활동 중의 하나인 계획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곳에 이르는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경영자들은 조직의 미래를 위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조직의 자원을 인식하고 활용하며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

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획과정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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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혹은 조직화는 계획을 설정한 후 그것을 현실세계에서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즉,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목표에 맞추어 경영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의 구조를 만드

는 과정이다. 조직화를 잘 수행함으로써 경영자는 조직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그리고 

정보 자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조직에 대한 계획과 구조가 만들어지고 적절한 사람이 고용된 후에는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며 이것이 지휘과정이다. 지휘는 조직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일을 수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동기부여와 리더십과 같은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람들에게 영

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통제는 개인이나 집단 혹은 조직의 업무수행을 의식적으로 모니터하며 수정 행동

을 취하는 과정이다. 자동 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적정한 수준으로 업무수행이 일어나도록 제

어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경영 기능의 존재이유는 물론 조직의 목표달성이다. 즉, [그림 2-3]에서 보듯이 

기업을 비롯한 조직은 자원을 활용하여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며 그 과정을 효과적으로 만드

는 것이 경영 기능이다. 여기에서 조직에 투입되는 자원에는 인간, 재정, 원재료, 기술, 정보 

등이 있으며, 성과에는 목표달성과 제품, 서비스, 효율성과 효과성 등이 있다.

[그림 2-3] 경영 기능과 경영과정

자료: Richard L. Daft, Management, 6th South-Western, 2003, p.6.

경영자가 수행하는 경영 기능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순환적

인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즉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계획이 수립되면 조

직화와 지휘, 그리고 통제과정이 순환적으로 수행되며, 통제과정은 다시 계획화 과정으로 

순환된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기능의 순환과정을 경영과정(management 

process)이라하며 경영자는 이러한 경영과정을 통하여 조직과 기업을 성공으로 운영해 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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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계획화

계획화(planning)는 조직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목적 또는 목

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계획화는 

미래의 활동에 대해 내리는 동태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다. 계획화는 경영과정의 출발이며 이

후의 각 경영과정은 계획화 과정을 통하여 구체화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

지는 수단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계획이 잘못되면 이후의 경영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업은 목표달성 자체를 위하여,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서도 반드

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와 같이 경영자가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첫

째, 기업 구성원의 노력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들 수 있다. 경영자는 기업의 성공적인 운

영을 위하여 조직 구성원의 노력을 통합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합과 조정이 원만

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만약 사전적인 목표나 계획이 없다면 

기업 내에 일어나고 있는 활동이 목표 지향적인 활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없으

며, 나아가 기업의 운영상태가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기

업은 무엇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

둘째, 계획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인식과 활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즉, 조직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의 자원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자원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수적이다. 치밀할 계획이 없다면 자원의 사용량과 사

용 방법을 최적화하기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같은 자원을 가진 경우라면 무계획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사용하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경제

성이 있게 된다.

셋째, 계획은 기업의 활동을 평가하고 수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경영자는 

현재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목표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계획이 없다면 현재의 

조직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계획의 부재

로 평가가 불가능하면 아무런 수정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즉, 현재의 성과에 대한 평가

를 위하여 비교대상으로서의 계획이 필요하며, 수정조치를 취하게 되는 기준으로서도 계획

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경영자가 세우는 계획은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층구조

를 가지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수립된다. 계획은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다. 

첫 번째의 단계는 기업의 목표와 목적이 확립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기업의 존재이유

와 관련된 것으로 주로 최고경영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의 영역의 선정에 대한 것이

다. 계획의 두 번째 단계는 전략계획이 개발되는 단계이다. 전략계획은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기업의 활동을 결정하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써의 역할을 한

다. 그리고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인 전술이  수립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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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목적

전략계획

전술

[그림 2-4] 계획의 계층구조

2.2. 조직화

경영과정의 두 번째는 조직화(organizing)이다. 경영자가 설정한 목표와 확립된 계획화가 

추상적인 것이라면, 조직화는 추상적인 목표와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다. 조직화는 

구성원의 활동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

조를 정립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조직화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는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

떠한 활동과 자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필요한 과업과 자원의 

내용이 유형별로 세분화되며, 합리적인 관련성이 분석된다. 둘째 단계는 이러한 활동과 자

원을 집단화시켜 부서화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결과로 조직구조가 만들어지며, 조직 내

의 모든 관계가 유형화된다. 그리고 조직화의 셋째 단계는 구성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

하고 활동을 조정하는 단계이다.

조직화를 통하여 조직은 활동과 자원 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인 구조를 창조한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은 이러한 구조를 활용하여 보다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자원을 보

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성공은 기업조직 내의 자원을 효과적이고 능률

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진다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해져 기업이 보다 성공적일 수 있게 된다.

2.3. 지  휘

경영과정의 세 번째는 지휘(leading or motivating)다. 경영과정에 따라 경영자가 계획을 

세우고 조직구조를 만들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체계화하고 나면, 다음에는 조직을 지

휘하고 이끌어야 한다. 지휘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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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동기부여, 리더십, 그리고 의사소통이 포함되어 있다. 

동기부여는 목표추구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종업원을 동기부여 한다는 

것은 종업원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한 부분이 경영

자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그리고 리더십은 리더가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좋은 리더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최선의 노력을 이끌어 내는 사람이

다. 

지휘과정에는 이러한 동기부여와 리더십과 더불어 의사소통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의사

소통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정보와 사고 그리고 이해나 감정의 전달이다. 경영자는 하

위 작업자들에게 작업의 내용과 방법을 전달하여야 하고, 상위 경영자들에게는 담당부서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전달하고 명령을 전달받아야 한다. 따라서 경영자가 하는 일의 상당 부

분은 의사와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4. 통  제

경영과정의 마지막은 통제(controlling)다. 통제는 목표나 표준과 실제의 성과를 비교하고 

필요한 교정 활동을 취하는 과정이다. 통제의 목적은 계획에 보다 일치되는 성과를 달성하

고자 하는 것이다. 불만족스러운 결과에 대하여 교정적인 활동이 취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 기능은 보통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수행된다. 첫째는 표준을 설정하는 단

계이다. 즉, 계획상의 목표를 검토하여 그러한 목표를 나타내는 기준을 세우는 단계이다. 이

는 보통 성과의 표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지표로 활용된다. 예를 들

어,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률이나 생산성은 좋은 표준이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설정된 표준과 실제의 성과를 비교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에

서 이루어진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대한 평가와 측정이 이루어

지게 된다. 예를 들면, 제품의 품질을 위하여 적정 온도의 유지가 생명인 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표준 온도를 설정하고 실제의 온도와 비교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교정과 수정조치를 취하는 단계이다. 구성원의 행동과 성과가 설정한 기준

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수정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활동에 대한 교정조치가 취해진다. 즉, 잘못된 결과를 초

래한 원인 행위에 대한 교정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활동보다

는 계획이나 목표 자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

로 인하여 계획대로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원래의 계획을 과감하게 수정· 변화

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

2.5. 경영과정과 경영계층

경영과정의 네 가지 경영 활동은 모든 경영층이 동일하게 수행하는 활동이지만 경영계층

에 따라 그 비중은 다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각 계층의 경영자가 수행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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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다르고 그 역할에 요구되는 기술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계획화, 조직화, 지휘, 그리고 통제의 경영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경영계층별

로 차이가 있다. [그림 2-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계획기 능은 중간관리자나 일선감독

자보다는 최고경영자에 있어 보다 중요한 기능이다.

[그림 2-5] 경영층에 따른 관리 기능의 중요성  

자료: Kathryn M. Bartol & David C. Martin, Management, 2nd., McGraw-Hill, 2005, p.6.

이것은 최고경영자가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계

획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계획은 경영의 출발이며, 출발이 

성공적이지 않고는 기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많은 최고경영자들이 기업의 계획 기능

을 중요시하여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직화는 일선감독자보다는 중간관리자나 최고경영자에게 보다 중요한 

기능이다. 이것은 일선감독자들도 자원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데 다소의 책임이 있기는 하지

만 이런 책임은 주로 중간관리자나 최고경영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휘는 상위의 경영자들보다는 일선감독자들에게 있어 보다 중요성이 

부각되는 기능이다. 그것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일선감독

자들이며, 이들이야말로 지휘와 관련된 의사소통과 동기부여, 그리고 각종 지원적인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제 기능은 그 중요성이 세 계층의 경영자들에게 동일하게 강조되는 기능이

다. 모든 경영계층의 경영자들은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일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들이 책임

지고 있는 활동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교정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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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영자의 역할

경영과정에 대한 생각은 다분히 이론적이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경영자

들이 그러한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페이욜에서부터 출발

한 과정이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견해가 있다. 이는 경영자들이 실지로 행하는 행

동들인 역할(roles)은 경영과정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1960년대 후반 민츠버그(H. Mintzberg)는 5명의 고위경영자를 관찰한 후, 

경영자가 하는 일들이 오랫동안 믿어 왔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경영자의 행동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경영자가 공통적으

로 수행하는 경영자역할(managerial roles)을 10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그림 2-6]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

인역할(interpersonal roles)과 정보역할(informational roles) 그리고 의사결정 역할

(decisional roles)이다.

1. 대인역할      

경영자는 조직의 대표자이다. 즉, 최고경영자는 조직을 대표하며 조직 내부에서는 구성원

들의 리더로서 그리고 조직의 외부에 대해서는 섭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영자가 수

행하는 구체적인 대인 역할에는 대표(figure head)역할, 리더(leader)역할, 연결(liaison 

role)역할이 있다.

공식적
권한과 지위

↓

대인역할

·대표

·리더

·연결

정보역할

·정보탐색자

·정보보급자

·대변인

의사결정 역할

·기업가

·문제해결자

·자원분배자

·협상자

→ →

[그림 2-6] 민즈버그의 경영자의 역할

자료: Henry Mintzberg, “The Manager’s Job: Folklore and Fact,”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1990,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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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역     할     내     용

대인역할

대표역할 법적이고 사회적인 대표자의 역할

리더역할
부하들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의사소통하고 

동기부여하여 지도하는 역할

연결역할
외부의 유관기관과 외부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역할

정보역할

정보탐색자 역할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에 대한 내외부의 

정보수집 역할

정보보급자 역할
내외부의 정보원천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내부에 

파급하는 역할

대변인 역할 조직에 대한 정보를 외부인에게 전달하는 역할

의사결정

역할

기업가 역할  변화와 혁신을 시작하고 설계하고 고무하는 역할

문제해결자 역할
조직의 어려움이나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한 

해결과 조정역할

자원분배자 역할 조직의 모든 자원을 조직내부에 분배하는 역할

협상자 역할 주요한 협상에서 조직을 대표하는 역할

<표 2-2> 경영자의 역할

2. 정보역할

경영자가 수행하는 두 번째의 중요한 역할은 정보역할(informational roles)이다. 이는 경

영자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정보를 탐색하여 수집하고 전달하는 역할이다. 경영자는 

조직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 그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한편 그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파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경영자가 수행하는 정

보역할에는 정보탐색자(monitor) 역할, 정보보급자(disseminator) 역할 그리고 대변인

(spokesperson) 역할이 있다.

3. 의사결정 역할

경영자가 수행하는 세 번째 역할은 의사결정 역할(decisional roles)이다. 의사결정은 여

러 가지의 선택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경영자는 기업의 자원 획득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부터 제품과 시장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결과로 기업의 성과가 좌우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역할에는 기업가

(entrepreneur) 역할, 문제해결자(disturbance handler) 역할, 자원분배자(resource 

allocator) 역할 그리고 협상자(negotiator) 역할이 있다.

자료: Henry Mintzberg, "Managerial Work: Analysis and Observation," Management Science, 1971,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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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영자의 관리기술

경영자는 경영 활동과 경영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만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경영자가 이러한 역할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가의 여부는 그들이 어떠한 기술

(skills)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즉, 유능한 경영자로서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

만이 성공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카츠(Robert L. Katz)는 경영자는 보다 효과적인 기업운영을 위하여 경영(관리)기술

(managerial skill)을 습득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이러한 관리기술에는 전문적(technical) 기

술, 인간관계(human) 기술, 그리고 개념적(conceptual) 기술이 있다고 하였다. 

전문적 기술은 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의미하고, 인간관계 기술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하는 기술이며, 개념적 기술은 창의성과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는 기술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기술은 모든 경영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이며, 능력 있는 경영자

란 결국 이러한 기술들을 갖추고 있는 경영자다.

1. 전문적 기술

경영자가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은 전문적인 기술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관련된 지식이며, 둘째는 자신의 직무와 관

련된 지식이다. 전자의 핵심 기술은 기업의 변형과정(transformational process)과 관련된 

지식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기본적인 변형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지식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회사의 경영자는 비록 엔지니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동차의 주요 부품

과 생산과정 그리고 그 성능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이와 같은 지식

이 있음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하고 있

는 구체적인 과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영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병원의 경영자는 비록 그가 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문의에 버금가는 해박한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의사들과 간호사를 관리하여 병원을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 

이는 백화점이나 호텔 그리고 조선업과 유통 그 어느 것도 예외가 아니다.

두 번째로,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은 경영 활동 그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다. 

이는 관리의 대상인 업무, 즉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다. 예를 들면, 마

케팅 담당이사인 경우에는 시장조사와 소비자 행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회계담당 과장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CPA; Certificate of Public Accountant)에 버금가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기술을 구성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지식은 유능한 경영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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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적 기술

전문적인 기술과 더불어 경영자는 인간적인 기술을 가져야 한다. 경영은 다른 사람을 통

하여 무엇인가를 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영의 요체는 인간에 

대한 관리다. 유능한 경영자는 부하들이나 동료뿐만 아니라 상사로부터 자발적인 노력과 협

조를 유도해 내며 그들과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하들에게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그들이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도

록 하며 그들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인내와 아량이 있어야 하며 부하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혁신적 리더가 되어야 한다.

3. 개념적 기술

전문적인 기술과 인간적인 기술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술이 개념적인 기술이다. 개념적인 

기술은 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다. 이는 기업의 미래를 예측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기술이다. 개념적 기술은 

조직의 상위계층의 경영자일수록 더욱 요구되는 기술이다. 

대표적인 개념적 기술은 창조력이다. 이러한 창조력은 기업 성공의 원동력이며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놓인 기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다.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영자는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오늘날의 기업 환경에 적합한 경영자가 될 수 없다. 끊임없

이 환경을 탐색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개념적 기술을 가진 경영자만이 성

공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영자협회(AMA;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는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념적 기술에 덧붙여 의사소통 기술과 효과성 기술, 대인 기술 등 네 가지 기술

이 경영자에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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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기술

∙업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하는 능력

∙문제 분야 재인식 및 해결 수행

∙기술의 업무상용도 이해

∙혁신에 대한 기회 확인

∙대량 자료로부터 중요한 정보 

∙조직의 업무 모델 이해

의사소통 기술

∙생각을 언어와 실행으로 전환하는 

능력

∙문제 경청 및 제기

∙프레젠테이션 기술; 문자화 및 

도식화 방식

∙동료 및 부하 간의 신뢰성

∙프레젠테이션 기술; 언어구사 

방식

효과성 기술

∙기업 사명/부서 목표에 대한 기여

∙다중업무: 균형적인 다중 업무 참여

∙과제(project) 관리

∙대내외적인 성과 기준의 설정 및 

유지

∙시간 관리

∙고객 초점

∙협상 기술

∙운영 검토 및 성과 수행

∙주의 및 실행에 대한 우선권 

설정

대인 기술

∙지도 및 조언 기술

∙조직 내 연계(networking)

∙팀 내 활동; 협동 및 헌신

∙다양성 기술: 다양한 사람 및 

  문화를 통한 업무

∙조직 외 연계(networking)

<표 2-3> AMA의 경영 기술 

 

 자료: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Survey of Managerial Skills and Competencies, March/April 

2000, found on AMA Website(www.ama.org) October 30 2002.  

4. 경영계층과 관리기술

경영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기술, 인간적 기술, 그리고 

개념적 기술과 같은 관리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이 경영계층의 어느 

경영자에게나 동등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계층에 따라 그 비중이 다르게 요구된다. 이

와 같은 경영계층과 관리 기술 사이의 관계는 [그림 2-7]에서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보면 최고 수준의 경영자에게는 개념적인 기술이 가장 중요하며, 중간 수준의 경영자에게는 

인간적 기술이, 그리고 일선 수준의 경영자에게 있어서는 전문적 기술이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한 기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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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기술

초기수준

경영자

중간수준

경영자

최고수준

경영자

개념적 기술

전문적 기술

고

저

대인기술

초기수준

경영자

중간수준

경영자

최고수준

경영자

개념적 기술

전문적 기술

고

저

[그림 2-7] 경영계층과 관리 기술의 상대적 중요성

 자료: Michael A. Hitt, J. Stewart Black, and Lyman W. Porter, Management, Prentice Hall, 2005,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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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의 경향 경영자의 경향

계획된 미래에 초점

내부 및 시장 측면 강조

모호성에 대한 높은 고려

높은 위험감수 행동 제시

성취욕구가 동기부여를 부여 획득

혁신 분야에서 기술 지식 및 

경험 소유

기 수립된 현재에 초점

내부 및 비용 측면 강조

모호성에 대한 낮은 고려

낮은 위험감수 행동 제시 

타인을 지휘하는 욕구가 동기부여

(예: 사교력)

경영 지식 및 경험 소유

<표 2-4> 기업가와 경영자의 특성 비교 

Ⅳ. 기업가정신

1.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의의

기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기업가는 사업의 불

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하여 창조적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안 되는 이유보다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관계없이 사업 기회를 추구하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지

고 있다. 

기업가정신이란 기업의 본질인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 기업가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을 말한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은 기업이 처해 있는 국가의 상

황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대표적인 학자인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 1883~1950)는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생산 방법과 상품개발을 기술혁신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기술혁신을 통

하여 창조적 파괴를 선도하는 혁신자의 자세로 보았다. 즉,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인 전통적인 개념의 기업가정신인 것이다.

기업가정신을 소유한 기업가와 경영자 혹은 관리자와는 어떻게 다른가?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가는 높은 성취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미래의 가능성과 외부요

소 그리고 기술적 섬세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관리자들과 비교하여 모험에 대한 인

내가 강하고 위험을 수용한다. 그러나 기업가와 관리자 중 누가 더 중요한가를 평가하는 것 

보다는 그들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료: Robert Kreitner, Management, 9th Houghton Mifflin Company, 2004,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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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가의 특성

기업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다. 성공적인 기업가들이 그들 자신의 사업을 시

작하는 이유를 조사해 보면 첫째가 자신들을 위한 일과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기업가들은 자신들이 큰 조직에서 자신의 경력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여기게 될 

때 자신의 사업에 대한 욕망이 커지게 된다.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적인 요소와 기술적인 요소 그리고 관리적인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적

절한 조화가 기업가로서의 성공을 결정하게 된다.

2.1. 개인적 요소

개인적인 요소는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심리적 특성이다. 성공적인 기업가, 예

를 들어 지영석 사장을 비롯한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공통적인 특성에는 성취동

기, 독립성, 자신감 그리고 사업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의지 등이 있다.

[그림 2-8] 성공적 기업가의 공통적 특성

  자료: Don, Hellriegel, Susan E. Jackson, and John W. Slocum, Jr.,  Management: A Competency-Based 

Approach, 9th South-Western, 2002, p.138.

1) 성취동기

경쟁적인 환경에서 성공하고자 하거나 수월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인 성취동기는 성공적 

기업가의 주요한 특성이다.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목표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며 적당한 

어려움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작업의 결과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바란다. 이러한 성취

동기의 높고 낮음은 기업가와 일반인을 구분 짓는 요인이 된다. 기업가는 도전적이지만 자

신들이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우며, 목표가 성취된 다음 또 다시 새로운 목표를 점진적이고 

높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가의 성취동기가 일반 사람들보다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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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성

기업가는 독립성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제도와 규칙을 강조하는 

관료제 조직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자존심이 강하고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 

3) 자신감
자신감과 자존심은 기업가의 주요한 성공요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기업가는 종업원과 

고객에게 낙관적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종업원으로부터 높은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되고 실지로 성과가 높으며 그러한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개인적으로 강화되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역할 모델을 제공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보고 

존경할 수 있는 낙관적이고 성실한 리더를 바란다. 그리고 기업가적 조직이 가진 위험성 때

문에도 낙천적인 태도가 중요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4) 희생정신

성공적인 경영자는 희생정신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가치 있는 것은 당연히 그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성공하기 위하여 두 주일의 휴가도, 주말의 골프도, 그리고 

종종 가는 등산도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성공은 그 가격이 비싸며, 성공하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그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2.2. 기술적 요소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요소는 기술적 요소다. 조직의 투입을 산출로 변화시키

는 과정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기업가의 성공을 여는 열쇄다. 특히 기술 

환경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기술 진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술의 수월성이 차지하는 비중

은 점차 커지고 있다. 경쟁 기업보다는 기술적 낫다는 것보다 기업가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

은 없을 것이다.

2.3. 관리적 요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가적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아주 도전적인 일이다. 이러한 기업경영

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많은 경영 능력이 필요하다.

1) 전략행동 능력

기업가의 성공은 보통 기회를 잘 활용하는 행동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일을 하는 데에

서 비롯된다. 이와 같이 기회와 행운이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전략적 

행동도 중요한 성공의 요소이다.



 - 61 -

2) 계획과 관리 능력

계획은 실행해 가는 상황에 따라 변화되지만 기업가적 기업에 있어 계획은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다. 성공적인 기업가의 80% 이상이 문서화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보

통 단기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운영해 가는 능력도 중요하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관리 능력은 초기에는 기업가가 담당하지만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

람이 담당하게 되며, 이 경우 계획은 종업원들의 성과 표준을 정하는 데 사용된다.

3) 팀워크 능력

성공적인 기업가는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과업 지향적이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다. 만약 

그들이 효과적인 팀을 만들지 못한다면 조직의 성공은 한계에 부딪치고 말게 된다. 성공적

인 기업가는 자신이 사업을 잘 시작하기도 하지만 부하들과 그들의 프로그램을 열성적으로 

지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그들의 사업의 동반자들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가적 기업은 최고경영층도 팀을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동

적인 의사결정 스타일을 활용하고 있다.

4) 의사소통 능력

기업가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망이 싹을 틔우기 위하여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

는 협력과 지원을 얻기 위한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규모 기업의 의사

소통은 연설이나 문서, 공식적인 제안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벤처 기업을 비롯한 

기업가적 기업은 많은 의사소통이 대면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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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의 본질적인 기능

조직을 협력 시스템으로 이해한다면,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력 의지와 의사소통 능

력을 갖추어야 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바너드의 주장에 의하

면 조직은 공헌하려는 의지willingness to serve, 공동의 목적common purpose, 그리고 의

사소통communication이 가능할 때 성립된다. 조직의 생명력은 협력 시스템에 공헌하려는 

개인들의 의지에 달려 있고, 이 의지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생긴다.

 따라서 지속적인 의지는 목적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공헌한 사람들이 저마다 얻는 만족에 

달려 있다. 

만족이 희생보다 크지 않으면, 조직에 공헌하려는 의지가 사라져서 비효율적인 조직이 되

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경영자의 주된 역할은 의사소통 시스템을 만들고, 협력 의지를 

유지하며, 조직의 목적을 보전하는 것이다.

바너드가 강조한 경영자의 첫 번째 기능은 구성원들로부터 조직에 공헌하려는 협력 의지

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했다고 본다면 

협력 의지야말로 조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자들이 지난 

100년간 인간에 관심을 기울여오고, 특히 인간의 욕구와 동기에 대해 고민해온 까닭이다.

경영학의 역사에서 에이브러햄 매슬 로의 욕구 단계설, 더글러스 맥그리거의 X이론과 Y

이론 등 무수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협력 의지를 이끌어내라는 바너드

의 충고와 달리, 그동안 기업 경영의 실제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권한 위양보다는 구성원들

에 대한 지시와 간섭에 의해 전개되었다.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참여와 권한 위양은 요원한 

과제이며, 일부 경영자에게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월권행위 정도로 치부되고 있다.

경영사상가이자 컨설턴트인 톰 피터스도 일찍이 경영자들이 종업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지 못하는 것을 개탄했다.

“경영자는 종업원들에게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필요한 여건만 조성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것이 실행되지 않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만약 기업이 종업원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만 있다면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품질과 원가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증거가 산적해 있는 데도 말이다.”

바너드는 구성원들의 협력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종업원들이 공감하는 조직의 

목적을 강조했다.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는 협력의 목적이 있을 때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그동안 조직은 성장하고 번영했지만 구성원은 정작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기업에서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재미있을 리 만무하며, 샐

러리맨의 겨우 직장생활이 개인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워낙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신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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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도 무의미하게 여기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공동의 목적을 만들라는 바너드의 충고는 놀랍게도 오늘날 기업현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들은 기업 자체의 경제적 활동보다 의미 있게 생각하

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이상의 의미를 기업 활동에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존재 이유를 비전 혹은 핵심가치라고 정의하고, 이익 추구와 함께 자신들

이 기업 활동을 하는 원래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우량 기업들은 자신의 핵

심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전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혁신 기업의 대명사인 3M은 개인의 창의성과 선의의 실수에 대한 관대함을, 엔

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존은 디즈니는 상상력과 가족의 즐거움을, 미국 최대 제약회사 머크는 

정직성과 인류에 대한 봉사를,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소니는 개척자 정신과 고객에게 이익

을 주는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 활동의 진정한 기쁨을 찾는 것이다.

<경영자의 역할, 21세기북스, 체스터 바너드 지음, 2009>

<Chester Barnard and the Systems Approach to Nurturing Organizations >

< The foundations of Henri Fayol’'s administrative theory >

<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 116 CEO의 마음으로 선한 영향을! 배양숙 삼성생

명FC명예사업부장 www.youtube.com, 2012 >

<‘Cameron Herold: Let's Raise Kids to be Entrepreneurs’, www.ted.com, 2010>

<‘Louise Fresco: feeding the whole world’, www.ted.com, 2009>

<CBS undercover boss>

볼거리

읽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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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기업과 경영

경제를 움직이는 학벌 4대 그룹 임원 최종학력 

<매일경제, 2012년 4월 18일>

<부산일보, 2012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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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정보화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업경영자의 역량이 무엇일까?

2.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기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여야 할까?

3. 비영리기관 경영자와 기업경영자는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을까?

  

4.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자가 더 중시해야 할 기술은 어떤 것일까?

5. 벤처 기업가의 성공요인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생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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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 환경의 의미

현대의 기업은 과거와 같이 환경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한다

. 과거에는 자체적으로 원재료를 채취하고 내부에서 생산하고 관계하는 외부 이해관자들도 

적었지만, 지금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원재료를 비롯한 자원의 투입을 받아들여 변형과정을 

거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외부 환경으로 내보내며, 외부로부터의 평가와 결과가 피드백되

어 다시 투입과정에 반영된다. 기업이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투입을 적절히 받아들이지 못하

거나, 산출이 외부 환경에 의하여 수용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내부의 이해관계자들과 조화

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존속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환경은 보다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점점 동태적으로 변해 가고 있

다. 이러한 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기업의 내부적인 효율성보다는 외부 적응력이 더 중

요한 과제가 되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역량과 경쟁력에 의하여 지속 가능성이 결정된다기보다는 환경의 적합성

에 따라 생존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의 중요성으로 현대 경영학은 기업과 

환경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환경은 기업이나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그 범위도 넓을 뿐만 아니라 수도 많은 것이 사실

이다. 기업의 환경은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의 활동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

는 일반 환경(general environment)과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업 환경(task 

environment), 그리고 내부 환경(internal environmen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 환경은 기업과 과업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률, 기술, 인구 통

계, 그리고 국제 요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과업 환경은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고

객, 경쟁자, 공급자, 정부기관 그리고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내부 환경은 주주, 

이사/회, 경영자, 그리고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 기업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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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 환경

일반 환경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일반 환경은 거시 환경

(macro environment) 혹은 일차 환경(primary environment)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기업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들이다. 이러한 일반 환경은 최근 패러다임의 변화라 일컬

을 만큼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환경인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국 NIC(National Intelligence 

Counsil)는 지금보다 15년인 2013년의 모습을 ‘Global Trends 2030: Alternative world’

를 발간하여 현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메가트랜드로 네 가

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개인권한 강화이다. 이는 개개인의 권한이 강화되고 전반적인 

빈곤 감소로 세계경제는 성장을 가속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산층이 증가하고 더 많은 교

육 혜택이 주어지며, 새로운 통신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되며 제조기술 

혁신과 의료기술 혁신이 일어난다. 

둘째는 권력분산이다. 세계적인 권력분산이 일어나 어느 한 국가의 지배적인 독점권력이 

소멸하고 힘의 분산이 일어난다. 다축(multipolar)으로 권력이 분산되어 여러 세력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며 세계적인 네트워크 및 연합체로 권력이 이동하게 된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패턴의 변화다.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로 인하여 세계인구의 포물선은 

역삼각형을 그리게 되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둔화된다. 세계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하며 이동성이 강화되어 인구이동이 증가된다.

넷째는 음식, 물, 에너지의 연계체계가 마련된다. 지구촌의 인구 증가로 이 분야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다. 한 가지의 문제에 대한 수요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른 자원의 공급을 연동시켜야만 하는, 모든 것이 연계된 사회가 도래하게 된다. 하나의 문

제는 다른 문제와 연관된다.

1. 경제적 요인

경제적 환경요인은 기업의 일반 환경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된 환경이다. 

경제적 환경은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에 이르는 경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

한 기업의 경제적인 환경은 원재료의 수급에서부터 제품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모든 

경제적인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 환경요인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경제체제다. 경제체제에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시장의 메

커니즘을 통하여 자원이 분배되며, 생산수단의 사유가 가능한 경제체제다. 그리고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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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는 국가의 계획에 의하여 자원이 배분되며 생산수단이 생산자에 의하여 공유되는 

경제체제다.

과거에는 한 국가가 하나의 경제체제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20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많은 

국가들이 두 가지 경제체제가 혼용된 경제체제를 운용하기도 한다. 즉, 가장 자본주의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경우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원의 배분을 완전히 시장경제

에 맡기기보다는 중재와 규칙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개인의 소

유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사회주의체제의 대표였던 구소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 같은 두 경제체제의 조화와 혼합은 중국의 경우나 스웨덴, 프랑스, 헝가리 등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제3세계에서는 자본주의 모델과 사회주의 모델의 선택에 대한 

투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제체제와 더불어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요

인으로 국가의 경제정책을 들 수 있다. 정부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거나, 경기 과열

을 염려하여 성장억제정책을 펴게 되면 기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국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정부의 재정지출과 세제, 그리고 통화 공급의 

조절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기업의 자금수급과 투자, 그리고 생산과 제품

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소비의식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초래하고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게 되어 기업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운용의 결과로 나타난 거시적인 경제변수 역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경제적 환경요인이다. 국민총생산과 경제성장률, 국민소득과 소비 수준, 이자와 환율, 

고용과 실업률, 노동생산성과 노동분배율 등과 같은 경제지표들의 변화는 기업에 영향을 미

치는 대표적인 경제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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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란 한 국가나 사회 또는 그 민족문화에서 발산되는 영향력이다. 이러

한 영향력은 기업의 운영 방식이나 경영자의 행동 방식을 제약하거나 촉진하기 때문에 역시 

기업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 환경요인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구조는 하나의 사회 속의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사회마

다 이 사회적 구조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인도, 영국, 프랑스와 같이 

사회적 계층이 엄격한 사회가 있는가 하면, 뉴질랜드나 미국과 같은 비교적 엄격하지 않는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는 사회도 있다. 

그리고 나라마다 민족문화 또한 서로 다르다. 민족문화란 그 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나 그 사회가 승인하는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개인주의가 높이 평가되나, 한국

이나 일본에서는 개인들로 하여금 집단의 가치를 우선하도록 기대한다. 이와 같이 민족문화

는 경영자에 의한 종업원의 동기부여 방식, 조정 방식, 그리고 사업경영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구조와 민족문화는 사회마다 다를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

다. 60, 70년대 이후의 미국 사회도 여성역할, 사랑, 성(性)과 결혼에 대한 의식이 크게 바

뀌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점점 개인주의와 서구화되어 간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동부 유럽에서는,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집단주의나 국가에 대한 

충성에 기반을 둔 가치관을 빠르게 대체해 가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화된 사회에서는 많은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관계하면서 살아

간다. 유능한 경영자는 사회·문화적 차이에 민감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 그들의 행동을 

맞추어 가야 한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자신의 국가와 사회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업이 활동

하고 있는 국가의 사회·문화적인 요인의 변화에 민감하고 그에 적합한 행동을 할 필요가 있

다.



 - 71 -

3. 정치·법률적 요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집단은 가치와 신념의 차이, 이해의 차이 등으로 갈등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사회의 정치·법률 시스템은 이러한 갈등과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정치·법률 시스템은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내의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법과 규범, 그리고 

행동규칙을 규정한다. 기업과 관련된 것으로는 소비자 문제나 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종업원

에 대한 규제,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 정보구매를 통한 규제, 자금지원 등과 같은 정부지원, 

그리고 각종 인허가 등이 있다. 기업의 활동은 당연히 이러한 규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

며, 기업은 정치·법률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적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주도하에 고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법률적 환경이 

기업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정부의 성장정책에 따라 수립된 경제와 기술개발계획은 기

업의 전략과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와 같은 관주도적인 경제 환경은 

급속한 경제사회 개발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정경유착이라는 관행을 가

져와 경쟁원리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최근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정치·법률적 환경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규제가 늘고 있으며, 주민단체나 소비자단체, 시민운동단체 등의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와 공공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늘어가고 있으며 ISO 

26000의 제정과 실행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은 이러한 정치·법률적 환경의 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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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적 요인

조직을 시스템적인 입장에서 볼 때, 조직은 환경에서 획득한 자원을 투입하여 산출로 변

환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투입을 산출로 변

환시키는 활동이다. 기술은 기업조직의 변환과정에 필요한 모든 지적인 체계를 의미하는 것

이다. 

따라서 기술은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환과정에 사용되는 기계와 장비 같은 

유형적인 하드웨어(hardware)는 물론이거니와 지식이나 방법과 같은 소프트웨어(software),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한 활용 능력인 브레인웨어(brainware)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술적 요인은 한 국가 또는 한 산업의 기술 수준이나 상태를 말한다. 기술적 환

경요인은 일반 환경 가운데서 가장 가시적인 환경 요인이며,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요인이다. 기술적인 환경 요인은 연구개발에 의하여 변화되어 보다 새로운 기술로 진

보하거나 발전하게 된다. 최근에는 기존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기술혁신이 보편화되고 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브레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브레인웨어

사용가능한 기술
사용 가능한 기술

→

→

→
[그림 3-2] 사용 가능한 기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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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구통계 요인

인구통계 요인은 연령, 성, 인종, 그리고 사회계층 등 인구의 특성을 의미한다. 일반 환경

의 다른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인구통계 요인은 경영자들에게 기회와 위협을 제공하

며, 그리고 기업조직들에게 많은 함축적 의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

적 진출, 특히, 노동시장 참여율의 상승은 기업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여성의 

경제 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라 성희롱(sexual harassment) 방지대책과 같은 여성 인력관리

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시책을 필요로 한다. 

인구의 연령분포상의 변화도 경영자나 기업조직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또 다른 예이다. 

UN은 65세 이상 인구인 고령인구의 비율이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로, 그리고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정의하고 있다. OECD 국가의 고

령인구 비율은 2001년,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1%로 집계되었으며, 2018년 14.3%가 되어 고령사회

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8%로 높아져 초고

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

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기업조직들로 하여금 고령자에 대한 건강, 레크리에이션 등에 대한 배려 

기회를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는 작업장과 소비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

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뚜렷한 경향으로 작업장에 젊은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줄어가는 반

면, 정년을 연기하려는 활동적인 종업원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조

직들로 하여금 고령 종업원들의 기술과 지식습득을 동기부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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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적 요인

국제적 요인이란 국제적 관계의 변화, 각국의 정치·경제·법적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기술

적 변화의 결과가 가져오는 요인을 가리킨다. 규모나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의 경영자

는 국제 환경으로부터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요인 가운데 경영자나 기업조직에 미치

는 가장 중요한 글로벌 요인은 국제무역의 증가와 국가 간의 경제적 통합이 증대되고 있다

는 사실이다. 

6.1. 지역무역동맹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적 경쟁은 국가 간 경쟁이었다. 그러나 세계의 무역과 경쟁은 

지금 지역 간 무역협정이 늘어감에 따라 지역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원래 지역협정으

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1960년대부터 국지적으로 등장하였으나 WTO 체제

가 출범한 1990년대 들어와서는 범세계적으로 하나의 물결처럼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와 지역협정이 증가하여 1995년 WTO 창설 이후 1999년 말까지 90여 개의 

자유무역협정이 신규 체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말 미국과 캐나다 간의 FTA 및 

1994년 NAFTA 발족에 자극받은 것이 그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된 주된 배경에는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 

역내 회원국들에게 무역창출(trade creation)을 비롯하여 투자유인 그리고 경제촉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의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1) 유럽연합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거하여 12개 국

가-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그리고 독일-가 참가하는 경제무역체가 탄생된 후 1995년 오스트리아, 핀란

드, 스웨덴이 참여하였으며, 2004년 10개국이 더 참여하였고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가 참여하였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친 EU의 경제적 영향력은 지대하다. 인구만 해도 4억 5천만 명에 

달한다. EU가 만들어지기 전 모든 국가들은 국경을 통제하였으며 세금과 정책이 서로 다르

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어 여행과 고용 

투자와 무역에 아무런 장벽이 없다. 유럽의 국가들을 이렇게 협력하게 된 동기는 미국과 일

본의 강력한 시장 경제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2) 북미자유무역협정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은 1992년 미국, 캐

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이 협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는 관

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세 혜택을 북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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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국한하고 역내 투자를 활성화하였다. 1994년부터 발효된 이 협정으로 세계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최대의 지역경제권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순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자유무역경제블록을 형성하

게 되었다. 1994년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관세를 줄이는 경제협정을 체결

하였다. 

그리고 카리브 해와 중남미 지역의 34개 국가들도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를 2005년 12월까지 창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브라질·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의 반대로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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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 환경

일반 환경이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과업 환경은 기업의 성장과 생

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이다. 즉, 과업 환경(task environment)은 한 기업의 

성장, 성공 및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특정한 환경(specific 

environment)이라고도 한다. 

과업 환경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기업의 활동이 이루

어지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환경과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환경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기업이 과업 환경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주

요한 과업 환경요인에는 고객, 경쟁자, 공급자, 정부기관 그리고 사회단체가 있다.

1. 고 객

고객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개인과 조직이다. 현대의 기업들은 고객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고객의 중요성은 시장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과거 시장은 제품의 생산자인 판매자 중심

시장(seller’s market)이었으나 경쟁의 가속과 더불어 이제 시장은 소비자인 구매자 중심시

장(buyer’s market)으로 변화한 것이다. 

고객인 제품의 소비자들은 조직화된 행동을 통해 사회운동과 정치적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고 소비가 

보다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더욱 보편화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라이프 스타일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과거와 달리 소비자

들의 욕구와 라이프 스타일이 일률적이 아니라 다양화되었으며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소비자주의(consumerism)

에 입각한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과업 환경요인이다.

2. 경쟁자

경쟁자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혹은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쟁업체

이다. 

경쟁기업은 동일한 시장을 대상으로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할 뿐만 아니라, 원료의 수

급이나 유통에도 경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경쟁

기업과 경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경이 없을 정도로 기업의 경쟁 무대가 넓어지고 경쟁

이 치열하게 되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중요시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

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은 잘 알려진 경쟁자들의 기업 활동을 분석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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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자들의 동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경영자는 경쟁기

업의 전략과 제품가격, 품질, 서비스, 기술, 임금 등의 제반 활동에 대하여 끊임없이 과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 평가하여야 한다.

3. 공급자

공급자는 기업의 제품생산과 운영에 필요한 원재료와 중간재 그리고 기타의 서비스와 자

원을 제공하는 조직이나 개인이다. 공급업자들의 자원공급 능력과 안정성 및 가격은 기업의 

원가와 가격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급업자들은 물질적인 자원과 더불어 비

물질적인 자원인 정보와 종업원 그리고 자금을 제공한다. 공급업자는 그들이 제공하는 자원

에 따라 납품업자, 주주, 채권자, 노동자, 그리고 서비스업자로 나누어진다.

전통적으로는 공급업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하여 되도록이면 다수의 공급업자를 가

지는 것이 선호되어 왔다. 그러나 격심해져 가는 기업의 국제경쟁은 이러한 관점을 변화시

키고 있다. 기업들은 그들이 다루어야 할 공급업자의 수를 줄이고 공급업자들과의 이러저러

한 협상을 축소함으로써 보다 쉽게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공급자가 필요한 시점에 제품을 인도하지 못하거나 자재의 부족을 경험하거나 중도에 사

업을 그만두게 되면, 그동안 공급업자들로부터 납품을 받아오던 기업체도 그만큼 타격을 받

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공급업자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

업이 되어야 하며, 공급업자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의 자산 가운데 

큰 자산이라 할 수 있다.

4. 정부기관

과업 환경 요인으로서의 정부기관은 기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구체적인 정부기관이

다. 정부의 각종 기관은 기업의 운영과 활동에 대하여 각종의 규제와 감시 그리고 지원 활

동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기관이 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업의 제품과 고용, 기업

윤리 등이 국민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국가와 국민의 경

제적 지위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사회의 발전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5. 사회단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과업 환경 요인은 이 이외에도 많은 사회단체인 특별이해자 집단들

이 있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나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여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

하는 대학을 비롯한 각종 교육기관이 대표적이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결

성된 각종 환경감시기구들도 기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과업 환경 요인의 구성원

들이다. 기업은 환경으로부터 유리된 진공 속의 실체가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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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받아들이고 산출을 제공하는 개방 시스템이다. 따라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기업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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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내부 환경

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환경으로 내부 환경(internal environment)을 들 

수 있으며, 내부 환경은 주주, 이사회, 경영자, 종업원, 그리고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1. 주 주

주주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

례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의사결정을 집행한다. 이렇게 

보면 기업의 전략이나 모든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은 결국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해 감에 따라, 일반 주주들은 기업의 경영

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기업의 주식 소유를 통하여 배당과 주가 상승에 따른 재무적

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갈

수록 더욱더 현저하게 진행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업이 주주로부터 

받는 영향력은 때로는 거의 절대적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의 분산이 덜되어 있어 소수의 자본가가 과다한 주식을 소유하

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증권시장에서 행하는 

주주들의 매매 의사결정도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2. 이사회

기업에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회나 주주들에 의하여 선임된 일련의 사람들이 있

다. 보통 이사회는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 활동을 감독하게 되며 직접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는 않는다. 이사회는 사외이사와 사내이사로 구성된다.

3. 경영자

기업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서의 경영자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담당

하는 경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자들은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 활동을 하는 

동시에 기업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행동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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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업원과 노동조합

종업원들의 단체인 노동조합은 그 설립 초기에는 단순히 근로자들의 생활을 유지‧개선하

기 위하여 조직되는 근로자들의 단체였다. 그러나 사회의 발달에 따라 노동조합은 초기의 

목적이었던 근로자들의 생활조건의 개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근로자들의 경제적이고 사회

적인 이익, 그리고 정치적 이익을 육성, 보호, 증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사회적 참여와 경영 참가, 그리고 근로자들의 작업생활

의 질(QWL; Quality of Work Life)의 향상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기에 이르게 되

었다. 노동조합은 개별기업 차원에 있어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적

으로 형성하여 근로자들의 제반 요구사항을 경영층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며, 기업경영의 제

반 분야를 감시 통제하여 경영층에 영향을 미친다. 

또 노동조합은 국가나 산업, 그리고 기업 차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경영참가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방침이나 경영관리상의 문제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안하며 기업의 자본과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노력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은 우리나라의 기업은 노동조합에 대한 배타적

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기업의 성장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

서 노동조합은 기업경영의 한 축으로서, 기업의 운영과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육성 

발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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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업윤리와 접근법

1. 윤리와 윤리적 행동

윤리(ethics)란 사회가 정의한 인간의 옳은 행위에 대한 규범을 의미한다. 즉, 윤리는 도

덕이 객관화된 사회정신 또는 사회제도이다. 이러한 윤리에는 두 가지 불변하는 의무가 있

다. 첫째는 타인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적인 문제는 그 자체가 옳고 그른 행동을 둘러싸고 감정적인 의문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왕왕 논쟁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 선(good)하고 

올바른(right) 것으로 받아들이는 도덕적인 행동을 윤리적 행동(ethical behavior)이라고 정

의한다. 옳지 못한 행동은 비윤리적인 반면 올바른 행동은 윤리적인 행동으로 고려된다. 

기업경영자는 그들의 회사가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선하고 올바르게 인식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업윤리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또 많은 경우, 기업경영자들은 규제나 비난

으로 이어질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기업 행동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비록 기업 활동에서의 윤리적 행동은 사회적이고 문화적 요인을 반영하지만 그 행동은 극

히 개인적이고, 개인자신의 가치관과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윤리적

이거나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많은 상황에 직면한다. 그때의 의사결정은 대개 가

정생활, 교육과정 등에서 배운 개인적 경험이 기초가 된다. 즉, 개인의 윤리는 개인의 가치

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가치관(values)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갖고 있는 선택권(preferences)이며, 이 선호는 개

인의 태도나 개인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된다. 가치관은 개인의 가장 안정적이고 지

속적인 특성에 속하는 것으로써 우리의 현재 존재는 지금까지 개발해 온 가치관의 산물이라

고 할 수 있다. 기업조직 또한 하나의 가치 시스템을 가지며, 그것을 우리는 조직문화

(organizational culture)라고 부른다.

윤리적 행동의 근거가 되는 가치관의 두 가지 일반적 유형으로서 수단적 가치관

(instrumental values)과 목적적 가치관(terminal values)이 있다. 전자는 수단 지향적 가치

관으로서 야망, 용기, 정직, 상상력과 같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나 방법의 바람직한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자는 목적 지향적 가치관으로서 안락한 생활, 가족의 안전, 자존

심, 성취감과 같이 개인의 바람직한 목적이나 목표, 또는 사람이 종국적으로 달성하고자 하

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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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윤리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는 윤리와 도덕의 행동적 규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

정윤리와 시민윤리, 직업윤리 등이 그것이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행

동의 규범이 있으며 시민사회와 개인의 직업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윤리와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윤리라는 것이 이렇듯 사회적인 동물로서의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철학이나 신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사회학, 정치학 등의 제반 인문사회과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왔다. 

기업이란 그 자체만으로 존재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실체

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사회와 사

회를 구성하는 다른 구성체의 이익과 입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

에게 윤리가 필요하듯이 기업에게도 윤리가 필요한 것이다. 

기업윤리(business ethics)는 이와 같이 사회의 윤리가 사회의 구성체인 기업에 적용된 

것이다. 즉, 기업윤리는 일반적인 윤리와는 다른 특별한 윤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윤리가 기

업의 행위에 적용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윤리는 인간의 윤리를 기업의 활동과 목

표에 적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3. 기업윤리의 접근법

기업윤리에 대한 접근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 접근법은 개인과 경영적 의사

결정을 비교하여 무엇이 과연 윤리적인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윤

리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은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리적 접근, 도덕 권리적 접

근, 그리고 정의적 접근 방법이 있다.

공리적 접근

도덕 권리적 접근 정의적 접근

이상형

[그림 3-3] 윤리적 접근방법의 이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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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적 접근법은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과 의사결정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제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기업윤리를 판단하는 것이다. 도

덕 권리적 접근법은 의사결정과 행위가 기본적인 개인과 집단의 자유와 권리에 일치하는 것

인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정의적 접근법은 행위와 의사결정이 개인과 집단 사이의 공

정하고 균등하며 불편부당한 부와 비용의 분배를 이루는 데 일치하는 것인가에 따라 판단하

는 접근 방법이다.

기업윤리에 대한 세 가지의 접근 방법은 다소 다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경영 의사결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상호 연관된 원칙과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접근법이 공통적으로 특정한 의사결정과 행위를 강화하

고 지지하는 반면에 때로는 한 접근법만이 그 의사결정과 행위를 윤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도 한다. 

윤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이 세 가지 접근법이 모두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접근법에 의하여 지지되는 행위와 의사결정이 가장 윤리적인 것이다. 그러나 개인

의 이해들이 얽힌 복잡한 의사결정 상황이 되면 그런 이상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 불

가능할 경우도 있다.

3.1. 공리적 접근

공리적 접근법(utilitarian or utility approach)은 행위의 동기보다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른 경영자는 대안적 행동의 잠재적 효과를 고려한다. 그리고 

대안의 선택은 많은 사람에게 이득이 있는 쪽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경영자

들은 대안들이 어떤 개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해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여

기는 대안을 선택하며 이것을 그들은 바람직하고 윤리적인 것이라 여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능력에 의한 임금제도는 정당화될 수 있고 당연히 성과가 높은 사

람이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에 있어서 한 기업의 경쟁적 성공은 다

른 기업의 부도나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지만, 공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결과

는 윤리적으로 타당하다. 그것은 자유기업제도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제

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리적 입장에서 본다면 실업과 부도는 시장에서의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필수불가결한 현상이다.

1) 윤리 기준

공리적 접근은 조직의 목표와 능률 그리고 개인 이해와의 갈등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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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목표에 대한 기준

경영자는 소비자, 공급자, 종업원, 채권자, 주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쟁시장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익의 극대화에 

진력하여야 한다. 많은 이익을 달성하는 것은 높은 품질과 낮은 가격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 결과인 것이다. 이익은 소비자들의 만족에 대한 보상이다. 만약 이윤이 너무 높아진

다면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나타나게 되어 가격은 낮아지게 되고 품질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2) 능률

경영자는 조직의 목표를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능률은 

투입(노동, 자본, 대지)과 사회에 대한 외적 비용(공해와 재창조할 수 없는 자원 소비)을 최

소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3) 개인 이해의 갈등

경영자는 개인적인 이해로 인하여 조직과 갈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는 조직이 그 목표

를 달성하는 것과 갈등을 일으키는 개인적인 이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행동공리주의와 규정공리주의

공리적 접근은 두 가지의 주요 분파를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인 행동공리주의는 최대다

수의 최대행복을 제공하는 결과를 중요시한다. 이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

리고 또 다른 문제인 규정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의

된 규칙과 기준을 준수하는가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경영자는 행동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결과를 예측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영자는 그 자신이 규정공리주의에 의하여 요구된 규칙을 따르고 있

는지는 밝힐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애매한 상황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문제해결을 위한 뇌물을 행동공리주의에 의하면 동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규정공리

주의는 그것이 조직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윤리에 대한 공리적 접근은 개인주의와 불확실성의 수용, 남성주의 등에 가치를 두는 것

과 일치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이윤의 극대화와 이기주의, 능력과 성취에 의한 보상제도, 희

생과 많은 노동, 그리고 경쟁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25년 동안 공리주의

자들의 윤리는 도덕 권리나 정의적 접근에 의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3.2. 도덕 권리적 접근

윤리에 대한 도덕 권리적 접근법(moral rights or human rights approach)은 경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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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나 의무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삶과 안전, 

자유, 건강, 프라이버시, 그리고 소유 등에 대한 것이다. 경영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한 도덕 

권리적 접근은 다음 여섯 가지의 도덕 권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삶과 안전

종업원, 고객, 그리고 일반 대중은 그들의 생명과 안전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불필요한 위험에 처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석면의 사용이나 납 성분이 함유된 페인트 혹은 기타의 유해물질의 사용이 작

업장에서는 금지되어야 한다.

2) 진  실

종업원, 고객, 그리고 일반 대중은 그들이 알아야만 하는 일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기만당

해서는 안 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승객은 예정된 스케줄과 실제의 운행이 어떠

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만약 활주로가 부족하여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도 

한 공항에서 불과 1분 사이 10여 편의 항공기가 출발한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잘

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에게 보다 진실된 정보를 자세히 알려야 한

다. 

3) 프라이버시

모든 개인은 그들의 개인정보를 정부기관이나 고용주,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통

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은 개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고,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고의적으로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당연히 받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상품구매기록 등을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상품의 선전이나 기타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4) 양심의 자유

개인은 자신의 도덕이나 종교적 신념과 배치되는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 종교적인 신념과 배치되는 상사의 명령을 불복하고 거

부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5) 언론의 자유

종업원과 다른 사람들은 그들 고용주의 행동의 윤리성과 정당성을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스스로 양심적이고 진실할 때 

주어지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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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유권

자유국가들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사람들이 

의식주를 획득하고 사용하며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사회와 국가는 이러한 권리

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3.3. 정의적 접근

정의적 접근법(justice approach)은 경영자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개인과 집단의 비용과 

이익을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하는가에 따라 평가하는 접근법이다. 공정성과 균형, 그리고 

불편부당의 개념은 세 가지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것은 분배정의의 원칙, 공정의 원

칙, 그리고 자연의무의 원칙이 그것이다.

1) 분배정의의 원칙

분배정의의 원칙은 경영자는 개인을 자의적인 특성에 의거하여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모집이나 채용, 승진이나 해고 등에 있어 개인적인 특성인 인종이

나 성, 종교, 출신지 등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즉, 분배정의의 원칙은 관련된 측면

에서 비슷한 개인들은 유사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차별이 나타나면 차별이 나는 정도에 따

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공정의 원칙

공정의 원칙은 조직이 두 가지의 공정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종업원들이 조직의 원

칙들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두 가지의 조건은 첫째, 조직의 원칙이 공정할 때이며 둘째, 종업원들이 조직에 의해 제

공되는 효익들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때이다. 이런 경우에만 개인들은 비록 그들의 선택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조직의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다. 

기업과 종업원은 공정한 원칙 내에서 서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진다. 이러한 상호 의무

감과 책임감은 다음의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이러한 의무감과 책임감은 자발적

인 행동의 결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업원들이 특정한 기업을 위해 일하도록 강요되어서

는 안 되는 것과 같이 고용주도 특정한 개인을 강제적으로 일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분명한 규칙들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종업원과 조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상호이익을 위해 협동하는 개인

들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 즉, 종업원과 경영자는 조직의 생존을 위하여 공통의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3) 자연의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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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무의 원칙은 경영자가 보편적인 많은 다양한 원칙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보편적인 원칙에는 위험에 빠져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하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되고, 

공정한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무들이다.

3.4. 윤리적 접근법의 비교

세 가지의 윤리적 접근방법인 공리적 접근, 도덕 권리적 접근, 그리고 정의적 접근은 나

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표 3-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리적 접근은 능률, 생산

성, 이윤의 극대화 등의 목표에 가장 어울리는 관점이다. 기업의 많은 경영자들이 이러한 

윤리적 접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도덕 권리와 정의적 접근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 불편을 공정하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경영자가 공리적 접근보다는 도덕 권리적 접근과 정의적 접근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경우 덜 혁신적이 됨은 물론, 능률적이지도 못하고 위험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기술적 변화에 대하여 무관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조직의 능률보다는 개인의 복지에 

보다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상적이기를 원하는 경영자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접근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활용된다면, 경영자들이 그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윤리적으로 내렸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의사결정과 행동이 완벽하게 

윤리적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비윤리적이지도 않다. 많은 경우는 중간지대에 

놓이게 되며, 특히, 많은 집단과 개인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표 3-1> 윤리적 접근법의 비교

유    형 강     점 약     점

공리적 접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1. 능률·생산성 증진

2. 이익극대화 목표

3. 전체적·거시적 안목

1. 주요 변수의 계량 불가

2. 자원배분의 왜곡

3. 소수의 권리 묵살

4. 도덕성 약화

도덕 권리적 

접근: 

개인의

기본권 보장

1. 자유권과 기본인권의 

  확보

2. 사회적 행동규범의 

  준수

3. 도덕적 정당성과 

  설득력 제고

1. 오해받을 경우 이기적 행위 

  초래 우려

2. 생산성, 능률 증대의 

장애요인

정의적 접근 : 

편익과 부담의 

공평

형평·평등·공평

1. 자원과 원가분배의 

  공평성

2. 민주주의 원칙

3. 사회적 신뢰 증대

1. 위험, 혁신 및 생산성 약화 

  명분 제공

2. 이해관계자집단의 이익, 

과소평가, 여타 권리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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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사회적 책임 개념과 전제

1.1. 사회적 책임이란

경영학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만큼 열띤 논

쟁의 대상도 그리 많지 않다. 기업계와 학계는 기업이 사회에 대하여 져야 할 의무의 성격

과 내용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거듭해 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접근방법들이 해

를 거듭하면서 변화하여 왔지만, 오늘날까지도 이 과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책임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의 안녕과 복지

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기업이 그 기업에 속하

는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사회에 대해 져야 할 의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된다. 즉, 

기업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1.2. 사회적 책임 논쟁의 논리

기업과 경영자는 우리 사회의 목적과 가치관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그

런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장은 두 가지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적 계약론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실행자론 이다.

사회적 계약론(social contract theory)에 의하면, 기업은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며, 사

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가 설정한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사회

정책에서 부여되는 것이고 기업이 그 의무를 떠맡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권리와 의무는 

기업과 사회 사이의 사회적 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실행자론(moral agent theory)에 의하면 기업은 도덕적으로 인지되는 방식으

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언하면 기업은 훌륭하게 행동할 의무를 가지며, 사회의 가

치관과 일치하는 가치관을 갖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서, 기업은 도덕실행기관

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사회적 책임 개념의 근거를 제공해 주었으나, 한편 이 두 전제는 사회

적 책임개념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

는 대표적인 세 가지 책임론으로 경제적 책임, 공공적 책임, 사회적 반응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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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 가지 사회적 책임론

2.1. 경제적 책임론

경제적 책임론(economic responsibility perspective)은 전통적 사회적 책임개념론이라고

도 불린다. 경제적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인 프리드먼

(Milton Friedman)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게임의 법칙 속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주주뿐이다. 즉, 주주집단의 부의 극

대화만이 기업의 책임인 것이다. 이것이 기업이 헌신해야 할 유일한 사회적 계약이라는 것

이다. 만약, 기업의 행동이 주주의 재무적 이익에 손실을 끼치면, 그것은 경영자가 시장 메

커니즘에 손상을 입힌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

경제적 책임론자들은 기업은 도덕실행자일 필요가 없다고 한다. 단지, 개개인은 도덕실행

자일 수 있으며,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자산이나 자원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그런 

행동은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기업의 자원을 그런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자산과 자원의 소유자인 주주에 대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된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책임론에 대한 비판자들은 오늘날의 기업조직은 단순한 경제적 기구가 아

니며, 따라서, 경제적 책임론은 비현실적이고 순진한 생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많은 기업

들이 공공정책이나 규제들에 대하여 많은 정치적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는 기업의 행동이 기회균등, 환경보호, 경쟁력 증대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목표의 실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제적 책임론은 한계가 있다.

2.2. 공공적 책임론

공공적 책임론(public responsibility perspective)은 사회적 책임론의 또 다른 대체적 견

해이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계약론 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인 이 이론은 기업이 공공

정책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한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공공정책(public policy)을 단순히 기업이 지켜야 할 법과 규제로만 

보지 않고, 공공의 의견, 부각되는 이슈, 공식적 법적 요건, 법집행 등에 관한 것이 반영된 

광범위한 사회적 방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업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공중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인식과 기대를 공공정책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공적 책임론은 주장과 철학이 명료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적 책

임이 법적 시스템의 법률과 규정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공공정책에 집착하면 그것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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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경제적 책임론과 같이 이러한 견해는 단지 기업이 

게임의 법칙을 따라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의 공공정책 개념을 

채택한다 해도, 공공적 책임론이 전통적인 사회적 책임론인 사회적 계약 개념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적 책임론은 유일한 철학을 갖지 못해 그 규정이 명

료하지 못한 결점을 갖고 있다.

2.3. 사회적 반응론

세 번째의 사회적 책임론은 사회적 반응(social responsiveness) 책임론으로서 보다 진취

적이고 근대적인 책임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견해의 주창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

업의 의무가 사회의 최소한의 기대를 충족시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업이 적극적

으로 사회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데 있다고 하며 따라서 사회적 반응론이란 

사회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하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의미한다고 한다. 

사회적 반응 책임론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도덕실행기관임을 인정한다. 이런 책임론의 

주창자는 도덕이 기업조직의 의무라기보다 개인의 의무라는 경제적 책임론 자와 뜻을 같이

하는 반면, 기업조직은 개개인의 도덕적 행동이 격려되고 지원되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해 

갈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반응책임론을 지지하면서 이윤과 사회적 책임은 서로 대립적인 개

념이 아니고 오히려 상호 의존적 개념이라고 한다. 21세기가 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요청을 

수렴시키는 여러 가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추세 가운데는 소비자의식의 심화, 사회 

지향적 의식 증대,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의 영향 증대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반응 책임론에 대한 수용도가 증가하는 반면, 흥미롭고 법적인 문제점

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얼마만큼 사회적 반응이 충분한 것인지, 사회적 복지를 위하

여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가 분명치 못하며, 그리고 어느 점에서 이윤을 희

생하면서까지 노력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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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대여점 · 편지 · 백과사전 · CD… 인터넷이 죽였다?

인터넷 없는 세상을 이젠 상상하기조차 힘들게 됐다. 하지만 그로 인해 추억 속으로 사라

진 것이 많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8일 ‘인터넷이 죽인 것들(What the internet 

Killed)’이란 제목으로 인터넷 발달에 따라 과거 10년간 사라진 미국의 ‘아날로그 시대’ 상

징 14가지를 소개했다.

◆ 프라이버시(Privacy)=뉴스위크 기자가 온라인 보안업체에 인터넷을 통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찾아 달라고 의뢰하자 30분 만에 사회보장번호(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냈다. 

프라이버시가 없는 시대다.

◆ 사실(Facts)=온라인상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교도’ 같은 거짓 정보가 

넘쳐난다. 거짓 정보가 버젓이 ‘사실’로 둔갑해 세인의 주목을 받는다.

◆ 예의(Civility)=온라인의 익명성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화 상대방을 존중해

야 한다는 예의를 집어삼켰다. 악성 댓글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다.

◆ 집중력(Concentration)=학생들의 주의가 산만해지고 있는 게 인터넷 때문이라는 지적

이 많다. 독서 대신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에 접속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는 것이다.

◆ 편지쓰기=손으로 쓴 연인 간의 러브레터는 이제 추억이 됐다. 지금은 이별 선언도 페

이스북의 관계 설정을 바꾸는 것으로 대체한다.

미국에서 사라진 14가지
∙비디오 대여점

∙CD

∙전화번호부

∙폴라로이드·필름

∙백과사전

∙편지쓰기

∙졸업앨범

∙스트립쇼

∙‘9 to 5’

∙휴가

∙프라이버시

∙사실

∙집중력

∙예의

◆ ‘9 to 5’=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의 직장인 근무시간을 일컫는다. 직장 상사들이 스

마트폰과 이메일을 통해 밤늦게 또는 이른 새벽, 심지어 주말까지 일을 시켜 옛말이 됐다.

◆ 휴가=전 세계 어디서나 같은 웹사이트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진정한 휴가를 찾기 어려

워졌다. 책 한 권을 들고 휴양지에서 불안감 없이 휴가를 즐기던 때가 그리워진다.

◆ CD=CD는 이제 벼룩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골동품이 됐다. MP3와 온라인 음악파일 

다운로드 등이 CD 자리를 대신했다.

◆ 전화번호부=예전엔 피자 배달을 시키기 위해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뒤적였다. 지금은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한다.

◆ 폴라로이드와 필름=암실과 사진 전문점이 없어졌고, 주머니에 들어가는 작은 디지털 

카메라가 폴라로이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 비디오 대여점=미국에서 비디오 대여 체인점 ‘블록버스터’는 25년 전 문을 연 뒤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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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개 지점을 내는 등 급팽창했지만 지난 9월 파산했다. 온라인상에 내려 받을 수 있는 

합법 및 불법 영화가 판치고 있어서다.

◆ 졸업앨범=학창시절의 상징인 졸업앨범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판매는 급격히 줄

었다. 각 급 학교들이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동창들의 사진과 인문 소개 등을 담은 온라인 

카탈로그를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 백과사전=과거 정보의 보고였던 두껍고 무거운 백과사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다국적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 자리를 내줬다. 거의 모든 인쇄매체에 고난의 시

대다.

◆ 스트립쇼=스트립쇼와 성인용 영화관도 문을 닫는 추세다. 성인 인증을 거쳐 인터넷에

서 야한 동영상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 국민일보, 2010년 12월 10일>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역의 역할  

조영복, 부산대 경영대학 교수

오는 10월이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이 확정된다. 이로서 세계인권

선언과 국제노동협약, 기후 변화협약, 유엔글로벌콤팩트 등 이제까지의 국제지침을 총망라

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종합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이 국제표준은 기업과 시민사회 그리고 지자

체와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여겨진다.

ISO 26000은 기업, 정부, NGO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공정운영, 지역사회참여와 발전 등 7개 핵심 주제에 대해 준수할 사항을 정리

해 놓은 지침서이다. 비록 ‘제3자에 의한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자발적인 준수’이긴 

하지만 이 지침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공헌에 대한 통상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240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흔히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 ‘기업’만의 사회적 책임을 떠 올리기 쉽다. 그러나 ISO 

26000의 기본 취지는 기업을 넘어서는 것이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만이 아니라 정부나 노동조합, NGO 등 모든 조직에 사회적 책임의무

가 적용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모두의 사회적 책임(SR)으로 그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이제 

기업만이 종업원의 인권과 환경보호를 생각하여야 하고 또 기업만이 번 돈은 지역사회를 위

하여 공헌하거나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이 그들의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고, 조화와 균형 속에 사회를 위한 공동선을 실현하여야 함을 선

언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목적이나 약자를 위한 선한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해되고 용납되었던 

많은 관행들이 이제 ‘기업’과 같은 수준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지금의 시장은 과거와는 다른 시장으로 변했으며, 우리의 이웃과 고객이 더 이상 과거의 이

웃과 고객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케팅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는 

최근 그의 저서《마켓 3.0》에서 시장은 그동안 3번의 진화를 거쳤으며, 일반대중을 위한 

대량생산의 산업화시장인 ‘1.0 시장’, 고객에 따라 시장이 세분된 정보화시대인 ‘2.0 시장’을 



- 93 -

넘어 지금은 수동적 판매대상이 아닌 가치주도의 ‘3.0 시장’이 도래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일상이 된 ‘3.0 시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고객은 ‘이성과 감성’ 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닌 완전한 인간’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활동 중심에는 공동참여와 협력이라는 키

워드를 두어야 하며, 여기에서는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겠다는 미션을 가진 조직들만

이 ‘지속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3.0 시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회적 책임에 

관해 무관심하거나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지역의 상공인들이 그동안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사회공헌을 보다 체계화화기 위하

여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사회적 기업육성과 사회적 갈등의 어려움을 해결하

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은 이런 차원에 지극히 바람직하며 시민사회의 기대도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더하여 지금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줄곧 요구해 왔던 소비

자, 노동조합, 기타 시민단체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의 부담이 지워지고 있는 

만큼, 그들의 지혜와 힘도 함께 한다면 균형과 조화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버넌스 구조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건강과 성숙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겠는가? 머지않아 국제적 무역장벽으로 다가

오게 될 ISO 26000은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한 물음이며, 그 답은 기업과 지역의 참여 속에 

있다.

<부산일보, 2010년 08월 26일>

< ‘Melinda French Gates: What non-profits can learn from Coca-Cola’ 

www.ted.com, 2010>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sight]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12 http: 

//www.youtube.com>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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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기업과 경영

국가별 부패지수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6일 발표한 2010년도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5.4점을 얻어 178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국가나 특정기관의 부패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을 수치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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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순위 국가/영토 2010 CPI 2009 CPI 점수/순위 2008

1
뉴 질 랜 드 9.3 9.4 1 9.3
덴 마 크 9.3 9.3 2 9.3
싱 가 포 르 9.3 9.2 3 9.2

4
스 웨 덴 9.2 9.2 3 9.3
핀 란 드 ▲ 9.2 8.9 6 9.0

6 캐 나 다 8.9 8.7 8 8.7
7 네 덜 란 드 8.8 8.9 6 8.9

8
스 위 스 8.7 9.0 5 9.0
호 주 8.7 8.7 8 8.7

10 노 르 웨 이 8.6 8.6 11 7.9

11
룩 셈 부 르 크 ▲ 8.5 8.2 12 8.3
아 이 슬 란 드 8.5 8.7 8 8.9

13 홍 콩 8.4 8.2 12 8.1
14 아 일 랜 드 8.0 8.0 14 7.7

15
독 일 7.9 8.0 14 7.9
오 스 트 리 아 7.9 7.9 16 8.1

17
바 베 이 도 스 ▲ 7.8 7.4 20 7.0
일 본 7.8 7.7 17 7.3

19 카 타 르 ▲ 7.7 7.0 22 6.5
20 영 국 7.6 7.7 17 7.7
21 칠 레 ▲ 7.2 6.7 25 6.9

22
미 국 ▼ 7.1 7.5 19 7.3
벨 기 에 7.1 7.1 21 7.3

24 우 루 과 이 6.9 6.7 25 6.9
25 프 랑 스 6.8 6.9 24 6.9
26 에 스 토 니 아 6.5 6.6 27 6.6
27 슬 로 베 니 아 6.4 6.6 27 6.7

28
사 이 프 러 스 6.3 6.6 27 6.4
아 랍 에 미 리 트 6.3 6.5 30 5.9

30
스 페 인 6.1 6.1 32 6.5
이 스 라 엘 6.1 6.1 32 6.0

32 포 르 투 갈 6.0 5.8 35 6.1

33
대 만 5.8 5.6 37 5.7
보 츠 와 나 5.8 5.6 37 5.8
푸 에 르 토 리 코 5.8 5.8 35 5.8

36 부 탄 ▲ 5.7 5.0 49 5.2
37 몰 타 ▲ 5.6 5.2 45 5.8
38 부 르 나 이 5.5 5.5 39 신규

39
대 한 민 국 5.4 5.5 39 5.6
모 리 셔 스 5.4 5.4 42 5.5

2010년 부패인식지수(CPI)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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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년 후의 기업의 국제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해 보자.

 2.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미래를 생각해 보자.

 3. 윤리에 대한 동서양의 차이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4. 사회적 책임투자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5.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알아보자.

생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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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영이론의 역사와 전개

경영학의 기원은 인간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동적인 노력을 시작한 때로 거

슬러 올라간다. 역사에 의하면, 기원전 3천여 년경에 고대 바빌로니아의 셈족은 사회의 자

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건축물인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관개수로 등도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의 협동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7세기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주로 정부나 군대, 종교기관 등에서 경영 

개념이 실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경영이론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방법이 시도되고 기업조

직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이 체

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

다. 

물론 이전에도 단편적으로 경영에 관한 경험을 정리하거나 경영기술을 기록한 문헌이 없

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업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학문적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들어와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영학은 다른 사회과학에 

비하면 비교적 새로운 학문이지만 오늘날 기업경영의 발전과 더불어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경영학의 학문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학문적 사고가 다

르게 전개되어 상당 기간 동안 독자적인 경영학체계를 가지고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일본의 경영학은 상업학을 기점으로 대학에서 생성된 데 반해, 미국의 

경영학은 공장제도 및 회사제도의 발전에 의한 산업계의 지적 반응에 의해 현장에서 생성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영학은 독일의 학문체계가 일본에 이식되고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재이식

되었다가 8·15 광복 이후 미국의 경영학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한국적 

경영으로 그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경영이론의 발전과정은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학적 관리법과 관리일반이론 

및 관료제를 포함한 고전적 경영이론과 호손 실험과 조직행위론을 포함한 신고전경영이론, 

그리고 시스템 이론과 상황이론을 포함한 현대적 경영이론으로 발전해 왔다.

여기에서는 경영학의 학문적 체계화에 기여한 일련의 경영학적 사고를 살펴본 다음, 고전

적 경영이론으로 테일러(Frederick Winslow Taylor, 1856~1915)의 과학적 관리법과 페이

욜(Henry Fayol, 1841~1925)의 관리일반이론, 그리고 베버(Max Weber, 1864~1920)의 

관료제를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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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경영이론의 발전과정

자료: Thomans S. Bateman and Scott A. Snell, Management: The New Competitive Landscape, 6th ed., 

McGraw-Hill, 2004, p.31.

1. 고대의 경영적 사고

인간의 협동적인 노력은 선사시대부터 있어 왔으며, 따라서 이때부터 관리나 경영에 대한 

기원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대문명 유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개수로, 

그리고 군대조직의 구성과 지휘나 조세징수제도 등은 이러한 경영적 사고가 그때부터 존재

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원전 2550년경에 세워진 이집트에

서 가장 큰 쿠푸왕 피라미드는 높이가 146.5미터, 

밑변이 230미터, 무게 650만 톤으로 헤로도투스는 

쿠푸왕 피라미드 건설에 20년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건축기술로 미루어볼 때, 약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력이 일하였다 하더라도 20

년 이상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발견

된 이집트 나일강변의 피라미드는 90개가 넘는다. 

이러한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피라미드의 건

설에 필요한 정교한 건축기술과 기자재뿐만 아니라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력, 그리고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적인 자원 등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보다

도 더 중요했던 것은 많은 자원과 노동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영 능

력을 갖춘 관리집단이다. 이러한 관리집단이 없었더라면, 불가사의로까지 여겨지는 건축물

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협동적인 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영 능력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적 유물은 피라미드뿐이 아니라 기원전에 건축된 중국의 관개수로와 만리장성, 그리고 

성서의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모세의 계층조직과 권한위임 방법에 대한 기록 등에서 비록 체

계적이지는 않았지만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가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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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영학적 사고는 계속되어 왔다. 가장 오래된 조직인 가톨릭의 

교회조직이나 로마의 도로와 성곽, 그리고 유럽의 궁전 등을 통해 볼 때 보다 세련된 관리

체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가제도나 관리 선발의 방식 등도 경영

학적 사고의 좋은 예라 할 것이다. 특히 동서양을 막론한 중세의 군대제도는 합리적인 조직

관리 방법에 대한 사고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2. 산업혁명과 경영적 사고

고대나 중세에도 경영적인 사고는 존재했었지만 체계화된 지식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

다. 그러나 1760년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을 계기로 경영학적 

사고의 체계적인 발전 필요성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증기기관의 발명이나 생산기술의 혁

신은 대규모화된 공장제 공업의 발전을 통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진전을 이

루었으며, 더불어 신분사회에서 계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시켰다. 

동력을 이용한 대규모 공장은 인간노동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화된 

이론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시기부터 경영학

적 사고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기초적인 저술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다. 

2.1. 아담 스미스

산업혁명이 가져온 대량생산체제의 근본은 생산의 합리성과 능률을 

가져온 분업(division of labor)에 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그의 명저,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 1776

)11)에서 부의 증진은 노동생산성의  개선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주장

하고, 생산의 기초를 분업에 두었다.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이론의 효시이

자 고전파 경제학의 기초를 형성하는 경제학사상 가장 중요한 저작의 

하나인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방법을 다음

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는 분업의 이점을 살리는 것이고, 둘째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한 자

유방임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며, 마지막은 자유무역을 통한 각국의 이익 증진이다. 

즉, 분업과 이에 수반되는 기계의 도입을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며, 자유경쟁에 의

해 자본축적을 꾀하는 것이 국부 증진의 정도라고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분업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경영이론의 체계화에 큰 도움을 주

었다. 그의 원리는 산업조직의 능률 향상뿐 아니라 공장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하

였다. 그가 주장한 분업은 산업혁명 이전에도 있었던 분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업이었다. 

11) 《국가의 부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고찰》(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의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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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거의 분업은 최종 제품에 대한 분업이었으나 산업혁명기에 일어난 분업은 생산과정

에 대한 분업이었다. 이러한 생산과정에 대한 분업은 근로자의 직무 내용을 보다 단순화시

키고 기술 수준을 보다 전문화함과 동시에 기계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경이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비록 그의 국부론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초점을 둔 것이

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경영이론이 있게 한 기초적인 자료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2.2. 로버트 오언

산업혁명은 동력의 사용과 기계화를 통하여 기업의 대규모화를 초래

하였으며 산업의 고용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생산력의 비약적인 증대

를 가져왔다. 그러나 자유방임적인 정부의 묵인하에 열악한 작업조건, 

그리고 전제적이고 착취적인 경영방식, 노동의 상품화를 초래하기도 하

였다. 

영국 북웨일즈에서 출생한 오언(Robert Owen, 1771~1858)은 점원

생활부터 시작하여 자수성가한 인물로, 산업혁명의 시대조류를 타고 29세의 나이에 공장을 

경영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노동현장에서 공장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상을 목격하고 산업혁명이 초래한 

비인간적인 경영방식을 비판, 인본주의적인 경영이념을 제창하게 된다. 당시 하루의 노동시

간은 17시간으로 이를 10시간 반으로 단축하면서 10세 미만의 유년노동을 금지하고 근로

자를 위한 주택과 부대시설을 마련해 주기도 하는 등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 조치를 단행

한 것이다(그 당시의 보통 작업시간은 어린이들이라 하더라도 보통 13시간 반이었다). 

그는 근로자는 물적인 자원이나 자금 못지않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근로

자의 작업 환경과 처우의 개선에 노력하였다. 그는 작업 환경이 근로자의 육체적인 상태뿐

만 아니라 심리상태와 사고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그의 이념을 자신의 

방직공장에 직접 적용하여 근로자의 작업조건과 환경을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노력은 당시의 기업가나 정치가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업

가들은 그의 새로운 경영방식을 공정경쟁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정치가는 급

진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오언의 이념과 노력은 그가 오늘날 인사관리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경영학 발전의 초석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3. 앤드류 유어와 샤를 듀팽

유어와 듀팽은 경영학 연구에 대한 초기의 주창자들이다. 영국의 글래스고대학교의 화학 

및 물리학 교수로 재직한 앤드류 유어(Andrew Ure, 1778~1857)는 기업에 대한 많은 원

칙과 개념을 정리한 저서를 출간하였다. 그는 1834년 영국의 공장지대를 방문하면서 느낀 

바를 《The Philosophy of Manufacturers, 1835》에 기술하였는데, 저서의 서문에서 그는 

공장장이나 관리자,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정도(正道)를 따라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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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렇게 하는 것이 위험한 발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길이라고 역설

하였다. 또한 공장제 시스템이 그것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을 상회하는 

이익을 사회에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프랑스 산업교육의 선구자였고, 

Conservatory of Arts and Professions의 수학 

및 경제학 교수로 재직한 샤를 듀팽(Charles 

Dupin, 1784~1873)은 영국 방문기간 동안 글래스고우 공장을 방문하

면서 만난 유어의 생각에 자극을 받아 프랑스로 돌아간 후 《Discours, 

1831》 등 경영에 관한 분야의 많은 저서와 교육에 공헌하였다. 이러 듀팽의 산업교육 분

야에서의 활발한 저술과 활동은 그 후 경영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페이욜의 연구에 크게 영

향을 미쳤다. 

2.4. 찰스 배비지

영국의 수학자인 찰스 배비지(Charles Babbage, 1792~1871)는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컴퓨터는 그의 생전에 실제로 만

들어지지는 못했고, 그가 세상을 뜬 20여 년 후 영국 공학자들은 배비지

의 설계명세서를 보고 실제 기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완성된 기계는 소수

점 이하 31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냈다고 한다. 현재와 유사한 컴퓨

터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70여 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고서야 세상의 빛

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현대 컴퓨터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분석 엔진과 실용적인 기계적 계산기를 최초로 

만들었다. 그는 유사한 많은 작업을 하면서 일을 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사고가 경영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배비지는 일이 여러 개의 작업으로 나누어지는 과업 전문화에 대한 아이디어에 매료되었

다. 그는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일도 전문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개인이나 기

업의 세금문제를 다루는 것과 같은 전문가의 출현을 예견하였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오늘날

의 회계사였다. 

또 배비지는 이익분배제를 고안하였는데 그가 고안한 이익분배제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

누어져 있다. 한 부분은 유용한 제안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보너스이며, 또 한 부분은 임금

의 일부분을 공장의 성과와 연관시킨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스캔론 플랜(Scanlon 

Plan)과 같은 집단 성과급제를 이미 그 당시에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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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기

1791년 런던의 한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배비지는 어려서부터 장난감을 분해해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알아내곤 했던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어렸을 적 배비지의 또 다른 취미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언젠가는 악마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자기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고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우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악마는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1810년 배비지는 캠브리지의 트리니티 대학에 입학해 수학과 화학을 공부했다. 관심이 

워낙 다양했던 배비지는 엉뚱한 행동도 자주했다고 한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를 직접 시험해 보기도 하고, 섭씨 124도의 온도에 순간적으로 접했을 때 어떤 결과

가 나타날 것인가를 실험하기 위해 직접 오븐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위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어느 날 배비지는 자신 앞에 놓인 많은 계산표를 보고 기계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이 없을까를 생각했다. 배비지는 계산표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시작한 

결과, 1822년 세상 사람들이 최초의 자동계산기라고 말하는 미분기를 설계했고, 약 10년 

뒤인 1834년에는 해석기를 설계했다. 이 기계는 펀치카드로 명령을 입력하고 컴퓨터의 메

모리와 같은 곳에 그것을 저장하게 돼 있어 오늘날 컴퓨터의 개념과 유사했다. 

1871년 찰스 배비지는 여든 번째 생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을 찾은 조

문객 수가 많지 않았던 것을 보면 동시대 사람들이 그의 연구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세상을 뜬 이후인 1891년에 영국 공학자들은 배비지의 설계 명세서를 보

고 실제 기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계는 배비지의 고안이 견고했다는 것을 증명

하는 동시에 소수점 이하 31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냈다고 한다.

2.5. 헨리 타운

예일 앤드 타운 공장(Yale and Towne Manufa ctu- ring 

Company)의 사장이며 기계기술자였던 헨리타운(Henry R. Towne, 

1844~1924)은 오랜 기간 동안 산업경영에서 실무경험을 축적하였

다. 그러나 그는 제품설계에 있어 기술적 사고만 고려하는 것에서 벗

어나 기술적 사고와 관리적 사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

고 관리적 사고에 대한 체계화된 지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

러한 그의 생각을 1886년 시카고의 미국기계기사협회(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학회에서 《경제학자로서의 기계공학자》

(The Engineer as an Economist, 1886)라는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공학적 기술과 관리적 기술, 이 두 가지 기술 모두가 조직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이지만 두 가지 기술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는 관리의 과학(science of management)이 필요하며, 관리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관리원

칙의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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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경영학에 대한 산업혁명 이전의 경영적 사고는 경영학적 개념이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산업혁명시대에 이르러 학자들과 실무자들에 의

하여 경영학적 사고가 체계화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준다. 그러나 산업

혁명시대까지만 해도 학문으로 불릴 만큼 체계화된 것은 아니었으며 우

리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경영적 사고가 학문으로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

서 프레더릭 테일러(Frederick Winslow Taylor, 1856~1915)가 과학적 관리법(scientific 

manage- ment)을 주장하면서부터였다. 과학적 관리법은 과학적 관리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일러에 의하여 제창된 체계적인 관리방법으로 그때까지의 표류관리(drift management)나 

주먹구구식방법(rule of thumb)을 개선한 혁신적인 관리방법이었다. 

테일러는 퀘이커 교도인 아버지와 청교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진리에 대한 강렬한 탐구

정신, 사실을 관찰하고 입증하려는 충동, 낭비와 게으름이라는 악을 없애려는 사고를 가지

게 되었다. 그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개선·개혁하려는 열정으로 과학적 탐구나 조사, 실험에 

매료되었으며 천성적으로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것은 그 어떠한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성격

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크로켓 게임을 주의 깊게 연구·분석하여 게임에서의 피로를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을 발견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나중에 독창적이고 매우 정교한 여러 관리기

법들을 고안하는 계기가 되었다. 

1874년 테일러는 필라델피아의 작은 펌프 공장에 무보수 견습공으로 입사하여 4년 동안

의 도제생활을 마쳤다. 그 후 미드베일 철강회사와 베들레헴 제철회사에서 기계공에서 시작

하여 기사장으로서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 기간 중 테일러는 자신에게 과학교육이 결여되

어 있음을 자각하고 스티븐스 기술연구소(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의 통신교육과

정을 거쳐 기계공학학위를 취득하였다. 

후에 그는 경영 컨설턴트로서 시몬즈 롤링 기계회사(Simonds Rolling Machine 

Company)와 베들레헴 제철회사의 경영자문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과학적 관리이론의 틀을 

체계화하였다. 그는 《성과급제도》(A Piece Rate System, 1895), 《공장관리》(Shop 

Management, 1903), 《과학적 관리의 원리》(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1911) 등의 저서를 통해 자신의 관리이론을 체계화하였다. 

관리에 대해 전혀 훈련을 받지 않았던 테일러는 오직 자신의 탐구에 의존하여 태업을 비

롯한 공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테일러는 당시 미

국에서 전개되고 있던 대량생산체제에서의 경영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과학적인 방법의 

활용을 주장하여 하였다. 미드베일 철강회사에서의 노력과 경험을 기초로 테일러는 그의 생

각을 발전시키고 여러 회사에 적용하여 결국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학적 관리

법이라 일컫는 체계적 관리이론인 테일러 시스템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그가 제시한 과학

적 관리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과업관리와 차별적인 성과급제, 기능직 직장제도, 정신혁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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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과업관리과업관리

시간연구시간연구 동작연구동작연구

관리과학의 발전관리과학의 발전

테일러리즘

고임금 저노무비

정신혁명

테일러리즘

고임금 저노무비

정신혁명

테일러 시스템

능률증진
노동강화

테일러 시스템

능률증진
노동강화

관리기술의 발전관리기술의 발전

기능식
직장제도

기능식
직장제도

계획부
제도

계획부
제도

지도표
제도

지도표
제도

차별적
성과급제도

차별적
성과급제도

조직적 태업 해소
작업능률의 증진

조직적 태업 해소
작업능률의 증진

[그림 4-2] 과학적 관리법

1. 과업관리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는 과업(task)에 대한 연구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작업에 대한 과학

적인 분석을 통하여 기업에 만연한 체계적인 태업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테일러

는 그 당시 기업에서 일어난 태업문제를 체계적 태업(systematic soldiering)과 자연적 태

업(natural soldiering)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자연적 태업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체계적 태업은 주먹구구식 관리에 의한 관리

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체계적 태업을 없애기 

위하여 우선 직무에 대한 연구(study on the job)를 시작하였다. 그는 동작 및 시간연구

(motion and time study)를 통하여 요소작업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표준작업시간을 설정하

고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한 작업의 표준화를 꾀하였다. 이를 통해 작업을 하는 가장 최선의 

작업방법을 찾아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보통사람12)이 할 수 있는 작업량(Qc)인 과업량을 

산출하였다. 

그는 이 작업량을 하루의 공정한 과업량이라고 불렀다. 그의 이러한 연구는 과업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작업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규명한 것이다. 그의 이론이 과학적 관

12) 보통의 사람은 육체적으로 일을 담당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

으로 테일러는 이들을 일류노동자(first-class man)라 불렀다. 테일러는 일류노동가 되기 위해

서는 노동자의 능력과 직무요건 사이에 적합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비일류노동자(non-first-class workers)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할당된 작업이 적

합성을 갖지 못하거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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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으로 불리는 것도 과업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서 비롯된 때문이며 이에 따라 그의 관

리이론을 과업관리(task management)라고도 한다.

테일러는 과업관리가 성공하기 위해 네 가지 원칙을 관리에 실천적으로 반영하였다. 첫째

는 공장 내 모든 사람들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매일 명확히 규정된 과업을 주어야 한다. 

이 과업은 신중히 결정되고 명확하게 하루의 공정한 과업량이 표시되어야 한다(하루의 공정

한 과업량). 둘째,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표준조건과 도구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표준

조건). 셋째, 과업을 완수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보상이 확실히 지급되어야 한다(성공에 대한 

고임금). 넷째, 과업달성에 실패한 경우 임금상의 손실이 분명히 따라야 한다(실패에 대한 

손실).

2. 차별적 성과급제

테일러는 최선의 작업방법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작업의 내용과 임금제도를 연계시

켰다. 즉, 그 당시에는 주로 임금이 시간급제로 지급되고 있었으나 그는 성과급제를 도입하

였다. 또한 그는 과업관리를 통하여 연구한 최선의 작업방법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루의 

공정한 작업량을 산출한 다음, 작업량에 따라 임률을 차등화하였다. 즉, 인센티브제도

(incentive system)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도입한 인센티브제도는 보통의 인센티브

제도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는 차별성과급제(differential piece-rate system)라고 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공정한 작업량에 도달한 작업자에게는 고율의 임률을 적용하나 그렇지 못

한 작업자(그에 의하면 이 작업자는 무언가 체계적인 태업이 발생한 작업자이다)에게는 낮

은 임률을 적용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루의 공정한 작

업량을 넘기느냐의 여부에 따라 임률이 달라지며 하루의 작업량을 넘기는 작업자와 그렇지 

못한 작업자 사이에는 엄청난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4-3]에서 보면 공정한 작업량을 채우기 전까지는 작업량에 대한 임률이 r1이지만 

공정한 작업량을 초과한 작업량에 대해서는 전체 작업량의 임률이 r2로 바뀌게 된다(r1

＜r2). 

Qa Qc Qb Q(생산량)

Pa

Pb

P(임금)

Pc = Qc Х r1

Pb = Qb Х r2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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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인간, 차별적 성과급제

따라서 전체 임금은 공정한 작업량을 채우지 못한 작업자 A의 경우에는 Pa(Pa＝Qa×r1)

이며, 작업량을 채운 B의 경우에는 Pb(Pb＝Qb×r2)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차별적 성과급제는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한 작업량 Qc에서 임금선이 불

연속으로 나타나게 되며, 기울기가 달라진다. 즉, 과학적으로 설정된 공정한 작업량의 달성 

여부가 임금의 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임금제도는 보통의 성과급

제와는 달리 차별적 성과급제라 불린다. 

테일러는 과업관리의 목표를 높은 임금과 낮은 노무비의 원리(paradox of high wages 

and low costs)에 두었는데 이러한 원리는 테일러 시스템의 기본이념에 해당하며 이를 테

일러리즘(Taylorism)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테일러는 작업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임금

제도를 연관시킴으로써 초기의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과 낮은 노무비의 

이상을 실현하였던 것이다.

3. 기능식 직장제도 

테일러는 과업관리가 성공을 거두어 공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에 적합한 조직

의 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당시의 관리조직은 군대식 조직으로 경영자의 지시가 계층을 

따라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형태였다. 그러나 업무조직의 규모가 증대하면 이러한 군대식의 

계층적 구조는 그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지므로 경영자는 현장감독을 일선감독자인 직장

(foreman)에게 맡기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업관리를 실시하면 직장 한 사람에게 그 부담이 집중되어 업무에 과부하

가 생기게 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테일러는 과업관리의 도입과 병행하여 조직도 제도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직장의 직무에 분업의 원리 혹은 기능직 관리라는 것을 적용하여 직장들은 부하들의 

생산성만 감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생산계획이나 품질관리, 그리고 작업자 훈련 

등의 관리업무는 전문적인 감독자를 채용하여 각 관리담당자가 한 가지 관리 기능만을 수행

하도록 하였다. 한 사람의 감독자가 부하들의 작업 전반을 관리·감독하게 하던 당시의 관행

으로 볼 때 이러한 기능직 직장제도(functional foremanship)는 대단히 혁신적인 것으로 받

아들여졌다.

4. 정신혁명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은 경영자와 노동자 양측에 최대의 부를 약속해 주어야 한다고 주

장하며 임률을 줄이는 것과 같은 것은 한쪽에만 이익을 준다고 비난했다. 그는 과학적 관리

법의 본질은 정신혁명(mental revolution)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은 경영자와 노동자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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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근본적인 정신혁명이라고 역설하였다. 양측의 완전한 정신혁명 없이는 과학적 관리법

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과학적 관리법하에서는 잉여금의 배분에서 상호 협력으

로 눈을 돌려 적대감을 버리고 잉여금의 증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면 노동자와 경영자 양측

에 커다란 이익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테일러는 이것이 정신혁명의 시작이며 과학적 관리

법에 이르는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과학적 관리법의 이러한 철학은 네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주먹구구식 방법

을 대체할 수 있는 작업의 참된 과학화 실현, 둘째, 노동자의 과학적 선발과 훈련, 교육 및 

개발, 셋째, 모든 작업이 과학의 원리와 일치할 수 있도록 경영자와 노동자간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그리고 마지막은 경영자와 노동자 간 균등한 작업과 책임의 분담이다. 이 원칙

들은 불일치가 아닌 조화, 개인주의가 아닌 협동, 제한된 산출이 아닌 최대산출, 각자의 최

대능률과 번영을 위한 개발로 요약될 수 있다.

5. 테일러 이후의 과학적 관리

5.1. 길브레스 부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중요한 옹호론자로는 프랭크 길브레스와 릴리안 길브레스 

부부가 있다. 프랭크 길브레스(Frank Gilbreth, 1868~1924)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어

렵게 공부하여 MIT 입학시험에 통과하였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입학을 포기하게 된다. 대신 건설회사 벽돌공의 견습생으로 

출발하여 30세가 되기 전에 세계 여러 곳에 사무실을 둔 건설회

사를 운영하게 될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는 벽돌공으로서의 도제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에 경험자로

부터 전수된 작업방법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

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는 동작연구를 제안하였다. 그는 

모르타르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상세한 작업방법을 고안하였으며, 여러 형태의 작업에 대

한 조립식 발판을 설계하였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초로 18개 벽돌쌓기 동작을 4동작으로 

줄였다. 이러한 방법은 육체적인 노력의 증가 없이 하루의 작업량을 1,000개에서 2,700개

로 증가시켰다. 

그러는 동안에 프랭크는 심리학자인 릴리안 몰러(Lillian M. Gilbreth, 1878~1972)와 결

혼을 하게 된다. 길브레스 부부는 처음에는 시간 및 동작연구와 직무의 단순화에 관심이 있

었는데 릴리안은 작업자의 복지에도 관심을 두었다. 길브레스는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훗날 부인 릴리안은 브라운 대학(Brown University)에서 《산업심리학》(The Psychology 

of Management, 1912)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산업공학 최초의 여교수

로서 퍼듀 대학(Purdue University)에 근무하였다. 프랭크 길브레스 사후 릴리안은 남편의 

연구를 이어받아 94세까지 연구 활동을 계속한 공로로 오늘날 기술의 여왕(First Lady of 



 - 109 -

Engineering)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길브레스 부부는 함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면서 동일한 작업도 동작을 줄여주면 피로

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과업의 피로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로 그들의 

연구를 확장하였다. 그러한 연구 중의 하나가 서블릭(therblig; Gilbreth를 뒤에서부터 읽은 

것)이라 불리는 기호로 18개의 작업동작을 분류한 것이었다. 

그들이 만든 서블릭에는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택하고, 위치를 결정하고, 잡고 

하는 동작들이 18개의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들 기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분류는 작업을 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동작요소를 담고 있고, 두 번째 분류는 

작업을 행하는 데 필요하기는 하나 많을 경우 첫 번째 분류에 속하는 서블릭 수행에 시간을 

지연시키는 동작요소를 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류는 실질적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인 동작요소를 담고 있다. 

새로운 작업을 설계하거나 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을 분석하려면 서블릭을 통해 먼

저, 세 번째 분류에 속하는 동작요소를 제거한 다음, 두 번째 분류의 동작요소를 제고하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분류의 동작요소를 제거하든지 경감하는 절차를 통해 작업 효율화를 추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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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호 명칭 약호 기호 설명 내    용

제

1

분

류

빈손
TE

(Transport Empty)
빈 접시 모양 아무것도 갖지 않는 빈손의 이동

잡다
G

(Grasp)
물건 잡는 모양 물건을 잡거나 쥐거나 하여 든다.

나르다

TL

(Transport

Loaded)

접시에 물건을 얹어놓은

모양
물건을 손으로 이동시킨다.

결합

하다

A

(Assemble)
조립한 모양 물건을 조립하거나 끼워 맞춘다.

사용

하다

U

(Use)
컵을 위로 한 모양 공구 등을 사용하기 위해 조작한다.

분해

하다

Da

(Disassemble)

조립한 것에서 떼어낸

모양
조립되어 있는 것을 분해한다.

손 떼다
RL

(Release Load)

접시를 거꾸로 한 모

양
잡고 있던 것을 놓다.

조사

하다

I

(Inspect)
렌즈 모양 물건 수나 장점을 느낀다.

제

2

분

류

찾다
Sh

(Search)

눈으로 물건을 찾는

모양
물건이 어디 있는지 눈으로 찾는다.

발견

하다

F

(Find)

눈으로 물건을 찾아낸

모양
찾고 있던 것을 붙인다.

선택

하다

St

(Select)

택한 물건을 찾아낸

모양
몇 가지 물건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계획

하다

Pn

(Plan)

머리에 손을 얹고 생

각하는 모양
다음에 할 것을 생각한다.

위치

결정

P

(Position)

물건이 손가락 끝에

있는 모양

다음 행동을 위한 위치에 물건을 들고 온

다.

앞에

두다

PP

(Preposition)
볼링의 핀 모양 즉시 쓸 수 있게 물건 방향을 정리하다.

제

3

분

류

보수

하다

H

(Hold)

자석이 철판에 달라붙

게 한 모양
물건을 들고 있다.

쉬다
R

(Rest)

사람에 의자에 앉아있

는 모양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다.

피할 수

없는

지연

UD

(Unavoidable

Delay)

사람이 걸려 넘어진

모양
타의로 작업자가 기다려야 한다.

<표 4-1> Therblig 기호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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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기

길브레스家에 아기가 탄생하지 않는 해는 양친으로서는 한가한 해였다. 아버지도 어머니

도 대가족을 좋아했다. 아이를 한 타스만 낳자고 목표를 말한 이가 아버지라면, 말씀이 지

당하다고 찬성한 것은 어머니였다. 

“당신은 애를 몇이나 바랍니까?”

“많이!”

“얼마나 많이요?”

“꼭 한 타스만 낳읍시다. 그 이하는 곤란해요. 당신 생각은?”

“한 타스가 꼭 좋겠지요. 그 이하는 절대로 안 되나요?”

“한 타스가 최소한도지.”

“남자아이만? 또는 여자아이도?”

“글쎄 남자아이가 좋겠지, 한 타스의 남자아이는 꼭 좋지, 그러나 여자아이도…그 래 그

것도 좋아.”

“저는 반은 남자아이고 반은 여자아이가 좋다고 보는데요, 당신도 찬성인가요?”

“당신이 좋다면 그리하도록 합시다. 간단히 적어둘까.”

아버지는 메모지를 호주머니에서 꺼내 점잖게 거기에 적는다.

‘남자아이 여섯과 여자아이 여섯을 둘 것. 잊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양친은 17년간 6명의 남아와 6명의 여아, 모두 한 타스의 아이를 두었다. 그러나 아버지

는 만족하지 않고 쌍둥이 또는 세쌍둥이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을 섭섭하게 여겨왔다. 대가

족을 만들려면 한꺼번에 낳아 한꺼번에 키우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도강 삯을 지불할 때, 영화를 볼 때, 기차나 배의 표를 살 때도 자주 ‘한 타스면 

더 싸지’라는 말투를 썼다. “이 애들은 아일랜드 생인데 한 타스면 할인이 되나요?” 하고 

도강 삯이 드는 다리에서 아버지는 다리지기에게 묻는다. 한눈에 아버지는 상대의 국적을 

알아낸다.

“아일랜드 태생인가, 그런가, 그런 줄 몰랐네. 이런 빨간 털보들을 키우기란 아일랜드인만

이 할 수 있는 일이지. 하나님도 이런 가족에게는 삯을 내라고는 안 하실 거야. 여기는 내 

관할이니 어서 지나가게 지나가.” 차는 달려간다. 어머니는 킥킥 웃으신다.

“만일 당신이 스코틀랜드 생이란 것을 안다면 그야말로 아일랜드의 육척봉이 당신의 구두

쇠 머리를 사정없이 갈길 거예요.” “그럴 테지”라고 아버지는 끄덕끄덕. 

<Frank B. Gilbreth & Ernestine Gilbreth Carey, Cheaper by the Dozen, Perennial, 

2002.>

5.2. 헨리 간트

테일러의 가장 가까웠던 동료 중의 한 사람은 미드베일 철강회사와 

베들레헴 제철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간트(Henry Gantt, 

1861~1919)였다. 간트는 개인적으로 작업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두 가지 기법을 개발하였다. 

첫째가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간트차트(Gantt Chart)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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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계획과 일정관리, 그리고 작업 실적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도록 그래픽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둘째는 성과급을 보다 발전시켜 주어진 시간에 작업을 초과 달성한 작업자에게 인센티브

를 줌과 동시에 초과 달성한 부하들의 감독자에게도 보너스를 주는 독특한 인센티브제도를 

고안하였다. 이는 일선감독자가 평소 작업자에 대해 올바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

를 동시에 거둘 수 있었다. 간트는 이러한 두 가지 기법으로 과학적 조사를 통해 노동 효율

성을 높이고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작업자의 동기부여뿐 아니라 노사 간의 협력(harmonious 

cooperation)을 추구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5.3. 헨리 포드

 천부적 재능으로 소수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자동차의 대중화를 실현한 헨리 포드(Henry Ford, 

1863~1947)는 산업계에서 쌓아온 여러 가지 기술

적·관리적 지식을 집결시켜 포드 시스템이라는 종

합적 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 포드 시스템은 오늘

날 산업사회 발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대량생산

체제의 초석이 되었다. 

 포드가 자란 시절은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산업이 본격적인 공업화의 길로 들어서던 때로 포드는 기계 만지기를 좋아하고 또한 능숙하

게 다룰 줄 알았다. 그의 아버지는 포드가 그를 이어 농부가 되기를 희망했으나 포드는 16

세(1879년)에 디트로이트로 가서 차량회사와 기계공장, 조선소에서 직공으로 근무하였다. 

그 후 에디슨 전기회사에 취직하여 틈틈이 자동차 만들기에 열중하다가 1896년에 처음으로 

자동차제조에 성공하였고 1899년 디트로이트 자동차회사(Detroit Automobile Company)를 

설립하였다(1883년경에 이미 독일의 다임러가 자동차를 만들었고 1890년대에 자동차경주

가 각국에서 열리고 있었다). 

포드는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고객들에게 최고의 봉사를 다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하였다. 이들에게 알맞은 자동차를 최고의 품질로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최저의 가격으로 판매하면 방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08년 발표한 T형 자동차가 일반 대중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차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 그는 이듬해에도 T형 자동차 한 품목의 생산에만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T형 자동차를 이상적 설계라고 판단한 그는 이 차를 가장 싸게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표준화(standardization)였다. 그는 제품을 분해하여 부품을 최상의 

조건으로 표준화하고 이 부품의 생산 공정을 다시 분화하여 전체 작업을 최적의 조건으로 

표준화하였다. 

포드의 T형 자동차가 생산되기 시작하자 대중차에 대한 시장의 잠재수요를 예상하지 못

했던 업계에서는 반년 이내에 포드가 도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주문은 쇄도하여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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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연간 5,000대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포드가 기대했던 대중시장이 드디어 탄생하게 되었

고 자동차의 생산은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 포드는 자동차의 대량생산을 가로

막는 것이 작업 도중에 재료부품의 운반으로 인해 지연되는 시간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이

에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재료나 부품을 자동적으로 운반하는 조립라인을 도입하기로 

하고 1913년 최초로 이동조립라인을 완성하여 자동차조업을 개시하여 대량생산체제의 기초

를 구축하였다. 

포드 시스템을 통해 포드는 그가 추구하고자 한 이념인 저가격 고임금의 원리(Fordism)

를 실현하였다. 포디즘은 동시관리(Management by Synchronization)와 최저생산비의 원리

로서 제품 및 작업공정의 단순화(simplification), 부품의 표준화(standardization), 작업수단

의 전문화(specialization)를 통한 생산의 표준화와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이동조립방식이

라는 관리과학을 통해 달성된 것이었다.

6. 과학적 관리법의 의미와 한계

테일러는 경영학을 하나의 과학으로 정립한 경영학의 위대한 공로자이다. 테일러 이후 과

학적 관리를 보다 체계화시킨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과학적 관리법이 가지는(과학

적 관리법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의미는 과학적 관리법이 기업조직의 문제를 연구·분석·해결함에 있어 과학적 방

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실현한 것으

로 많은 과학적 관리운동이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과학적 관리법이 하부조직의 능률을 개선하는 단편적인 메커니즘

과 기법이라는 것이다. 비록 과학적 관리법이 많은 가치 있는 관리기법을 창출해 내었지만, 

이는 기업 전체의 운영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하부조직인 작업 현장에 적용되는 좁

은 의미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경이로운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입장에

서 볼 때 과학적 관리법은 인간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 즉, 과학적 관리법은 인간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모델에 입각해 있다는 것

이다. 차별성과급제에서 보듯이 과학적 관리법은 인간이 임금이라는 금전적인 요인에 의해

서만 동기가 부여된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후의 인간관계론에서도 

강조되지만 감정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관리법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이론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미시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조직의 전체적인 측면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기

보다는 작업자의 작업 활동에 초점을 둠으로써 경영의 전반적인 문제를 간과하였다는 것이

다. 

아울러 과학적 관리법은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환경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항상 적용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방법(one bes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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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한 과학적 관리법과 같은 보편이론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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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페이욜의 관리일반이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경영방법에 대한 일대 혁신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동안, 유럽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진 경영

이론이 전개되었다. 그것은 프랑스의 페이욜에 의해 제창된 관리일반

이론(Administrative Management)이다. 

앙리 페이욜(Henry Fayol, 1841~1925)은 19살에 광산학교를 졸

업하고 광산기사로 탄광회사에 입사하였다. 광산기사와 소장을 거쳐 

1988년 최고경영자에 취임하여 30여 년간 회사를 직접 경영하였다. 

경영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그는 기업을 계획 없이 관리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이론적 기반

에 근거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는 최고경영자로서 대규

모 기업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에 대한 독특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이러한 자신의 

관리 사고를 1900년 광산협회(International Mining and Metallurgical Congress)에서 발

표하였다. 그 후 그때의 강연 내용이 ≪산업 및 일반 관리≫(Administration Industrielle et 

Générale, 1916)라는 단행본으로 출판되었고, 1949년 영어로 번영되어 미국에 소개되었다. 

페이욜의 저서는 발표 초기에는 테일러의 업적에 가려 미국뿐 아니라 고국인 프랑스에서

조차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으나 영어로 번영되면서 혁신적인 경영이론가로서 각광받기 시

작하였다. 페이욜의 관리 사고는 경영학에 기본적 이론체계를 제공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

행하여 현재는 경영관리이론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경영이론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인

정받고 있다. 

페이욜이 관리에 있어 합리적인 태도를 지지하는 것은 테일러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테

일러가 작업 현장의 능률을 중시하였다면 페이욜은 조직 전체의 관리에 관심의 초점을 두었

다. 그는 기업 활동을 기술 활동(생산, 제작, 가공 활동), 상업 활동(구매, 판매, 교환 활동), 

재무 활동(자본의 조달 및 운영 활동), 보전 활동(재산 및 종업원 보호 활동), 회계 활동(재

산목록, 대차대조표, 원가계산, 통계), 그리고 관리 활동(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활동)

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들 여섯 가지 활동은 사업 내용의 복잡성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어떤 

기업에서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았다. 이 중 기술과 상업, 재무, 

보전, 및 회계 활동은 물적 자원과 관계된 기능이며, 관리 활동은 인적 자원과 관계된 것이

다. 특히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그리고 관리 지위가 올라갈수록 물적 자원과 관계된 전문 

활동보다 관리 활동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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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관리일반이론

이러한 기업 활동의 각 기능을 기업목적으로 통합해 가는 것을 관리 기능이라 하는데 이것

은 기업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관리 활

동으로 계획, 조직, 조정, 지휘, 그리고 통제 활동의 관리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의 기업에서는 이런 관리 활동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고 관리 능력을 향상시

켜 올바른 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한 관리교육이 전무한 상태였다. 

이에 페이욜은 경험에 기초하여 관리 활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14가지 일반

적인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원칙들이 기업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직체에도 활용가

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쉬어가기

The Principle of management

① 분업(division of work): 분업은 능률을 가져올 수 있으며, 생산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

리적인 일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분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② 권한과 책임(authority): 권한은 명령을 하고 복종을 요구할 권리이다. 이러한 권한은 

지성과 경험과 같은 개인적인 근거와 조직의 공식기구에서 나온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

다.

③ 규율(discipline): 규율은 조직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규율의 상태는 상사들에 의해 좌우된다.

④ 명령 일원화(unity of command): 구성원들은 한 사람의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한

다.

⑤ 지휘 일원화(unity of direction): 동일한 목표를 위한 활동은 하나의 계획 하에 있어

야 하며 한 사람이 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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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조직 전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subordination of individual interest to 

general interest):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은 조직의 이익이나 목표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

다.

⑦ 보상(remuneration): 보상은 종업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공정하여야 한다.

⑧ 권한 집중화(centralization): 적절한 집중화의 정도는 상황에 달려 있다. 문제는 사람

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⑨ 계층조직(scalar chain): 권한의 스칼라(계층적) 체인은 조직의 상위층으로부터 하위층

에 이르기까지의 의사소통 경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⑩ 질서(order): 각종 물건들과 재료는 있어야 할 곳에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곳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⑪ 공정성(equity): 종업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⑫ 고용 안정성(stability of personnel tenure): 새로운 일에 숙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

므로 전 직률이 높아서는 안 된다.

⑬ 창의력(initiative): 경영자는 부하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고무시켜야 한다.

⑭ 단결(esprit de corps): 노동조합이 강력해짐에 따라 조화와 팀워크가 필수적이다.

페이욜의 관리원칙은 이와 같이 보편적인 관리원칙을 주장한 것으로, 테일러가 현장의 작

업자에게 초점을 둔 것과는 달리, 관리자에게 초점을 두어 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켜

야 할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 페이욜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원칙을 이용하기

는 했으나 이를 최초로 공식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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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베버의 관료제론

테일러와 페이욜이 관리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서는 베버가 조직의 

관리에 대한 관료제 이론(bureaucracy theory)을 제시하였다. 베버의 관료제 이론은 테일

러나 페이욜의 이론과는 달리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이상적인 조직에 대한 이론이

다.

1. 관료제의 개념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는 법률과 경제, 역사, 철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깊

은 소양을 쌓은 사회학자였다. 그는 유럽에서 정부조직을 연구한 학자로서 ≪사회 및 경제

조직 이론≫(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1947)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

했다. 

베버의 관료제 이론은 근본적으로 권한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는 권한 유형을 카리

스마적 권한, 전통적 권한, 그리고 합리적·법적 권한으로 구분하고, 사회의 발전과 성장은 

사회 구성원과 사회 내 조직의 합리적·법적 권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이러한 권한에 근거할 때 조직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조직은 이상적인 조직의 형태이며 이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이상적인 조직을 관료제(Bureaucracy)라 불렀는데, 관료제 조직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

리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갖춘 조직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보다 발전할 것으로 예견하였

다.

베버는 관료제는 다른 형태의 조직과는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첫째, 관료제 조직은 의사결정 권한을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길 때 발

생할 수 있는 조직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수행에 관한 규칙과 절차를 철저하게 

공식화한다. 둘째, 과업은 가능한 한 분화하여 전문화하고 분화된 직무를 통해 업무의 능률

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셋째, 조직계층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한

의 남용이나 임의성을 최소화하고 조직관리를 비개인화(impersonality)하여 관리자 개인의 

능력에 상관없이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넷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사결정을 공

식화하기 위해 의사소통도 문서화한다. 다섯째, 모든 구성원은 훈련, 교육 및 공식적 시험을 

통해 기술적 능력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이를 근거로 평생의 경력관리가 이루어진다. 여섯

째, 관리자는 생산수단의 소유자라기보다 직업적인 전문경영자가 되어야 하며, 보수를 받고 

일을 하고 조직 내에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 

 

관료제는 조직의 업무가 변하지 않으며 조직 내 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

하에 정립된 이론이다. 그러므로 조직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인 정부기관이나 조직이 방대하

고 구성원의 인간적 요소가 중요하지 않은 군대조직의 제도로는 적합하지만(베버는 당시 고

도로 능률적이라고 인정받았던 프러시아 군대를 모델로 관료제 이론을 구상하였다) 기술 환

경이 급변하는 조직의 제도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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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료제의 순 기능

오늘날 관료제는 비효율, 비탄력성, 비합법적 권력, 형식주의 등과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

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여 비판도 많이 있으나 나름대로의 기능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장점에는 전문화에 의한 장점, 구조화에 의한 장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에서 

오는 장점, 그리고 합리성과 민주성에서 오는 장점 등이 있다.

관료제가 갖고 있는 첫째의 장점은 전문화에 의한 장점이다. 관료제는 과업세분화를 통해 

전문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능률을 높일 수가 있다. 복잡한 현대 조직은 많은 전문인을 필

요로 하는데 전문화는 복잡한 조직의 작업을 단순화시켜 한 개인에게 할당하는 것이다. 이

러한 전문화는 분업의 효과에서도 보았듯이 조직의 성과를 높여준다.

둘째, 구조화에 의한 장점이다. 관료제하에서는 모든 직위의 권한이 공식적으로 기술되고 

권한이 계층화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견고한 구조가 형성되며 이러한 구조는 구성원

들의 행위에 합리적인 관계를 제공한다. 

셋째,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에 의한 장점이다. 관료제의 기본적 특성인 규칙과 절차의 설

정은 조직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은 조

직 내부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조직 내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넷째, 합리성에 의한 장점이다. 관료제에서는 객관적 판단과 전반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의해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조직에 합리성을 제공한다. 

다섯째, 민주성에 의한 이점이다. 관료제하에서의 개인의 행동과 의사결정은 개인의 편의

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규칙과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행동과 의사결정 방식은 비관료제적인 조직의 자의적인 의사결정보다는 민주성을 보장한다. 

관료제하에서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훈련과 선발, 승진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능력

과 경력에 의해 선발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객관성으로 인하여 관료제는 민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3. 관료제의 역 기능

관료제는 분명히 전통적 권위에 의한 지배나 카리스마적 리더에 의한 지배보다도 더 합리

적이고 능률적이다. 그러나 관료제는 기대하지 않았던 역 기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역 

기능에는 형식주의, 권한의 축적, 책임회피와 분산, 의사결정의 지연, 변화에 대한 저항 등

이 있다. 

관료제가 갖고 있는 첫째의 단점은 형식주의이다. 관료제는 형식적인 규칙과 절차에 집착

한 나머지 조직 목표의 달성보다는 규칙과 절차를 더 중시된다. 즉, 관료제는 능률을 위하

여 예측 가능한 반응과 복종을 요구하며 이러한 복종은 결과적으로 규칙을 조직 목표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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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 변질되게 한다. 이와 같이 목표와 규칙이 전치되는 상황에

서는 기술주의와 형식주의, 그리고 문서주의가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단점은 권한의 축적이다. 관료제하의 관료들은 전형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확실한 

의사결정자라고 여기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며 권한을 축적하고자 한다. 그들은 조직 내 

제국건설을 위해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며 부하의 수를 늘리고 직무를 확대함으로써 점차 제

국건설자(empire builder)가 되어간다.

셋째 단점은 책임회피와 분산이다. 관료제하에서는 규정 속에 포함된 목적보다는, 규정 

자체의 논리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형식주의(red tape)가 지배하게 된다. 또 책

임과 의사결정을 회피하기 위한 책임의 전가가 이루어지며 부서 사이의 협상 등에 의하여 

책임의 분산이 행하여진다. 

넷째 단점은 의사결정의 지연이다. 관료제하에서는 책임과 권한, 규칙과 절차가 강조되어 

의사결정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

의 부족은 이와 같이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많음에서 비롯된다. 

 

다섯째 단점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다.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보수성을 가지며, 변화를 싫

어한다. 그 가장 큰 원인은 관료제가 본질적으로 선례답습적이며 현상 유지적인 데 있다. 

그러므로 의도적·계획적인 노력을 하기 전에는 관료제에 변화를 유도하거나 촉진하기는 힘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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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전적 경영이론의 요약과 비교

고전적 경영이론은 앞서 살펴본 대로 과학적 관리법, 관리일반이론, 그리고 관료제론이다. 

이들 세 이론이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면 <표 4-2>와 같다.

과학적 접근법 관리일반이론 관료제론

특징
규칙과 절차에 의거한 훈련

유일 최선의 방법

금전적 동기부여

관리직능에 대한 정의

분업

계층조직

권한

공정성

규칙

비개인성

분업

계층조직

권한구조

생애적 경력 관리

합리성

초점 작업자 경영자 전체 조직

장점 생산성

효율성

명확한 구조

관리직능의 전문화

일관성

효율성

단점 사회적 욕구 간과
내부적 요소에 초점

관리자의 이상적 행동 강조

경직성

행동과 의사결정의 지연

<표 4-2> 고전경영이론의 비교

 

 자료: Don Hellriegel, Susan E. Jackson, and John W. Slocum, Jr. Management: A Competency-Based 

Approach, 9th ed. South-Western, 2002, p.52.

<표 4-2>에서 보면 세 이론은 근본적으로 연구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관료제론은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삼은 반면에 과학적 관리법은 현장 작업자를, 그리

고 관리일반이론은 경영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세 가지 고전적 경영이론은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세 이론 모두 조직의 공식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고전이론가들은 조직의 부서나, 과업, 그리고 구조적인 요소들 사이

의 공식적인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간에 대해서는 합리적 경제인적 관점

(economic man)을 가정하여 경제적인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동의 분화와 계층적인 

권한구조, 규칙을 강조하였다. 

또 다른 공통점으로 고전적 경영이론은 권한계층 구조상의 상위경영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관료제의 경우 높은 지위와 그것이 상징하는 전문적 능력에 의거하여 부하들은 상사

들에게 복종하게 된다. 관리일반이론과 과학적 관리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엄격한 노

동의 분화와 논리적인 구조를 강조하였다.

고전적 경영이론의 이러한 공통된 특징들은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구조화와 통제를 통해 

경제적 능률(economic efficiency)이나 기술적 능률(technological efficiency)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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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전적인 경영이론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전적 경영이론가들은 인간의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 고

전적 경영이론가들은 인간이 감정이 있고 동료작업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주된 관심은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작업 성과였다. 테일러의 경우, 작업

자와 경영자 사이의 불쾌한 감정을 제거하고, 금전적인 인센티브제도가 생산성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결국 그들은 작업자들의 사회적인 관

계나 조직 내 비공식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고전적 경영이론가들은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다. 즉, 안정적이고 단순한 환

경만을 가정하여 조직관리에 유일 최선의 방법이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가

정은 오늘의 기업 환경에 비추어보면 현실성이 부족한, 너무나 단순한 가정으로 보일뿐 아

니라 이성에 근거한 연역적 논리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의문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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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과 인식

현대적인 수준에 비해 원시적인 것으로 간주될 기술로 피라미드들을 세웠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B.C 5000년에서 B.C 525년에 이르기까지 고대 이집트의 경영 및 조직 능력을 말

없이 입증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제4왕조 시대(Cheops)의 대피라미드는 13에이

커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230만 개의 돌로 되어 있는데, 돌 하나의 무게가 평균 2.5톤

에 달하고 있다.

이 피라미드를 세우는 데 20년 동안 10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대적 표현을 빌려 이것은 한 도시의 십만 인구를 20년 동안 관리하고 지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대단위 관리작업이었던가를 보여준다. 또한 피라미드 건축 

사업에서 수행되어야 했던 계획, 조직, 

그리고 통제면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경영관리 개념과 관리기술이 

20세기에 와서 태어나지 않았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

들, 곧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운송하며, 주택을 마련해 주었겠느냐 하는 문제들

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돌을 채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장소에서, 언제, 어떤 크기로 그리고 어떻게 운반해

야 하는가 하는 경영계획은 오늘날의 표현을 빌려 장기계획의 실행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채석은 겨울과 봄 사이에 행해진다. 그들은 특히 돌의 윗면을 명확하게 표시했다. 육지에서

의 돌 운반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기를 이용했다. 끝으로 돌은 모두 잘라 모양을 내고 

제 위치에 놓이기 전에 그 자리에서 번호를 매기었다. 왕릉을 위해 채석을 하고 돌을 운반

했던 작업은 이집트의 조직체계가 그만큼 아주 훌륭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클로드 조지 2세, 경영사상사, 양창삼 옮김>

<미야타 야하치로 지음, 김영철 옮김, 현상과 인식, 경영학 100년의 사상, 2001, 일빛>

<‘Auret van Heerden: Making global labor fair’, www.ted.com, 2010>

<모던타임즈, 1936>

읽을거리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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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의 국제 비교

<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OECD 데이터베이스>

숫자로 본 기업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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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일 큰 피라미드 건축은 오늘날 어느 정도의 일과 비교할 수 있을까?

2.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잉여가치란 무엇인가?

3. 산업혁명시대의 노동운동과 도시 노동자의 일상을 생각해 보자.

4.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5. 테일러와 페이욜을 개인적인 삶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6. 관료제는 이상적인 조직인가?

생각거리



 - 126 -

 제5장 

신 고전경영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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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 고전경영이론의 전개

신 고전경영이론은 고전경영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창된 이론으로 인간관계론

(Human Relations Approach)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신 고전경영이론은 고전경영이

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과학적 관리법을 비롯한 고전경영이론은 공식조직에 초점을 둔 이론이며 인간에 대해 합

리적이고 경제적인 모델을 가정하고 있다. 합리성에 근거하여 조직을 관리한 결과 대량생산

조직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고 획기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이루었다. 그러나 조직과 직무를 

기계적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작업자를 기계의 부속품으로 지각하였고 개인의 행동을 통제

하고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반면, 인간관계론을 비롯한 신 고전경영이론은 비공식적 조직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에 

대해 비합리적이며 사회적인 모델을 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 고전경영이론은 관리의 

문제에 인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이론으로 그동안 과학적 관리의 대상이 되었던 객체적인 

인간을 인격과 감정이라는 심리적인 특성을 가진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였다. 통제 중심의 

고전경영이론과는 달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작업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관심을 두

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고전경영이론의 명제는 능률의 논리(logic of efficiency)를 강

조하고 있는 반면 신 고전경영이론은 감정의 논리(logic of emotion)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 

인간 측면에서의 경영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산업심리학, 인간관계운동, 행동과학이 

대두된 1930년대 이후부터이다. 인간 중심의 관리론은 호손 실험(Hawthorne 

Experiments)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조직 내에서의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다양한 기초적인 연구들은 산업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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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업심리학자들의 공헌

1920년대에 들어 미국에서는 경제생활이 크게 향상되고 그에 따라 보다 나은 삶을 추구

하는 경향이 사회 전반에 퍼져 가기 시작하였다. 산업화가 진전되어 조직과 기업 환경이 복

잡해지면서 고전적 경영이론에서 표방하던 기계적 원칙들의 유용성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

다. 이에 따라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영리동기에 의한 능률향상주의적

인 기업운영보다는 노동자를 포함한 기업 구성원과 사회 전체의 복지에 초점을 두게 되었

다. 이러한 변화는 심리학과 사회학에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그들은 인간 중심의 조직관리이론을 강조하였다.

1. 휴고 문스트버그

독일 단치히에서 출생한 문스터버그(Hugo Munsterberg, 1863~1916)는 산업 및 조직심

리학(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의 선구자로 고전경영이론과 신 고전경영

이론인 인간관계론을 연결시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던 그는 ≪심리학과 산업능률≫ (Psychology and Industrial 

Efficiency, 1913)이라는 저서에서 작업자의 심리상태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면서 세 가지 연구요소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최적의 작업자, 최선의 작업, 

최대효과에 관한 것이다.

 세 가지 요소 중 먼저 최적의 작업자(the best possible man)란 직무요건을 확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함을 제시한 것

이다. 둘째로 최선의 직무수행(the best possible work)이란 모든 작업자가 최대의 생산량

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심리상태는 어떤 것인지를 제시한 것이다. 셋째로 최대의 성과

(the best possible effect)란 기업이윤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작업자의 욕구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그는 작업자의 동기를 자극하거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각종 심리도구에 대해 연구를 하

여 종업원 선발과 교육훈련 등에 응용하였다. 또 이들 도구를 사용하여 사고율이 높을 것으

로 여겨지는 종업원을 찾아내었으며 직무의 지루함이나 직무간의 연결성과 같은 직무특성과 

직무조건, 작업 환경을 분석하여 직무에 적합한 개인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그의 이러한 연

구는 직무설계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특성의 차이를 중요시한 것으로 그 후에 발전하게 된 

인간관계론에 크게 기여하였다.

2. 마리 파커 폴렛

미국 보스턴에서 출생한 폴렛(Mary Parker Follet, 1868~1933)은 조직에 대해 계층적 

구조보다는 집단적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개념을 정립하고 집단 내 인간관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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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졌던 선구적 인물이다. 그녀의 경영에 대한 개념은 당시로서 대

단히 급진적인 관점이었다. 

사회 활동을 활발히 수행했던 폴렛은 ≪창조적 경험≫(Creative 

Experience, 1924)을 통하여 경영에 대한 행동론적 관점에 중요한 기

여를 하였으며 사후에 그녀의 논문을 수집하여 《동태적 관리》

(Dynamic Administration, 1941)가 출간되었다. 이들 연구를 통해 폴렛

은 문제해결에 구성원을 참여시킬 것과 정적인 원칙보다는 동적인 경영원칙을 강조하였다. 

폴렛은 경영자가 무엇을 하는가를 관찰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관찰로 그녀는 효과

적인 경영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통합역할이 경영의 핵심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가 

내린 경영자가 적용하여야 할 조정의 원칙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조정은 의사결정에 대

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접촉을 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 둘째, 계획이나 프로

젝트의 초기 실행 단계에서의 조정은 필수적이다. 셋째, 조정은 상황의 모든 요인들을 고려

하여야 한다. 넷째, 조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폴렛은 직무 활동에 있어 직무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가장 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예를 들면, 일선감독자들은 생산과 관련된 문제의 조정에 제일 밀접

한 위치에 있으므로 경영자는 이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

다. 더욱이 작업자의 작업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을 이러한 과정에 

동참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부하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모든 계층의 경영자가 가져야 할 의

무라고 하였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부하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의사결

정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학과 심리학을 통해 폴렛은 인간이 신념

과 감정 그리고 느낌의 집합체임을 경영자에게 인식하도록 해 준 것이다. 

폴렛은 나아가 경영자는 부서간의 갈등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갈등이 제대

로 관리된다면, 관리적이거나 생산적인 업무들을 자극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갈등

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경영자는 탐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갈등해결 방법

으로 지배, 타협, 통합의 세 가지 방법을 들었는데 이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통합이라고 

보았다. 통합은 작업자들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경영자와 작업자가 서로의 견

해와 입장을 이해하게 되어 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발전적인 상황을 형성할 수 있게 된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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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호손 실험과 인간관계론의 등장

신 고전경영이론인 인간관계론은 1924년부터 1932년 사이에 걸쳐 하버드 대학의 메이요

를 중심으로 한 소위 호손 실험(Hawthorne Experiments)의 결과에 기인한다. 이 실험은 

미국 전기전신회사(AT&T)의 자회사로 전화기, 교환기 등을 생산하는 서부전기회사

(Western Electric)의 호손 공장(Hawthorne plant)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실험을 일컫는 것

이다.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Western Electric Research 또는 호손 실험이라고 불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1. 엘톤 메이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엘톤 메이요(Elton Mayo, 1880~1949)는 인간

관계론 운동의 정신적 지도자이며 인간관계운동과 산업사회학의 창시자라 

불리고 있다. 그는 당시 합리성을 추구하는 산업계에 인간성에 대해 주목

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었다. 

메이요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작업자의 문제는 어느 한 요소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 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상황 전체의 심

리학(psychology of the total situation)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후일 그가 조직을 사회 시스템으로 다루게 되는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한 

방직공장에서의 연구에서 휴식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작업자의 이직률을 250%에서 5%로 

낮추고 공장의 능률을 향상시켰다. 그에 따르면 작업 중의 휴식은 작업자들의 회의적인 망

상을 줄여주어 작업자의 사기를 진작시킬 뿐 아니라 공장의 생산성 또한 증대시킬 수 있다

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이 메이요 관리 개념의 기반이 되었으며 호손 실험에서의 

새로운 발견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2. 호손 실험

호손 실험은 양키 시티 리서치(Yankee City Research)와 하버드 대학의 산업조사부

(Department of Industrial Research)가 협력하여 실시한 것이며, 재정적으로는 록펠러 재

단이 원조하였다. 하버드 대학 측에서는 엘톤 메이요(Elton Mayo)와 프리츠 레슬리스버그

(Fritz Roethlisberger), 윌리엄 딕슨(William Dickson), 화이트헤드(T. N. Whitehead) 등 

다수의 학자가 참가하였다. 

호손 실험은 1924년 호손 공장의 인사담당자가 과학적 관리법이 과연 조직성과를 증대시

키는지 검증해 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조명상태나 소음, 습도 등과 같은 작업 환경을 

개선하면 조직성과도 개선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실험의 결과에서 조직성과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물리적 조건 외에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실험이 상당히 진전된 후의 일이며 이 연구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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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의 주목을 끌게 된 것도 1930년대 후반의 일이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실험은 조명실

험과 계전기 조립실험, 면접조사와 뱅크와이어 작업관찰 등 4차례의 실험으로 이루어졌다. 

2.1. 1차 조명실험

호손 실험의 초기 연구는 조명의 강도와 작업능률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조명실험(illumination experiments, 1924~1927)으로 불리는 이 실험은 몇 가지 단계를 거

쳐 실시되었다. 

첫 번째 단계 실험은 펀치 프레스, 계전기 조립, 코일 감는 부서 등 세 집단을 대상으로 

조명도 상승과 생산능률 사이에 대응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조명도와 생산능

률 사이에 기대된 것과 같은 일정한 대응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실험을 담당한 사람들은 

생산능률에 영향을 주는 조명 이외의 요소를 가능한 한 통제 내지 배제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고, 두 번째 단계의 실험을 계획하게 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실험이 진행되었는데 실험집단에

는 조명도를 증가시킨 반면 통제집단의 조명도는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실험그룹에서는 조

명의 강도를 두 차례에 걸쳐 증가시켜 작업을 시키는 한편 통제그룹에서는 조명의 강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작업을 시켰다. 두 그룹은 서로 경쟁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서로 

별개의 건물에서 실시되었다. 실험자들은 두 그룹을 비교함으로써 생산능률과 조명 강도와

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조명에 변화를 주지 않았던 통제그룹도 실

험그룹과 마찬가지로 생산능률이 상승하였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의 실험에서도 조명도와 

생산능률과의 사이에서 아무런 대응관계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세 번째 단계의 실험이 시

도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그룹의 조명도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실험그룹의 조명도를 달빛 

수준까지 낮추어 보았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두 그룹이 속도는 느렸지만 역시 생산능률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조명실험의 결과는 [그림 5-1]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명실험은 조명도와 생산능률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공장의 밝

기로 어느 정도가 가장 적합한가를 알아내려고 한 목적이 실패한 실험이었지만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첫째, 조명도는 종업원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고, 

더욱이 별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둘째, 한 요소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실험

은 대단한 어려움을 수반한다. 이는 다른 요소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또 어느 요소에 의

해 영향을 받는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조명실험에서는 생산능률에 영향을 

주는 것이 조명의 밝기가 아니라 어느 다른 요소인데 그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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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조명실험의 결과

  자료: Kathryn M. Bartol & David C. Martin, Management, 2nd ed., McGraw-Hill. 1994, p.49.

2.2. 2차 계전기 조립실험

2차 계전기 조립실험(relay assembly test room, 1927~1929)에서는 메이요와 레슬리스

버그 등이 실험에 동참하게 되었다. 계전기는 전화기에 사용하는 약 40여 개의 부품으로 구

성된 기관으로 기계적 반복 작업을 통해 조립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전기를 조립하는 실

험이 6명의 여공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차 실험에서는 실험요인 이외의 요인이 나타날 경우 그 변화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공들을 별도의 실험실에 한 사람의 관찰원과 함께 배치하였다. 실험에서는 작

업능률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생각되었던 모든 조건들, 예를 들면, 작업시간의 단축이나 휴

식시간의 증가, 간식의 공급, 작업 환경의 개선 등을 적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상조건하에서는 주당 2,400대의 계전기를 

조립·생산하던 것이 작업조건의 개선에 따라 작업능률이 향상되고 생산량도 늘어났다. 그러

나 작업조건을 일상조건으로 환원시켰을 때도 작업능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였고 

최상의 작업조건이 아닌 상황에서도 주당 3,000대 생산이란 최고 기록까지 보였다. 이것은 

작업조건의 변화가 작업능률에 결정적인 변화를 주지 않음을 증명했으며 1차 실험과 마찬

가지로 물리적인 작업조건 이외에 작업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더 큰 요인이 있음을 보

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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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간(주) 나타난 변화 1인당 주당 생산량
Ⅰ 2 없음(일상조건하에서 작업) 2,400

Ⅱ 5 실험에 참여 2,400

Ⅲ 8 집단임금제(group payment plan) 적용 2,500

Ⅳ 5 오전 오후 각 5분간 휴식 실시 2,500

Ⅴ 4 오전 오후 각 10분간 휴식 실시 2,500

Ⅵ 4 5분간 휴식을 하루 6회 실시 2,500

Ⅶ 11 오전과 오후 휴식시간에 간식 제공 2,500

Ⅷ 7 이상의 요소이외에 작업시간 30분 단축 2,650

Ⅸ 4 이상의 요소이외에 작업시간 1시간 단축 2,600

Ⅹ 12 조업시간 단축 폐지(Ⅶ기와 동일 조건으로 환원) 2,800

Ⅺ 9 Ⅶ기와 동일 조건이나 토요일 휴업(주5일제) 2,600

Ⅻ 12 Ⅲ기와 동일 조건으로 환원 2,900

ⅩⅢ 13 Ⅶ기와 동일조건으로 환원 3,000

<표 5-1> 계전기 조립실험의 결과

자료: 정종진, 새인사관리, 서울, 법문사, 1988, p.269. 재작성.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기인한 것으로, 작업자들은 공장이라는 커다란 기계 속에서 아

무도 모르게 돌고 있는 작은 톱니바퀴와 같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구성원 상호 간의 협동심

으로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의욕을 갖고 감독자로부터 엄격한 통제 없이 조직 내의 원

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훌륭한 직장 환경이며 이것이 능률 향상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이 2차 실험을 통하여 작업능률의 향상은 주로 그와 같은 작업자의 

태도 변화에서 온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하여 그때까지 비교적 간과되었던 작

업자의 감정과 태도 등에 관한 문제가 새로운 연구문제로서 대두되게 된 것이다. 

2.3. 3차 면접조사

2차 계전기 조립실험의 Ⅻ기부터 면접이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물리적 작업조건을 철회했

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업능률이 향상됨에 따라 물리적 조건이 작업능률을 좌우하는 결

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3차 면접조사(interviewing 

program, 1928~1930)는 약 3년에 걸쳐 21,126명의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약 60분 정도로 

실시되었다. 

1차 실험과 2차 실험이 부분적인 실험실 실험인데 비해 3차 조사는 전체 작업자를 대상

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구성원들에게 회사의 감독 방침, 작업 환경, 업무, 임금 및 인간관계 

등에 관하여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 불만이나 의견을 면접을 통해 조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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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 결과, 물리적 조건이 작업자에게 생리적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작업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종래의 정설과는 달리 작업장의 사회적 조건이 작업자의 태도를 좌우하는 

더 큰 요인임이 밝혀졌다.  

특히 작업자의 감정은 개인적인 것과 특정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사

회적인 것으로 구분되며, 작업자의 작업 동기는 개인적 감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만 그보

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하여 

생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회사의 사회적 조건이라는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확고히 인식되었다. 

2.4. 4차 뱅크와이어 작업관찰

3차 면접조사에서 작업능률을 좌우하는 것이 물리적 요소가 아닌 심리적 요소로서 정감

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에 4차 뱅크와이어 작업관찰(bank wiring observation 

room, 1931~1932)은 이러한 정감이 작용하는 원천을 살펴보기 위해 14명의 종업원이 작

업하고 있는 뱅크와이어 작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관찰 결과, 작업장에는 회사의 공식조직과는 별도로 자생적인 비공식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작업능률이나 생산성은 비공식조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

었다. 이러한 비공식조직은 조직 내에서 공통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불문율화된 네 가

지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너무 열심히 일해도 안 된다. 둘째, 너무 태만해서도 안 된다. 셋째, 비공식집단에서

의 일을 상사에게 고자질해서도 안 된다. 넷째, 너무 잘난 체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규범들은 비공식조직 내에서 형성된 집단행동에 있어서의 불문화된 기준이다. 비

공식조직의 규범들은 무언중에 회사의 노동 강화 방침에 대해 반항하여 작업능률을 저하시

키거나 또는 반대로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비공식조직이 중

요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호손 실험의 결과

호손 실험은 처음에는 과학적 관리법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실험

을 통해 경영에 있어 인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호손 실험을 통하

여 사람의 감정, 태도, 사회적 관계 등이 효과적 경영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또한 구성원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가 비공식조직을 형성하고 이

는 공식조직만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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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조직 등

[그림 5-2] 호손 실험의 결과

이와 함께 호손 실험 결과를 토대로 조직 내 인간행동과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념을 

정립하였다. 첫째, 작업은 육체적인 활동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이다. 둘째, 기업조직의 

구성원들은 비공식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셋째, 작업 환경 내에서 생성되는 비공

식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양식과 규범을 만들어내어 실행한다. 넷째, 비공식조직은 구

성원들의 신분을 규정하고 그들의 행동을 결정한다. 다섯째, 비공식조직은 구성원들이 인정

받고, 소속감을 느끼고, 안전을 도모하고 싶은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이들 

욕구는 작업 환경의 물리적 조건보다도 작업자들의 사기와 생산성을 결정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호손 실험으로 대표되는 인간관계론은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중요시하는 경영기법의 탄생

을 가져와 경영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민주적 리더십, 동기부여, 종업원 제안제도, 경

영참여 등은 인간관계운동의 소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관계론은 방법론의 미비로 비판

받게 되어 조직 환경 내에서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행동과학에 의해 

보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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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동과학의 발전

인간관계론은 관리에 있어서 인간과 비공식집단,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어 조직

을 보다 현실적으로 연구·분석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인간관계론은 이론적 근거

의 부족과 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이론으로서의 타당성이 부족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조직 환경은 점점 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복잡해졌고 구성원들의 행

동도 더욱 복잡해짐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런 문제들은 상황의 복잡성과 상호 

관련성이 증대됨에 따라 더욱 다차원적 성격을 띠게 되어 인간관계와 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 결과, 그동안 이루어진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의 개념과 방법을 이용하여 인간행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이 태동되었다. 

특히 인간행동과 관련된 조직문제들이 개별 사회과학의 한 분야에서 담당하기에는 현실적

으로 벅차 사회과학을 망라하는 종합 과학적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행해지

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44년 시카고 대학(Chicago University)에 일단의 학자들이 

모여 인간행동에 초점을 두고 모든 영역에 통용될 수 있는 인간행동의 보편적 원리를 발견

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이렇게 하여 등장하게 된 행동과학은 인간행동에 관련된 문제를 심리학과 사회학, 인류학 

등의 지식을 종합하는 학제적 연구방법(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채택하여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지식을 체계화한 것이다. 

경영학자들은 이러한 행동과학을 조직에 적용하여 구성원들이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행동과학적 사고는 본질적

으로 조직유효성의 결정요인으로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강조하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데 본

서에서는 행동과학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된 맥그리거와 아지리스의 이론을 살펴본다.

1. 맥그리거의 X·Y 이론

1950년대 들어 미국 경영계와 산업계에서는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넘어 인격완성 혹

은 자아실현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기업은 이러한 인간욕구 중에서도 

가장 인간다운 욕구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선구자들은 

맥그리거와 아지리스였다. 

미국 미시간에서 출생한 맥그리거(Douglas McGregor, 1906~1964)

는 MIT 대학의 교수를 거쳐 안티오크 대학(Antioch College)의 총장을 

역임한 심리학자였다. 그는 행동과학자들 사이에서는 탁월한 위치를 점

하고 있었는데 신문과 잡지에 많은 글을 썼지만 생전에 그가 완성한 책

은 ≪기업의 인간적 측면≫(The Human Side of Enterprise, 1960) 단 

한 권뿐이었다. 그러나 이 저서는 많은 기업인들에게 읽혔고 행동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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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다른 어떤 책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맥그리거는 인간과 일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X이론과 Y이론이라는 가설로 나누

었다. 그는 종래의 관리 활동의 기저에 놓여 있던 인간행동의 가정을 X이론이라 불렀는데 

X이론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① 보통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을 싫어하며 가능하면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 

② 인간에게는 일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게 하기 위해서는 강제하고 통제하고 명령하며 처벌의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보통 인간은 지시받기를 좋아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며 비교적 야심이 적고 무엇보

다 먼저 안전을 원한다.

이와 같은 X이론은 회유와 위협의 방식으로 구성원의 근로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전통적인 

관리방법의 사고를 표현한 것이다. 

맥그리거는 심리학자 매슬로우(Abraham H. Maslow)의 욕구 단계설(hierarchy of 

needs)을 원용하여, 대공황 후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당시의 미국 경

제 환경하에서는 X이론이 소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이미 충족되고 있는 

생리적 욕구나 안전욕구 등 저차원 욕구의 자극을 통해 동기부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

며, 사회적 욕구나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보다 고차원 욕구로 구성원의 욕구를 

자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인간행동의 가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다

음과 같이 Y이론을 전개하였다. 

① 일을 하기 위하여 심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놀이나 휴식과 마찬가지로 극히 자연

적인 것이다. 

② 외부로부터의 통제나 처벌, 위협 등이 조직 목적달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인간은 맡은 바 목표달성을 위하여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며 일한다.  

③ 목표달성에 헌신적으로 기여할 것인지 여부는 달성했을 때 얻는 보상(어떤 욕구가 충

족되는지)에 달려 있다. 

④ 보통 인간은 조직 내 문제해결을 위하여 비교적 고도의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⑤ 보통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적 잠재능력은 극히 일부밖에 활용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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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이론

– 권위주의적 • 업적적 관리방식.

-엄격한 통제

-구성원 교육훈련 없음

-제한적 • 억압적 조직문화

X 이론

– 권위주의적 • 업적적 관리방식.

-엄격한 통제

-구성원 교육훈련 없음

-제한적 • 억압적 조직문화

Y 이론

– 자유방임적 • 개발지향적 관리방식

-자기관리 및 자기통제

- 지속적 교육훈련

- 권한위양 및 책임감 부여

Y 이론

– 자유방임적 • 개발지향적 관리방식

-자기관리 및 자기통제

- 지속적 교육훈련

- 권한위양 및 책임감 부여

구성원경영자

구성원 경영자

[그림 5-3] X이론과 Y이론

이상에서 인간과 일의 관계에 관한 상반된 가설을 비교하면 [그림 5-3]과 같다. X이론은 

지시와 통제에 근거한 억압중심의 전통적 관리사고를 표현한 것이라면, Y이론은 개인의 목

표와 조직 목표의 통합을 시도하는 새로운 경영철학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맥그리거는 이와 같은 Y이론에 의거한 새로운 관리원칙 하에서 조직의 구성원으로 하여

금 기업번영을 위해 노력하게 할 때 비로소 종업원 자신의 욕구충족과 조직 목표달성이 이

루어진다고 보고 이것을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와의 통합의 원칙(principle of integration)

이라고 제창하였다.

2. 아지리스의 성숙·미성숙이론

미국 뉴저지에서 출생한 아지리스(Chris Argyris, 1923~)는 예일 대

학을 거쳐 현재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의 학문적 배

경은 아주 다양하며 행동과학의 학제적 성격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심리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경제학으로 석사를, 조직행위로 박

사학위를 받아서 경제학, 심리학 등 전통적 기업경영의 교과목을 이수한 

조직행위론 연구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아지리스는 다작형 학자로 무수한 저작을 남기고 있는데, 그의 기본적 사상은 일찍이 ≪

퍼스넬리티와 조직≫(Personality and Organization, 1957)을 통하여 명확히 제시되고 있

다. 그는 작업 환경에 의해 개인의 인격적 발달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일관되게 연구하

였다. 그는 개인의 잠재능력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그러한 잠재능력이 

그 개인에 있어서나 또 소속된 조직에 있어서나 다 같이 유익한 것인데도 실제의 조직은 통

상 그것을 저지하려는 식으로 움직인다고 지적하였다. 

아지리스는 개인의 잠재능력과 조직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규명하고

자 시도하였다. 

즉, ① 개인이 성숙으로 향하는 인격적 발달 ②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의 특성 ③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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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대인관계 처리 능력이 상호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먼저, 아지리스는 개인과 조직관계의 기본에 놓여 있는 것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퍼스낼리

티가 성숙상태로 발달함에 따라 생기는 행동 지향의 변화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행동 지

향의 변화는 [그림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곱 가지 차원에서 고찰될 수 있다.

미성숙성
미성숙성

수동성

의존성

제한된 능력

얕은 관심도

단기적 관점

하위지위

자아인식의 결여

수동성

의존성

제한된 능력

얕은 관심도

단기적 관점

하위지위

자아인식의 결여

성숙성
성숙성

능동성

독립성

다양한 능력

깊은 관심도

장기적 관점

상위지위

자아인식과 통제

능동성

독립성

다양한 능력

깊은 관심도

장기적 관점

상위지위

자아인식과 통제

[그림 5-4] 성숙·미성숙이론

자료: Chris Argyris, Personality and Organization, Harper and Row, 1957, p.50.

조직에 속한 각 개인들은 자신의 성숙 정도에 따라 성숙된 상태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

며 작업과정을 통해 최적의 퍼스낼리티를 획득하여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게 된다.

다음으로 아지리스는 합리적인 공식조직의 특징을 ① 과업의 전문화 ② 지휘계통에 의한 

명령과 통제 ③ 관리 폭과 명령 일원화 등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공식조직 속에서 개인행동

은 미성숙상태에서 어떠한 발전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제한된 반복 작업으로 

매일의 기준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조직 전체의 장기적 전망은 생각할 수 없게 되어 수동적

이고 타의적인 지위에 머물러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취하려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자기욕구의 추구에만 집중하게 되

고, 경영자는 점점 통제 중심적이고 지시적이 되어 간다. 경영자의 통제가 심해질수록 구성

원은 참여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 심리적 좌절감에 빠져 버리게 된다. 아지리스는 이것

을 구성원이 아닌 조직통제 시스템의 탓으로 돌렸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과 조직 간 부적합을 탈피하고 조직의 정상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아지리스는 조직 상위계층을 포함하여 구성원들에 대한 감수성훈련(sensibility 

training)을 통하여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자의 직무를 확대하여 지적·대인적 능력

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가할 보다 많은 기회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3. 행동과학연구의 평가

행동과학이란 인간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인간의 행동에 중점을 두고 관리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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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려고 한 것이다.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동원하여 과학적으로 조직관리와 관련된 인간

행동을 연구하였으며,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실험과 관찰, 그리고 사례연구를 적용하였다. 행

동과학은 과학적 관리법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인간행동을 연구하려 

하였고, 인간행동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인간관계론

과는 차이가 있다. 

행동과학적 관점은 작업 상황을 기계적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던 시각을 벗어나 집단역학

(group dynamics)과 관리자의 리더십 스타일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직 구성원의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동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조직 내의 사회적 요

인이 제품의 생산과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특성을 

가진 행동과학의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동기부여 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아정

체성을 가지게 된다.

둘째, 작업자는 관리자가 제시하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나 규칙보다는 동료들의 사회적 영

향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셋째, 작업자는 자신의 욕구충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리자에게 반응한다.

넷째, 관리자는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직무를 민주적으로 조정하여야 한

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이러한 가정들이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업조건의 개

선과 관리자의 인간관계 기술 향상이 항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테일러가 믿

었듯이 작업의 경제적인 측면이 여전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사회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좋은 인간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낮아지면 결근율과 이직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인간의 사회적 욕구충족과 인간관계가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직무에서 오

는 지루함과 조직 자체의 결함 등은 행동과학이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 중 하나이다. 

점차 복잡해져 가는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행동과학적 처방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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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황혼 ‘100년 전 우리는’ ‘기업경영과 교육의 선구자’ 이용익

조익순. 고려대 명예교수 회계학

이용익(李容翊)은 조선 말기 정치가 겸 개혁가이다. 그는 흔히 

‘친러파의 수령’으로 불리지만. 실제 그의 능력과 파란만장한 인

생역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는 1845년 함북 명

천에서 출생했다. 그의 출신에 대해 ‘북쪽 오랑캐의 피를 이어받

아 무식하고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주장이 있지

만, 공식 기록인 ‘남병영기사’를 보면 그는 전주 이 씨 완풍대군

파로 양반 출신이다.

이용익이 고종 때 관계(官界)로 진출한 것은 임오군란 때 여주

로 피란 간 민비를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첫 관직인 함경

도 단천부사 시절 그가 관할하는 광산에서 징수한 세금이 전임자의 10여 배나 되어 ‘광산경

영의 귀재’로 인정받은 뒤, 전국 광산 관리책임자로 승진한다.

이용익의 경영철학은 양반들의 ‘책상머리 경영’과 달리, 발로 뛰며 확인하는 ‘현장경영’이

었다. 서울에서 개성까지 직접 오가며 홍삼 제로를 감독하고 세금징수를 독려하는가 하면, 

일본인들의 인삼밭 도적질을 외교력으로 저지하는 수단도 쓸 줄 알았다. 고종의 신임을 얻

은 그는, 지금의 조폐공사인 전환국 초대국장과 철도사(鐵道司)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두 기

관을 본궤도로 올려놓고, 1899년 황실 재정을 총괄하는 내장원경(內臟院卿)으로 발탁되었

다.

고종은 원래 고위관직자를 한 자리에 오래 두지 않았으나. 이용익의 경우 일본으로 납치

되는 1904년까지 내장원경직을 유지하였고, 지금의 내무부장관, 지방법원장, 헌병사령과, 

감사원장을 비롯하여 서북철도국총재, 군부대신까지 겸직하였으니 다른 사람의 시샘을 받을 

만했다.

이용익은 기업이나 정부조직의 운영 능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열강 세력을 교묘히 이

용해 독립을 유지하려는 의지도 강했다. 일각에서 그를 ‘친러파’로 치부하지만, 그는 주한 

일본군 총사령관 하세가와(제2대 조선총독)와도 절친했다. 러일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이 전

쟁터로 변할 것을 우려하여 밀사를 해외로 파견해 ‘중립국 선언’을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는 또 일본으로부터 인쇄기기와 외국도서를 구입해 지식을 보급했으며, 보성전문학

교(고려대학교의 전신)와 보성중학을 설립해 교육을 통한 자주독립을 꾀했다.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을 설립해 전통 회계방식으로 결산서를 남긴 것은 귀중한 자료다.

이용익은 1905년 9월 14일 이후 종적이 모호해지는데, 고종이 일본의 ‘강제병합 시도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그를 밀사로 파견했다는 설이 있다. 1907년 1월 12일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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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러시아에서 생을 마쳤다. 고종은 그에게 ‘충숙’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독립운동가 윤효정은 ‘풍운한말비사’에서 “이용익은 한평생 그만한 재정권을 가지고 황실

재용을 독단하야 지냈으니 응당 기천 기백서의 추수가 있으리라 추측하였는데, 그 자손을 

위한 경영이라고는 공공무여(空空無餘)한 것은 세인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바이며, 보성전문

을 위시하여 각 학교에 수십만 원을 비(費)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혼란한 시대의 충신이자 

교육의 선각자였던 그의 공적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조선일보, 2009년 12월 2일>

<Misconception about evaluations(평가에 관한 오해): JungSik Yu at TEDxBusan 

www.youtube.com, 2012 >

<‘Jason Fried: Why work doesn't happen at work’, www.ted.com, 2010>

직업별 평균수명 

 

직업별로 건강점수를 매긴다면 CEO는 몇 점이나 될까. 최근 원광대 김종인 교수가 1963

년부터 2000년까지 일간지 부음기사에 게재된 2천 1백여 명을 대상으로 11개 직업에 대해 

발표한 평균수명을 참고해 보자. 

조사대상이 부음기사에 언급된 유명인사의 직업만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인구를 대상으

로 바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르지만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 1위는 예상대로 종교인으

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이 79.2세나 되었다. 승려나 신부 등 종교인이 오래 사는 것은 돈벌

이에 대한 압박이나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갈등 등 스트레스가 적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직업은 기자 등 언론인이었다. 언론인의 평균수명은 고작 64.6세였

다. 매일 마감시간에 쫓기고 휴대폰 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며 밖에선 무관의 제왕으

로 대접받지만 안에선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살아야 하는 이중생활이 기자들의 건강을 해치

는 요인이 아닐까 싶다.

CEO에 가장 근접한 직업인 사업가는 평균수명 71.4세로 종교인, 정치인(71.5세), 연예인

(70.6세), 대학교수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사업가 다음으로 정부관료, 법조인, 예술가, 체

육인, 작가, 언론인이 뒤를 잇는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71세란 점을 감안할 때 사업가는 

일반 인구와 비교할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극히 평균적인 수명을 살고 있는 셈이다. 

볼거리 

숫자로 본 기업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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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란 직업이 건강에 불리한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업의 속성상 하나부터 열

까지 모두 챙겨야 하니 사업가가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게다가 각종 규제와 간

섭이 심해 가장 사업하기 어려운 곳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 땅에서 말이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역할에 비해 가장 과대평가된 직업이 교수라면, 가장 과소평가된 직업은 사업

가란 비아냥거림도 있을까 싶다.

그렇다면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업가가 타 직업에 비해 중간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선방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직종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란 해석만으론 부족하

다. 필자는 자기 일을 한다는 성취감과 성공을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손꼽고 싶다. 의지

가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장기수를 대상으로 과거 

기업인이나 장교 등 리더십을 경험했던 사람일수록 오래 살아남아 출소의 기쁨을 맛본다는 

연구결과도 있을 정도다.

사업가 특유의 승부근성은 산삼뿌리보다 강력한 효능을 발휘한다. 질병도 굳은 의지를 지

닌 사람은 피해가는 법이다. CEO들은 굳은 의지로 사업상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스

트레스를 극복해주기 바란다.

<중앙일보, 2007년 1월 8일>

   

1. 기업 마케팅 담당자의 심리는 회계담당자와 달리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2. 호손 실험이 실패한 실험이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3. 아지리스의 성숙·미성숙이론이 현대 기업경영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4. 경영학의 X이론과 Y이론, Z이론, W이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5. 심리적 상태가 행동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생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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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대 경영이론의 전개

현대 경영이론의 흐름은 시스템 이론과 상황이론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이론들은 지금까

지의 경영이론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과거 경영이론들이 부분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실의 분석과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

는 반면 현대 경영이론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설계와 종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과거 경영이론들은 경영에 하나의 최선의 방법(one best way)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나, 현대 경영이론은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방법은 있을 수 없으며, 최선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조

건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 경영이론과 과거의 경영이론과의 차이 가운데 

전자는 시스템성을 추구하는 경영이론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경영의 조건성을 추구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경영학 연구에 시스템적 사고가 등장한 것은 1950년경이다. 시스템 이론은 오늘날과 같

이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복잡한 경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시기에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영자들을 위한 하나의 준거의 틀(frame of 

reference)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상황이론은 과거의 경영이론이 강조하고 있는 합리적·폐쇄적 사고가 쇠퇴하는 

196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상황이론은 관리의 단순한 원칙을 대신하여 대부

분의 관리이론 통합하여 경영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발견할 수 있

도록 도와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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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대 경영학자들의 공헌

 시스템성을 추구한 경영이론은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조직을 

의사결정의 시스템으로 보는 이론으로, 주로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 현재는 카네기-멜론 대학, Carnegie Mellon University)을 중심으로 논의·발

전되었기 때문에 카네기 학파 혹은 대표적 연구자의 이름을 따라 바나드-사이먼 이론이라 

불리기도 한다. 둘째는 조직을 사회-기술 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으로 보는 이론

으로, 주로 영국의 타비스톡 인간관계연구소(Tavistock Institute for Human Relations)를 

중심으로 연구·발전되었기 때문에 타비스톡 학파라고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는 초기 연구이

론인 바나드와 사이먼의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바나드

체스터 바나드(Chester I. Barnard, 1886~1961)는 조직을 커뮤니케

이션 시스템으로 보고 새로운 조직구조이론을 제시한 경영자로 근대 조

직론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

으나 실험과학 학점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하지는 못했다. 

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는 재학 중 일곱 번의 장학금

을 수여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하였다. 1909년 그는 AT&T에 입사한 후 

1927년에는 41세의 나이로 뉴저지 벨 전화회사(New Jersey Bell Telephone)의 회장에 

취임하여 20년간 재직하였고 그 후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의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기업 경영자로서의 경험과 심오한 철학적 사색 및 투철한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경영자의 직능≫ (The Functions of Executives, 1938)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

다. 이를 통해 그는 근대 조직론의 선구자가 되었고, 그의 이론은 바나드 혁명(Barnardian 

Revolution)이라 할 만큼 널리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13) 

바나드의 이론을 조직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히 혁명적이라 하는 것은 다음

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조직과 이를 구성하는 인간에 대해 비교적 균형적인 이론을 전개하였다. 고전경영

이론에서는 조직의 입장에서 인간을 관리하는 측면만을 강조하였다면 신 고전경영이론에서

는 조직을 무시하고 인간 위주의 관리이론만을 전개하였다. 이에 반해 바나드는 조직은 인

간의 협동적 노력의 결과인 협동 시스템(cooperative systems)이므로 조직존속을 위해서는 

개인목적과 조직목적의 통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조직 내적 부분에만 분석의 초점을 둔 전통적 이론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조직의 내

13) 바나드 혁명이란 고전적 조직론 및 인간관계론적 조직론에서 근대적 조직론으로 변혁·발전시킨 그

의 업적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경제학의 케인즈 혁명(Keynesian Revolution)에 비유하여

붙인 명칭이다. 그것은 근대적 조직론의 창시자인 바나드에 붙여 만든 것으로 이전의 조직론에 비

하여 그의 이론이 갖는 혁신적 및 이론적 엄밀성 등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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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균형과 외적 적응을 강조하는 시스템론적인 조직관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조직을 시스

템으로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큰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으로 보았다. 

셋째, 인간은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 자유의지에 기초한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바나드는 조직의 목적달성 여부를 유효성(effectiveness)으로, 그리고 개인의 동기

충족 여부를 능률(efficiency)이라는 용어로 구분하면서 조직 목적과 개인 동기가 서로 대립

될 수도 있고 함께 통합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의 동기와 조직의 목적을 구

분하고 조직의 공동목적 달성에 필요한 시간, 자원 등을 개인으로부터 유도하고 이를 유지

할 수 있는 조직적 유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유인-공헌(incentive and 

contribution)의 개념을 발전시켜 조직균형(organizational equilibrium, 유인≥공헌)의 개념

을 끌어내고 있다. 

바나드는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이나 구성원의 협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서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나드에 

따르면, 경영자의 주된 역할은 종업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며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조직의 목표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경영자가 정규

적으로 관계하는 사람들과 조직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경

영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믿었다. 투자자들과 공급자, 고객,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들

에 대한 조직의 의존성을 강조하면서, 그는 경영자가 조직의 외부 환경과 내부구조가 균형

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고를 제시하였다.

바나드가 공헌한 또 다른 하나는 권한수용설(acceptance theory of authority)이다. 말 

그대로 권한수용설은 관리자의 명령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종업원의 자

유의지로 선택된다는 것이다. 종업원이 경영자의 명령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는 ①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알고 ② 그 명령이 조직의 목표달성과 일치하며 ③ 일의 수행을 통하여 

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때라고 주장하였다.

2. 사이먼

미국 위스콘신에서 출생한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 

1916~2001)은 조직을 일정한 목적하에서 전문화된 의사결정으로 영향

을 미치는 복잡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본 근대적 조직이론의 최고 권위

자이이며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개척자이다. 

그는 시카고 대학(University of Chicago)에서 ≪조직행동≫

(Administrative Behavior, 1947)에 의한 조직이론 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1949년 카네기 공과대학의 경영관리론 및 심리학 교수, 그리고 1965년 이후에는 컴퓨터 

과학 및 심리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여 인간행동에 관한 

계량적 모델링 분야를 개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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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은 본래 전공은 행정학이었으나 일찍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행정학뿐만 아니라 경영

학,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조직론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10여 권의 저서와 다수의 논

문을 집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이먼의 대표적 저서로는 ≪조직행동≫과 ≪조직론≫

(Organization, 1958)을 들 수 있다. 이 두 권의 저서는 바나드 이후 조직론 역사를 대표하

는 저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뛰어난 학문적 업적으로 미국에서 많은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 ≪기업조직의 합리적 의사결정≫(Rational Decision-Making in Business 

Organizations, 1978)에 관한 연구로 영예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사이먼은 경영관리론에 있어 바나드의 ≪경영자의 직능≫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의 저서 ≪조직행동≫은 바나드의 이론을 직접 계승·발전시켜 보다 명쾌한 조직이론과 관

리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바나드의 시스템론적인 조직관은 사이먼에게 계승되어 사이먼도 

조직 자체가 시스템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간관에서도 의사결정 능력의 한계

를 강조함으로써 ≪조직행동≫의 기본적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먼의 연구가 바

나드 이론의 핵심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먼은 ≪조직행동≫에서 조직 내의 전문화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의사

결정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기업조직의 합리적 의사결정≫에서도 보듯이 

그의 이론은 의사결정론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는 조직을 성립시켜 존속시키는 조건의 중

심이 되는 것이 바로 조직적 의사결정론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이먼에 따르면 이러한 의사결정은 가치전제(value premise)와 사실전제(factual 

premise)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의사결정은 가치전제로부터 출발해야 하지만 이는 경험

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반면 의사결정의 사실전제는 검증이 가능하다. 즉, 목적이 주어져 

있으면 그 수단의 옳고 그름은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정해져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사이먼이 말하는 합리성이란 결국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였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객관적 의미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란 주어진 목적과 상황 하에서 그 목적

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객관적 합리성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첫째, 의사결정에 앞서 모든 

가능한 대안을 열거하고, 둘째, 모든 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결과를 파악하며, 셋째, 그 결과 

전체를 가치체계에 기초하여 비교·평가한 후 모든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때 비

로소 객관적 합리성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합리성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으로 제약으로 인해 달성하기가 어렵다. 첫

째, 객관적 합리성은 모든 대안의 열거를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일부밖에 열거할 수 

없다. 둘째, 객관적 합리성은 모든 대안 각각의 결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요구하지만 현

실적으로 결과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하기 마련이다. 셋째, 설령 결과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다 하더라도 대안평가에 대한 인간의 평가체계가 일관성과 정확성을 결

여하고 있을 수 있다. 

결국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합리적 경제인(economic man)은 비현실적이며, 인간의 

현실적인 합리성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불과하다. 이 합리성은 주관적으

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주관적 합리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사이먼은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인간을 관리인(administrative man)이라고 하여 객관

적 합리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인과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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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스템 이론

경영학에 대한 이론은 쿤츠(Harold Koontz)가 지적한 바와 같이 1950년대부터 경영학의 

정글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관점과 학파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다. [그림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영학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학파를 대별하면, 인간행동에 중점을 둔 행위론적 

연구와 경영문제를 수리화·계량화한 계량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경영에 대한 행위

론적 접근과 계량적 접근은 1960년대에 들어 시스템 이론에 의해 통합의 기초를 마련하였

으며 그 후 상황이론의 관점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1. 시스템 이론의 발전 배경

경영학에서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에 들어서이다. 시스템 이론은 그동안 여러 연구들에서 제시된 경영관리에 대한 

원칙과 기법들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부문의 연구들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

된다. 즉, 종래의 연구는 분화된 조직요소를 강조한 정적인 구조 측면의 연구들로서 전체와

의 연계성과 일치성이 미흡하였고 일원적으로 단순화시킨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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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경영이론의 발전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적인 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

며 시스템 이론이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렇게 등장하게 된 시스템 이론은 조직요소

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역동적인 측면을 연구함과 동시에 다양한 조직요소들을 복합적이

고 다원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시스템 이론은 크게 네 가지의 이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베르탈란피의 일반 

시스템 이론과 비너의 사이버네틱스 이론, 캇츠와 칸의 개방 시스템 이론, 그리고 고도의 

계량적 도구와 기법을 활용한 OR(Operations Research)과 시스템 분석 등을 중심으로 하

는 계량적 시스템 이론 등이다.  

일반 시스템 이론은 독일의 이론생물학자인 베르탈란피(Ludwig von Bertalanffy)에 의해 

이루어졌다. 베르탈란피는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의 문화가 발전할수록 여러 학문 간의 교류

가 더욱 증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문별 사고방식, 연구 초점과 연구방법들이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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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파적으로 전개되어 학문 간 이해와 교류가 어려워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상이한 학문

들의 성과를 상호 연계시켜 통합할 수 있는 공통적인 사고와 연구의 틀을 모색하여 모든 종

류의 시스템에 보편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일반 시스템 이론(general system theory)을 

제시하였다. 

 시스템 이론에서 강조되는 것은 또 하나는 사이버네틱 특성이다. 사이버네틱은 일 반 시

스템 이론과 독립된 개념이라기보다 일반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이버네틱 

특성이란 적응적 시스템으로서의 조직을 의미한다.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는 키잡이

(steersman)를 뜻하는 희랍어 쿠베르네테스(kubernetes)에서 유래한 말로 1940년, 수학자 

비너(Nobert Wiener)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비너는 살아있는 두뇌와 같이 유연성 있고 

적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장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이버네틱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조직을 사이버네틱 시스템으로 보는 것은 조직이 환경과의 정보교환과정에서 자기규제적 

능력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직이 환경으로부터 시행착오와 자기수정작용을 자동

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네거티브 피드백에 통해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한계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전경영이론가들이 조직을 폐쇄 시스템으로 보고 조직 내의 설계에 초점을 두었던 데 반

해 캇츠(Daniel Katz)와 칸(Robert Kahn)은 개방 시스템 관점에서 환경과의 교류 측면을 

강조하여 조직을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조직이 가진 개방 시스

템으로서의 특성을 규명하였다(구체적인 특성은 시스템의 유형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이 시스템 이론은 상호 의존적인 복합적 변수들 간에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역동적

인 관계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조직을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경영이론보다도 

계량적 분석방법과 고도의 수학적 모델에 크게 의존한다. 이에 계량적 시스템 이론은 OR과 

같은 고도의 계량적 기법과 시뮬레이션 기법, 휴리스틱 컴퓨터 모델링 등을 사용하여 복합 

확률 시스템으로서의 조직행동을 예측하고 기술하고자 하였다.

2. 시스템의 개념

 시스템 이론은 경영학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이론은 아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과

학에서 보편화되어 온 일반 시스템 이론을 경영학 연구에 원용한 것이다. 주로 생물학에서

의 시스템 개념에 영향을 받은 시스템적 관점은 기업이라는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더불어 경영현상도 한 부문에서 발생하고 해결되는 단편적인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유기성

을 가진 하나의 실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시스템(system)은 부분들이 모여 이루어진 전체라는 개념이다. 즉, 시스템은 상호 연관

되고 상호 종속된 하위 시스템들(subsystems)의 실체이며, 이 시스템은 보다 큰 상위 시스

템의 구성요소가 된다. 그리고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시스템의 목표로, 어떤 시스템이든지 그 시스템의 존재이유가 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시스템의 구조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서로 질서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시스템의 기능으로, 시스템의 각 부분들은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서로 상호 작용해야 한다. 넷째, 시스템의 전체성으로, 시스템은 구성요인

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실체의 성격을 갖는다. 

 시스템은 하위 시스템이라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부분과는 다른 성질을 가진다. 

이는 시스템이라는 전체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부분의 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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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너지 효과, Synergy Effect). 이는 부분과 부분의 기능에 대한 연구로는 전체를 연구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학문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물질(C, H, O, N 등)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전체성을 가지는 실체이며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등으로 구성되지만 기업의 

가치는 단순한 그 부분의 합 이상인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 이론은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자연히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시스템에 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학문인 분과학

문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와 연구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3. 시스템의 기본 구조와 유형

3.1. 시스템의 기본 구조

 시스템은 그 복잡성과 목적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통적인 구조와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먼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그림 6-2]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시스템의 기

본 구조 모형에서 보면 시스템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투입하고 처리하는 과

정을 거쳐 산출을 내는 과정과 산출이 다시 새로운 투입으로 피드백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입(inputs)은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유입하는 과정이며, 변환과정

(transformation or throughput)은 투입된 요소를 목적달성을 위하여 처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산출(outputs)은 변환과정을 거쳐 생산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에는 피드백

(feedback)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드백은 시스템의 변환과정의 결과인 산출에 의해 투

입이 영향을 받는 과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기본 구조 모형과 특징은 시스템 이론과 이를 

보다 개성적인 경영이론으로 진화시킨 상황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건이 된다.

 

변환과정
변환과정

투 입
투 입

산 출
산 출

환 경
환 경

   [그림 6-2] 시스템의 기본 구조

자료: James L. Gibson, James H. Donnelly, Jr., John M. Ivancevich, and Robert Konopaske, 

Organizations(12th ed.), McGraw-Hill, 2006,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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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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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기업 시스템의 구조

자료: Fremont E. Kast and James E. Rosenzweig, Organization and Management(3rd. ed.), New York, 

McGraw-Hill, 1979, p.109.

[그림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도 하나의 시스템이다. 여기에서 투입은 각종의 자

원을 뜻하는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재무자원, 그리고 정보 등 기업이 목적달성을 위하

여 투입하는 모든 에너지가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변환과정은 이러한 투입을 사용하여 투

입 자체를 변환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즉, 재화와 서비스 생산

을 위한 처리과정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산출은 투입이 변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

스템이 내어놓는 결과물이다. 기업의 경우, 산출은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구성원의 만족 등

이 될 것이며 사람의 경우에는 행동이 될 것이다. 즉, 기업의 경우에는 제품의 평가에 의해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는 그 행동의 평가에 의해 투입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모형

에서 보면 시스템은 투입－변환과정－산출－피드백－투입… 에 이르는 끊임없는 순환과정을 

거치게 된다.

3.2. 시스템의 유형

 시스템은 두 가지의 유형, 즉 폐쇄 시스템과 개방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폐쇄 시

스템이 환경으로부터 격리된 시스템이라면 개방 시스템은 환경과의 교호작용을 가지는 시스

템이다.

1) 폐쇄 시스템

폐쇄 시스템(closed system)은 시스템 가운데서 환경과의 에너지 교환작용이 없는 시스

템을 말한다. 폐쇄 시스템은 시스템 외부로부터 투입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외부로 산출을 

내어놓지도 않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외부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 예로 일정한 에너

지가 장전되어 움직이는 시계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에너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족적인 메커니즘을 가진 폐쇄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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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폐쇄 시스템은 외부 환경에 의하여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폐쇄 시스템은 상정하기 어렵다. 그것은 아무리 폐쇄 시

스템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시스템적인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경제인 모델을 가진 고전적인 경영이론은 기업조직

과 경영 활동, 그리고 인간을 폐쇄 시스템으로 가정하고 있다. 즉, 조직을 외부의 조건들과

는 관련이 없는 시스템으로 가정하여 조직과 경영의 원칙을 추구함에 있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직 내적인 부분에만 국한함으로써 유일 최선의 방법론이 존재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환경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오늘의 상황에서 

보면 비판의 여지가 많고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2) 개방 시스템

폐쇄 시스템이 외부와 에너지의 교환이 없는 자족적인 시스템인데 비하여 개방 시스템

(open system)은 시스템의 경계 밖에 있는 외부로부터 투입을 받아들이며 처리과정을 거친 

산출을 환경으로 내보낸다. 이러한 개방 시스템의 모형은 [그림 6-4]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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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개방 시스템 모형

자료: Stephen P. Robbins, and Mary Coulter, Management(10th ed.), Pearson Education Inc., 2009, p.51.

[그림 6-4]에서 보면 개방 시스템은 외부로부터의 투입을 변환과정을 통해 재화와 서비

스 등의 산출로 외부 환경으로 내보낸다. 그리고 환경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피

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직은 개방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

은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며 적응해 간다. 물론 이런 개방 시스템도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개방성의 정도가 다르기는 하다. 

4. 개방 시스템의 특성

전통적인 경영이론가들은 조직을 폐쇄 시스템으로 보고 조직 내부적 요소에만 집착했던 

데 반해, 캇츠와 칸은 조직을 환경과 교류하는 개방 시스템으로 보고 개방 시스템으로서의 

조직이 가지는 특성을 아홉 가지로 규명하였다. 

① 에너지의 유입(importation of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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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은 생존을 위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들인다. 어떤 조직도 완전히 자

기충족적 내지는 자급자족적일 수는 없으며, 시스템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 외부 환경으

로부터의 새로운 에너지 유입에 의존하게 된다. 

② 변환(throughput)

외부로부터 유입된 에너지는 그대로 시스템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요구하는 

형태로 시스템 내에서 변환 처리되어야 한다. 모든 시스템은 투입물을 처리하여 새로운 산

출물을 만들어내는 변환과정을 거친다. 

③ 산출(output)

 시스템 내의 변환과정을 거친 생산물은 산출물의 형태로 외부 환경에 다시 배출된다. 예

를 들어, 기업이 생산하여 시장에 내보내는 재화나 서비스는 기업조직의 산출물인 것이다. 

④ 순환과정(cycles of event)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교류는 순환적 형태를 띤다. 즉, 조직 밖으로 배출된 

산출물은 조직 내의 동일한 일련의 순환적 활동들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원천으

로 투입됨으로서 순환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⑤ 네거티브 엔트로피(negative entropy)

엔트로피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체되거나 쇠퇴해 가는 열역학 

법칙이다. 이러한 엔트로피 성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유입하여야 한다. 개방 시스템은 외부 환경과의 에너지 교환관계에서 환경으로 배출하는 에

너지보다 환경으로부터 유입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질 때 엔트로피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

다.

⑥ 네거티브 피드백(negative feedback)

외부 환경으로부터 유입되는 투입은 물리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직이 적응해야 하는 다양한 정보들도 포함한다. 모든 시스템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단

순한 정보 유형은 네거티브 피드백이다. 네거티브 피드백은 시스템이 어떤 정해진 기준에서 

이탈하게 될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정보이다. 즉, 네거티브 피드백으로서의 정보는 시스

템이 경로에서 이탈하였을 때 이것을 수정해 주는 신호인 것이다. 

⑦ 동태적 항상성(dynamic homeostasis)

항상성은 시스템이 자기규제적 능력에 의하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의미한

다.   시스템은 환경과 끊임없이 교류하지만 교류과정 중에도 안정된 규칙성과 개별성을 유

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규칙성과 개별성은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 시스템 운영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항상적 과정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

⑧ 분화(differentiation)와 통합(integration)

모든 시스템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시스템의 내용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시스템

의 구조와 기능은 더욱 세분화되어 간다. 즉, 시스템의 구조나 역할이 보다 정교하고 전문

화된 방향으로 분화하는 것이다. 분화가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은 이것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하려고 하는 기능을 통해 균형을 이루어간다. 따라서 시스템의 세분화된 부분들 사이의 

관계는 통합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부분적으로 이해하려는 접근은 피해야 한다. 

⑨ 이인동과성(equifinality)

 시스템의 최종 목표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이것은 조직 시스템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과 변환과정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즉,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경직된 최적안의 추

구보다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특성을 갖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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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시스템로서의 조직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와 정보를 받아들여 내부의 변환과정을 

거쳐 산출물을 생산하여 외부 환경으로 내보내게 된다.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피드백과 네거티브 엔트로피라는 메커니즘을 갖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지속적으로 순환된

다.

5. 계량적 기법의 활용

 시스템 이론은 투입과 변환, 산출, 피드백 순환, 그리고 외부 환경과 상호 연결된 복합적 

집합체로서 기업과 경영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가들은 기업과 조직을 이해하

는 데 있어 운영적 측면을 강조하여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 의사전달 시스템, 정보통제 시

스템 및 이들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시스템 이론은 상호의존적인 복합적 변수들 사이에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역동

적 관계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기존의 경영이론보다 계량적 분석방법과 고도의 수학적 모델

에 크게 의존하였다. 특히 OR(Operations Research)기법을 기초로 수학적 모델을 통하여 

경영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방법을 경영과학(Management 

Science)이라고 한다. 

OR기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서부터 발달되었다. 당시 영국은 독일군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수학자, 물리학자 그리고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된 OR팀을 만들었다. 이때의 전쟁 상

황은 과거와는 달리 잠수함이 출현을 하고 대량의 전투기를 이용한 공격이 주를 이루어 전

쟁의 양상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수물자의 효율적인 전개와 보다 정교한 

작전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OR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격과 반격의 시나리오를 단

순화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실전에서의 작전상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데 성

공하였다. 

이와 같이 본래 군대의 작전을 위해 개발된 OR기법은 전쟁이 끝난 후 산업 분야에 적용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신속하게 풀 수 있는 컴퓨터기술의 발전으로 

OR기법이 급속히 확산되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계량경영이론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계량경영이론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수학적 모델이란 어떤 시스템과 과정, 관계성을 단순

화하여 수학적인 공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어떤 경영문제와 관련된 변수를 추출한 다음 

변수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최적의 해를 도출하기 위해 변수의 값을 구하는 접근

방법이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경영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계량적 기법들은 괄목할 만한 성

장을 이루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기법 몇 가지를 예로 들

면, 선행계획법, PERT/CPM, 목표계획법, 정수계획법, 대기행렬이론, 동적계획법, 시뮬레이

션 등이 있다. 이외에도 통계학의 시계열분석이나 회귀분석을 활용한 예측기법들도 계량기

법 중의 하나이다.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경영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경영과학의 궁극적 목적은 

어떤 경영문제에 대한 해를 도출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데 있다. 초기에는 경영과학이 주로 생산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적

용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재무관리와 마케팅 등 경영학의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

고 있다. 

과거에는 소매상, 식당, 농부들은 시스템 분석기법 등은 사용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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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소규모 기업들도 컴퓨터를 보유하여 지불, 수취 및 재고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

으며 대부분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고객을 관리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전문적인 

경영과학자들이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기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독자적인 수학적 모델을 개발

하여 활용하고 있다.

계량경영이론의 연구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점이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

며, 경영자가 취할 직접적 행동을 명백히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둘째, 대안들은 경제적 기

준을 근거로 제시된다. 즉, 비용, 총수익, 투자수익 그리고 세금과의 관계와 같은 측정 가능 

기준으로 대안이 제시되는 것이다. 셋째, 수학적 모델이 사용된다. 상황은 모의실험을 통해 

검증되고 문제는 수학적 모델로 분석된다. 넷째, 컴퓨터의 활용이 기본이다. 사람에 의한다

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컴퓨터

가 사용된다.

이러한 계량경영이론은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 및 기법을 제공하고 조직의 전반

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계량경영이론은 조직의 계획수립과 통

제 활동을 위해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접근방법은 개인의 행동과 태도를 완전

히 설명할 수 없고 경영현상에 대한 수학적 모델 자체가 현실과는 거리가 먼 가정하에서 구

성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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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황이론

고전이론의 합리적·폐쇄적 조직관이 쇠퇴하면서 1960년대 이래 발전하게 된 관점이 상황

이론(Contingency theory)이다. 이 이론은 고전경영이론이 견지하였던 모든 조직에 일반화

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방법으로서의 합리적 조직관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하였다. 출발에 

있어 상황이론은 기본적으로 과학적 관리법 등의 고전경영이론의 합리적 조직관에 대한 이

론적 관심을 상당 부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이 고전경영이론들과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단 하나의 합리적이고 보

편적인 조직구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상황적 조건에 따라 적합한 조직구조가 달라진다고 

보는 사고이다. 이와 같이 조직과 경영현상에서의 일반성과 보편타당성을 부정하고 환경요

인에 조건 지어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이 바로 상황이론인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도 조직경영이 상황에 의해 크게 제약받아 왔다고는 하지만 그러

한 사실이 하나의 이론으로 대두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였다. 산업혁명 이후 점차 

빨라지는 기술발전의 속도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더욱 가속화되었을 뿐 아니라 발

전된 기술이 널리 확산·침투되어 사회의 모든 부문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명백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인구의 급증, 사회구성의 복잡화, 

생활양식의 급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어느 누구도 쉽게 앞일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경영 활동에서 상황 혹은 조건이라는 문제가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 대규모화되고 있으며, 급변하고 불확실한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 또한 복잡·다양화해지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사회

적 요구도 다양화해지고 있다. 이처럼 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다양성으로 인해 경영자는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적응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등장하게 된 경영이론이 상황

이론이다.

상황이론은 시스템 이론을 보다 발전시킨 이론으로 환경의 변화와 영향에 대한 시스템의 

적응을 보다 중시하고 있는 경영이론이다. 그러나 상황이론도 상황적 조건을 구성하는 중심

적 요인들에 대해 이론가들에 따라 다른 사고가 제시되면서 다양한 지류들이 등장하게 된

다.

1. 상황이론의 관점

상황이론은 조직의 외부 환경이 조직 시스템과 그 하위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조

직 시스템과 그 하위 시스템이 어떤 관계를 이룰 때 조직 유효성이 높아질 수 있는가를 해

명하려는 이론이다. 즉, 그 기본 개념은 조직과 환경의 적합성에 따르는 조직 유효성의 창

출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론은 [그림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방 시스템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더

욱 구체적인 경향이 있고 하위 시스템의 관계 유형과 조직의 특성을 강조하는 한편, 조직변

수 간의 관계 유형을 명백히 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시스템 이론은 조직연구의 거시적인 

패러다임을 제공했지만 상대적으로 고도로 일반화되어 있음에 반해, 상황이론은 시스템 간

의 상호 관계에 대한 특성과 유형을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강조한다. 그리고 순수상황

이론은 매수 특수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반면에 상황이론은 어느 정도 일반적이고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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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수한 절충형 관점을 강조한다. 

또한 상황이론은 [그림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의 단순한 원칙을 대신하고 전통

적 경영이론과 신 고전경영이론이 가진 모순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 이론을 토대로 

전개되었다. 즉, 기존의 경영이론을 바탕으로 시스템 관점을 통합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경영이론의 주류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등장 배경을 종합할 때, 상황이론은 크게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첫

째, 과정보다는 객관적인 결과 그 자체를 강조한다. 둘째, 부분이 아닌 조직 전체를 분석 단

위로 한다. 셋째,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강조한다. 넷째, 조직의 환경 적응을 중시한다. 마지

막으로, 중범위이론(middle range theory), 즉, 사회현상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통찰을 만

들어내려는 이론을 지향한다.

시스템적
관 점

시스템적
관 점

상황론적
관 점

상황론적
관 점

순수상황론적
관 점

순수상황론적
관 점

모든 개체는 공통된
특성으로 지닌 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직변수와 상황변수
간의 관계는 어떤 범
주로 분류될 수 있음

모든 상황은 전체적
으로 유일하게 독특
성을 가짐

매우 일반적 매우 특수적

[그림 6-5] 상황이론의 관점

자료: Robert Kreitner, Management(9th ed.), Houghton Mifflin, 2004, p.61

전통적 관점

경영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 계 획
• 조 직
• 지 휘
• 통 제

전통적 관점

경영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 계 획
• 조 직
• 지 휘
• 통 제

행위론적 관점
경영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비공식조직
• 작업자간의 협동
• 종업원의 사회적 욕구

행위론적 관점
경영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비공식조직
• 작업자간의 협동
• 종업원의 사회적 욕구

시스템 관점

개별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가
• 투 입
• 변 환
• 산 출

시스템 관점

개별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가
• 투 입
• 변 환
• 산 출

상황적합적 관점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관점 활용
• 외부환경
• 기 술
• 개 인

상황적합적 관점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관점 활용
• 외부환경
• 기 술
• 개 인

[그림 6-6] 상황이론의 등장 배경

자료: Don Hellriegel, Susan E. Jackson, John W. Slocum Jr., Management: A Competency-Based Approach, 

9th ed., South-Western, 2002, p.61.

2. 상황이론의 모형

상황이론의 기본 개념은 조직과 환경의 적합성에 따른 조직 유효성의 창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황이론의 기본 개념에서 조직 유효성 창출이 조직의 합리적 구조라는 것을 통해 이

루어지고 합리적 구조는 상황적 조건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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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이고 상황적인 변수들에 대해

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론 내에 여러 다양한 입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조직의 합리성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직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조건들로는 

다양한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요소만 하더라도 100여 가지는 되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규모와 기술, 환경, 전략 등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이들 상황적 조건들 

중에서 어떠한 요인에 주안점에 두는가에 따라 상황이론 연구자들은 조직규모 등의 구조적 

특성을 강조하는 구조학파, 기술을 강조하는 기술학파, 환경을 강조하는 환경학파, 전략을 

강조하는 전략학파로 분류된다. 

또한 상황이론은 조직의 가장 중요한 논리로서 합리성 또는 효율성을 강조한다. 상황이론

에서 보는 조직구조는 상황적 조건들에 대한 조직설계를 포함하여 포괄적 의미에서 조직의 

합리적 적응을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즉, 조직구조와 상황적 조건이 서로 적합성을 이

룰 때, 가장 최선의 조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상황이론은 상황과 조직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 간에 어떠한 관

계가 성립할 때 조직 유효성이 높아지는가를 연구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상황이론의 고유한 

변수는 조직변수, 상황변수, 성과변수로 요약된다. 

첫째, 조직변수는 조직의 제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조직의 미시적인 변수와 거시

적인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미시적 변수에는 구성원의 동기와 리더십과 같은 관

리과정이 있으며, 거시적 변수에는 조직구조와 조직설계 등의 관리체계가 있다.

둘째, 상황변수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조직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다. 대표적인 변수로는 조직의 규모나 기술, 외부 환경 불확실성, 전

략 등이 있다. 

셋째, 성과변수는 경영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거시적 변

수로는 조직의 성과를 나타내는 유효성과 효율성 등이 있고, 미시적 변수로는 구성원의 만

족과 성장 등이 있다. 

[그림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변수와 상황변수가 조화를 이룬다면 성과는 높아지

게 되며, 그렇지 않다면 성과 수준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과는 결국 조직

변수와 상황변수의 적합성의 함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을 통해서 볼 때, 기업의 성과 

향상을 이루는 관리방법이나 이론에는 보편적인 최선의 방법이 있다기보다 상황변수와 적합

성이 이루어지도록 조직변수를 조정‧통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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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상황이론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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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품질이론

1. 품질이론의 등장 배경

상황이론에서 보다 발전하여 21세기에도 새로운 경영학 접근방법이 등장할지에 많은 관

심이 집중되어 온 결과, 그 해답을 품질이론(quality theory)에서 찾으려는 노력들이 경주되

고 있다.

오늘날의 조직은 그 규모가 어떠하든, 또 활동 영역이 어디이든, 가공할 만한 새로운 경

영상의 도전을 받고 있다. 조직들은 고객이나 경쟁자들로부터 고품질의 재화와 용역을 적시

에 배달하고, 종업원의 윤리적인 행동에 적절히 보상하고, 그리고 다양한 노동력의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한 방법의 개발 등에 관한 높은 압력을 받고 있다.

고품질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고객수요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조직의 성공적인 경영자는 품질 지향적 의식을 갖고 있으며, 고품질 재화 및 서비스, 경쟁

우위 간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품질 지향적 관점

은 고품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고객만족의 달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방법

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고객에 있으며, 고객이 시장에서 종국적으로 품질을 규정한다는 것이

다. 훈련, 전략적 계획화, 제품설계, 경영정보 시스템, 마케팅, 그리고 다른 중요한 모든 활

동이 품질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 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찍이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품질운동을 전개한 사람은 데밍

(Edwards W. Deming, 1900~1993)이었다. 그는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

위를 수여한 샘플링 분야 전문가로 통계학자였으며, 전후 일본의 산업부

흥을 이끈 일본 QC(quality control) 운동의 아버지였다. 

그는 공장에서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들이 사무실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작업자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작업 결과 가운데 ⅓만 검

사함으로써 작업 정확도를 개선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미

국의 통계적 품질관리기법이 전쟁의 승리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여 데밍을 불러들

여 혁신기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1950년 일본 과학기술연맹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데

밍은 품질에 대한 강의를 하였으며, 이후 미국식 품질관리는 일본에서 TQM(Total Quality 

Management)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식의 품질관리운동은 오일 쇼크를 계

기로 원가절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이르러 일본은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2. 품질이론의 철학

데밍은 데밍사이클(Deming Cycle)을 통해 품질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데밍사이

클은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실험 실시, 

검증, 실행으로 네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먼저, 계획 수립(Plan) 단계에서는 시장정보

와 기술 수준, 제조 능력, 예정원가 등을 고려해서 설계품질을 정한다. 둘째, 실험실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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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설계품질에 따라 제조품질이 만들어지도록 제반 공정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셋째, 

검증 단계에서는 원자재의 수입, 중간 제조 및 완성의 단계를 거쳐 제조품질을 점검한 후 

고객이나 시장의 의견을 조사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실행 단계에서는 검증 내용을 토대

로 개선할 사항을 그 다음의 계획 단계에서 반영한다. 데밍사이클은 이러한 순환과정이 계

속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품질개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데밍은 품질이 작업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층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

을 알게 되면서 품질개선에 관한 그의 철학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14가지를 강조하였다.

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개선에 대한 일관된 목적의식을 가져라.  

② 이러한 새로운 철학을 도입하고 변화의 리더십을 채택하라.

③ 전수검사에 의존하지 말고 처음부터 품질을 좋게 만들어라.

④ 가격만으로 사업관계를 유지하는 관행은 지양하고 단일의 공급자와 신의 성실을 바탕

으로 장기간의 관계를 형성하라.

⑤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산/ 서비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비

용을 줄여라.

⑥ 직무훈련을 제도화하라.

⑦ 감독은 부하들의 업무수행을 개선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라. 

⑧ 불안감을 불식시켜 모두가 회사를 위해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하라. 

⑨ 부서 간 장벽을 제거하여 조직 목표를 향해 한 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라.

⑩ 슬로건이나 권고, 목표 등은 반감만 가져올 뿐이므로 제거하라.

⑪ 작업할당량이나 목표량을 강조하는 MBO 대신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라. 

⑫ 작업자의 재량을 인정하고 수치보다 품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

⑬ 교육과 자기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기차게 시행하라. 

⑭ 회사 내의 전원이 변화에 동참하도록 하라.

이상의 단계와 원칙에 따라 이룩된 품질개선은 다음과 같은 연쇄반응을 가져온다. 첫째, 

재작업이 줄고, 실수가 적어지며 작업지연이 감소하고 과업시간과 자원을 보다 잘 사용함으

로써 비용이 감소한다. 둘째, 이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된다. 셋째, 고품질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기업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기업의 수익성을 높아지고 그 사업

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기업은 더 많은 직무를 창

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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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최근 경영이론의 요약

과거의 주먹구구식 관리를 대체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방법으로서의 고전경영이론

이 등장한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론과 기법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등

장하는 경영이론과 기법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일부 기업에서는 적절한 경영상의 해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적·물적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 환경하에서 새로운 경영이론을 적용하고 혁신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은 

조직성과상의 많은 결실을 얻었다. 

지난 40여 년 동안의 경영이론과 혁신기법들을 살펴보면 [그림 6-8](그림 6-8이 원고에 

없습니다.)과 같다. 먼저, 1960년대를 대표하는 기법들로는 의사결정수(decision trees), 매

니지리얼 그리드(managerial grid),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등이 있다.

1970년대에는 X·Y이론, 이요인이론(satisfiers/dissatisfiers), 컨글로머리트(기업결합, 

conglomeration), T-group 훈련, 목표관리(MBO; management by objectives) 등이 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다각화(diversification), 영기준 예산(zero-based budgeting), 포트

폴리오관리(portfolio management), 분권화(decentralization), QC(quality circle), Z이론(Z 

theory),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우수기업의 조건(excellence) 등이 주를 이루었고, 

1990년대에는 현장중심경영(MBWA; management by wandering around), 매트릭스

(matrix), 칸반(kanban), 사내기업가(intrapreneuring),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1분경

영(one-minute managing), 다운사이징(downsizing), 자율팀(self- managed teams), 전사

적 품질관리(TQM),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 등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는 전사적 자원관리(ERP)와 지식경영(KM; knowledge management) 등이 기업의 주요 혁

신기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간 제시되었던 경영이론과 혁신기법들을 시대별로 분류하였지만 이들 이론과 기법들이 

단지 한 시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조직성과 개선과 조직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

었다. 이들 이론과 기법에 대한 세부적인 개념들은 관련된 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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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가치는?

인간의 신체조직과 장기, 체액 등을 내다 팔면 모두 얼마나 받을까? 미국 잡지 와이어드

(Wierd) 8월호는 인체의 사용 가능한 모든 부분을 떼어서 팔 경우 4,500만 달러(한화 약 

540억 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잡지는 이 같은 거래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비록 비만이고 기형적인 신체라 하더라도 쓸모 있는 체액과 조직, 

항체 등을 추출하면 수백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론은 사람의 몸이 

기초적인 구성요인들로 분해됐을 때 단지 ‘주머니 속의 잔돈’ 가치에 불과하다는 낡은 생각

들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몸값’은 살아있는 신체에서 조직을 떼어내 판매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아래 시장성이 높은 장기들의 최고 거래가격에 기초해 산출한 것이다. 또 가난한 제3세계가 

아니라 미국에서 ‘기획된’ 가격을 근거로 삼았다고 이 잡지는 밝혔다. 

흥미로운 것은 과학과 생물기술의 발전에 따라 심장, 콩팥, 허파 등 주요 장기가 인체에

서 더 이상 최고로 비싼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 병원과 보험회사들의 평가에 따르면 골수는 

1,000g에 2,300만 달러(g당 2만 3,000달러), DNA는 970만 달러(g당 13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허파는 11만 6,400달러, 콩팥은 9만 1,400달러, 심장은 5만 7,000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가임 여성은 8년간 32개의 난자를 팔아 모두 22만 4,000달러를 벌 수 있지만 남자가 정

액을 팔아 이 돈을 벌려면 20년간 매월 12번씩 기부해야 한다. 

<한국일보, 2003년 07월 03일>

<‘IBM의 통합 기업 관리 시스템’, www.youtube.com, 2012>

<Clay Shirky: Institutions vs. collaboration, www.ted.com, 2012>

볼거리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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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20~30%가 불합격” 수준

우리나라 기업의 저 품질 비용이 매출액 기준, 20~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조달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만드는 제품 중 저품질 비용 품질불

량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예방비용+평가비용+실패비용)이 일본보다 무려 2~3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불합격률은 6.68%로 저품질 비용은 매출액의 20~30%에 달

했다.

이를 총매출액 대비 저품질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807조 원 중 160조 원에 이르는 금액

이다. 지난 2005년도 기준으로 중소기업 총매출액 420조 원 가운데 무려 84조 원어치의 

물품이 ‘불량제품’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셈이다.

이 같은 통계는 서울대학교 통계연구소가 지난 2006년 12월 발표한 것으로 이웃나라인 

일본기업 수준(저품질 비용이 매출액의 약 12%)과 비교해 볼 때 2~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품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 우선적으로 정부조달물

품의 불합격율을 낮추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5월 발족된 품질관리단을 중심으로 꾸준한 노력을 벌인 결과, 지난해 샘플

링 점검 평균 불합격률이 7.8%로 낮아진 것을 비롯해, 올 1/4분기 불합격률도 1%대로 현

저히 감소했다.

이처럼 불량률을 낮출 경우 지난해 말 기준대비 연간 1조 2,000억~2조 7,000억 원의 사

회적 손실(예산)절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2009년 05월 06일>

1. 열역학의 법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2. 이인동과성의 사례를 들어보자.

3. 초기 영국 OR팀의 성과를 조사해 보자.

4. 상황이론의 한계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5. 품질이론이 오늘날의 경영이론에 기여한 바를 살펴보자.

생각거리

숫자로 본 기업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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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획화의 본질

경영자가 경영 활동을 통해 높은 조직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미래상황의 대비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경영 활동

이 계획수립(planning) 과정이다. [그림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화는 가장 기본적인 

경영 기능으로 조직의 기본원리를 확립하며, 계획화 이후 조직화, 지휘, 통제 등의 관리과정

의 방향을 설정한다. 

조직화
(4부)

조직화
(4부)

계획화
(3부)

계획화
(3부) 지휘

(5부)

지휘
(5부)

통제
(6부)

통제
(6부)

조직화
(4부)

조직화
(4부)

계획화
(3부)

계획화
(3부) 지휘

(5부)

지휘
(5부)

통제
(6부)

통제
(6부)

[그림 7-1] 관리과정과 계획화

자료: Don Hellriegel, Susan E. Jackson, John W. Slocum, Jr., Management: A Competency-Based Approach, 

McGraw-Hill, Inc., 2008. p.9. 

1. 계획화의 개념

경영 활동의 첫 번째 단계는 계획화(planning)이다. 계획화는 조직의 기본 원리를 확립하

며, 계획화 과정 이후의 조직화, 지휘, 통제 등 경영 활동의 방향을 설정한다. 이러한 계획

화는 ① 조직의 비전과 사명, 그리고 장단기적인 조직의 전반적인 목표를 선택하고, ② 선

택된 목표에 의거하여 사업부나 부서 혹은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며, ③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선택하고, ④ 선택된 목표와 전략, 전술을 실행하기 위하여 인력

과 자금, 장비, 그리고 기타의 자원을 배분하는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다. 즉, 계획화는 

조직의 목표를 선택하고 선택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의 내용을 규정하는 과

정인 것이다. 

계획화 과정의 산물은 계획(plan)과 목표로 나타나는데 계획과 목표는 기업 활동을 위한 

청사진과 같다. 계획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조직은 미래의 기회를 파악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게 되며 선택 가능한 대안들의 제반 활동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 계획의 수준

계획화 과정의 산물인 계획은 조직의 수준에 따라 다르며 조직 각 부문이 어떠한 책임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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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략계획

전략계획(strategic plans)은 조직의 전략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이다. 전략계획은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전략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원을 어떻게 

할당하고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 전략계획은 주로 이사회나 중간관리층과의 협의

를 거쳐 최고경영층이 개발한다. 전형적인 전략계획은 비교적 장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전략계획은 기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그 영향력이 전술이나 운용계획보다 포

괄적이며 장기적이라 할 수 있다. 계획의 전반적인 과정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략계획이 효과적인 것이어야 한다.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략목표(strategic goals)는 최고경영층에 의하여 설정되는 기

업의 목표나 미래의 최종적인 결과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조직 전체

적으로 관련된 이슈를 말하며, 때로는 아주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된다. 전략목표는 최고경

영층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언명되어지기에 공식 목표로 불리기도 한다.

2.2. 전술계획

전술계획(tactical plans)은 전략계획을 수행하고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 전술계획은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에 걸치는 중기적인 계획에 초점을 둔다. 대부분의 

경우 전술계획은 중간관리층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이 계획은 각 부서가 그들의 전술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단계들을 거쳐야 하는지를 나타내준다. 일반적으로 전술계

획은 전략계획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전술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술목표(tactical goals)는 중간관리층에 의하여 설정되는 하

위부서(단위)의 목표나 미래의 최종적인 결과이다. 이 수준의 목표는 전략목표에서 설정된 

목표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들이 수행해야 할 활동들을 밝혀 놓은 것이다. 보통 

전술목표는 전략목표보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표현된다.

2.3. 운영계획

운영계획(operational plans)은 전술계획의 수행과 운영목표의 달성을 위해 고안된 수단

이다. 운영계획은 일반적으로 일 년 이하의 단기적인 기간, 예를 들면, 수개월, 수주, 심지어

는 수일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수준의 계획은 중간관리층과의 협의하에서 하위 감독자에 

의하여 개발된다. 운영계획은 운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단기간 동안에 무엇을 달성하여야 

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운영목표(operational goals)는 조직의 하위계층에서 수행하여

야 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나 미래의 최종적인 결과이다. 이 수준의 목표는 기업 

활동이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실행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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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계획과 목표의 수준

자료: Kathryn M. Bartol and David  . Martin, Management, McGraw-Hill, Inc., 1994. p.140.

  

살펴본 세 가지 수준의 계획과 목표는 계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세 

수준의 계획과 목표는 조직의 전체 계획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동시화되어야 한다. 즉, 각 

수준의 계획과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통합되어 전체 목표를 달성하려는 곳으로 유

기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 수준의 목표는 상호 간에 목표-

수단의 연계(goals and means chain)로 볼 수 있다. 

즉, [그림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 수준의 목표는 전술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며 전술목표는 운영목표의 목표이다. 그리고 전략목표의 수준에서 보면 전술목표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즉, 운영목표와 전술목표, 전략목표의 연

계는 수단(운영목표)-목표(전술목표)=수단(전술목표)-목표(전략목표)의 체인이 되는 것이다.

3. 계획의 유형

계획은 미래의 행동에 대한 것으로 [그림 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계층을 이루

고 있다. 즉, 조직의 사명이 결정되고 난 후 이를 바탕으로 목표가 수립되고 구체적인 전략

과 방침이 설정되며 부서 단위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규칙이 마련되며 

프로그램으로 실행되고 예산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계획의 단계

별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목적/

사명
목표

전략/

방침

예산
프로

그램

절차/

규칙

[그림 7-3] 계획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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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명

모든 경영 활동이 유의미성을 가지고 위해서는 최소한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계획은 이러한 기업의 사명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사명은 기업의 존재이유

나 목적을 말한다. 즉, 기업의 사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기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이

다. (1)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what business are we in?) (2) 우리는 누구인

가?(who we are?) (3)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what are we about?). 즉, 사

명은 기업이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고객의 욕구와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재화와 용역, 혹은 

현재나 미래에 추구하고자 하는 시장 측면에서 기업을 묘사해 놓은 것이다.

기업의 사명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벤치마크가 되며, 종업

원에게는 의사결정 및 행동의 지침이 된다. 그리고 사명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배양시켜 

주고, 구성원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인 

투자자, 정부기관, 공공기관에게는 조직의 가치관과 미래의 방향에 대한 통찰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사명은 기업에 따라 공식화된 문서로 존재하기도 하고 묵시적으로 존재하기도 한

다. 묵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직 구성원의 관점과 이해에 따라 사명이 달리 

지각되기도 한다. 

3.2. 목표

조직 목표가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성공적인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즉, 조직이 설정한 모든 목표가 효과적인 목표가 될 수 없으며, 목표가 바람직

한 목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 

첫째는 목표의 구체성(specific)이다.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 작업집단, 

그리고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

공적인 목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직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

인지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는 목표의 측정 가능성(measurable)이다. 목표를 설정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통

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측정 가능한 목표들은 쉽게 이

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는 관리자들이 구체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며 통제하

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셋째는 목표는 달성 가능한 수준(attainable)이어야 한다. 목표는 현실적이면서 달성 가능

한 것이어야 한다.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높게 설정된 목표는 실패하기 쉽다. 그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유도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 낮게 설정된 목표도 바람직

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목표는 목표달성에서 오는 성취감이 부족하여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기업들은 크고, 어렵고, 대담한 목표

(BHAG; big, hairy, and audacious goal)를 설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조직의 생

산성 향상과 구성원의 만족을 높일 수 있었다. 

넷째는 목표의 결과 지향성 혹은 현실성(results oriented or realistic)이다. 이는 사고 

중심적인 목표보다 행위 중심적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현실성이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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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간과 예산 및 자원의 체계적인 운영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달성하고자 하

고자 하는 목표의 현실적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목표의 수준을 설정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분

명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목표에는 시한(time bound)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마감시간을 명시하여야 한

다는 것으로, 언젠가 10억 불 수출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에 달성하겠다

는 형식으로 목표달성 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성공적인 목표 설정의 원칙은 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

능하고 현실성이 있어야 하며 시한이 미리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설정의 방식

을 스마트한(SMART) 목표 설정이라 한다. 

3.3. 전략/방침

오래전부터 전략은 군대에서 적군이 행할 행동이라 여겨지는 신념에 근거하여 수립된 총

괄적인 대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아직도 전략은 경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현재는 경영자들 사이에서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 분야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

향이 있다. 전략은 주요 목표 및 방침을 통하여 기업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고 전달하는 것

이다. 전략은 기업이 어떻게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유용한 기업의 행동과 사고

의 개념 틀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첫째, 기업의 전체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자원개발 및 행동에 관한 일반적 내용, 둘째, 조직의 목표 및 변화, 이들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원, 그리고 이러한 자원의 획득, 사용 및 배분 등을 결정하기 위한 

내용, 셋째 기업의 기본적인 장기 목표의 결정과 행동 방향의 선택,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배분 등이 그것이다. 전략의 본질적인 내용과 특성에 대해서는 

본 장의 3편과 8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방침 또한 의사결정에 있어 사고를 이끌어주거나 연계시키는 일반적인 기술 혹은 이해라

는 점에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방침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를 규정하며 의사

결정이 기업 목표에 부합하고 이에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직 내 모든 

계층에 방침은 존재한다. 기업의 주요 방침에서 시작하여 부서의 주요 방침을 통해 조직의 

가장 세부 단위에 적용될 수 있는 사소한 방침에 이르기까지 어느 계층에나 방침은 존재한

다. 방침이 조직의 다양한 계층에서 재량에 따라 설정된다 하더라도 기업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침들은 일관성 있고 총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4. 절차/규칙

절차는 장래의 활동방법을 수립한다는 의미에서 계회이라 할 수 있다. 절차는 사고보다는 

행동에 대한 지침이며 특정 활동들을 수행하는 명확한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

이다. 절차의 본질은 요구되는 활동의 시간적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다. 절차는 조직의 모든 

분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의 하위로 내려갈수록 절차는 보다 세밀하고 그 

수가 많아진다. 

규칙 또한 조직에 요구되는 활동이나 금지행동을 자유재량의 여지가 없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다. 보통 규칙은 가장 단순한 계획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규칙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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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지 않고 행동을 이끈다는 점에서 절차와는 다르다. 그러나 규칙은 절차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절차와 규칙은 그 본질상 사고를 억제하도록 설계되

어 있다. 즉, 조직 구성원들의 자유재량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

이다. 

3.5.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목표, 방침, 절차, 규칙, 과업할당, 취해질 조치, 사용되는 자원 및 주어진 행

동방안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요소들의 복합체이며 이들은 통상적으로 예산의 지원을 

받는다. 주요 프로그램은 여러 세부 지원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트기에 투자하려는 항공회사의 프로그램은 항공기 자체와 필요한 예

비 부품 등의 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지

원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예비 부품이나 부속을 갖춘 정비기지 및 운영기지에 관한 프로그램이 세밀하게 개발되어

야 한다. 특수한 정비설비가 마련되어야 하며 정비사가 양성되어야 한다. 조종사와 항공기

술자들도 훈련시켜야 하며, 또한 제트기의 신규도입으로 주당 비행시간이 증가하게 된다면 

승무원도 신규 채용해야 한다. 비행일정표도 수정되어야 하고 지상 근무자들은 이 새로운 

비행기 도입에 따라 새로 취항하게 되는 도시들에까지 업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그리고 광고 프로그램은 이 새로운 서비스 확대를 적절히 홍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항공기 구입, 투자조달 및 보험가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

다.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은 항공기가 구입되어 실제 운항에 들어가기 이전에 작성되어 실

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프로그램은 조정되어야 하며 시의적절하여야 한다. 

3.6. 예산

예산은 예상되는 결과를 수치로 표시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숫자화된 프로그램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 재무적 운영예산은 이익계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산은 재무적 

금액으로 표현도리 수도 있으며, 노동시간, 제품의 단위, 특정 기계의 사용시간 또는 기타 

측정 가능한 다른 수치로 표현될 수도 있다. 

많은 기업에 있어 예산은 기본적인 계획 수단이다. 예산은 기업으로 하여금 사전에 기대

되는 현금 흐름, 수입과 비용, 자본지출, 노동 혹은 기계시간 등을 계수적으로 편성하게 한

다. 이러한 예산은 지출의 통제뿐만 아니라 경영에 있어 원가의식을 주입시킬 목적으로 정

교한 예산통제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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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획화 과정과 결과

계획화 과정이 없다는 것은 최소한의 목표나 계획이 없는 기업을 생각하는 것만큼 불가능

하다. 계획화는 사명과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결정하는 관리 

기능이다. 즉, 계획화는 사명과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을 세워 목표달성을 유도하며 궁극적

으로는 조직의 효율성(efficiency)과 유효성(effectiveness)을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1. 계획화 과정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그림 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가지의 단계가 있으며, 어떠한 

계획이든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단계를 거쳐 계획이 수립된다.

1.1. 기회의 인식

기회의 인식은 실제의 계획에 선행하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계획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없지만, 계획의 시작은 기회의 인식에서부터라는 측면에서 계획의 첫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단계는 기업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의 분석, 그리고 기업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의 

분석을 통한 본 현재 상태,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성취하고자 미래의 기대사항 

등을 파악하는 것이 이 단계에 포함된다. 기업이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

부는 바로 이와 같은 기회의 인식에 달려 있다.

[그림 7-4] 전반적인 계획화 과정

자료: Don Hellriegel, Susan E. Jackson, John W. Slocum, Jr., Management: A Competency-Based Approach, 

9th ed., McGraw-Hill, Inc., 2002. p.206.

1.2. 목표의 설정

계획의 두 번째 단계는 장·단기의 전체 목표와 하위 단위별로 부문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 173 -

다. 목표는 기대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달성해야 하는 최종지점을 결정하는 것이

다. 더불어 가장 강조되어야 할 곳은 어디이며, 전략과 방침, 절차와 규칙, 프로그램, 예산 

등의 계획 네트워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제시하는 것이다.

1.3. 계획전제의 수립

계획수립의 세 번째 단계는 계획의 전제조건을 수립하고 계획수립의 관계자들에게 전달하

며 이들의 사용에 동의를 얻는 일이다. 전제는 계획이 앞으로 실행될 환경에 대하여 가정한 

것, 즉 예상 환경이다. 미래란 대단히 복잡한 것이므로 미래의 환경에 대하여 상세하게 가

정하는 것은 무익하고 비현실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전제는 계획수립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전략적인 것, 다시 말해, 실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에 국한된다.

1.4. 대안의 발견

계획의 네 번째 단계는 대안적 행동방안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주어진 전제하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대안들이 

탐색되어야 한다.

1.5. 대안의 비교

계획의 다섯 번째 단계는 발견한 대안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하고, 전제와 목표에 비추어 

이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평가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어떤 대안은 높은 이윤을 낼 수

는 있으나 과다한 비용지출을 필요로 하고 그 회전속도가 더딘 반면, 다른 대안은 이윤이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위험이 낮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 

만일 어떤 기업의 유일한 목적이 직접적인 이윤 극대화뿐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

지 않은데다 현금과 자본이용에 구애받지 않으며 여러 가지 제약요소들을 확실한 자료로 정

리해 낼 수 있다면, 대안 간의 비교와 평가는 비교적 쉬울 것이다. 그러나 계획수립 과정에

는 전형적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단순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 평가는 매우 어렵기 

마련이다. 대개의 경우, 대안의 수가 대단히 많고 고려해야 할 변수나 제약조건의 수도 많

으므로 평가의 문제는 극히 어렵게 된다.

1.6. 대안의 선택

계획의 여섯 번째 단계는 비교·평가된 대안을 선택되는 시점, 즉 실제로 의사결정이 이루

어지는 단계이다. 간혹 대안들을 분석하고 평가해 보면 둘 이상의 대안이 한 가지 대안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관리자는 하나의 최선을 택하기보다는 여러 

행동방안을 따르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더 나은 대안을 발견하기 위해, 혹은 새로운 계획

전제의 출현 등의 피드백을 통해 목표를 수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탐색해 나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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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원계획 수립

대안의 선택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계획에 따라 지원계획 혹은 파생계획이 

수립된다. 즉, 기본계획을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항공

회사가 일단의 신형 항공기들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곧 여러 개의 파생계획을 세

우라는 신호이다. 따라서 신형 항공기 도입계획에 따라 각종 목적에 맞는 인재의 채용과 훈

련, 예비 부품의 구입 및 비치 그리고 정비시설의 개발 및 취항일정, 광고, 금융 및 보험 등

에 관한 파생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1.8. 예산 편성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 마지막 단계는 계획을 예산으로 변형

시킴으로써 수치화하는 단계이다. 기업의 전체 예산은 전체적인 수입과 비용 총액, 그리고 

현금과 자본지출 등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주요 항목들에 대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 전체와 각 부서 혹은 사업계획은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실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잘 편성된 예산은 다양한 계획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수단이 되고 계획

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2. 계획화 결과

계획은 성공을 추구하는 기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계획 없이 성공할 수 없으며, 실

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에 실패한다는 것은 곧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은 기업에 많은 이득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이득에는 반드시 지불하여야 할 비용도 따르게 

마련이다.

2.1. 계획화의 이득

이론적으로 계획은 기업의 보다 나은 성과를 이끌어낸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계획은 네 

가지의 주요한 이득을 제공해 준다. 미래 지향적 사고와 참여적 작업 환경 조성, 보다 나은 

조정, 그리고 효과적인 통제의 용이 등이 그것이다.

1) 미래 지향적 사고

계획 기능은 경영자로 하여금 조직이 미래에 당면하게 될 잠재적인 위험과 기회, 그리고 

자원을 사전에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계획 기능이 갖는 부산물은 조직의 문제와 해결책

에 대한 인식이다. 오늘날과 같이 경쟁적이고 동태적인 기업 환경하에서 경영자들은 앞서서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은 이러한 변화를 예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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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적 작업 환경 조성

성공적인 조직계획의 수립과 이행에는 조직 구성원들의 폭넓은 참여가 요구된다. 이러한 

참여적 작업 환경은 조직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조직이 계획을 세우

는 데 있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다양한 집단으로 조직이 구

성되어 있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는데, 참여적 분위기는 구성원의 다양한 견해와 관점 나

아가서는 상충적인 의견도 계획수립에 활용될 수 있게 한다. 둘째,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들

이 참여하여 설정된 계획에 보다 애착을 가진다. 즉, 그들이 참여한 계획에 더욱 몰입되며 

계획을 지지하게 됨으로써 계획이나 목표에 대한 수용도를 높인다.

3) 보다 나은 조정

계획이 있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중의 하나는 조정(coordination)이다. 계획은 조직 내

에서 일어나는 제반 활동들을 조정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조직은 다양하고 

많은 작업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집단들의 활동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

이다. 계획은 이러한 작업집단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며, 집단들의 활동을 조정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조정 활동 없이 조직 구성원과 집단의 노력을 공통적인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곳으로 통합시키기는 불가능하다.

4) 효과적 통제의 용이

계획은 조직 활동의 진행과정과 진척상황을 통제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계획에 따라 규정

된 활동들을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성과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진척상황이 통제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통제는 조직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2.2 계획화의 비용

언급한 계획화의 많은 효익과 더불어 계획화는 또한 비용을 수반한다. 이러한 비용은 상

당하며, 때로는 이와 같은  비용으로 인하여 경영자들이 정교한 계획수립을 회피하기도 한

다.

1) 시간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상당한 경영적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의 자원을 평가하고 

작업집단의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여 조직의 목표를 수립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 그리고 경쟁기업의 전략과 관련된 정보를 평가하고 

분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국제적인 활동

을 하는 기업의 경우는 국내 기업보다도 이러한 정보의 분석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 176 -

2) 의사결정의 지연

계획화의 또 다른 비용은 의사결정의 속도를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즉, 계획이 실행보다 

평가에 더 중점을 두어 실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계획은 내부 활

동과 시장이나 산업에서의 기업 적응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기업 생존의 필수요인이 되는 경우에 기업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다줄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시간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인 요

소이다.



 - 177 -

Ⅲ. 전략경영의 본질

1. 전략경영의 기초

1.1. 전략경영의 배경

오늘날의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하에 놓여 있으며, 기업의 성공과 실패는 이러한 환경에 

대하여 얼마나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에 있어서 50년대 성공적이었던 기업이 오늘날 중소기업으로 전락하거나 흔적조차 없이 사

라진 경우가 허다하며, 그와는 달리 성공적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국제적인 규모로 성

장한 기업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업의 부침은 기업 서열의 변화에서 뚜렷이 알 수 있다. 경제개발이 한창 진행되

던 1960년대의 100대 기업에 속했던 우리나라 기업들 중 16개만이 1990년에도 100대 기

업에 속했을 뿐 나머지 기업들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거나 시장에서 도태되고 말았다. 

이렇게 도태된 기업이 있는 반면에 절치부심의 노력 끝에 10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신생 기

업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지금까지 100대 기업에 속해 생존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칫하다가는 제품이나 사업의 형태 등 기업의 성격이 변화되어 어

느새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기업의 부침을 보노라면, 기업의 성공과 실패는 그 기업이 환경의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해 왔는가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된다. 즉, 기업은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

는가에 따라 성장은 물론, 그 생존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 또한 점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라 할 수 있

다. 즉,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계획과 전략을 설정하며, 지속적으로 조

직 변화를 추구하는 경영자만이 기업을 성공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환경

에 적응하는 것이 곧 전략경영(strategic management)의 과제이다.

1.2. 전략경영의 개념

전략(strategy)이라는 용어는 원래 전쟁에서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국적인 작

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군사용어였다. 이러한 용어가 기업경영을 다루는 학문에 사용된 것은 

기업의 환경적인 여건이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직면한 환경과 마찬가지로 동태적이고 경

쟁적인 면에서 공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 혹은 경영전략(management strategy)은 동태적이

고 경쟁적인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즉, 

전략 혹은 경영전략은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체 내부의 모든 기능과 

활동을 통합한 종합적인 계획인 것이다. 전략경영은 기업의 이러한 전략을 다루는 분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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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략은 경쟁자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경쟁우위를 유지하도록 경쟁자의 강점을 고려하

여 자사의 강점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경영전략의 주된 목적은 환경 적응을 통

하여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경쟁자가 없다면 전략은 필요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전략은 경쟁자와의 상대적인 관점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므로 수익성 제고, 

조직의 능률화 등과 같은 운영상의 개선과는 달리 적용시켜야 한다. 또한 경쟁자의 동태에 

따라 일반적인 경영상의 승리와 패배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으므로 일방통행식의 

전략은 성립되지 않는다. 

오늘날 경영전략은 앞 장에서 언급한 전략, 즉 전략의 계획 활동뿐만 아니라 실행 활동까

지도 비중 있게 고려한, 보다 발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경영전략이란 경쟁에서 승

리하기 위한 또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기업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유리한 상황이란 첫

째, 매력적 산업 영역을 확보하고, 둘째, 지속적 경쟁우위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

게 본다면 경영전략이란, 외부 환경으로부터는 매력적인 사업영역을 확보하고 기업의 내부 

환경으로 부터는 핵심역량을 발굴하여 지속적 경쟁우위를 보유하여 성과를 증진시키는 역할

을 수행한다.

2. 전략경영의 수준

기업의 내외부의 여건을 고려하여 형성되는 경영전략은 세 가지 수준에서 개발된다. 이 

세 수준에서의 전략은 [그림 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전략, 사업전략, 그리고 기능전

략이다. 

2.1. 기업전략

기업전략(corporate strategy)은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 전체

적인 차원에서 각 사업부의 전략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나아가서 사업부 사이에 자

원은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수준의 전략은 최고경

영층에 의하여 수립된다.

2.2. 사업전략

대부분의 기업은 여러 개의 전략적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 전략적 사업부(SBU; strategic 

business unit)는 자신의 경쟁자가 있는, 따라서 기업 내의 다른 사업과 달리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다른 사업과 명확히 구별되는 사업이다. 사업전략(business strategy)은 기업전략

을 지지하면서 전략적 사업 단위의 경쟁력 유지와 향상을 위한 것이다.

사업 수준의 전략은 어떤 방면에서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인지, 환경과 경쟁적 

조건의 변화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원을 각 사업 단위

에 할당하고, 기능 수준의 전략을 조정하는 것 등에 초점과 목표를 두고 있다. 각 사업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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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은 비록 최고경영자의 승인하에 있는 것이지만 각 사업부 단위의 장에 의하여 개발

된다. 

기업이 하나의 사업만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업 수준의 전략과 사업 수준의 전략은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 수준의 전략과 사업 수준의 전략 간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는 

상이한 산업 영역에서 경쟁하는 서로 다른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2.3. 기능전략

 기능전략(functional strategy)은 기업 수준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사업 내의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 단위에서의 실행계획이다. 즉, 사업 내의 각 주요 기능, 예를 들면, 

생산운영, 마케팅,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

능 수준의 전략은 경쟁적인 우위를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기능상의 우위를 반영하는 것

이다.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살펴본 세 가지 수준의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아주 중

요하다. 사업 수준의 전략은 기능 수준의 전략이 뒷받침될 때 성공적일 수 있으며, 같은 이

치로 기업 수준의 전략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상보적인 사업 수준 전략들이 뒷받침될 

때 성공적일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지 수준은 전략경영 과정에서 긴밀하게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림 7-5] 전략 수준

자료: Charles W. L. Hill & Gareth R. Jones, Strategic Management. 6th ed., Houghton Mifflin Company,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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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영전략의 수립

1. 전략형성의 고려요인

전략경영의 과정은 크게 두 과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의 과정은 경영전략을 형성하는 

과정(strategy formulation)이며, 두 번째의 과정은 형성된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strategy 

implementation)이다. 이 두 가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첫 번째 과정인 경영전략의 형성과정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기회의 측면에서 기업

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역량 측면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며 

이 두 가지 고려사항들의 적정 균형을 이루는 지적인 과정이다. [그림 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은 전략을 선택하기에 앞서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험을 분석하며 기업이 가진 이

용 가능한 자원의 측면에서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기업이 인지된 시장의 욕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시장에 존재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능력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흔히 SWOT 분석으로 불린다. 즉, 기업이 처한 상황을 기업의 강점(S; strengths)과 

약점(W; weakness), 그리고 기회(O; opportunity)와 위험(T; threats)으로 나누어 평가하

는 기법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전략은 환경으로부터의 기회와 위험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내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선택된다. 이와 같이 감당할 만한 위험하에서 외부로부터 주어진 기회

와 기업의 능력이 평가되어 나타난 가장 기초적인 전략적 대안을 경제적 전략(economic 

strategy)이라 한다. 경제적 전략은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 전략으

로 경제적 이득은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략이다. 이러한 경제적 전략은 여러 개일 수 있다.

[그림 7-6] 전략경영의 과정

자료: Richard L. Daft, Management, 6th ed., South-Western, 2003,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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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실제 수행하는 전략은 이러한 경제적 전략 가운데서 또 다른 두 가지의 조건을 충

족하는 전략이다. 첫째는 기업은 경제적인 전략의 형성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기업가나 최고

경영자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이상, 그리고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최고경영자

를 비롯한 기업 경영자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이 기업의 경제적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고 하여 아무런 전략이나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인 전략 가운데서 기업가와 최고경영자의 이상과 가치관이 반영된 전략이 선택되는데 

이를 내부실행가능전략(internal feasible strategy)이라 한다.

내부실행가능전략도 그대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전략 선택에 있어 두 번째로 고려되는 

사항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기업은 외부 환경과 상호 교환관계를 

가지는 개방 시스템이다. 환경은 기업이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는 기업을 사회는 수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회가 바라는 기업의 

의무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며 기업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이다. 따라서 기업의 최

종적인 전략 선택에서는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된다.

윤리적인 측면은 기업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말해 주며 이것이 전략 결정의 마지막 

요소이다. 내부실행가능전략에 이와 같은 윤리적 사회적 책임이 고려된 전략을 외부실행전

략(external feasible strategy)이라 하며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전략은 바로 이 전

략인 것이다.

[그림 7-7] 전략형성의 고려요인

이와 같이 기업전략의 전략을 형성하는 데 고려되는 요소는 ① 시장의 기회와 위험, ② 

기업의 능력과 자원, ③ 개인적인 가치관과 열망, ④ 사회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책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의 형성과정은 [그림 7-7]에 잘 나타나 있다.

2. 외부 환경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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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기업의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기

회와 위협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전략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환경은 일반적인 환경이라기보다는 과업 환경이며, 그중에서도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환경이다. 따라서 전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환경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

다. 이에 외부 환경에 대한 대표적인 분석기법으로 산업경쟁도 분석과 전략집단 분석을 살

펴보기로 한다.

2.1. 산업경쟁도 분석

산업이란 서로서로 대체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대체 가능

한 제품이라는 것은 재화와 용역이 충족시키는 고객의 기본적인 욕구가 유사한 제품임을 말

한다. 예를 들면, 금속과 플라스틱은 자동차의 차체의 재료로 같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가

까운 대체물이 된다. 서로 다른 생산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금속 차체를 생산하는 자동

차 부품회사는 플라스틱 차체를 만들어내는 회사와 유사한 기간산업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동차 차체라는 부속품을 만들어 서로 유사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기업의 경영자는 전략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산업 환경 내의 경쟁정도를 먼저 분석하

여야 한다. 포터(Michael E. Porter)는 산업의 경쟁정도가 [그림 7-8]에서 제시된 바와 같

이 다섯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림 7-8] 포터의 산업경쟁도 요인

자료: Michael E. Porter, “How Competitive Forces Shape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1979, 

March-April, p.141.

그가 제시한 산업의 경쟁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그림 7-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재경

쟁자의 시장진입 위협, 기존 기업 간의 경쟁, 고객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그리고 대체

재의 위협이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요소들의 힘이 강해질수록 기업은 가격을 인상하기가 

어렵게 되며 이윤을 획득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산업경쟁도 분석결과 강력한 경쟁도는 

기업에게는 위협으로, 그리고 경쟁도가 낮은 것은 기회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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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도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인들의 영향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기업

은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자는 산업의 경쟁도를 

결정짓는 요인의 변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기회와 위협을 인식하고 적절한 전략을 형성해

야 한다.

1) 잠재경쟁자의 시장진입 위협

산업의 경쟁도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은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입 위협(threat 

of new entrants)이다. 이러한 경쟁자는 현재는 산업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진입의 가능

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이다. 

이러한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산업의 진입장벽(entry 

barrier)이라 한다. 진입장벽은 어떤 산업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들어가게 되는 비용

의 개념이다. 잠재적인 경쟁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많을수록 진입장벽은 그만큼 높다. 산

업의 진입장벽이 높게 되면 산업의 수익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경쟁자가 그 산업에 

쉽게 뛰어들 수는 없게 된다. 베인(Joe S. Bain)은 산업의 진입장벽이 형성되는 주요 원천

으로 브랜드 로열티와 낮은 원가,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들고 있다.

2)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산업의 경쟁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기존 업체 간의 경쟁(rivalry among 

established firms)이다. 산업 내의 기업 간 경쟁 정도가 낮다면, 기업은 가격을 올리고 이

익을 보다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하다면 판매수익으로부터 얻어지

는 이윤의 폭이 감소하게 되어 수익성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한 산업 내의 기존 기업 간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산업 내의 경쟁구조와 수요 여건, 그리고 퇴출장벽(exit 

barrier) 등을 들 수 있다.

3) 고객의 교섭력

산업의 경쟁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은 고객의 교섭력(bargaining power of 

customers)이다. 고객의 교섭력은 고객이 발휘하는 힘을 말한다. 만약, 고객이 제품가격의 

인하나 보다 나은 품질, 혹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면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협이 된다. 반면에 고객이 입장이 약화되면, 기업은 가격을 보다 쉽게 인상시킬 수 있어 

나은 수익을 영위할 수 있다. 고객이 기업에 대하여 다양하고도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느

냐 없느냐의 여부는 기업과 고객의 상대적인 힘에 의하여 결정된다. 

고객의 교섭력이 강해지는 경우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이 많은 수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매자가 수는 작고 규모가 클 때, 고객이 대량으로 구매하며 그것이 산업에

서 차지하는 부분이 클 때, 고객의 적은 비용으로 공급업체를 쉽게 바꿀 수 있고 여러 기업

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할 때, 그리고 고객이 후방통합을 통하여 그들의 

원료를 생산하거나 고객이 제품 공급자를 구매하겠다는 위협을 할 수 있을 때 등이다.

이와 같이 고객의 교섭력이 큰 경우는 자동차 부품생산업체를 들 수 있다. 이 산업의 고

객은 자동차 제조회사이며 부품제조회사는 소규모이고 많은 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자동차 부품회사는 부품을 구입하는 고객인 자동차 제조회사의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들어

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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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자의 교섭력

산업의 경쟁도에 영향을 미치는 네 번째 요인은 공급자의 교섭력(bargaining power of 

suppliers)이다. 공급자의 교섭력은 고객의 교섭력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즉, 원재료나 부

품을 제공하는 공급업자가 가격을 상승하거나 공급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공급자의 교섭력이며, 공급자의 교섭력이 커질수록 기업에게는 위협이 된다.

공급자의 교섭력이 강해지는 경우는, 공급자의 제품이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대체물이 거

의 없고 제품의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어 기업이 공급자를 바꾸는 데 많은 비용이 들 때, 공

급업자가 전방통합을 통하여 제조공장을 구매하려고 할 때, 그리고 부품을 공급받는 기업이 

후방통합을 통하여 공급자의 산업에 진출하거나 자체적으로 공급을 조달하겠다는 위협을 할 

수 없을 때 등이다.

공급자의 교섭력이 큰 경우는 최근 국내의 항공사 파업에서도 알 수 있다. 항공회사의 공

급업체는 노동조합과 비행사, 그리고 정비사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교섭력은 항공회사의 

그것보다 컸다. 항공회사는 파업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비노조원을 고용할 수 없는 인력대체

의 어려움 등으로 높은 원가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공급자의 교섭력이 커질

수록 산업의 경쟁도는 심화되어 산업의 수익성이 감소하게 된다.

5) 대체재의 위협

포터의 산업경쟁도 모형의 마지막 요인은 대체재의 위협(threat of substitute products 

or services)이다. 대체재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충족시켜 주고 있는 고객의 욕구와 유

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제품들이다. 예를 들면, 커피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홍차나 기

타 소프트 드링크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산업들

은 서로 대체관계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커피의 가격은 대체재인 홍차나 소프트드링크의 존재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상

대적으로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 소비자들은 다른 대체물을 찾게 된다. 이러한 현상

은 추운 기후로 브라질의 커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되었던 1975년과 1976년에 나타났다. 

이때 커피의 가격이 기록적으로 높아지자 많은 소비자들은 홍차를 비롯한 다른 대체물을 소

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유사한 대체재는 제품의 가격과 기업의 수익성을 제한하는 강력하고도 위협적인 

존재이다. 반대로 한 제품에 대해 유사한 대체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조건이 모

두 같다고 할 때, 그 제품은 가격 이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상호 대체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비행기와 버스, 컴퓨터와 인쇄, 전자우편과 편지, 인간적인 감독과 전자장

치에 의한 감시 등을 들 수 있다.

6) 보완재

포터가 제시한 산업경쟁도를 결정하는 다섯 가지 요인에 덧붙여 최근 새롭게 제시되고 있

는 요인은 보완재(complementary goods)이다. 보완재는 경쟁위협을 가하지는 않지만, 의식

적으로 전략적인 보완관계 제품이나 기업을 관리하려는 전략적 사고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티뱅크(Citibank)는 1977년 가장 처음으로 자동입출금기(ATM)를 도입한 은

행이었다. 다른 은행들도 곧 뒤따르게 되었고, 그 은행들은 시티뱅크가 자신들과 함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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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입하기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시티뱅크는 경쟁자를 돕기를 원치 않

았기에 공동 네트워크에 가입하기를 거부하였다. 시티뱅크를 제외한 은행 네트워크가 미국 

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을 때 시티뱅크 고객들은 자동현금인출기를 이용할 수 없어 

시티뱅크의 시장점유율 하락하게 되었다. 결국, 시티뱅크는 1999년 애초 결정을 번복하고 

공통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된다. 시티뱅크는 전략적 보완관계의 기업을 경쟁자와 혼동하였

던 것이다.

이처럼 서로 보완적인 제품, 시장, 그리고 기업에 대한 관리는 물론, 전통적인 의미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 업종 기업 간의 보완관계의 전략적 관리 역시 산업 내 경쟁도를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2.2. 전략집단 분석

외부 환경, 즉 산업 환경에 대한 또 다른 분석기법으로 전략집단 분석을 들 수 있다.

1) 전략집단의 개념

한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은 유통채널이나, 시장 세분화, 제품의 품질, 기술, 가격, 광고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유사한 전략을 실행하는 기업들의 집단을 

찾아볼 수 있다. 즉, 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 가운데 유사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집단이 

있으며 이 집단에 속한 기업은 다른 집단에 속한 기업과는 서로 다른 전략을 실행하고 있

다. 이와 같이 한 산업 내에서 유사한 전략을 실행하는 기업들의 집단을 전략집단(strategic 

group)이라 한다.

전략집단은 동일한 기본전략을 실행하는 집단이며, 산업 내 기업은 몇 개의 대표적인 전

략집단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세계 자동차산업은 [그림 7-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너 

개의 전략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좌측 하단의 전략집단은 시장의 하층부 고객에 초점을 두

고 기본적인 소송업무와 같은 제한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높은 신뢰도를 형성하지 

못한 집단이다. 이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원가의 최소화가 주된 목표이며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한 경쟁적 가격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집단은 단순한 모델과 

대량생산을 통하여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세우게 된다.

[그림 7-9] 자동차 산업의 전략집단

자료: Charles W. L. Hill & Gareth R. Jones, Strategic Management. 6th ed., Houghton Mifflin Company,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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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집단은 이와는 상반되는 우측 상단의 전략집단은 최상층의 고급스러운 시장을 대

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즉, 높은 R&D 지출로 고객의 욕구에 맞는 고가의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을 높임으로써 고객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 경우는 원가보다는 

품질에 초점을 두며 이를 위한 전략을 펼치게 된다. 

2) 전략집단의 시사

전략집단의 분석이 중요한 것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경쟁자가 바로 전략집

단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즉, 산업 내에서 동일한 전략집단에 속한 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직접적인 대체물을 생산하는 기업들이다. 전략집단의 분석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전략집단에 따라 포터가 언급한 산업의 경쟁도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특성이 달라지

기 때문이다. 전략집단에 따라 진입장벽과 퇴출장벽이 다르며, 기업 간의 경쟁 정도도 다르

다. 즉, 산업의 경쟁도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정도가 전략집단에 따라 다른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전략집단은 다른 전략집단보다 낮은 위험과 높은 수익이 가지고 있어 경영자

들은 그들의 기업이 다른 전략집단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보아

야 한다. 만약 환경이 변하여 다른 전략집단의 환경이 보다 호의적으로 변해 간다면 그러한 

집단으로의 이동이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략집단 사이의 이동에는 비용이 들게 된다. 이동장벽(mobility barriers)은 기업

이 전략집단을 이동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의 개념이다. 이 장벽은 산업 내의 기업들이 다른 

전략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이동장벽이 높은 전략집단에는 다른 전략집

단에 속한 기업이 진입하기가 어렵다.

3. 내부 환경의 분석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원과 능력을 평

가하여야 한다. 전략의 형성은 외부 환경의 분석과 아울러 기업의 내부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의 내부 환경 분석에는 기업이 가진 강점과 약점의 분석이 핵심

이다. 좋은 전략이란 내부 능력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자사의 강점을 이용하여 환경의 위협

에 대처하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내부 환경 분석은 자사의 보유 자원과 내부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경쟁기업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자사의 경쟁적 지위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

서 기업은 자신의 내부 자원과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 가치사슬 분석

기업의 능력을 평가하는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가 가치사슬(value chain) 분석이다. 기업

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투입을 받아 이를 변형하여 산출물을 만든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창출하는데 이 가치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의해 실현된다.

가치사슬은 기업이 창조하는 가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포터

(Michael E. Porter)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그림 7-1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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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은 제품에 가치를 더하는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으로 구분된다.

본원적 활동(primary activities)은 제품의 물리적인 생산, 마케팅과 판매, 물류 활동 및 

사후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이다. 그리고 지원적 활동(support activities)은 제조 활동과 마

케팅 활동 등 본원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입요소를 확보하고 관

리하는 활동이다. 물류투입과 물류산출은 가치사슬을 통하여 물리적인 자원을 이동시켜 생

산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해 주며, 기술개발과 인적 자원 관리 등도 본원적 활동이 효율적으

로 이루어지도록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기업의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기업의 가치창출 능력이 결정된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특정한 가치창출 활동

에서 차별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활동들이 제대

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가치창출 활동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수익

성이 악화된다.

[그림 7-10] 가치사슬

 

자료: Michael A. Hitt, J. Stewart Black, & Lyman W. Porter, Management, Prentice-Hall, 2005, p.206.

3.2. 생산 능력 분석

기업의 내부역량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의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제조원가라 할 수 있다. 기업이 충분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낮은 원가로 제품을 생

산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효과적인 제조전략의 개발을 통하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기업

의 제조 능력은 경험곡선과 관련이 있다. 

경험곡선(experience curve)은 보스톤 컨설팅 그룹(BCG; Boston Consulting Group)의 

연구원들에 의하여 1970년경에 제시된 것으로, 이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보다 약 30 여 년 

전에 나온 것이다. 경험곡선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관찰되는 체계적인 제조원가의 

감소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BCG는 제품의 제조원가가 누적 생산량이 두 배로 될 때 마다 특정 비율만큼 전형적으로 

감소하게 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처음 항공기산업에서 관찰되었는데 항공기 생산

이 배가됨에 따라 제조원가가 그 전 수준의 80%까지 감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조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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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누적 생산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험곡선은 [그림 7-11]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경험곡선은 기업의 제품생산량 증가와 시장점유율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와 학

습효과의 달성이 기업 간 경쟁에서 원가우위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

11]의 우측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기업은 B기업보다 경험곡선의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조원가의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경험곡선은 기업의 

제조 부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주는 것이므로 올바른 전략을 형성하기 위해서

는 기업이 경험곡선상의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7-11] 경험곡선

자료: Charles W. L. Hill & Gareth R. Jones, Strategic Management. 6th ed., Houghton Mifflin Company, 

pp.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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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영전략의 실행

1. 경영전략의 실행과정 

전략형성이 전략경영의 중요한 과정이지만, 형성된 전략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의도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전략실행은 전략을 수행하고 그 진전과정을 모니터하고 통제

하는 활동으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영 활동이다.

[그림 7-12] 경영전략의 실행과정

자료: H. Mintzberg and A. McGugh,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30. No.2, June 1985.

전략형성이 실제 전략적 의사결정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정을 구분지어 보면 [그림 

7-12]와 같다. 먼저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비전이나 목표를 달성하고자 의도된 전략

(intended strategy)과 실제로 실행되어 나타난 실현된 전략(realized strategy)으로 나누어

지며 실현된 전략은 다시 의도된 전략 중에서 미실현 전략(unrealized strategy)을 제외한 

심사숙고 전략(deliberate strategy)과 전략실행 과정에서 우연히 나타난 우발적 전략

(emergent strategy)으로 나눈다. 즉, 경영전략의 실행과정은 의도된 전략이 실행된 전략으

로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으로 계획했던 전략과 의도하지 않았던 전략이 나타나는 과정을 의

미한다.

2. 전략실행의 고려요인

주어진 전략의 실행을 위해서는 조직의 주요한 내부적인 몇 가지 측면들이 동시에 조화롭

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들은 기술, 인적 자원, 보상 시스템, 의사결정 과정, 조직구

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측면의 변화는 다른 측

면의 변화를 필수적으로 유발하게 된다.

2.1.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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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는 지식, 장비, 기구, 작업방법 등이

다. 기술은 전략의 실행에 있어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전략의 기본적 요소가 기

술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수준의 전략은 사업의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

야 한다. 

2.2. 인적 자원

인적 자원은 기업의 구성원을 말한다. 전략실행에는 적절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인적 자원 계획을 수

립하여 전략과 인적 자원과의 효과적 연계를 추구하여야 한다. 경험과 능력이 있는 숙련된 

작업자들이 경험이 없는 작업자보다 원가를 절감하거나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새로

운 방법을 발견하는 능력이 우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 인적 자원의 경험과 기술은 경

쟁우위의 원천이 된다. 

2.3. 보상제도

보상제도는 칭찬, 성취감이나 도전감의 부여와 같은 비경제적 보상이나 보너스, 승진 그

리고 포상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시스템을 의미한다. 잘 고안된 보상제도는 전략실행 과정

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제도는 전략에 따라 상황적

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안정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경영자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였을 때 보너스를 지급하는 보상제도를 적용하고,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스톡

옵션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

2.4. 의사결정 과정

의사결정 과정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문사항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특히 전략실행에 있어서는 자원의 분배에 대한 의사결정이 대단히 중요한다. 그것은 필요

한 자원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을 때 전략계획이 보다 수월하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구체적인 문제와 전략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

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2.5. 조직구조

조직구조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개인이나 집단의 과업

을 연계시켜 놓은 상호 작용과 조정의 패턴이다. 이러한 패턴은 조직 내 여러 부서들 사이

의 노력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조직구조의 개괄적인 내용은 조직도에 나타나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조직구조가 전략을 지지하는 형태를 취할 경우에 전략이 보다 성공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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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전략의 통제

전략계획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전략통제 단계이다. 전략통제는 전략계획의 실행을 감시

하고 조직성과의 유효성을 유지·확보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은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 조직의 문제점과 이상 징후들을 파악한다.

국제적 시장상황에 관여되어 있는 조직에 대한 전략통제를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

운 일이다. 전략계획의 운영 지역이 지역적으로 혹은 시간, 언어, 문화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통제과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 경우 정보의 획득은 어려워지며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처리와 해석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화된 기업들은 

보다 세련된 복잡한 통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제 메커니즘은 피드포워드 

통제나 피드백 통제로 나누어진다.

3.1. 사전통제

사전통제(feedforward control)는 기업의 전략적 목표달성이나 사명의 실행 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조직의 내부 운영과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도록 설계된 통제 유형이다. 이러

한 통제 가운데 대표적인 통제 유형은 전제통제(premise control)이다. 전제통제는 조직전

략의 기초가 되는 모든 조건, 즉 내외부의 조건의 변화를 밝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의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건설회사를 생각해 보자. 

만약 그 건설회사가 3년에 걸쳐 택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1년이 지난 후 이자율과 인플레

이션, 그리고 실업률 등은 사업 초기의 경우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만약 전

제통제를 하고 있다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전제요인들에 대한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기업전략을 그러한 경제상황의 변화에 적응시킬 수 있는 것이다.

3.2. 사후통제

피드백 통제(feedback control)는 조직의 실제 성과를 계획한 것과 비교하는 통제이다. 

이러한 통제는 조직의 전략계획과 전술계획 및 운영계획에 나타난 목표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통제의 주된 이점은 그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계획의 결과에 초점을 둔다는 것

이다. 여기에는 수익과 이윤, 주가와 예산 등과 같은 재무적인 결과들이 이용된다. 나아가 

비재무적인 지표들도 사용이 되는데 고객관계, 제품과 서비스의 질, 생산성, 그리고 이직률 

등이 그것이다.

조직은 사전통제와 사후통제를 동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하나의 통제기법에만 의존하게 

되면 실수가 일어나기 쉽다. 그것은 통제기법에 따라 서로 다른 측면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

다. 나아가 조직은 서로 다른 목표와 전략을 실행하게 된다. 따라서 통제기법도 이러한 전

략에 따라야 한다. 즉, 조직의 통제 시스템은 그 전략적 지향점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하

는 것이다.

최근 조직은 전략에 대한 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세련되고 고도화된 정보기술은 조직의 내·외부 원천에 존재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빠

르고 정확하게 경영자에게 활용 가능하게 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경영자는 전략계획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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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판매에 있어 정보화된 기술의 발달로 개별 항목의 지역별 판매량에 대한 정보

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장의 변동과 수익성 그리고 생산량에 이르기까지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잘 정비된 경영정보 

시스템은 조직 전체의 경영자에게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전략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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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사고

1990년대 온라인 서점이라는 사업을 시작한 혁신기업은 어느 회사일까요?

만약 아마존(Amazon)이라고 대답하셨다면 틀렸습니다. 온라인 서점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구현한 사람은 오하이오 주에서 컴퓨터 리터러시 북스토어(Computer Literacy 

Bookstore)라는 서점 체인을 운영하던 찰스 스택(Charles Stack)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91년에 온라인 서점에 대한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했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1995년까지 

온라인 서점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한 사람이나 기업이 반드시 시장을 키우

는 주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많은 사례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었

던 초기 개척자들은 거의 모두 그 시장의 주도적 사업자가 되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록스(Xerox)이다. 지난 20년 동안 제록스는 새로운 기술을 제대로 

상품화하지 못해서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PC 운영

체제에 대한 최초의 아이디어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있는 제록스의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처럼 제록스는 발명을 해 놓고도 상품화에 실패해 최초 발명이라는 

업적까지도 빛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Fast Second, 리더스북, 콘스탄티노스 마르키데스·폴 게로스키 저>

<‘Jacqueline Novogratz on patient capitalism’, 

www.ted.com, 2007>

< 동물에게 배우는 경영 전략 www.youtube.com, 2010 >

읽을거리

볼거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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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기업과 경영

기업 30년 생존율

대한상공회의소가 2006년 3월 발표한 ‘장수기업에서 배우는 지속성장 전략’ 보고서에 따

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연령은 32.9세, 코스닥 기업은 16.7세로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

는 기업의 평균 연령은 23.8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평균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업원 수가 1,000명을 넘는 대기업의 경우 38.1세, 1,000

명이 안 되는 중견 기업의 경우 31.4세였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는 태어난 지 10년이 안된 신생 기업의 숫자가 많고, 10~20년 

사이의 기업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 30~40년 된 기업까지는 늘어나다가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기업 수명 30년 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기업이 설립된 지 30년이 지나면 도약과 추락의 갈림길에 선다’는 속설이 현실화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경제신문사가 80년 후반 일본에서 급격한 엔고로 기업 부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기업 수명이 얼마가 되는지 조사한 결과 일본 기업의 평균 수명은 30년에 미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메이지유신이 있었던 1896년부터 100년 동안 일본 100대 기업의 흥망성쇠

를 조사해 보니 한 기업이 번성하여 우량기업으로 남아있는 기간은 30년이 채 못 됐다. 일

본 니케이 비즈니스의 사카이 고이치로 발행인은 이를 두고 “일본 기업은 30년이 한 사이

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 가운데 환갑(60년)을 넘긴 장수기업과 이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한국

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으로 100년을 넘긴 기업은 두산과 동화약품공업 단 

2개뿐이었다. 60년을 넘긴 장수기업은 19개로 모두 제조업체였다. 한국의 장수기업은 다양

한 분야에서 생존을 경험해 변신의 귀재가 된 서구 선진기업과는 달리 한 분야에 집중한 

‘한 우물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실속형 기업으로 보수적 자금

관리와 위험회피 성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규모와 수명을 동시에 고려, 국내에서 40년간 100대 기업 순위에 들어있는 기업

은 모두 12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1965년 100대 기업 가운데 현재(2004년 말 기준)까지 

순위권 내에 남아 있는 기업은 LG전자, 기아자동차, 대한전선 등이었다. 이들 장수기업들이 

40년 넘게 여전히 왕성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공통된 특징은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글로벌 국제경영 환경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장수비결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물

론 이 같은 기업들의 생존비법이 현재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경영 환경

은 이보다 한 차원 높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지속가능경영이다. 

WTO 체제 출범 이후 기업들이 더 이상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는 무한경쟁 환경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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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더구나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경 

없는 경쟁이 벌어지면서 온갖 환경규제의 국제화, 투자자금의 흐름 등이 기업의 성쇠를 옥

죄이게 됐다. 더구나 상거래의 주도권이 기업에서 소비자로 넘어가는 소비자 주권시대가 도

래하면서 ‘기업 신뢰’가 주요한 경영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과거의 경제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주주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하고,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만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 2007년 03월 07일>

   1. 계획을 수립하면 얼마나 수익이 더 높아지는가를 생각해 보자.

   2. 세계적인 기업의 미션을 알아보자.

 

   3. 자신의 인생에 대한 SMART 목표를 세워보자.

   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SWOT 분석을 해 보자.

   5. 대학산업의 산업경쟁도를 분석해 보자.

   6. 경험곡선과 학습곡선을 비교 설명해 보자.

생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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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 수준의 전략

1. 기업 수준 전략의 고려요인

기업의 경영전략은 세 가지 수준에서 개발되며 그것은 기업전략, 사업전략, 그리고 기능

전략이다. 기업 수준의 전략은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발전과 개발 방

향을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수준의 전략은 첫째,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고 둘째, 기

업이 경쟁하고자 하는 시장을 선택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리고 사업에 대하여 기업은 하나의 사업에 집중할 것인지, 관련된 사업으로 수직적인 

통합을 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다각화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한해서만 경쟁할 것인지, 글로벌하게 넓혀서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것

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기업 수준 전략은 [그림 8-1]의 좌측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과 시장을 결정하는 것이며, 기업들의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업 수준 전략 

유형을 알 수 있다. 

[그림 8-1] 기업 수준 전략의 유형

[그림 8-1]의 우측의 과정에서 전개되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기업은 국내시장을 대상으

로 한 하나의 사업으로부터 출발하여 국제적으로 다각화된 기업으로 성장·발전한다. 하나의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초기의 기업에 있어서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그 시장 

내에서 경쟁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하는가 하는 것이다. 

기업이 한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기업은 보다 나은 전략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하

여 공급자를 소유하는 후방통합이나 유통기관을 소유하는 전방통합과 같은 수직적 통합전략

도 실행하거나 글로벌화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 기업은 다각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 즉, 원래의 산업에서 경쟁적인 우위를 

유지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기업은 그 위치를 유지하는데 투입하고 남는 초과 자원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다각화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전형적인 기업의 성

장과 발전은 네 가지의 기본적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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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단계: 국내시장 단일사업에 집중

제 2  단계: 핵심 사업의 강화를 위한 수직통합이나 글로벌화

제 3  단계: 기존 사업 연관된(기존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의 (비)관련다각화

제 4  단계: 새로운 사업으로의 비관련다각화

2. 기업 수준 전략의 성장경로

2.1. 단일사업 집중전략

대부분의 기업은 하나의 사업에 초점을 두고 국내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이런 경우 

기업 수준의 전략은 사업 수준의 전략과 동일하다. 단일사업 집중전략(single business)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저원가나 차별화 혹은 집중화 전략을 사용하게 

되며, 기업이 경쟁우위가 지속되는 한 이윤을 유지할 수 있다. 단일사업 기업은 주력 사업

에서의 매출이 95% 이상인 경우이다. 몇 개의 사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개의 사업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이루어진다면 그 역시 단일사업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코카콜라나 월마트

와 같은 기업은 성공적인 단일사업 집중전략을 펼치는 대표적 예이다. 기업이 단일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자.

1) 장  점

단일사업 집중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한 가지 사업에만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함으로써 시

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성장

산업인 경우에 보다 효과적이다. 그것은 성장산업에 있어서는 기업의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우위로부터 얻어지는 장기적인 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한 국가에서 하나의 사업을 관리하는 경영자는 여러 국가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업을 수행

하는 기업의 경영자들보다 그 기업이 속한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의 축적이 가능하다. 

사업에 대한 양질의 지식들은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경쟁과 기술 변화가 심한 

산업에 속한 사업일 경우 매우 중요한 기업의 자산이 되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게 된다.

2) 단  점

하나의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불리한 점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모든 역량을 한 

사업에 집중한 단일사업 기업이 속한 산업이 성숙기에 이르러 산업 자체의 낮은 성장률로 

기업 자신의 성장률 또한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단계에서 단일사업에 집중하게 

되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높은 수익 또한 획득하기가 어려워진다. 

둘째는 한 사업의 성공으로 얻은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능력을 다른 사업이나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를 사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경쟁

우위를 다른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이윤 획득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의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산업에서 경쟁적인 우위를 유지하려면 단일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수직

통합이나 글로벌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사업에 집중하는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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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살펴본 바와 같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위험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기

업은 수직통합이나 다각화를 추구하게 된다.

2.2. 수직통합전략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은 기업이 자신의 투입을 제조하거나 혹은 자신의 산출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전자를 후방통합, 후자를 전방통합이라 부른다. 제철회사

가 철광석을 공급받기 위하여 철광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후방통합의 한 예이며, 

자동차회사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전방통합의 한 예이다.

[그림 8-2]에서 보면 원재료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전형적인 사업 흐름이 제시되어 

있다. 조립 단계의 회사에 있어 후방통합은 부품이나 원재료의 생산 단계를 흡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방통합은 도소매 등 유통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그림 8-2] 원재료에서 소비자까지의 단계

자료: Charles W. L. Hill & Gareth R. Jones, Strategic Management, 6th ed., Houghton Mifflin Company, 

2004, p.306.

수직통합전략은 완전통합 전략과 부분통합 전략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완전통합전략(full 

integration)은 기업이 원재료의 투입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에 필요한 투입요

소 전체를 모두 생산하거나 산출물을 모두 처리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그리고 부분통합전략

(taper integration)은 기업이 소유한 공급업체와 더불어 독립된 공급업체로부터 투입요소를 

사들이고 산출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서도 유통시키는 경우이다. 수직통합기업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 내에서의 매출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이다. 

1) 장  점

수직통합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고유한 핵심 사업의 경쟁적인 위치를 보다 강화시키기 위

한 욕구에서 출발한다. 수직통합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공정에 유리한 조건으로 투입함으로서 효율성이 높을 뿐 아

니라 생산공정에 관한 계획과 조정이 쉬워짐에 따라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는 수직통합을 하지 않고 외부시장을 통해 원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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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비용과 같은 거래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수직통합의 경우 이러한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셋째는 수직통합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후방통합을 통해 

양질의 원재료를 공급받게 되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결과 소비자로부터 높은 가치

를 확보할 수 있다. 전전방통합의 경우도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외에도 핵

심 독점기술을 외부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기업은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2) 단  점

수직통합이 가진 잠재적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적 원가의 상승을 들 수 있다. 이

는 낮은 가격의 외부 부품업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공급자로부터 

투입을 받아야 하는 경우 오히려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기

업들은 수직통합보다 시장거래의 신뢰성을 확립을 전제로 전략적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하기도 한다.

둘째는 급속한 기술 변화에 따르는 위험을 들 수 있다. 이는 후방통합을 한 1950년대의 

라디오 제조업체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당시에는 진공관이 최선의 기술이었으나 

불과 10년 후 트랜지스터라디오가 개발되어 기술적으로 진부화된 사업에 속하게 되고 말았

다. 이런 경우처럼 수직통합은 기술 진부화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키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

점을 가지게 된다. 

셋째, 수요가 예측 불가능 한 경우의 불리함을 들 수 있다. 수직통합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수요조건하에서는 매우 위험하다. 만약 안정적인 수요가 없다면, 서로 다른 활동

들 사이의 생산 흐름을 조절할 수 없고 계획을 세울 수 없다. 따라서 수직통합을 하는 경우

에는 수요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2.3. 다각화 전략

다각화 전략(diversification strategy)은 제품이나 시장을 관련 혹은 비관련 분야로 확대

시키는 전략이다. 이러한 다각화 전략에는 관련다각화 전략(related diversification 

strategy)과 비관련다각화 전략(unrelated diversification strategy)이 있다. 

관련다각화는 기업의 기존 활동의 가치사슬과 공통되거나 연관이 있는 한두 요소를 가진 

활동으로 기업의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러한 연관성은 제조나 마케팅, 물류관리, 그리

고 기술적인 공통성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비관련다각화는 전혀 공통성이 없는 새로운 사

업이나 활동으로 다각화하는 것이다. 만약 다각화된 기업이 관련 사업을 통해 매출의 70%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면 관련다각화 기업으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다면 비관련다각화 기업으

로 분류된다.

1) 장  점

다각화를 통한 기업의 가치창출은 다각화를 추구하는 동기와 관련된다. 첫째는 사업 위험의 

분산이다. 기업이 한 사업에만 진출해 있을 경우 경기가 하락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사업으로 다각화하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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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성장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기업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다각화를 추진한다. 

즉, 기존제품이나 사업이 사양산업에 있어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유망 분야에 미리 진출함

으로써 얻는 선발기업의 이점(first mover advantage)을 향유하기 위해서도 다각화를 하게 된

다. 

셋째는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각화는 범위의 경제와 거래비용 절감을 통해 궁극

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즉, 기존의 사업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이전함으로써 다른 사업으로 진출에 경제적인 효율성을 제공하는 범위의 경제를 달성

할 수 있다. 

넷째, 기업의 다양한 기능을 공유하기 위해서 다각화를 추구한다. 즉, 기업들은 다각화를 통해 

다각화된 기업 간에 생산설비나 유통채널, 물류 시스템 및 정보 시스템 등의 공유가 가능하며 

이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의 공유를 통해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2) 단  점

기업의 다각화 전략은 위험의 분산과 수익성 및 성장성을 내포한 매력적인 전략이지만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포터는 1950~1986년 미국 기업의 다각화를 관찰한 결과 다각화 전략이 

성공적이지 못한 그 주된 이유를 과도한 다각화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다각화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첫째, 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추구하는 다각화가 자칫 자원을 비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둘째, 다각화 전략이 전략적 이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성장 자체

를 위하여 추구되는 과정에서 가치창출로 이어지지 않게 되기도 한다. 셋째, 과도한 다각화로 인

하여 사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2.4. 글로벌화 전략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특정 기업이 모국을 벗어난 영역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는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기업에게는 가능하지 않는 몇 가지 

점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즉, 대규모화된 시장, 이에 따른 투자비용의 회수, 규모

의 경제 실현, 그리고 저원가 지역에 제조공장을 위치시키는 로케이팅 등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

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글로벌화 전략은 접근하는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네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

다. [그림 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는 현지화에 대한 압력으로, 현지국의 시장이 표준화가 

가능한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생산하는 제품이 현지국들 사이에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면 

이는 현지화에 대한 압력이 높은 경우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비용 절감의 압력으로 이는 대량생산을 통한 규제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생산하는 제품이 인건비와 제조비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입지를 선정하는 것

이 생산·판매에 중요한 고려요소라면 비용 절감의 압력이 높은 경우라 할 수 있다. 

두 가지 요인에 따라 현지화에 대한 압력이 낮고 비용 절감에 대한 압력이 높다면, 즉 시장표

준화가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가 요구된다면 기업은 글로벌전략(global strategy)을 선택하게 된

다. 이와는 반대로, 현지화에 대한 압력이 높고 비용 절감에 대한 압력이 낮다면, 즉 시장표준

화가 불가능하고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국가별전략(multi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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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초국적전략(transnational strategy)은 국가 간의 경계를 초

월하여 전 세계를 하나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수립된 전략을 각 국가에서 수행하기 위해 각 국가

의 경영 환경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수립한다.

[그림 8-3] 글로벌화 전략의 유형

자료: Charles W. L. Hill & Gareth R. Jones, Strategic Management, 6th ed., Houghton Mifflin Company, 2004, 

p.271.

최근 국제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기업은 국가별전략보다는 글로벌전략을 취한다. 그것은 

의사소통과 수송기술의 발달로 국가가 다르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기호와 취미가 점점 통일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로벌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비용 

절감과 품질향상, 고객의 만족도 증가, 경쟁수단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현지화에 대한 필요성도 존재한다. 글로벌하게 표준화된 제품이 가지는 가

장 큰 취약점은 현지국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각국에는 문

화적·정치적 차이가 아직도 크게 존재하며 이러한 문화적·정치적 차이는 소비자의 수요가 글로벌

화하는 경향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별전략과 글로벌전략 중 어느 것을 

취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집중화된 생산으로부터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

는 것과 글로벌시장의 표준화가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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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수준의 전략

1. 사업의 정의

아벨(Derek F. Abell)은 기업의 사업을 [그림 8-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차원에

서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고객집단, 둘째는 충족

되는 고객 욕구, 그리고 셋째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는 차별적 역량을 고려하여 사업을 정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제품보다는 고객 욕구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정의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와는 대조적인 정의가 제품 지향적인 사업의 정의이다. 제품 지향적 사업 정

의는 고객 욕구가 아니라 제품 그 자체와 제품이 제공되는 시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아

벨은 이러한 접근법은 기업의 본질적 기능이 고객 욕구 충족이라는 것을 간과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사실 기업의 제품은 특정 고객집단의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기술을 적용한 물체적인 구현물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특정 집단의 특정 욕구를 충족시

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기술)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질적인 것은 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이 충족시켜 주고 있는 고객의 욕구인 것이

다. 그러므로 제품 지향적 정의보다는 고객 지향적으로 사업을 정의함으로써 사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그림 8-4] 사업의 정의

자료: Derek F. Abell, Defining the Business: The Starting Point of Strategic Planning  Prentice-Hall, 1980, p.169.

2. 사업 수준 전략의 고려요인

기업이 경쟁우위를 얻기 위하여 추구하는 사업 수준 전략(business strategy)에는 저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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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차별화 전략, 그리고 집중화 전략이 있다. 이러한 전략은 경쟁적인 우위를 얻기 위하

여 제품을 차별화하고 시장을 세분화하며 차별적인 능력을 활용한다. 먼저 사업 수준 전략

의 기초가 되는 사업 수준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방안을 구분하여 살펴보자.

2.1. 고객 욕구와 제품 차별화

사업 수준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첫 번째 방법은 고객의 욕구에 따른 제품의 차별화

(product differentiation)를 들 수 있다. 고객의 욕구는 제품의 특성에 의하여 충족되는 것

이며, 제품 차별화는 이러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여 경쟁우위

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기업은 어느 정도의 제품 차별화를 통하여 최소한의 고객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

다. 기업들 중에는 이러한 제품 차별화의 수준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경쟁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높은 제품 차별화는 경쟁우위를 가져다준다.

예를 들면, 제품 차별화를 하지 않고 고객에게 가격이 낮은 단순한 제품만을 제공하는 기

업이 있는가 하면, 다른 기업의 제품이 충족시킬 수 없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들만의 독특성을 가지는 제품을 창조하는 기업도 있다. 제품 차별화의 원천이 되는 독특

성은 실제 제품의 물리적인 특성인 제품의 품질이나 신뢰성에 관련되기도 하고, 명성이나 

지위 등과 같은 고객의 심리적인 욕구와 관련되기도 한다.

2.2. 고객집단과 시장세분화

사업 수준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두 번째 방법은 고객집단을 나누어 시장을 세분화하

는 것이다.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는 기업이 경쟁우위를 얻기 위하여 중요한 고

객 욕구나 기호에 따라 고객을 세분화하여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장

세분화에는 세 가지의 방안이 있다.

첫째는 고객집단들이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보통의 평균적인 고

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법이다. 둘째는 시장을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나누고 각 집

단의 욕구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는 접근법이다. 그리고 셋째는 시장세분화는 인식하되 하

나의 세분화된 시장이나 니치에만 집중적으로 서비스하고자 하는 접근법이다.

기업이 일반적으로 시장을 세분화하고 제품을 그 시장에 맞도록 차별화하는 이유는 그렇

게 함으로써 고객 욕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의 시장에 하나의 제

품만을 제공하는 경우보다 제품에 대한 수요를 높여 결국 기업의 수익을 높이게 되기 때문

이다.

그러나 때로는 산업이나 제품의 특성상 제품 차별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화학약품이나 시멘트 등이 그 예이다. 이 경우는 고객이나 고객집단의 욕구에 따라 제품이

나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세분화나 제품 차별화를 통한 경쟁적인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없다. 이 경우에는 가격이 유일한 평가기준이며 경쟁우위는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제공하는가에 달려 있게 된다.

2.3. 차별적 역량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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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준의 전략에 있어서 세 번째 과제는 선택된 고객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차별적 역량(distinctive competence)을 추구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차별적 역량은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객 욕구나 집단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수단이

다.

예를 들면, 기업은 제조 분야에서의 생산과 관련된 공정기술을 사용하여 차별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고객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업은 경험곡선의 하위에 위치함으로

써 보다 낮은 원가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연구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제품의 성능이나 설계 면에서 차별적 역량을 가질 수도 있

다. 

사업 수준의 전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차별적 역량을 어떻게 조직하고 결합하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 제품과 시장의 차별적 역량

은 경쟁력이 있는 사업 수준 전략을 이해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에 논의하게 되는 본원적 경쟁전략은 동일한 산업 내에서의 경쟁기업보다 보다 나은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살펴본 시장세분화와 제품 차별화, 그리고 차별적 역량에 대한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3. 사업 수준 전략유형

기업은 경쟁기업보다 높은 성과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수준 전략을 추구한다. 기업이 추구하는 사업 수준의 전략에는 기본적으로 저원가, 차별화, 

그리고 집중화 전략의 세 가지 전략이 있다.

이러한 전략은 본원적 전략(generic strategy)으로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 전략들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혹은 비영리조직 등 어떤 산업이나 사업에서도 추구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본원적 전략은 <표 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의 제품이나 시장 그리고 차별적 

역량에 대한 의사결정이 서로 다르다.

3.1. 저원가 전략

저원가 전략(cost leadership), 혹은 원가주도전략은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경쟁자보다 나은 성과를 얻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은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원가가 낮

아 보다 낮은 제품가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경쟁자보다 가격은 낮으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동일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유사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원가주도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익이 가장 높게 된다. 둘째, 산업의 성숙과 

더불어 가격경쟁이 일어나면,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원가주도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보다 수익이 높을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기업이 원가를 낮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표 

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 및 물류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제품 차별화와 시장세분화

를 낮춤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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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본원적 전략의 특성

저원가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제품 

차별화

낮음

(가격에 초점)

높음

(독특성에 초점)

낮거나 높음

(가격 혹은 독특성에 

초점)

시장세분

화

낮음

(대량생산)

높음

(수많은 세분시장)

낮음

(하나/소수의 세분시장)

차별적 

역량
제조 및 물류관리

연구개발

마케팅/영업
다양한 차별적 역량

자료: Charles W. L. Hill & Gareth R. Jones, Strategic Management, 6th ed., Houghton Mifflin Company, 2004, 

p.156.

1) 전략적 선택

저원가 전략은 <표 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제품 차별화를 선택한다. 그것은 차별

화의 정도가 높아지면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원가 전략을 채택하는 기업

은 제품개발에 자원을 사용하는 차별화 전략 기업보다 낮은 차별화의 수준을 유지한다. 그

리고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고객이 특정 서비스나 물리적 특성을 요구할 때까

지 기다린다. 예를 들면, 저원가 전략 기업은 고객의 요구에 앞서 텔레비전에 스트레오 사

운드를 장착하지 않는다. 고객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저원가 전략은 보통 시장을 세분화하는 대신 평균적인 고객을 목표로 한다. 제품과 시장

의 측면에서 기업은 평균적인 고객에 호소할 수 있는 제품 차별화의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

다. 그 제품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만족해하는 고객은 없다고 하더라도 고객 선택의 범위 내

에서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을 추구한다는 이미지를 심고자 하는 것이다. 

저원가 전략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나 물류 부문에서 차별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조나 물류 기능이 관심의 초점이고 다른 기능들도 제조 부분의 요구

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차별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판매부서에서는 대규모

의 안정적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부서는 제조원가를 낮

추기 위한 공정혁신이나 생산과 조립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품개선에 차별적 역량

을 개발하여야 한다.

2) 장점과 단점

저원가 전략의 장점과 단점은 포터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경쟁도의 원천에 

대한 모델을 이용하여 잘 설명될 수 있다. 저원가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경쟁자로부터 보

호받을 수 있다. 저원가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공급자가 투입재료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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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을 하더라도 경쟁자보다 위협을 덜 받으며, 강력한 고객이 있어 제품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저원가 전략은 높은 시장점유율과 대량 구매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에 대한 교섭력이 커지게 된다. 또 새로운 대체재가 시장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가격을 낮춤

으로써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경쟁할 수 있다. 그리고 저원가는 잠재 진입자에 대하여 진

입장벽을 높이게 되어 진입장벽이 유지되는 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전략이 된다.

이러한 저원가 전략의 주된 위협은 경쟁기업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저원

가 전략 기업을 앞지르는 경우이다. 또한 원가를 절감한다는 한 가지 문제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고객의 욕구나 기호 변화를 무시하게 될 위험이 있다.

3.2. 차별화 전략

차별화 전략(differentiation strategy)은 고객에 의하여 지각된 그들의 제품이 중요한 면

에서 독특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재화와 용역을 창출하여 경쟁적인 우위를 얻고자 

하는 전략이다. 경쟁기업이 충족시켜줄 수 없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은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품의 가격은 저원가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의 가격보다 높다. 고객은 그러한 차

별화된 품질이 지불하는 가격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만큼 지불하게 되며 이것이 제품의 

가격이 된다. 그 결과 경쟁자보다 수익이 나아질 수 있다.

벤츠는 유럽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비싸다. 그것은 그곳에서 보다 많은 지위를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BMW의 가격은 그것을 소유한다는 위엄이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

지는 고객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유사하게 롤렉스는 생산원가가 많이 들지 않고, 그 디

자인이 여러 해가 가도 변하지 않으며, 금으로 된 부분이 제품가격의 일부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고객은 그들이 제품에서 인지하는 독특한 특성 이유로 그 제품을 구매한다. 그것은 

시계가 그 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해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1) 전략적 선택

차별화 전략은 제품 차별화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 차별화 전략에서 강조되는 제품 차별

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구될 수 있다. 제품의 고품질 제조 능력이나 디자인 기술에서 

얻어질 수도 있고 뛰어난 서비스를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고객에게 최고급이라

는 이미지와 명성, 위엄 등 고객의 심리적인 욕망의 충족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차별화는 사회경제적 계층이나 연령집단에 의해서도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다

양하다.

기업이 차별화 전략을 추구한다면 가능하면 많은 차원에서 차별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경쟁기업과의 차이가 크고 독특성이 높을수록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시장도 

넓힐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별화를 하는 기업은 시장을 몇 개의 세분시장, 즉 니치(niche)로 세분화하

고 있다. 기업은 니치별로 개별적으로 설계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특별한 차별적인 우

위를 가지는 몇 개의 시장니치를 선택하게 된다. 차별화된 기업이 어떠한 차별적 역량을 추

구하든지 간에, 차별적 역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의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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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능력에 의한 차별화는 연구개발 기능에 의존하게 되고 시장세분화의 증대에 대한 시도는 

마케팅 기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특정한 기능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제조나 생산의 통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도 불필요한 원가 상승을 원하지 않으며, 제품

의 가격이 저원가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 수준과 유사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차별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는 비용이 들게 되므로 저원가 전략의 경우보다는 원가

가 높게 마련이다. 그러나 고객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제품의 가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2) 장점과 단점

차별화된 전략의 장점은 첫째, 고객이 브랜드 충성도(brand loyalty)를 유지하는 한 경쟁

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브랜드 충성도는 기업의 모든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는 매

우 가치 있는 자산이다. 차별화된 전략은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원가보다 판매시점의 

제품가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의 가격 상승을 요구하는 강력한 공급자의 존재

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저원가 전략보다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잘 

견딜 수 있다.

강력한 구매자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전략은 구매자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차별화와 브랜드 충성도는 그 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다른 경쟁

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게 된다. 대체재의 경우에도 고객이 원하는 욕구를 직접 충족시

켜 줄 수 있는가에 따라 대체재의 경쟁력이 결정되므로 새로운 대체재가 브랜드 충성도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위협의 정도는 달라진다.

차별화 전략의 주된 문제점은 고객의 눈에 비춰지는 제품의 독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의 장기적인 능력이다. 성공적인 차별화 기업을 다른 기업들이 모방하는 경우

가 흔히 있다. 특허를 가진 사업자나 최초의 시장진입자가 오래 가지는 않으며 제품의 품질

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됨에 따라 브랜드 충성도가 희석되기도 한다.

차별적 전략에 있어서 또 다른 위협은 기업 독특성의 원천이 소비자의 기호나 욕구 변화

에 따라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경쟁자들이 제품을 쉽게 모방하거나 어떤 변화로 

인하여 차별적인 가격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차별화가 디자인이

나 외형적인 모양에서 나오는 것인 경우는 경쟁자의 모방이 쉬우므로 위험하다. 제품가격의 

하락에 따라 차별화의 중요성이 감소하여 일상재화되어 가는 제품도 위험하다. 그러나 차별

화가 서비스의 질이나 신뢰성, 혹은 무형의 요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기업은 보다 안전한

데 그것은 경쟁사가 쉽게 모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차별화는 높은 제품 차별화, 시장세분화, 그리고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능력의 

조합으로 경쟁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제품이 고객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다면 고

객에 대한 추가적인 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화를 모방하는 경쟁자를 살

펴보아야 하고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3.3. 집중화 전략

집중화 전략(focus strategy)은 제한된 고객집단과 세분화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 209 -

의미에서 저원가 전략이나 차별화 전략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집중화 전략은 지역

이나 고객 형태 혹은 제품라인의 세분화에 의해 정의된 특별한 시장 니치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초점을 두는 경우로 부유층이나 청년층, 혹은 초기 수용층

(early-adapter) 등 특정 고객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 또 세분화된 제품라인에 초점을 

두는 경우로, 야채로 된 음식이나 경주용 자동차 혹은 맞춤옷 등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

다. 이러한 세분화된 시장에 대하여 기업은 저원가 접근이나 차별적 접근 중 어느 것으로도 

집중화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1) 전략적 선택

집중화된 전략이 추구하는 차별화 수준은 낮을 수도 혹은 높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업

이 저원가로 특정 세분시장에 접근할 수도 있고 혹은 차별화로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객집단에 있어서는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저원가 전략이나 대다수의 시장니치를 대상

으로 한 광범위한 차별화된 전략과는 달리 집중화 전략은 특별한 시장 니치나 몇 개의 니치

를 선택한다. 집중화 전략은 어떤 형태의 차별화나 저원가 전략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차별적 역량을 추구할 수 있다.

집중화 전략 기업이 그들의 경쟁우위를 개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관련된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 소규모 기업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커지기 쉬

운 저원가 전략이나 차별화된 전략에 대응하여 경쟁이 가능한 자신의 니치를 개발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제품 없이는 고객이 움직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장 촉진기회를 만드는 

것은 기업가에 있어 하나의 기회이다. 

2) 장점과 단점

집중화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쟁우위 또한 차별적 역량으로부터 나온다. 즉, 집중화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 역량이 경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보다 탁월할 때 수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량은 집중화 전략 

기업이 경쟁자에 비해서 고객에 대한 높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곳에서는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공급자가 존재할 때는 상당히 불리하다. 왜냐하면 집중화된 기업은 소규모

로 구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충성도가 높은 고객에게 가격을 전가할 수 있

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잠재적인 진입자는 집중화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이 만들어 놓은 고객의 충성도를 

극복하여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화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이 가진 고객 충

성도는 새로운 대체재로부터의 위협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장점으로부터 집중화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보통의 기업보다는 높은 수익을 올

릴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은 기업이 고객과 밀착되어 있어 그들의 욕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많은 세분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

는 기업과의 가장 차이점이다. 

집중화 전략은 소규모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저원가를 추구하는 기업보다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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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만약 차별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면 높은 원가 투입은 수익성

을 잠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술 변화나 고객의 기호 변화에 따라 집중화된 전략을 추구

하는 기업의 시장니치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 보다 일반화된 차별화 전략과는 달리 집

중화 전략은 하나나 몇 개의 시장니치에 자원과 능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새로운 

니치로 이동하기도 힘들다. 또한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이 집중화 전략의 대상고객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집중화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의 시장니치를 공

략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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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능 수준의 전략

 기능 수준의 전략(functional strategy)은 기업 목표와 전략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각 기

능부문이 취하는 하위전략이다. 현대의 다각화된 기업들은 다양한 사업 단위들을 가지고 있

어 이들에 따라 자체의 사업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또 사업 단위들은 여러 가지 기능부서들

을 가지고 있어 각 기능부서들은 각각의 기능전략을 가지고 있다.

 기능 수준 전략의 핵심은 기업 혹은 사업 단위에 경쟁우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능 수준 전략이 전략 수준의 상위 전

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높은 품질을 기반으로 차별화를 통한 경쟁전략을 추구하는 사업 단위는 저가

의 대량생산보다는 고가의 품질 위주의 생산 및 제조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 수

준이 높은 고비용의 종업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강조하는 인적 자원 관리전략을 마련하여

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판촉비를 보조하는 등의 유통채널 관리방식보다는 고객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광고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 단위가 저원가 

전략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기능 수준의 전략들은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림 8-5] 경쟁우위의 원천

자료: Charles W. L. Hill & Gareth R. Jones, Strategic Management, 6th ed., Houghton Mifflin Company, 2004, 

p.111.

이와 같이 기능 수준의 전략은 기업이 추구하는 기업 수준의 전략과 사업 수준의 전략 유

형에 따라 각 기능 영역의 전략 또한 크게 변화하게 되므로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기능전략

의 유형을 살펴보기보다 이들 기능 수준의 전략과 경쟁우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8-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능 수준의 전략과 차별성, 저원가, 가치창출, 고수익은 밀접한 관련

성을 가지고 있다. 차별적 역량에 따라 기능 수준의 전략이 달라지지만 기업의 차별적 역량을 향상시

키기 위해 기업은 또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투자를 한다. 기업은 차별적 역량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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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며 혁신을 통해 고객의 기호나 욕구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

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능 수준의 전략목표는 한 기업이 다른 경쟁기업과 차별화되거나 혹은 저렴한 비

용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게 함으로써 경쟁기업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것은 기업의 경쟁우위와 높은 수익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기능 수준의 전략

은 기업 수준의 전략과 연계되어 기업 전체적인 차원의 전략 달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13 -

Ⅳ. 전략개발기법

기업 수준의 전략과 사업 수준의 전략, 그리고 기능 수준의 전략은 기업의 외부 환경과 

내부여건, 그리고 경영자의 가치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을 고려하여 형성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기업이 다각화되고 대규모화된 기업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한다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다각화된 기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전략

개발기법인 제품포트폴리오 관리와 수익성 요인분석을 살펴본다.

1.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

단일사업을 추구하는 기업과 다각화된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 단위의 복잡성에 있

다. 즉, 단일사업 기업은 해당 사업 분야의 외부 환경과 내부 능력을 비교적 용이하게 분석

하고 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다각화된 기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각 사업부

의 성격이나 과업 환경이 서로 상이하고 사업부 간 관계도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사업부 간의 관계를 원활히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즉, 더 이상 매력적이지 못한 사업들은 철수하거나 

매각하는 등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한정된 기업자원을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다각화된 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BCG 매트릭스(BCG Matrix)이다. BCG 매

트릭스 혹은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PPM; Product Portfolio Management)는 시장의 성장

률과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중심으로 각 사업 단위들의 경쟁적 위치와 전망을 비교‧분석하여 

사업 단위들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기법이다.

1.1. 개념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는 보스턴 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이 1960년대에 개

발한 기법이다. 이것은 수평축에는 제품의 경쟁적 위치를 나타내는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그리고 수직축에는 시장의 성장률을 표시함으로써 제품의 경쟁적 위치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이다. 

[그림 8-6]에서 보는 바와 같이, BCG 매트릭스는 네 국면으로 나누어져 있다. 매트릭스

의 수평축에는 시장의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경쟁자에 비교한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1.0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수직축에는 시장성장률 10%를 기준으로 높은 시장성장률과 낮은 시장

성장률로 구분된다. 기업의 각 사업 혹은 제품은 이러한 매트릭스 상에 위치하게 되며, 그 

제품의 판매규모에 비례하는 크기의 원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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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

자료: Charles W. L. Hill & Gareth R. Jones, Strategic Management-An Integrated Approach, Houtghton Mifflin 

Company, 1995, p.307.

이와 같이 작성된 제품포트폴리오는 기업체의 중요 제품 또는 사업 단위들의 경쟁적 위치

와 상대적인 전망을 비교·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BCG 매트릭스의 분석 결과는 구체

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계획 수립에 이용된다. 첫째, BCG 매트릭스는 각 사업의 경쟁

우위 원천이 되는 산업매력도와 해당 산업 내 기업의 경쟁적 위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

의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통해 기업 전체적인 입장에서 투

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산업매력도와 경쟁적 위치를 통해 각 사업부의 상황을 평가함으로써 각 사업에 대

한 전략적 대안인 지속적 투자, 혹은 산업에서의 철수 등 다양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게 한

다.

셋째, 각 사업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각 사업부별로 실현 가능한 성과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부 간의 성과에 대한 비교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1.2. 각분면의 특성

제품 포트폴리오 매트릭스는 [그림 8-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분면으로 나누어져 있

다. 이러한 네 분면은 각각 그 특성이 다르다.

첫째, 1/4분면의 물음표(question mark) 혹은 문제아(problem child) 분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의 위치가 약하다. 그러나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성과 성장의 기회가 있는 사업이다. 이 분면에 속한 

사업이 2/4분면의 사업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즉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투

자와 비용이 들게 된다. 

둘째, 2/4분면의 스타(star) 분면은 시장점유율이 다른 어떤 경쟁자보다 높고 사업이 속해 

있는 산업 자체의 성장률도 높은 국면으로, 여기에 속한 사업이 기업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이 국면에 들어온 사업은 매우 수익성이 높아 기업의 자금원이 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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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막 이 국면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셋째, 3/4분면의 자금젖소(cash cow) 분면은 산업의 성장률은 낮지만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분면으로, 여기에 속한 사업은 대개 성숙산업에 속

한 사업으로 누적된 생산량에 의해서 경쟁력을 얻는다. 이 국면에 위치한 제품은 높은 수익

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4/4분면의 개(dog) 분면은 산업성장률과 시장점유율 모두가 낮은 국면이다. 즉, 매

력적이지 않는 산업에 속해 있으면서 경쟁력도 낮은 사업으로 별로 수익성이 없으며 장래성

도 없다.물음표 분면과 개 분면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철수와 집중적인 투자를 신중

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1.3. 전략적 의미

BCG 매트릭스는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자원을 효과적

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BCG 매트릭스 분석을 통하여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자금젖소 국면에 속한 사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자금은 물음표 분면에 속한 사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위해 사용되어 물음표 분면의 사업이 스타 분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투

자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둘째, 경쟁력이 아주 약하고 장기적인 전망이 불확실한 물음표 국면의 제품은 자금수요를 

줄이기 위하여 청산되어야 한다. 

셋째, 개 분면에 속한 사업은 가능한 한 빨리 그만두어야 한다. 

넷째, 기업이 자금젖소나 스타 혹은 물음표 분면에 속한 사업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포트

폴리오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매수와 합병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참고자료: 

GE/McKinsey 매트릭스)

2. 수익성 요인분석

기업의 내부 성과분석과 사업부의 전략적 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기법은 수익성 

요인분석(PIMS; Profit Impact on Market Strategy)이다. 수익성 요인분석은 1960년대에 

미국의 General Electric 회사가 여러 사업 단위의 수익성에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는 과

정에서 개발된 기법이다. 제품 포트폴리오가 사업 단위들의 시장전망과 경쟁적 위치를 중심

으로 사업 단위들에 대한 전략적 자금지원 결정에 적용되는 데 비하여 수익성 요인분석은 

수익성에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중심으로 사업 단위에 대한 투자 결정에 적용되고 있다. 

즉, BCG 매트릭스가 사업 단위간의 자금 흐름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비하여, 

PIMS는 사업 단위와 기업체 전체의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데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수익성 요인분석에서 수익성은 투자이익률로 측정되고 수익성 요인은 투자이익률과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익성 요인분석에 사용되는 중요 요소로는 

① 투자이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 ② 시장점유율(market share), ③ 판매투자율



 - 216 -

(ratio of investment to sales), ④ 연구개발비(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⑤ 마케팅비용(marketing expenditure), ⑥ 제품의 질(product quality) 등이 있다.

이들 수익성 요인은 투자이익률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목적으로 투자이익률 및 상호 간의 

관계분석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사업 단위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전략의 

수립 그리고 전략적 사업부 간의 자금배분 결정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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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혼하이를 통해 본 제조모델 변화의 바람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가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그런데 아이폰이나 아이패

드를 뒤집어보면 재미있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Manufactured in China’.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제품을 사실 애플이 아닌 다른 기업

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애플의 성공을 스티브 잡스라는 스타 CEO로 쉽게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알아서’ 제조를 대행해 주는 제조전문기업(ODM/EMS1)이 없었더라면 스티

브 잡스가 미려한 디자인이나 직관적인 사용을 위한 핵심 플랫폼 설계에 집중할 수 없었

을 것이다. 그 결과 특정 가치사슬에 전문화된 기업 간 연합을 통해 제조를 추구하는 수

평분업형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수평분업형 모델이 부상하게 된 가장 큰 배경으로는 디지털화에 의한 제품구조의 변화

를 들 수 있다. 제품구성이 복잡하고 부품이나 소재관 많은 조율을 통해 제품을 만들었던 

아날로그 시대에는 제조 현장의 섬세한 능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조 위탁에 따른 기회비

용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제품구성은 핵심 Chip이나 Software

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강해졌고 부품 상호 간 결합이 표준화되고 개방화되면서 제조 

현장에서의 다 기능 숙련공보다는 젊고 두뇌회전이 빠른 소수의 핵심 브레인에 의해 제품

의 품질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두 번째로는 핵심 부품 및 주요 플랫폼을 시장

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OpenMarket의 활발한 

형성을 들 수 있다. CPU, 메모리, LCD 모듈과 

같은 핵심부품의제조 헤게모니가 전문부품기업으

로 점차 이전되면서 Open Market이 활성화되었

다. 이러한 현상은 스마트화로 인해 중요성이 커

지고 있는 소프트 영역에서도 동시에 관찰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제조전문기업의 발달과 브랜드 

제조기업들의 투자리스크 회피를 들 수 있다. 제

조전문기업들은 브랜드나 R&D 투자를 최소화해 간접비를 최소화하는 반면 SCM(Suppy 

Chain Management)이나 다양한 글로벌 생산지 네트워크 등 제조 그 자체에 상당히 최적

화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플랫폼이 안정화된 대규모 범용시장에서 그 위력

을 발휘한다. 시장전망기관인 iSupply에 따르면 세계 LCD TV 생산에서 외부위탁이 차지

하는 비율이 ’07년 28%에서 ’12년에서는 4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태양전

지 선두기업인 Q-Cell은 최근 플렉트로닉스와 200메가와트 규모의 솔라셀 모듈제조위탁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글로벌 생산지가 취약했던 Q-Cell이 플렉트로닉스의 말레이시아 

Site를 통해 저 원가 실현과 시장근접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모듈화, △핵심부품의 오픈 시장 발달, △제조전문기업의 등장, △투자리

스크 회피 등으로 인해 기존 제조 시스템은 해체와 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표준 

플랫폼이 거의 정립된 PC시장은 이미 수평분업이 정착되었으며 비교적 플랫폼화가 덜 되

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노트북, TV, 핸드폰까지 EMS를 활용한 수평분업체제가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LG Business Insight, LGERI 리포트, 2010년 05월 05일>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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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l Gupta: India's hidden hotbeds of invention’ www.ted.com, 2009>

< [SAS성공사례] Whirlpool, 품질은 곧 고객의 충성도를 의미합니다.

- 전략혁신경영 www.youtube.com, 2011 >

숫자로 본 기업과 경영

연도별 세계의 FTA 현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

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지역무역협정은 지역주

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290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5.2%에 해당하는 247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

<연도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자료: WTO(www.wto.org)

 <Trade Topics>

 Regional Trade Agreements

볼거리 Ⅰ



 - 219 -

2005년

인도-Mercosur, 인도-싱가폴, 싱가폴-파나마, 일-말레이시아, 싱가폴-카타르, 

Trans-Pacific SEP, 한-EFTA, 대만-과테말라, 일-태국, 중국-칠레, 인도-칠레, 

중국-파키스탄, 말레이시아-파키스탄, Mercosur-인도, 파나마-싱가폴, Trans-Pacific 

SEP, 과테말라-대만, 미국-오만, 칠레-중국, 칠레-인도, EFTA-SACU, EFTA-한국, 

Trans-Pacific SEP, 태국-페루 FTA , 뉴질랜드-GCC FTA

2006년

한-ASEAN FTA,일본-칠레 FTA, 일본-인도네시아 FTA, 중국-파키스탄 FTA, 

일본-브루네이 FTA, 미국-콜롬비아 FTA, 칠레-파나마 FTA, 칠레-페루 FTA, 

칠레-일본 FTA, 칠레-콜롬비아 FTA, 미국-파나마 FTA

2007년

한국-ASEAN FTA 상품협정, 일본-칠레 FTA, 일본-인도네시아 FTA, 일본-필리핀 

FTA, 일본-브루네이 FTA, 중국-파키스탄 FTA, 중국-ASEAN FTA 서비스협정, 

미국-콜롬비아 FTA, 미국-파나마 FTA, 미국-코스타리카 FTA, 미국-오만 FTA, 

미국-페루 FTA, 칠레-파나마 FTA, 칠레-페루 FTA, 칠레-콜롬비아 FTA, 

EFTA-SACU FTA, EFTA-레바논 FTA, 인도-ASEAN FTA 상품협정, 캐나다-페루 

FTA 

2008년

칠레-온두라스 FTA, 칠레-호주 FTA, 중국-뉴질랜드 FTA, 중국-싱가포르 FTA, 

중국-페루 FTA, 일본-베트남 EPA , 일본-스위스 EPA, EFTA-GCC FTA, 

EFTA-캐나다 FTA, EFTA-콜롬비아 FTA, EFTA-페루 FTA, EU-CARIFORUM FTA, 

싱가포르-GCC FTA, 캐나다-요르단 FTA, 캐나다-콜롬비아 FTA, 인도-ASEAN FTA, 

인도-스리랑카 FTA, 인도-한국 CEPA, 호주-뉴질랜드-아세안 FTA, 

MERCOSUR-SACU PTA, MERCOSUR-칠레 ECA, ASEAN-중국 FTA 

2009년

칠레-터키 FTA, 중국-ASEAN FTA, 중국-파키스탄 FTA, EFTA-세르비아 FTA, 

EFTA-알바니아 FTA, EU-한국 FTA, 캐나다-파나마 FTA, 인도-네팔 Treaty of 

Trade, 뉴질랜드-GCC FTA, 뉴질랜드-말레이시아 FTA, 뉴질랜드-호주-ASEAN 

FTA, 뉴질랜드-홍콩 FTA, ASEAN-호주-뉴질랜드 FTA 

2010년

EFTA-세르비아 FTA, 터키-세르비아 FTA, 중-페루 FTA, 터키-몬테네그로 FTA, 

EU-세르비아 FTA, ASEAN-호주-뉴질랜드 FTA, ASEAN-인도 FTA, 중국-대만 

ECFA, 싱가포르-코스타리카 FTA 

2011년 뉴질랜드-홍콩 FTA <http: //fta.kita.net/>

  1. 관련다각화와 비관련다각화와 기업의 성과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자.

  2. 수직통합전략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해 보자.

 

  3.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화 전략을 비교해 보자.

  4. 저원가 전략과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기업을 예를 들어보자.

  5. 제품 포트폴리오 분석이 가지는 한계점에 대하여 살펴보자.

생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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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사결정의 의의와 전개

1. 의사결정의 의의

우리의 생활은 선택의 연속이다. 대학의 선택이나 직업, 혹은 배우자의 선택 등과 같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강과목과 학점에 이르기까지 선택이 아닌 것이 없다. 선택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곧 선택을 의미한

다. 동의어의 반복이긴 하지만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여러 가능한 대안들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오늘이 과거에 행해진 선택의 결과이 

듯이 미래 또한 현재 선택의 결과이다. 순간의 선택이 10여 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때

로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한다. 

개인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며 선택의 결과이 듯이 기업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선택의 연

속이며 선택의 결과이다. 기업의 제품과 시장의 선택에서부터 가격과 품질, 자본조달과 조

직설계, 선택과 결정이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볼 때, 기업의 미래는 기업과 경영자가 내리

는 의사결정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기업과 조직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며, 경영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다. 경영자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좁은 의미로 의사결정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안들 중 선택을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의사결정은 문제의 인식, 대안의 개발과 평가, 대안의 

선택 및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과정이다.

2. 의사결정 과정의 전제

의사결정은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평가하며 대안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행동

을 취하며 결과를 평가하는 순환적인 과정이다. 경영자가 행하는 모든 활동과 과정은 이러

한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따라서 경영자가 계획하고 조직, 지휘, 통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활용된다. 경영자는 어떤 경우에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가?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사전조건이 갖추어 있어야 한다.

2.1. 현재와 목표 사이의 차이 존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와 현재 상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여야 

한다. 만약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새로운 결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

한 목표와 현재 상태 사이의 차이는 최초에는 어렴풋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주

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이는 갑자기 명백해질 수 있으며, 끝내는 심

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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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차이에 대한 심각성 인식

의사결정이 있기 위한 두 번째의 전제는 의사결정가가 이러한 차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사결정자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이러한 차이의 잠재적인 심

각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목표와 차이가 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많은 차이가 나

더라도 다른 문제에 비하여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될 때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2.3. 수정행동에 대한 동기부여 

의사결정이 일어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제는 수정행동에 대한 동기부여이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목표와 현재 상태와의 차이와 잠재적인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러한 차

이를 시정하고 교정할 행동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즉,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의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차이를 줄이기 위한 활동에 대해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2.4. 수정을 취할 자원의 보유

의사결정의 과정이 일어나기 위한 마지막 전제로 자원의 보유, 여부를 들 수 있다. 자원

이란 능력과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자가 목표와의 차이를 개선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문제의 인식이나 대안의 결정 등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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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사결정의 유형

경영자와 기업의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주어지

는 상황도 문제마다 다르다. 따라서 하나의 의사결정 방법이 모든 의사결정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

사결정자가 처한 문제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문제의 성격

과 특성에 따라서 문제해결의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문제의 성격에 따른 유형인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이 있으며, 해결책의 유형

까지 고려된 일상적, 적응적, 혁신적 의사결정의 유형이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수준과 범

위에 따른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의사결정 유형이 있다.

1.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

의사결정자가 처한 의사결정의 유형을 우선,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의사결정을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 의사결정의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사이먼(Herbert A. Simon)이 분

류한 유형으로 주어진 문제가 얼마나 일상적이며 반복적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둔 분류이

다. 

1.1. 정형적 의사결정

정형적 의사결정(patterned decision making)은 프로그램화된 의사결정이라고도 하며 해

결해야 하는 문제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것인 경우의 의사결정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기

업이나 조직이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문제의 해결방법이 이미 알려져 있으며 대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규칙이나 명확한 절차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형의 의사결정은 문제의 성격과 해결방안이 체

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화된 의사결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오늘날에 와서는 OR, 컴퓨터 

시뮬레이션, 선형계획법(LP), 게임이론, 확률을 이용하여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정형화된 의사결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형적 의사결정은 주로 하위계층의 관

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 성격을 띤다. 둘째, 정형적 의사결정은 주로 조직 

내부문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폐쇄적 시스템 안에서 이루

어진다. 셋째, 정형적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분명히 알려진 문제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

문에 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하다. 넷째, 정형적 의사결정은 조직에서 기존의 계획을 

유지해가거나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사결정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예로 매일매일 주어

지는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인 재고를 채우기 위한 발주나 임금산정, 제품의 판매나 인도 

등을 들 수 있다.



 - 224 -

1.2. 비정형적 의사결정

비정형적 의사결정(non-patterned decision making)은 비프로그램화된 의사결정이라고

도 하며, 정형적인 의사결정과는 달리 비교적 새롭고 비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기업이 경험해 보지 못하였거나 경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빈도가 

많지 않은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의사결

정자의 창의력, 직관, 그리고 판단력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비구조화된 

의사결정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조직의 장기적인 예측이나 목표설정, 장기적인 전략이나 방향설정 

등과 관련성을 가지며 주로 최고경영층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최고경영층에서 이루어지며 장기적인 예측사항과 조직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 둘째, 예외적인 문제에서 많이 일어나며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

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셋째, 비자발적이며 여유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 

비정형적 의사결정의 구체적인 예로, 새로운 사업의 시작과 제품을 개발, 제조공장의 이

전과 증설, 혹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판매방법의 변화, 새로운 인사제도의 수립과 조직개

편 등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표 9-1>과 

같다.

           

정형적 의사결정 비정형적 의사결정

문제빈도 반복적, 일상적 미경험, 비일상적

문제유형 구조적 문제 비구조적 문제

해결방법

절   차

합리성과 이성에 의거하며 

정책과 규칙, 절차에 따라 

실행됨.

창의력과 영감에 의거하며, 

애매성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인내가 요구됨.

예시 주기적 재고 관리 신시장과 신제품 개발

 <표 9-1>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의 비교

2. 일상적, 적응적, 혁신적 의사결정

문제의 특성에 따라 의사결정의 유형을 분류한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과는 

달리 문제의 유형뿐만 아니라 해결책의 유형까지 고려한 의사결정의 유형이 있다. 여기에서 

문제의 유형은 유형이 잘 알려지고 정의된 것에서부터 모호하고 잘 정의되지 않아 비일상적

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해결책의 유형 역시 잘 알려지고 잘 정의된 것에서부터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거

나 모호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의 유형과 해결책의 유형에 따라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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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유형화하면 [그림 9-1]과 같이 일상적, 적응적, 그리고 혁신적 의사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애매모호함

잘 알려져 있음 애매모호함문제의 유형

해
결
책
의
유
형

혁신적

적응적

일상적

확실함

불확실함

의
사

결
정상황

[그림 9-1] 일상적, 적응적 혁신적 의사결정

자료: Don Hellriegel, Susan F. Jackson and John W. Slocum Jr, Management: 

A Competency Based Approach, 9th ed., South-Western, 2002, p.225.

2.1. 일상적 의사결정

일상적 의사결정(routine decisions)은 개념이 분명하고 문제와 해결방안이 상대적으로 

잘 정의되고 잘 알려진 것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표준화된 선택에 의한 의사결정 방안이다. 

기업이나 조직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확립된 규칙이나 표준적인 

운용절차 혹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찾을 수 있다. 정형적 의사결정과 유사한 의사

결정이다.

일상적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방법은 규칙과 표준작업절차 그리고 인공지능 등이 있다. 규

칙은 특수한 일상적 문제를 다루는 데 꼭 필요한 일관성 있는 행동의 절차를 상술한 것이

다. 표준작업절차는 특별한 일상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작업자가 순서대로 지켜야 할 일련

의 규칙을 뜻한다. 여기에는 작업자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가는 물론 의사결정의 

형태까지 기술되어 있다. 인공지능이란 컴퓨터 시스템이 언어해독·판단·학습 등과 같은 사람

의 지능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지칭한다.

2.2. 적응적 의사결정

적응적 의사결정(adaptive decisions)은 어느 정도 비일상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알려져 있

는 문제와 해결대안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이러한 유형의 의사결정에는 종종 과거의 일상적

인 의사결정이나 실무관행을 점진적으로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이

나 조직에서 이러한 적응적 의사결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만큼 계속적인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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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룩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이 계속될수록 점증적인 성과의 향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적응적 의사결정 모형은 다소의 애매한 문제와 대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재무관계

에서 주로 사용되는 손익분기점 분석(break-even analysis)이나 상충관계 매트릭스(payoff 

matrix)가 대표적 기법이다. 손익분기점 분석은 총매출액이 총 비용과 일치되는 매출액이나 

매출량을 확인하는 의사결정의 도구이다. 그리고 상충관계 매트릭스는 각각의 상황별로 확

률을 계산하고 그에 대한 결과(성과)를 나타내는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최적 해결책을 실행

하는 의사결정 도구이다. 

2.3. 혁신적 의사결정

혁신적인 의사결정(innovative decisions)은 비일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하며 진단하여 독창적이고 새롭고 창조적인 대안을 개발해 내는 의사결정이다. 혁신적

인 의사결정은 과거와의 과감한 단절을 뜻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문

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창조해 내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혁신적인 의사결정

은 논리적이고 정규적인 과정을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의

사결정자의 창의력과 영감, 그리고 상상력이 필요하다. 혁신적 의사결정의 기법으로는 의사

결정나무(decision tree)와 창조적 과정과 분위기(creative process and climate)가 있다. 

의사결정나무는 문제를 논리적 순서에 입각하여 더욱 작은 문제로 나누고 현재의 선택과 자

연상태, 그리고 미래의 선택과의 관계를 밝히는 방법이다. 창조적 과정과 분위기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예측하며, 창출하고,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3.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의사결정

앤소프(H. I. Ansoff)는 의사결정의 유형을 조직계층의 수준에 따라서 전략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업무적 의사결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3.1. 전략적 의사결정

전략적 의사결정(strategic decision making)은 기업의 성격이나 외부적응과 관련된 문제

에 대한 의사결정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경영자의 경험이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신제품 개발, 다각화 등과 같은 것이 이러

한 의사결정의 예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주로 최고경영층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2. 관리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managerial decision making)은 기업의 외부보다는 내부문제에 대한 의

사결정이다. 이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제 자원을 최적 조직화하는 

의사결정이다. 예를 들면 조직을 편성하거나 자원의 조달과 개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주로 중간관리층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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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업무적 의사결정

업무적 의사결정(operational decision making)은 전략적 의사결정과 관리적 의사결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으로 기업의 실제적인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의사결정이다. 예를 들면, 기업의 생산이나 마케팅, 인사, 재무관리 등에서 일상

적으로 일어나는 의사결정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은 하위경영층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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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사결정의 모델

의사결정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한 이론적 모형, 즉 가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과 제한된 합리성 모델 그리고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이 

그것이다.

1. 합리적 모델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rational model)은 묘사적이기보다는 규정적이다. 즉, 의사결정이 

실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보다는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모델은 따라서 규범적인 모델이다. 이 모델은 의사결정 과정과 경영자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있다.

첫째, 경영자는 상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둘째, 의사결정자는 알려져 있고 동의되어 있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며 다양하고 광범

위한 선택대안을 가지고 있다. 셋째, 경영자는 대안과 대안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 이성

적이고 체계적이며, 논리적이다. 넷째, 경영자는 조직의 목표와 이해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

려한다. 다섯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정들에 근거한 합리적 모델은 의사결정 환경이나 경영자가 실지로 의사결정을 

하는 현실을 고려하고 있다기보다는 조직이나 집단이 이상적인 결과(ideal outcomes)를 얻

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즉, 실제의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의 의사결정은 첫째, 의사결정자가 완벽하고 완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둘째, 

가능한 대안에 대한 완벽한 정보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자들은 그러한 많은 양의 정

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의사결정자는 대안이 가

져올 미래의 결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실제로 의사결정이 일

어나는 상황에서의 개인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피로나 인성, 감정과 태도, 동기 등과 같은 

행위적인 요인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2. 제한된 합리성 모델

제한된 합리성 모델(bounded rationality model)은 개인의 합리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

으며, 동일한 정보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개인의 반응양상을 설명한 사이

몬에 의하여 제안된 모델이다. 

이 모형은 개인이 ① 최선의 목표나 대안보다는 못한 해결책을 선택하며, ② 대안의 탐색

에 한계가 있으며, ③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적 환경에 대한 통제와 정보

수집이 완벽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한된 합리성 모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행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보다 나

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 모델은 거의 유사한 정보를 가진 경우에도 개인들이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모델은 의사결정이 최적화가 아니라 만족화(satisfying)의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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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 있다. 만족화는 최선의 것이 아닌 수용할 만한 목표나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결정자가 만족화의 조건에 속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탐색에 한계가 

있으며,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처리에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정치적 모델

정치적 모델(political model)은 의사결정 과정을 파워를 가진 내외부의 이해관계자의 이

해나 목표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모델이다. 여기에서 파워를 먼저 이해

할 필요가 있는데, 파워는 개인이나 부서 그리고 조직의 의사결정과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파워는 ① 무엇이 문제인가를 결정하고, ② 목표를 선택하며, ③ 해결대

안을 분석하고, ④ 대안을 선택하며, ⑤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성공과 활동을 통제하고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의사결정에서의 정치적인 과정은 권력을 가진 이해관계자

와 관련이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나 목표에 대한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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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의사결정의 단계

의사결정은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평가하며 대안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행동

을 취하며 결과를 평가하는 순환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다.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의 인식에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

된 대안의 결과의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단계는 통상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의 보편적인 단계이다. 즉, 

위에서 살펴본 의사결정의 모델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의사결정에 적용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과정은 [그림 9-2]에서 보다시피 ① 문제의 인식, ② 대안의 개발, ③ 

대안의 평가, ④ 의사결정, ⑤ 의사결정의 수행, ⑥ 결과의 평가와 피드백에 이르는 과정으

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의 인식 대안의 개발 대안의 평가

결과의 평가와 

피드백
의사결정의 수행 의사결정

[그림 9-2] 의사결정 과정 

자료: Courtland L. Bovee, John V. Thill, Marian Burk Wood and George P. Dovel, Management, McGraw-Hill, 

1993, p.180.

1. 문제의 인식

의사결정 과정의 가장 첫 단계는 문제의 인식(identify the problem)이다. 경영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기 전에 문제를 인식하여야 하며 문제의 범위와 본질을 분석하여야 

한다. 문제를 인식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먼저 문제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문제를 정의하며, 

상황을 진단하여야 한다. 

① 문제의 인지: 경영자는 성과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환경의 변화나 기업성과 변

화를 통하여 문제를 인지하여야 한다. 경제블럭의 형성이나 기술 변화와 같은 외부적인 변

화와 더불어 조직 내부의 성과인 불량률이나 생산성의 변화 등은 문제점을 시사해 주는 것

이다. 이 단계는 문제의 징후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② 문제의 정의: 경영자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였다면,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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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요소들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문제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좋

은 해결책이 제시될 수 없다. 따라서 문제의 정의과정에서 문제를 구성하는 정확한 요소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상황의 진단: 이 단계에서 경영자는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의미 있는 해결

책에 이를 수 있도록 문제의 원인을 추론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쉽게 이루어지면 

문제의 원인은 명확히 밝힐 수 있다.

2. 대안의 개발

문제가 인지되고 분석된 후에 경영자는 의사결정의 두 번째 과정인 대안개발(generate 

alternatives)의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이 단계에 있어서 경영자는 가능하면 많은 대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안들은 경험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으며, 경쟁의 결

과나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창의력 개발의 결과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대안으로 개발되지 않은 해결책은 대안으로 채택될 수 없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판단을 유보하고 많은 대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최초에 발견한 대안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경우 그 대안을 채택해버림으로써 보다 유효한 대

안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3. 대안의 평가

의사결정 과정의 세 번째 단계는 대안의 평가 단계(evaluate alternatives)이다. 이 단계

에서는 각 대안의 가능한 결과와 의미를 분석하게 된다. 즉, 각 대안의 장점과 더불어 단점

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안의 실현 가능성과 적절성, 비용 등이 평가

된다. 물론 대안들의 수행이 잘못되거나 기업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대안

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4. 의사결정

대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경영자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대안들에 대한 충

분한 검토를 거쳤다면 최적 대안의 선택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적 대안

의 선택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것은 첫째, 각 대안들이 의사결정의 목표와 기준

을 얼마나 잘 충족하였는지 상호 비교하기가 쉽지 않거나, 둘째 여러 대안들이 모두 좋지 

않은 대안일 때가 있다. 그리고 셋째 너무 많은 대안이 확보되어 그 대안들을 평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의사결정자가 오히려 혼돈에 빠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경영자는 각 대안의 위험과 수익을 감안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

(make decision)하게 된다. 여기에서 경영자의 위험수용성(risk propensity)이나 위험을 감

수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수익성이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경영자

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영자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위험과 수익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trade-off)의 관계가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과 관련된 위험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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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5. 의사결정의 수행

최선의 대안이 선택되고 나면 경영자는 의사결정을 실행(implement the decision)하여

야 한다. 선택된 대안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이 의사결정의 수행 단계이다. 아무리 훌륭한 대

안이라도 적절하게 실현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자들은 일반

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수행이 기업의 구성원과 조직의 기

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사려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상되는 변화와 결

과를 공개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경영자는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의사결정의 수행에 필요한 변

화와 협력을 얻을 수 있다.

의사결정의 성공적인 수행은 조직 구성원들의 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와 그 같은 결

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는 헌신성에 달려있다.  의사결정의 수행에 구성

원의 지지를 얻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의사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구성원을 가능하

면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구성원들이 대안의 개발과 평가과정에 참여함으

로써 숨겨진 문제점들을 알 수 있고, 사용되지 않은 자원을 찾을 수 있으며, 그들의 창의력

을 활용할 구 있다.

6. 결과의 평가와 피드백

의사결정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의사결정과 수행결과의 평가와 피드백(evaluate the 

results and provide feedback)이다. 경영자는 평가와 피드백을 통하여 의사결정의 결과가 

기대에 부응하였는지를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과 그 수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의사결정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면 수정을 위하여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의사결정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문제의 인식이 잘

못되었을 수도 있고, 대안의 평가나 선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며, 실행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나은 새로운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

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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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의사결정의 제 특성

의사결정 과정은 모든 종류의 의사결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또 요구되는 분석의 방법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문제의 성격이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① 불

확실성, ② 복잡성, ③ 시간여유, ④ 분석에 대한 이득과 비용의 관계, ⑤ 문제의 반복성, 그

리고 ⑥ 효과의 지속기간 등이다.

1. 불확실성의 정도

불확실성이란 문제에 관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정보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

다. 의사결정을 할 때에 참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량은 일종의 연속선상의 한 정도라 

생각할 수 있다. 즉, 의사결정자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는 무

정보의 상태에서부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완전정보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정보

량의 연속선상의 어느 점에 위치하게 된다.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의 정도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점을 

차지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자신의 경험에 의존

하여 주관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불확실성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상

황이라 할 수 있다. 만일 해당 문제에 관한 표본조사의 결과가 나와 있다면 불확실성은 많

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샘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상황은 확실성에 접근하는 

것이며 전수조사에 이르게 되면 불확실성은 완전히 소멸되고 확실성의 상태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현실의 세계에서, 완전한 확실성 또는 완전한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부분적인 불확실성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세 가지의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의 방법은 다음의 의사결정 상황에서 상세히 다루게 

된다.

2. 복잡성의 정도

문제의 복잡성은 그 문제에 관련된 일과 사람의 정도를 의미한다. 문제의 복잡성은 관련

성의 긴밀함과 다른 문제와의 관련성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관련된 변수가 많고 변수간

의 의존관계가 복잡하고 다른 의사결정과의 관련이 깊을수록 그 의사결정은 복잡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제가 복잡할수록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지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의 해결이 가져오게 될 파장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다. 더욱이 지난번의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있는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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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의 여유

문제가 가지고 있는 다음 특성으로 여유시간을 들 수 있다. 이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소비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

면 큰 위험을 당하거나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는 문제의 핵심만을 개략

적으로 분석하여 지체 없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반면에 상당한 시간여유가 있을 때는 데이

터의 수집, 대안의 분석과 평가 등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을 거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이상적인 사고보다

는 현실성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4. 분석에 대한 이득과 비용의 비교

제기된 문제를 분석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의 분석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할 것인가는 그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따라 달라진다. 기대되는 

이득이 적을 때는 문제의 분석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특정 의

사결정의 결과가 기업의 수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철저

하게 문제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정보에 대한 비용과 수익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그림 9-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비용이 들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비용은 문제에 대한 정보의 양이 많아져 갈수록 추가

되는 정보에 대한 비용, 즉 한계정보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게 된다. 반면에 한계정

보의 효용성은 정보의 절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추가되는 정보의 비용과 

효용성을 감안하여 적정정보하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다.

최적점

(a)

(b)

(c)

추
가
정
보
의

비
용
과
원
가

평균가치 (a)

원가(b)

한계가치(c)

정보의 완전성

정보의
경제성 영역

0 100%

[그림 9-3] 정보 추가비용

자료: Frank E. Harrison, The Managerial Decision-Making Process, 3rd ed., Houghton Mifflin, 1987,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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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의 반복성

문제에는 자주 접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의사결정의 유형에

서도 살펴보았듯이 자주 접하는 반복적인 문제는 정형적인 의사결정 패턴을 따르게 되며, 

비구조적이고 자주 접하지 않는 비일상적인 문제는 비정형적 의사결정의 대상이 된다. 그러

므로 동일한 형태로 자주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반복적·정형적 문제는 구조가 명확하고 계량

화가 가능하므로 표준 처리절차를 정하여 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최고경영층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같은 문제는 정형화된 문제해결 절차를 마련할 수 없으므

로 그 상황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6. 효과의 지속기간

의사결정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가는 의사결정의 중요도를 가늠하는 한 기준이 된다. 

장기적인 효과를 가지는 의사결정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위 관리층에

서 처리하는 의사결정은 조직의 하부에서 다루는 의사결정에 비하여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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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의사결정 상황

의사결정의 특성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구텐베르크(E. 

Gutenberg)는 ① 확실성(certainty) 상황, ② 위험(risk)상황, ③ 불확실성(uncertainty) 상

황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로 한다.

1. 확실성 상황하의 의사결정

확실성 상황하의 의사결정이란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된 각 대

안들의 결과에 대해 예측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선택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

이 없는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다.

확실성 상황에서는 고전파 경제이론의 합리성 모형(rational model)에 의해 의사결정이 

일어난다. 확실성하에서는 대안들이 모두 알려져 있고 각 대안의 결과도 모두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자는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내는 대안을 선택하

게 되며, 선택된 대안은 문제에 대한 최적해(optimal solution)가 된다.

2. 위험상황하의 의사결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나 불완전하여 의사결정자가 대안을 선택하거나 실행할 경

우 위험이 뒤따르는 의사결정 상황이 위험상황하의 의사결정이다. 즉, 대안을 선택하였을 

때 그 예측 결과가 실현될 확률을 알고 있는 상황하의 의사결정을 말한다. 

확실성하의 의사결정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자가 모든 

대안과 그 대안의 각 결과를 모두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여러 가지 결과가 발생할 확률을 아는 것뿐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의

사결정자는 주어진 통계적 확률에 의거한 기댓값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3. 불확실성 상황하의 의사결정

불확실성 상황하의 의사결정이란 제시된 각 대안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공된 자료의 객관적인 확률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은 대안, 결과, 그리고 결과가 발생할 확률 모두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다소 드문 경우로서 보통은 확률을 모를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 

이런 확률을 모를 경우, 대안의 선택을 위한 여러 가지 선택기준이 있다. 여기서는 그중에

서  ① 비관주의 기준(criterion of pessimism), ② 낙관주의 기준(criterion of optimism), 

③ 후회주의 기준(criterion of regret)을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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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관주의 기준

이것은 최대최소(maximin) 기준으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비관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선

택하는 것이다. 즉, 의사결정자는 먼저 각 대안에 대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최악의 결

과를 결정한다. 즉, 최소의 이득(minimum payoff)을 먼저 결정하고, 이들 최소의 이득 중에

서 최대치(maximum value)를 갖는 대안을 선택하는 최대최소(maximin)의 절차인 것이다. 

만약 대안의 결과가 비용일 경우에는 반대로 최소최대(minimax)의 기준에 의한다.

3.2. 낙관주의 기준

이것은 최대최대(maximax) 기준으로 의사결정자는 비관주의 기준과는 반대로 완전히 낙

관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최대이익의 가능성 중에서 최대치를 갖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

다. 

때로는 이러한 낙관적 입장과 비관적 입장을 낙관계수(coefficient of optimism)를 이용

해서 절충하기도 한다. 즉, 낙관계수를 0.6이라 하면, 최대이득에 0.6을 곱하고 최소이득에 

0.4를 곱하여 이를 더한 기대이득(expected payoff)을 계산하여 가장 큰 기대이득을 갖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3.3. 후회주의 기준

이것은 최소최대 후회기준(minimax regret criterion)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의사결정자

는 의사결정 후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후회는 선택된 대안의 결과와 선택

될 수 있는 대안의 결과의 불리한 차이를 의미하는데, 말하자면 잘못된 결정의 기회비용이

다. 따라서 의사결정자는 최대의 후회(maximum regret)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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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집단의사결정

오늘날 기업의 의사결정은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기보다는 집단이나 위원회에 의

하여 이루어진다. 개인의사결정(individual decision making)에 대한 집단의사결정(group 

decision making)의 상대적인 유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집단의사결

정은 개인의사결정보다 시간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전문가들의 상호 작용을 통하

여 보다 나은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그림 9-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의사결정에서 집단의사결정 그것도 집단이 동의

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의사결정의 질은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다섯 사람 이상의 참가자

의 동의에 의한 의사결정은 개인의 의사결정이나 다수 의견, 혹은 리더 의견보다 우월하다

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집단의사 결정의 특징을 정확성·판단력과 문제해결·창의성·위험부담 등의 측면에서 개인의

사결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성과 신속함에 있어서 집단의사결정이 개인의사

결정보다 시간을 더 소비하지만,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적다. 둘째, 판단력과 문제해결에 있

어서 집단은 개인보다 많은 정보와 경험 아이디어, 비판적인 평가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개

인보다 앞선다. 셋째, 창의성에 있어서도 집단은 개인보다 많은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갖게 

된다. 넷째, 위험부담에 있어 집단은 개인에 비해 위험스러운 일을 회피한다. 

그러나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항상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사결정과 

집단의사결정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집단의사결정의 장단점을 개인의사결정

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9-4] 개인과 집단의사결정의 질 

자료: James L. Gibson, James H. Donnelly, Jr., John M. Ivancevich, and Robert Konopaske, Organizations, 12th 

ed., McGraw-Hill, 2003, p.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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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의사결정의 장·단점

1.1. 집단의사결정의 장점

집단의사결정은 개인의사결정 방법과는 다른 몇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집단

의사결정은 보다 완전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집단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의사결

정에 활용하여 보다 나은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다.

둘째, 집단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수용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의사결정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의사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구성원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의사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될 개인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면 수용성을 높여 실천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집단의사결정은 합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개인에 의한 독단적인 의사결정보다는 

합의와 협력에 의한 의사결정이 민주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1.2. 집단의사결정의 단점

집단의사결정의 효과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집단의사결정은 치명적인 몇 가지의 결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집단의사결정은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간의 소비는 비능률적일 

수 있으며, 때로는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

든다.

둘째, 집단의사결정은 집단의 압력으로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게 될 수도 있

다. 개인의 행동은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이 채택될 

경우, 개인은 집단의 구성원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집단의사결정 방법이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한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셋째, 집단의사결정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책임을 분담하게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의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와 같이 집단의사결정은 개인의사결

정에 비하여 책임의 명확성이 부족하다.

2. 집단의사결정 기법

집단적인 의사결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점이 많은 반면에 몇 가지의 단점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은 물리적으로 집단의 구성원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다. 즉,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은 개인의 협동적인 창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지

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 작용이 집단 구성원

의 창의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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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사결정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새로운 의사결정기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결정기법에는 브레인스토밍과 명목집단기법, 

델파이 기법 등이 있다.

2.1. 브레인스토밍 기법

브레인스토밍 기법(brainstorming technique)은 두뇌선풍, 영감법 또는 머리글자를 따라 

BS라고도 불리는 아이디어 개발방식이다. 이 기법은 오스본(A. F. Osborn)에 의해서 1938

년에 개발되어 1950년대에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에서 아이디

어 개발을 위한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 기법은 다양하고도 많은 수량의 아이디어

를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구성원으로 하여금 독창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기법으로서 운

영상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갖는다.

① 다른 구성원의 아이디어 제시를 저해할 수 있는 평가나 비판의 금지

② 자유로운 아이디어의 제시

③ 아이디어의 질보다는 수량을 중시

④ 제시된 다른 구성원의 아이디어의 결합과 개선 가능

이와 같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개인의 창조적 사고를 저해하는 집단 구성원 상호 간의 

동조현상(conformity)을 극복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타의 기법보다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활용도가 높은 기법이다. 보통 6명에서 12명 정도의 구성원이 참

여하여 집단회의를 열고 집단의 리더가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참가자 각자가 생각나는 아이

디어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제시하여 그것들로부터 유용한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많이 

얻어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다. 

2.2. 명목집단기법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technique)은 1968년 델벸과 반드밴(A. L. Delbeque and 

A. H. Van de Ven)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사회심리학적 연구를 기초로 개발되었다. 이 기

법은 미국 NASA의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산업공학적 문제해결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시민

의 참여에 관한 연구에 활용되었다.

명목집단기법은 다양한 조직에서 아이디어나 대안의 도출과 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온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토의 및 투표기법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이 

기법의 명칭 중에서 명목(nominal)이란 ‘침묵, 독립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집합으로서의 집단은 실질적인 의미, 즉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집단은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집단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

는 것은 구성원 상호 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심리적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투표를 통

하여 모든 구성원이 집단의사결정에 동등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데 그 참뜻이 있다. 

이 기법은 많은 구성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하고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집단 

내에서의 합의를 확보해야만 할 때 활용된다. 특히, 민감한 문제나 정보에 대한 평가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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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유용한 기법이다. 명목집단 기법은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지만 집단 내에서의 구성원 각

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기법이다. 이 점에서 집단이 일하는 효과를 얻으면서 개

인이 혼자서 작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다.

2.3.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은 1950년 초에 미국의 Rand 회사의 달키(Norman 

Dalkey)와 그의 동료에 의해 미국 국방성의 요청에 따라 개발한 기법이다. 델파이 기법은 

집단토론을 거치지 않고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견해를 얻어내는 방법이다. 

문제

해결

협조할
전문가

명단 작성

전문가에게
문제 제시

제시할 해결책과
건의안 기록
(전문가)

전문가의 응답
수집, 편집하여
재편성

재편성된 응답을
모든 전문가 공유

전문가가상호간에
아이디어를 논평,
해결책 제안

해결안 편집, 정리

[그림 9-5] 델파이 기법

원래 이 의사결정기법의 개발 목적은 미국에 대규모 원자탄 공격이 가해졌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 후 과학적 발전, 인구 증가, 교육문제, 우주과학 분야의 기술 

예측, 그리고 사회구조 변화 등에 활용되어 왔다. 이 기법이 추구하는 주된 목표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신뢰성이 높은 합의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델파이 기법의 주된 특징은 일체의 대화 없이 반복적인 피드백에 의해서 통계적 처리에 

의하여 아이디어나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림 9-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한 문제

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의 독립적인 아이디어 제시를 우편으로 수집하고, 이 제시된 아이디

어를 분석 요약하면 응답자들에게 다시 제공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서로의 논평을 반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델파이 기법은 일련의 반복적인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델파이 기법의 인적 구성은 의사결정, 실무자 그리고 응답자로 구성된다. 의사결정자는 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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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기법에 의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실무자는 의사결정자를 

도와서 응답자에 보낼 설문지를 개발하고 이 설문지의 응답을 분석·정리하여 피드백해 주는 

역할을 맡는다. 응답자는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전문가들을 말한

다. 이 기법은 여타의 집단의사결정 기법과 비교해 볼 때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

다.

1) 익명성

델파이 기법의 운영 도중에 설문 응답자들은 서로 상대방을 알 수 없으며,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특정인의 아이디어를 구분할 가능성을 제거시켜 주

며, 응답자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응답자는 이 때문에 이미 제시한 아이디

어에 대하여 자유로운 수정 내지는 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아이디어 자체에 대

한 평가만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피드백에 의한 반복적 과정

델파이 기법에서의 집단 상호 간의 작용은 설문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델파이 기법의 

실시 책임을 맡은 실무진은 응답 내용이 적힌 설문지에서 문제에 필요한 정보만을 분석·정

리하여 다시 피드백시켜 준다. 이들은 응답자로 하여금 집단의 집합된 아이디어를 인식시킴

으로써 빗나간 아이디어 제시와 같은 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한다. 집단의 대다수 아이디

어라 할지라도 응답자의 표현에 의한 설득력보다는 아이디어가 나타난 빈도에 의해서 결정

이 된다. 피드백 형식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므로 집단의 결의 자체를 위해 만장일치를 시

키거나 토론에서 이기는 데만 관심을 두지 않고 본래의 목적인 문제에 대한 집단의 최적안 

합의에 충실할 수 있다.

3) 구성원 응답의 통계적 처리

집단에 의한 의사결정은 다수결에 의한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그 집단 내의 의견의 차이 

정도를 나타내주지는 못한다. 집단 내의 특정 응답자의 아이디어 제시가 매우 강한 경우에

는 이에 대한 지배나 가중치가 높아지게 된다. 델파이 기법에서는 그러한 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통계적 분석에 의한 평가를 한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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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이 기업의 운명을 결정
기업경영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잘된 의사결정은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위치를 강화해 

주지만, 잘못된 의사결정은 기업을 위기의 나락에 빠지게 한다. 한순간의 의사결정이 때로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ABC-TV는 1955년 ‘미키 마우스 클럽’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로 계획하면

서, 52주간의 광고 독점권을 50만 달러에 마텔(Mattel)에 제안하였다. 부부인 엘리엇과 루

스 핸들러(Elliot & Ruth Handler)가 1945년 설립한 장난감 제조회사인 마텔은 당시 소형 

기관단총 형태의 새로운 장난감(Burp Gun)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ABC가 제안

한 50만 달러는 거의 마텔의 기업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핸들러 부부는 재무 책임자에게 “만약 이 계획이 실패하면, 우리는 파산하게 됩니까?”라

고 물었고, “파산은 하지 않지만,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텔은 과감하게 그 금액을 투자하여 TV 광고를 실행하기로 결정하였

다. 포춘지가 현대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친 20가지 의사결정 중 하나로 선정한1 이(오탈

자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정은 마텔에게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주었다.

사실 그 당시의 장난감 광고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중점을 둔 카탈로그 위주로 이루어졌

고, 기업 매출의 80%가 크리스마스 6주 전부터 크리스마스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고객은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장난감을 구매하는 부모들이었다. 마

텔은 매출이 연간 상시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고객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TV 광고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광고를 통해 제품에 익숙해져야 아이

들이 부모에게 제품을 사달라고 말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매출이 3년 만에 3배나 성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은 

매 3초마다 하나씩 팔려나간다는 바비 인형을 1959년에 탄생시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

었다.

반면, DEC(Digital Equipment Corporation)를 보자. DEC는 기존 중대형 컴퓨터를 저렴

한 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미니컴퓨터 시장을 창출하였고, 1980년대 중반에는 세계 2위

의 컴퓨터 업체로 부상하였다. 그런데 기술 벤처로 출발한 DEC는 엔지니어가 제품 개발과

정의 결정을 주도하던 설립 초기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대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그대

로 유지하고 있었다. 엔지니어가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방식은 시장에서 ‘성능 좋은 중형 

컴퓨터’를 요구하는 시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소비자 요구가 PC로 넘어가면서 달라

진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엔지니어들은 성능이 뛰어난 중형 컴퓨터 기술이 있는데도, 이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PC

를 개발해야 한다는 상품기획부서의 요구에 자존심이 상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

히, 공동 창업자이자 CEO이었던 올센(Ken Olsen)은 가정에서 컴퓨터가 필요할 이유가 전

혀 없다고 반문하면서 PC 사업으로의 진출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결국 DEC는 PC와 노트북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놓쳤고 1998년에 컴팩(Compaq)에 합

병되었다.

베인 앤 컴퍼니의 컨설턴트인 폴 로저스(Paul Rogers)와 마르시아 블렝코(Marcia 

Blenko)는 “성과가 높은 조직들은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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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경쟁자보다 효과적인 결정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내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

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제대로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폴 너트(Paul Nutt)는 

20여 년에 걸쳐 400건의 비즈니스 의사결정 과정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중 약 

50%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LG Business Insight LGERI 리포트, 2010년 6월 2일>

 <왜 데이터가 중요할까? 통찰력을 얻고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www.youtube.com, 2010>

   <‘Dan Ariely asks: Are we in control of 

our own decisions?’, www.ted.com, 2009>

숫자로 본 기업과 경영  

면접관, 2.6분 안에 첫인상 판단 

 

면접관이 지원자의 첫인상을 판단하는 데 평균 2.6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인사담당자 353명에게 <면접 시 첫인상>을 

주제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90.7%가 첫인상이 면접 평가에 영향을 미친

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이 면접에서 지원자의 첫인상을 평가하는 시간은 평균 2.6분이었다. 세부적으

로 보면, ‘3분 이하’가 과반수인 55.6%였고, ▲5분(21.9%) ▲면접장 들어오자마자(15%) ▲

10분(5%) ▲4분(0.9%) 등의 순이었다. 지원자의 첫인상을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는 ‘얼굴표정’이 2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말투(22.2%) ▲바른 자세(19.4%) ▲

이목구비 등 외모(10.3%) ▲복장(7.8%) ▲인사성(6.3%)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지원자의 경우 ‘말투(27.2%)’, 여성지원자는 ‘얼굴표정(27.2%)’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면접에서 첫인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0~60% 미만(20.6%) ▲20~30% 미만(15.9%) ▲

30~40% 미만(14.1%) 등으로 평균 46.7%이었다.

<데이터뉴스, 2010년 04월 20일>

볼거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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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인생에서 결정해야 할 비정형적 의사결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 배우자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은 어떠해야 할까?

3. 제한된 합리성에 의한 의사결정의 예를 들어보자.

4. 어떠한 경우에 정치적 의사결정 모형에 따라야 할까?

5. 의사결정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6. 집단의사결정의 단점을 생각해 보자.

 

  

생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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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직화와 조직구조

1. 조직화의 본질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동기가 부여되어 있는 사람은 조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기보다는 다소 막연한 형태를 취하

는 편이 보다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협동의지가 있는 사

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협동하여야 할 부서와, 역할들의 상호 관계를 알게 된다면, 그들의 

작업성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운동경기를 하는 팀이건 교향악단이건 혹은 기업이

건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역할들의 상호 관계는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조직화(organizing)는 역할들의 상호 관계인 과업과 책임을 정의하고 

배분하기 위하여 조직구조를 확립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즉, 조직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이와 같이 역할들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역할들의 시스템인 조

직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조직구조

경영자는 계획화의 과정을 통하여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 조직화를 통

하여 그러한 목표와 전략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구조를 설계한다. 조직구조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개인과 집단의 과업을 연계하는 공식적인 상호 작용과 조정 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조직구조는 경영자들이 만든 공식적인 시스템(formal system)이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직구조는 경영자들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정보 흐름을 용이하게 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둘

째, 조직구조는 의사결정 권한을 효과적으로 분배하여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계획을 무

리 없이 실행하고 일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셋째, 조직구조

는 과업들 사이의 관계를 질서 있게 조정하고 통제함으로써 과업이 적절히 배분되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 전체적인 조직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3. 조직구조의 구성요소

조직구조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지만, 보통 복잡성

(complexity), 집권화(centralization), 그리고 공식화(formalization)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

려져 있다. 이러한 세 요소는 조직구조의 차원으로도 불려진다. 여기에서 복잡성은 조직의 

부서가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가 하는 개념이며, 

집권화는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이 얼마나 상부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

식화는 구성원과 조직의 행동이 얼마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여기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위의 세 가지의 차원을 결정하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경영자는 조직구조를 편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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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의 의사결정을 행한다. 즉, 직무설계(job design), 부문화(divisionalization), 수직적 

조정(vertical coordination), 그리고 수평적 조정(horizontal coordination)에 대한 의사결정

이다. 경영자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하여 내리게 되는 의사결정이 조직구조를 결정하며 결과

적으로 조직구조 차원을 결정하게 된다.

경영자가 조직구조에 대하여 내리는 첫 번째의 의사결정은 조직 전체의 과업과 책임을 나

누어 개인이나 집단의 직무를 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개인의 직위를 작업의 단위로 통합하

고 작업의 단위는 다시 부서로, 그리고 부서는 다시 조직의 계층을 형성하도록 하는 부문화

에 대한 결정이다. 셋째는 조직계 층간의 수직적인 조정을 용이하도록 하는 메커니즘, 예를 

들면,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종업원의 수를 결정하거나 권한의 위양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들

이다. 그리고 넷째는 수평적인 조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메커니즘, 예를 들면, 태스크 

포스나 부문간의 팀 제도의 확립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이상과 같은 결정을 통하여 조직의 구조를 개발하는 과정을 일컬어 조직설계라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 조직도(organizational chart)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많은 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의 기본적인 구조와 명령의 흐름을 나타내는 조직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

직도는 광의의 형태를 보여줄 수 있을 뿐이며, 조직구조의 모든 측면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직구조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결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직무의 설계는 조직구조의 가

장 기초적인 측면이다. 여기에서는 직무설계에서부터 수평적인 조정메커니즘에 이르기까지

의 조직구조에 대한 의사결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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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직무설계

경영자가 조직구조에 대하여 내리는 첫 번째의 의사결정은 조직 전체의 과업과 책임을 나

누어 개인이나 집단의 직무를 정하는 결정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직무는 각각의 직무에 따

라 그 직무를 구성하는 활동이 다르다. 회계담당자의 직무를 구성하는 활동과 판매담당자의 

직무를 구성하는 활동은 서로 다른 것이다.

직무를 구성하는 활동이 서로 다른 것은 직무를 전문화시킨 결과이다. 조직은 이러한 직

무의 전문화를 통하여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의 전문화가 필

요한 것은, 조직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을 모든 구성원들이 충분하게 가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각각의 직무들이 어떠한 활동으로 구성되는가 하는 것은 직무설계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

다. 직무를 설계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방법에서부터 현대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

의 방법, 즉 직무 단순화, 직무 순환, 직무 확대, 그리고 직무 충실화가 있다.

1. 직무 단순화

직무의 내용을 구성하는 직무설계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무 단순화(job simplification)

이다. 직무 단순화는 직무담당자들이 좁은 범위의 몇 가지의 일을 담당하도록 직무를 설계

하는 방법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담 스미스는 직무 단순화나 전문화의 효익을 실증적

으로 증명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는 핀을 만드는 작업에 있어 보통의 사람들은 하루에 

20개 정도밖에 만들 수 없지만 만약 이 작업을 10가지의 전문화된 작업으로 세분하여 10

명이 전문화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하루에 무려 48,000개, 즉 2,400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직무 단순화는 직무의 활동이 단순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작업자의 교체가 용이하고 새

로운 종업원을 교육시키기가 쉽다. 그러나 단순화가 과도하게 되면 종업원을 동기부여하기

가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전문화된 직무는 종업원에게 무료감을 가져다주며, 

결근율과 이직률, 그리고 태업의 원인이 되고 직무만족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직무 순환

직무설계의 두 번째 방법은, 직무단수화로 설계된 직무를 순환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직무

설계이다. 따라서 이미 직무를 설계한 후에 이루어지는 직무설계라는 측면에서 직무 재설계

의 한 유형이다. 

직무 순환(job rotation)은 작업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다양한 직무에 순환 근무토록 함으

로써, 그들의 활동을 다각화하여 단일 직무상에서 오는 권태감을 상쇄시키는 방법이다. 이 

같은 직무 순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수직적 직무 순환과 수평적 직무 순환이 그것이

다. 수직적 순환은 조직계층의 상하위의 직무로 순환하는 것으로, 승진과 강등의 순환을 가

리킨다. 그리고 수평적 직무 순환은 같은 직무계층에서의 직무 변화이다. 일반적으로 직무 

순환이라고 할 때는 수평적 직무 순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무 순환은 여러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직무 순환은 첫째로 종업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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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경험과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둘째로 직무 순환은 직무로부터 

느끼게 되는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감소시켜 준다. 그리고 셋째, 직무 순환을 통한 직무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은 조직 내의 다른 활동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상위 직무에로의

(상위 직무로의) 승진에 필요한 직무통합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직무 순환에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직무 순환은 종업원을 새로운 직무에 배

치해야 하므로 능률과 경제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생산성이 감

소된다. 그리고 경험이 없는 종업원이 과업을 수행하게 됨으로 의사결정상의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강요된 직무 순환은 종업원의 직무만족을 감소시키며 결근율

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3. 직무 확대

직무 확대(job enlargement)는 수평적으로 직무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무 

확대는 현재의 직무에 그와 유사한 수준의 과업 활동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무를 보다 도전

감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자가 하여야 할 활동의 다양성

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직무 확대가 직무 단순화로 인한 좁은 직무범위를 개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종업원을 동기부여시키는 데 크게 성공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유사한 몇 

가지의 일을 하게 만드는 직무 확대로는 뒤에서 보게 되는 직무 충실화와 같이 종업원에게 

궁극적인 동기부여나 도전감을 불러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직무 단순화, 직무 순환, 그리고 직무 확대의 내용을 나타내면 [그림 10-1]

과 같다.

           

작업자 1 작업자 2 작업자 3

과업 1 과업 2 과업 3

직무 단순화

작업자 2 작업자 3 작업자 1

과업 1 과업 2 과업 3

직무 순환

작업자 1 작업자 2 작업자 3

과업 1,2,3 과업 1,2,3 과업 1,2,3

직무 확대

[그림 10-1] 직무 단순화, 직무 순환 직무 확대 모형 

자료: Kathryn M. Bartol and David C. Martin, Management, 2nd ed., McGraw-Hill, 1994, p.286.

4. 직무 충실화

직무 충실화(job enrichment)는 직무로부터 성장과 성취, 그리고 책임과 인정 등의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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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무 확대와는 달리 직무를 수직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즉, 직무 

확대는 단순히 직무의 범위를 넓히는 것인 반면에 직무 충실화는 직무의 깊이를 심화하는 

것이다. 직무 충실화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에 대해 보다 큰 통제력을 행사하도록 허

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작업자가 직무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실천과 평가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무 충실화의 개념은 1960년 경 동기부여에 있어 직무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

으로 밝힌 허즈버그(Frederick Herzberg)에 의해 주창되었다. 그 후 직무 충실화에 대한 

모범적인 모형인 직무특성모형(JCM; job characteristics model)이 핵맨과 올드햄(Richard 

Hackman and Greg Oldham)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이모형은 [그림 10-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핵심적 직무특성, 중요 심리상태, 그리

고 결과(성과)의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형의 기본적이 사고는 직

무의 특성이 중요한 심리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성과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10-2]에서 보는 바와 같이 JCM 모형의 핵심은 직무의 특성에 대한 것이다. 이 모

형은 어떤 직무나 5가지의 핵심 직무차원(five core job dimensions)에 의해 설명될 수 있

다고 한다. 이와 같은 5가지의 핵심적 직무차원들의 명칭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다양성(skill variety): 작업자가 상이한 기술이나 재능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

무가 다양하고 상이한 활동을 요구하는 정도

② 과업정체성(task identity): 과업이 하나의 단위로서 완성이 되어 있는 정도로 독자적인 작

업의 범위가 확인될 수 있는 정도

③ 과업중요성(task significance): 과업이 다른 사람의 직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작업의 의미 충만성의 경험

작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경험

작업 활동의 실제적인 결과
에 대한 인식

내적 작업 모티베이션의 상승

작업성과의 질적 향상

작업에 대한 만족도의 증대

이직 및 결근율의 저하

핵심 직무차원 중요 심리상태 결과(성과)

종업원 성장욕구의 강도

[그림 10-2] 직무특성모형

 

자료: J. Richard Hackman and Greg R. Oldham, "Development of the Diagnostic Surve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975, pp.159-170.

④ 자율성(autonomy): 작업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의 일정계획과 작업방법 및 작업절

차를 결정·선택하는 데 있어서 작업자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자유, 독립성 및 재량권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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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피드백(feedback): 직무가 요구되고 있는 활동의 수행 결과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도

이러한 직무차원은 [그림 10-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

며, 각각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차원은 심리상태에 따라 다르다. 즉,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의 직무차원은 직무에 대한 의미 충만성을 느끼게 하며, 자율성 차

원은 직무담당자에게 작업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직무결과에 대한 피드백

은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한 인식을 가져다준다. 

동기유발의 관점에서 보면 작업자가 좋아하는 과업(작업의 의미 충만성을 경험)을 자신이 

어느 정도로 잘 수행하였는가(작업결과에 대한 경험적 책임감)를 피드백받게 될 때(작업 결

과에 대한 인식) 내재적 보상(internal reward)을 경험하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다섯 가지의 직무차원에 의해 세 가지의 심리적인 상태가 도달될 때 결

과적으로 종업원의 내적인 모티베이션이 상승하며, 성과의 질적인 향상과 종업원의 만족이 

증대되고, 결근이나 이직의 가능성은 그만큼 저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 10-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런 직무특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종업

원이 특정한 심리상태로 가고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즉, 직무차원

과 성과(결과)의 관계는 종업원의 자아실현이나 성장욕구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각 

직무차원이 충실화될 때 높은 성장욕구를 가진 종업원들은 낮은 성장욕구를 가진 종업원들

보다 중요 심리상태를 더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장욕구가 높은 

종업원에게는 직무 충실화가 긍정적일 수 있으나 성장욕구나 낮은 종업원에게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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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문화

직무설계가 조직구조를 결정하는 첫 번째 의사결정이라면, 조직구조를 결정하는 두 번째 

의사결정은 부문화에 대한 것이다. 부문화(departmentalization)는 구성원들을 단위별로 집

합시키거나 이러한 단위를 부서로 만드는 의사결정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부문화의 

패턴에는 기능식, 사업부별, 혼합형, 그리고 매트릭스 부문화의 네 가지가 있다.

1. 기능식 부문화

 기능식(functional) 부문화는 [그림 10-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

는 기능을 가진 전문가들을 한 부서로 편재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능이란 조직이 그 목

적달성을 위하여 수행하여야만 하는 기본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의미하며,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 등과 같은 활동이다. 

조직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과 활동을 먼저 시작한다. 그리고 

조직의 성장에 따라 조직이 하여야 할 일이 많아지게 되면, 새로운 전문적 활동이 더욱 필

요하게 되고 그러한 전문적인 활동을 위한 부서의 필요성이 증대되게 된다. 즉, 조직이 성

장하게 되면 노동의 분업에 따라 전문화가 일어나게 되며 이에 따라 조직이 전문화된 기능

별로 부문화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시장조사  동부지역  구 매  채용

 광 고  남부지역  운 영  교육훈련

 촉 진  서부지역  물 류  임금관리

 사   장

 마 케 팅  영 업  생산/운영관리  인적 자원 관리

[그림 10-3] 기능식 부문화

1.1. 기능식 부문화의 장점

 기능식 부문화는 잠재적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장점이 실현되느냐의 여부는 기

업의 상황에 달려 있다. 기능식 부문화의 상대적인 장점으로 전문화와 경제성, 그리고 조정

과 통제를 들 수 있다.

1) 전문화

 기능식 형태의 장점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전문화(specialization)의 증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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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부서의 관리자와 부서원들은 자신의 노력을 한 종류의 작업에 투입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련된 작업을 집단화하게 됨에 따라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종류의 일들이 한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기능의 전문가는 보다 분명한 경력경로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승진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그의 전문적인 과업과 관련된 지식을 보다 많이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부하들의 작업에 대한 지식이 증대되며 그 결과 기술적인 조언과 지

도가 가능해지고 적절한 평가도 이루어지게 된다.

2) 경제성

 기능식 형태의 경제성(economic efficiency)은 자원을 중복적으로 소유하지 않으면서 자

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은 사업부제적인 부문화와 비교해 보

면 보다 명백해 진다. 사업부제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가 비록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서가 필요로 하게 되면, 독립적으로 그러한 자원을 

추가로 구입하게 된다. 그러나 기능식 형태에 있어서는 자원의 중복성과 사용되지 않는 자

원이 통제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자원을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조정과 통제

 기능식 부문화에서는 하나의 기능과 관련된 일은 한 사람의 관리자나 경영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기능부서 내에서의 조정(coordination)과 통제(control)가 보다 세밀하게 이루

어질 수 있다. 

그리고 기능내의 과업의 결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의

사소통과 권한의 체계가 분명하다. 그 결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성과기준에 대

한 통일과 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1.2. 기능식 부문화의 단점

 기능식 부문화의 단점은 조직의 규모와 연관되어 있다. 즉,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장점을 능가하는 단점이 발생하게 된다. 

1) 성과에 대한 책임

모든 기능부서의 전문가들이 수행한 작업의 최종적인 결과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인 

산출이다. 그러나 어느 기능부서의 장도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각 부서는 제품의 한 부분에만 공헌하며 전체적인 부분에는 부분적인 관심

을 둘 뿐이다. 즉, 연구부서에서는 개발을 하고 제조부서에서는 만들기만 하며, 마케팅 부서

에서는 판매만 담당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제품을 만들기 위한 부서의 과업들이 상호 의존적

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모든 작업을 총괄할 책임은 한 사람, 즉 최고경영자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 결

과 최고경영층의 조정과 통제에 대한 과업이 증대됨을 물론, 개별 부서의 성과에 대한 평가

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단점과 더불어 기능식 형태는 최고경영자를 배양하거나 교육할 

학습의 장을 제공하지 못한다. 즉, 전체적인 일의 흐름을 관장하여 최고경영자의 직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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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능력을 개발할 부서나 직위가 없다는 것이다.

2) 조정과 통제

 기능식 형태는 한 기능 내에서의 조정은 용이한 반면에 기능들 간의 조정에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문화가 진전되어 갈수록 한 기능부서는 다른 부서들과 분리되게 된다. 전문화

와 분리가 진행되어 갈수록 부서들은 점차로 편협하게 된다. 따라서 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증대되어 가며, 이러한 조정을 하는 데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점차로 커지게 된다. 기능 

부서들은 시간관념이나 목표, 구조,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며 이러한 관

점의 차이로 부서들 사이의 조정의 어려움이 커지게 되며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문화가 진전되어 갈수록 계층이 증가되게 되며 이러한 계층

의 증대로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각 기능부서의 노력을 통합하는 메커니즘의 개발과 운영에 

비용이 들게 된다.

3) 다각화

 기능적인 조직 형태는 제품의 종류가 제한적일 때 효과적이다. 즉, 하나나 소수의 관련

된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기능식 조직은 제품에 중점을 둘 수 있다. 그것은 기능부서의 관

리자가 기능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에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제품의 품목이 다양해지는 다각화(diversification)가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기업

이 새로운 제품을 추가로 생산하게 됨에 따라, 그전 제품과는 다른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하나하나의 개별 제품에 관심과 중점을 두기가 어려워지게 된

다. 제품의 다각화가 진행되어 갈수록 요구되는 제품의 기술적인 측면과 마케팅의 다양성을 

기존의 기능식 부문화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즉, 다각화가 진행되어 갈수록 기능적인 형태의 단점이 부각된다. 따라서 다각화가 진행

되어 제품에 대한 관심과 강조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감에 따라 기능식 조직은 새로운 대안

을 개발해야 하며, 이것이 관련된 여러 기능의 전문가를 하나의 집단으로 만드는 사업부제 

형태의 부문화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능식 부문화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면 <표 10-1>

과 같다.

장    점 단    점
전문가의 양성이 용이함  기능 간 문제해결 지연
 기능 내에서의 명확한 
경력경로 최고경영계층으로 의사결정이 집중

자원의 효율적 활용 순차적 특성으로 인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함

경제적 규모의 달성 용이 조직에 대한 근시안적 견해
 기능 내에서의 조정 용이 성과에 대한 불명확한 평가
경쟁자에 대한 기술적 우위
확보 가능성이 높음 잠재적 경영 능력교육에 불리

<표 10-1> 기능식 부문화의 장·단점 

자료: Kathryn M. Bartol and David C. Martin, Management, 2nd ed., McGraw-Hill, 1994,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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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부제 부문화

부문화의 두 번째 형태는 사업부제이다. 사업부제(divisional system)의 부문화는 기능식 

부문화와는 다르다. 즉, 기능식 부문화는 주요 기능으로 부문화된 형태를 취하는데 비하여 

사업부제 부문화는 독립적인 사업부로 부문화된 후 각 사업부 내부에 기능식 부문화가 이루

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업부제는 [그림 10-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적인 사업부 단위로 부문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부제하에서의 단위 사업부는 다른 사업부들과는 독립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자족적이다. 각 사업부의 장은 사업부의 

성과와 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은 기업을 보다 작은 회사들로 나누는 것과 유

사하지만 실지로 나누는 것과는 같지 않다. 왜냐하면 나누어진 회사, 즉 사업부들이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각 사업부는 법적으로 분리된 실체가 아니며 단지 회사의 한 

부분이다.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생산/운영관리  생산/운영관리  생산/운영관리  생산/운영관리

 영 업  영 업  영 업  영 업

 사   장

 사업부1  사업부2  사업부3  사업부4

[그림 10-4] 사업부제 부문화

이와 같은 사업부제로 조직이 변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직이 다각화 전략을 추구하

기 때문이다. 사업부제 조직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각 사업부가 자족적인 하나의 기능식 조

직과 같다는 것이다. 즉, 사업부는 그 사업부의 제품개발과 생산 그리고 판매를 위한 모든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업부제 조직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기능식 조직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다.

2.1. 사업부제 부문화의 유형

사업부제 부문화의 주요 유형으로 세 가지가 있다. 즉, 제품별(products), 지역별

(regions), 그리고 고객별(customers)이 그것이다. 

제품별 사업부제는 유사한 제품군, 혹은 단일제품을 기준으로 부문화된 형태이다. 이러한 

유형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 간의 차별성과 독특성으로 인하여 기능식으로 분화된 부서

들 간의 조정이 늦어지고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될 때 채택하게 된다. 제품별 사업부제를 채

택함으로써 기업은 그 사업부 내에서 마케팅, 생산제조 등의 기능 전문가를 양성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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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그들 부서의 제품에 특화된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제품에 대한 강조를 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 사업부제는 서로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부문화된 형태이다. 이러한 유형의 부문화

는 서로 다른 지역의 요구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가 상당한 차별화가 이루어질 때 채택되는 

유형이다. 

그리고 고객별 사업부제는 특정한 고객의 유형에 따라 부문화가 이루어진 유형으로 기업

이나 제품에 대한 고객들 간의 요구의 차이가 보통의 기능적 형태로는 적절하게 조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고객별 사업부는 특정한 고객을 위하여 전문화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2.2. 사업부제 부문화의 장점

사업부제 부문화는 기능식 부문화에 비하여 제품에 대한 강조를 둘 수 있으며, 통제와 평

가가 용이하고 경영층의 동기부여와 개발에 상대적인 이점이 있다.

1) 제품에 대한 강조

 기능식 조직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창출보다는 그러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인 기능

에 초점을 두었다면, 사업부제 조직은 결과에 초점을 둔 부문화이다.

사업부제 부문화는 제품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나의 부서에 통합함으로

써 책임의 소재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제품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하나의 부서에 모음으

로써 제품에 대한 강조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제품이 소홀히 취급되거나 

과도하게 강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사업부서의 장은 제품에 대한 거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최소한 사업부 수준에서의 지엽적이고 편협한 사고를 벗어날 수가 있다.

2) 통제와 평가

이론적으로 각 사업부는 사업부의 활동을 위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 

내의 조정과 통제가 용이하다. 의사결정자들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만약 그

들의 제품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사업부의 장이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은 일의 결

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제품이 한 제조부서에서 만들어져 제조부서의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

려운 기능식 조직과 비교해 볼 때 보다 분명해진다. 즉, 모든 제품이 혼합되어 만들어지는 

기능식 조직에서는 각 제품의 원가계산이 어려워지는 반면, 하나의 제품만을 만들어 파는 

사업부에서는 비용뿐만 아니라 수익의 산출도 용이하다. 이와 같이 각 사업부의 비용과 수

익이 보다 쉽게 산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되고, 독자적인 시정조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장점은 사업부제의 관리자들이 관여하거나 처리하여야 하는 정보가 소규

모라는 것이다. 즉, 그들은 일반적인 환경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들의 제품과 관련이 있는 

시장이나 기술에 관련된 환경에만 초점을 두면 된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정보가 작

은 규모임은 물론 불확실성도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업부제로 조직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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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는 사업부의 일은 사업부에 완전히 맡기게 됨으로써 일상적인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관심을 돌릴 수 있다.

3) 경영층의 동기부여와 관리 능력

사업부제 조직에 속한 경영자와 종업원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

으며 어떻게 진행되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 즉, 그들의 작업 결과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하여 그들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학습하게 된다. 피드백, 수

정, 그리고 자율성은 앞에서 살펴본 직무 충실화에도 나와 있는 동기부여 요인이다. 따라서 

사업부제 부문화가 경영자의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동기부여와 더불어 사업부제하의 경영자는 경영전반에 대한 지식을 학습할 기

회를 가지게 된다. 즉, 기능식 조직에서의 기능경영자는 한 부문에 정통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는 전문가이지만, 사업부제의 경영자는 규모는 비록 작다고 하나 경영의 전반적인 운영

을 자신의 책임 하에서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최고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과 포괄

적인 관점을 학습하고 개발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2.3. 사업부제 조직의 단점

 기능식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업부제 조직도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에

는 경영자의 개발과 경제성, 그리고 조정의 문제 등이다.

1) 경영자의 개발

사업부제 조직하의 각 사업부는 상당히 독립적인 단위들이다. 이러한 독립적인 단위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운영의 독자성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부제 조직으로 조직이 

편제되려고 하면 최고경영자에 버금가는 경영 능력을 가진 경영자들이 필요하다. 즉, 기능 

전문가로서의 관리자가 아니라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통제하는 전반적인 경영업무를 책

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의 소유자가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최초로 조직을 사업

부제로 변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2) 경제성

각 사업부는 독자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독자적인 환경에 자율적으로 경쟁하

게 된다. 따라서 자본과 시설, 경영자와 전문가를 독자적으로 구비하게 된다. 그 결과 기업 

전체가 필요로 하는 자원보다는 많은 자원을 가지게 되는 자원의 중복 소유가 일어나게 된

다. 이것은 결국 규모의 문제로 각 사업부가 규모의 경제성을 가질 정도로 사업의 규모가 

크다면 별 문제될 것은 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비경제성이 발생하게 된다.

3) 조  정

사업부제는 사업부 내의 제품개발과 생산 그리고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통제하기 쉽

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문화이다. 따라서 사업부 내에서 조정은 별 무리가 없이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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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사업부 간의 조정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선 사업부를 

만들 때, 통제력과 권한을 하위로 위양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통일된 정책이나 일관된 지

침에 의한 사업부 간의 조정이 원천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문제는 사업부 운영의 책임과 관련된 것으로 사업부가 잘못 운영되었을 경우 모

든 책임은 사업부의 책임자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웃한 사업부나 기업 전

체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사업부의 사업에 손해가 되는 사업부 사이의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사업부제 조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러한 사업부 간의 조정

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업부제 부문화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면 <표 10-2>과 같다.

장    점 단    점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사업부들 간의 자원의 중복

 기능 간 조정의 용이 전문 능력의 감소

사업부 목표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강조 사업부들 간의 경쟁 

고객 요청에 대한 높은 지향성 사업부 간의 경험공유 부족

사업부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
사업부 간의 기술혁신 확산의 

어려움

전반적 경영교육 가능 전체 목표에 대한 태만

<표 10-2> 사업부제 부문화의 장·단점 

자료: Kathryn M. Bartol and David C. Martin, Management, 2nd ed., McGraw-Hill, 1994, p.317.

3. 혼합형 부문화

혼합형 부문화(mixed departmentalization)는 [그림 10-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조직의 계층에 기능식 구조와 사업부제의 구조를 동시에 편성한 형태이다. 이 조직은 두 가

지 형태의 장점을 활용하려는 부문화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조직은 기능식 부문과 사업부 

부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기능식 부문은 능률과 규모의 경제, 그리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사업부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시장의 강조 필요성이 있을 때 만들어진다. 

즉, 기능식 부서들은 법적인 관계나 외부와의 관계 혹은 기술과 과학, 인사 등과 같은 전

문성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에 편성된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예를 들면, 지

역마다 서로 다른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역적인 부문화로 편성되는 것

이다. 기능식 부서들은 혼합형의 조직에서 사업부 부서들보다도 스텝으로서의 권한과 조직

의 상부계층에서 비롯되는 권한을 보다 많이 행사하는 이유로 기업부서(corporate 

department)로 불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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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혼합형 부문화

3.1. 혼합형 부문화의 장점

혼합형 부문화는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다. 혼합형 설계로 조직은 기능식 부서의 전문성

과 규모의 경제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혼합되어 있는 사업부 부서를 통하여 제

품이나 서비스 라인, 지역적 차이 그리고 고객들의 다양성을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다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혼합형 부문화는 기업의 목표와 사업부의 목표를 일관

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3.2. 혼합형 부문화의 단점

혼합형 부문화를 채택한 조직의 관리자는 이러한 형태의 조직이 초래할지도 모를 단점의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혼합형 조직은 점차적으로 기업 전체 수준에서의 스텝을 늘

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능부서의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사업부에 대

한 통제력을 행사하려고도 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되기도 한다. 그리고 기

능부서와 사업부 간의 조정이 요구되는 예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진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합형 조직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 처한 조직이 사업부제

로의 개편을 통하여 적응하는 한편으로 기능적인 전문성과 신속성을 유지하고자 할 때 채택

하게 되는 제도이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형태는 사업부와 기능부서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

는 충분한 자원을 가진 경우에 채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혼합형 부문화의 장·단점

을 정리하면 <표 10-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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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단     점

기업과 사업부 목표의 조화와 일관성 기업 기능부서와 사업부들 간의 갈등

 기능 전문화와 능률성 확보 관리부담의 가중

사업부의 적응력과 유연성 유지 예외적 상황에 대한 지연대응 

<표 10-3> 혼합형 부문화의 장·단점

자료: Kathryn M. Bartol and David C. Martin, Management, 2nd ed., McGraw-Hill, 1994, p.320.

4. 매트릭스 부문화

매트릭스 부문화로 인한 매트릭스 구조(matrix structure)는 계층적인 기능식 구조에 수

평적인 사업부제 조직을 합한 부문화의 형태이다. 이 구조는 기능식 구조이면서 동시에 사

업부제적인 구조를 가진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의 명령계통을 가지는데 기능식 구

조에서 비롯되는 수직적인 것과 사업부제 구조에서 비롯된 수평적인 것의 두 가지다.

이 형태는 [그림 10-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운영, 마케팅,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기능별 부사장들이 있으며, 그와 동시에 각각의 사업 A, B, C를 담당하는 사업부

별 담당 부사장들이 있다. 이러한 기능별 부서의 장과 사업부의 장은 종종 매트릭스 보스

(matrix boss)라 불려진다.

    

사 장

부사장

엔지니어링 영업마케팅 재 무 R&D 구 매

제품A

제품B

제품C

제품D

제
품
관
리
자

두 명의 보스를 가진 

구성원[그림 10-6] 매트릭스 부문화

 자료: Kathryn M. Barton and David C. Martin, Management, 2nd ed., McGraw-Hill, 1994, p.321.

이러한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식이나 사업부제 혹은 혼합형 조직보다도 한층 복잡한 조직

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구조는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었을 때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매트릭스 구조가 고려되어지는 조건에는

①  환경으로부터의 요구: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경쟁과 소비자의 요구 그리고 각종의 규제들

로 인하여 조직이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여야 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품질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여야만 할 때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요구들을 동시에 충족하여야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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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조직은 제품과 기술적 품질에 동등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따라서 권력구조도 이중적인 

구조를 편성하지 않을 수 없다.

② 정보처리의 필요성: 불확실하고 복잡한 환경이 되어 갈수록 조직이 처리하여야 할 정보는 

보다 광범위하고 빠르게 변한다. 이 경우에는 제품과 기술적인 전문성을 분리하여 정보를 처리하

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즉, 분리를 통하여 정보처리의 신속성을 더할 수 있다.

③ 자원의 능률적 사용: 조직이 각 제품마다 인력과 장비를 제각기 배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이중적인 구조를 편성하여 여러 제품라인에 걸쳐 인력과 자원을 교대로 배치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매트릭스 구조는 최초로 미국의 우주항공국(NASA)에 의하여 최초로 고안되었

으며, 오늘날에는 대규모의 조직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구조로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이

러한 구조는 모든 조직을 위한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사용되는 복잡한 구조이다.

4.1. 매트릭스 구조의 장점

매트릭스 조직설계하에서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사업부나 기능부서의 관리자에게 위양된

다. 따라서 상급 경영층은 보다 장기적인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기능식 설계

에서나 가능했던 제품이나 브랜드 간의 수평적 조정이 가능하며, 그 성공의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매트릭스 설계는 프로젝트나 기능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지력

을 높이기도 하며,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반응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능 인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필요한 프로젝트에 새로운 인력의 보강

과 충원 그리고 재배치가 용이해진다. 끝으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제 장비와 소프트웨

어를 비롯한 자산들이 필요를 기준으로 배정될 수 있어 자원의 경제적 이용이 이루어진다.

4.2. 매트릭스 구조의 단점

매트릭스 설계는 기능식 설계에 프로젝트 관리자계층과 그에 수반되는 스텝을 충원하게 

됨에 따라 관리비용이 증가한다. 더욱이 두 명의 관리자로부터 지휘를 받는 매트릭스 설계

하의 종업원은 누가 의사결정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필요한 의사소통의 양이 늘어나고 이중적 권한구조가 기능부서의 관리자와 매트릭스 

프로젝트 관리자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종종 고객과 프로젝트보다는 내부의 관계 관리에 중점을 두는 우를 범하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매트릭스 구조는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의견이라도 집단적 

의사결정을 강조함으로써 생산성에 심각한 하락을 초래하기도 하며, 구성원들의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위의 경영층이 통제력을 장악하고자 하게 되면 원래의 장점이었던 신

속한 대응은 불가능하게 되고 변화에 대한 대응은 극도로 지연되게 된다. 이러한 매트릭스 

구조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표 10-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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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단       점

분권화된 의사결정 높은 관리비용

제품과 프로젝트의 조정 용이 권한과 책임에 대한 혼선 가능성

 환경 변화 파악의 용이 대인적 갈등존재 가능성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내적관계에 대한 과도한 관심

인적 자원의 유연한 사용 집단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강조

지원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변화에 대한 늦장 대응 가능성

<표 10-4> 매트릭스 부문화의 장·단점 

자료: Kathryn M. Bartol and David C. Martin, Management, 2nd ed., McGraw-Hill, 1994,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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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직의 조정

1. 수직적 조정

조직구조에 대한 세 번째의 의사결정은 수직적 조정(vertical coordination)에 대한 의사

결정이다. 앞에서 살펴본 부문화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조직구조는 만들어지

지만 보다 효과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부서들에 대한  수직적 조정 활동이 필요하게 된

다.

수직적 조정은 조직 전체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상부계층에서부터 하부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들을 연결 짓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연결 활동이 없다면 조직의 나누

어진 여러 부서들이 공동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수직적인 조정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공식화, 관리 폭의 설정, 권한배분 등이 있다.

1.1. 공식화

수직적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수단은 공식화(formalization)이다. 공

식화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가를 구체화해 놓은 문서나 문서화된 조

직의 정책이나 규칙, 절차 혹은 직무설계 등과 같은 것이 존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공식

화는 기대되는 행동이 어떠한가를 미리 설정해 줌으로써 수직적인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조직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명시된 구체적인 절차나 정책이 없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조직의 규모가 커 갈수록 증대되어 가는 구성원의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공식화가 필요하게 된다.

1.2. 관리 폭의 설정

관리 폭(span of management 혹은 span of control)은 관리자에게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부하의 수이다. 즉,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하의 수이다. 부하의 수가 너무 많

거나 너무 적은 것은 관리의 폭이 잘못 설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하의 수가 너무 

많으면 관리자의 업무가 무거워지며 조정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너무 적으면 

관리자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것이 되며, 이것은 부하들에 대한 과도한 감독으로 

부하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 관리 폭 결정의 고려요인

경영자의 적절한 관리 폭은 어느 정도인가? 경영자의 관리 폭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여야 

하는 요인은 접촉의 필요성, 전문화의 정도,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부하와 관리자의 

능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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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촉의 필요성

접촉의 필요성은 부하와 관리자 간에 과업의 원만한 달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상호 의

견교환과 조정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부서의 관리자는 주어진 프로젝트가 기간 내에 달성되도록 하기 위하

여 구성원들을 자주 접촉하고 조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의 폭을 좁

게 하여 부하들과의 심도 있는 접촉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

으로 부하 개인들의 과업에 불확실성이 많이 포함되면 될수록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되

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회피할 수 있는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폭이 증대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2) 전문화의 정도

 구성원의 전문화 정도는 조직의 모든 계층의 관리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

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하위경영자는 상위의 경영자들보다는 더 

전문화되고 덜 복잡한 일을 하는 관리자를 감독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부하들을 감독할 수 

있다. 고도로 전문화되고 유사한 일들은 보다 규모가 큰 부서에 모을 수 있으며 세밀한 감

독이 필요치 않다.

(3) 의사소통 능력

작업장 내에서는 작업을 위한 제반 지침과 작업방법, 그리고 각종 정책이 말로서 의사소

통이 되어야 한다. 작업과 관련된 요소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따라 관리 폭이 영향

을 받는다. 보다 분명하게 부하들과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2) 계층의 수준

수직적인 조정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계층을 들 수 있다. 조직 내의 계층의 수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영자들의 관리 폭과 관련되어 있다. 보통 계층 수가 많은 조직을 고

층(tall)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와는 대조적인 계층 수가 적은 조직을 평면(flat)구조

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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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4

3 16

4 64

5 256

6 1,024

7 4,096

관리 폭 4

관리 수준(1－6) 1,396

종업원 4,096

 1

8

64

512

4,096

관리 폭 8

관리 수준(1－4) 585

종업원 4,096

[그림 10-7] 관리 폭과 조직계층 

   자료: Kathryn M. Bartol and David C. Martin, Management, 2nd ed., McGraw-Hill, 1994, p.295.

관리의 폭이 조직의 계층 수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 지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종업원 

4,096명으로 구성된 기업을 생각해 보자. 만약 관리 폭이 4명이라면 [그림 10-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업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선 감독자는 1,024(4096/4)명이 필요하게 되며, 같

은 논리로 모두 1,365(1024＋256＋64＋16＋4＋1)명의 관리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조직은 모두 7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만약 관리 폭이 8명으로 넓어진 경우를 상

정해 보자. 이 경우에는 모두 585(512＋64＋8＝1)명의 관리자가 생기게 되며 조직의 계층

은 5계층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조직의 관리자들의 관리 폭이 같지는 않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한 

가지이다. 즉, 관리의 폭 줄어들게 되면 조직의 계층을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층 조

직이 될수록 조직은 많은 관리자 수로 인하여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의사소통과 의

사결정이 늦어지게 된다. 

기업이 성장하고 다각화되게 됨에 따라 계층의 수는 구성원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적정한 계층이 어느 정도인가는 조직의 규모가 어느 정

도인가와 관련이 있다. 즉, [그림 10-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000명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 조직의  적정계층은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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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종업원의 규모와 적정계층 

자료: Charles W. L. Hill and Gareth R. Jones, Strategic Management: An Integrated Approach, Houghton Mifflin 

Co., 1995, p.322.

 즉, 최고경영자, 부서의 부사장, 일선감독자, 그리고 현장의 종업원 계층이 그것이다. 조

직의 계층은 종업원이 3,000명이 될 때까지 8 단계로 계층을 늘려가며 수직적 분화를 증대

시키게 된다. 

그러나 3,000명이 넘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종업원이 10,000명이나 

그 이상이 되더라도 적정 계층의 수가 9이나 10 이상으로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직이 성장함에 따라 경영자들은 조직의 계층의 수를 가급적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

와 같이 경영자가 가능한 최소한의 계층을 가지는 ‘평면조직’(flat organization)을 유지하려

는 원칙을 최소명령계층의 원칙(principle of the minimum chain of command)이라 한다.

조직의 경영자가 최소한의 계층을 가지는 조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층

이 많은 ‘키 큰 조직’(tall organization)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리비용이 많고, 의사소통과 의

사결정이 늦어지며 작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지는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최근 많은 기업들이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하고 있다. 다운사

이징은 관리의 폭을 증대시키고 작업집단의 규모를 줄여, 중간경영층의 계층 수를 대폭적으

로 줄이는 과정이며 조직의 유효성과 능률성은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다운사이징과 유사한 개념이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이다. 리스트럭처링은 통상 조직관

리계층의 축소를 유도하는 기업의 매각이나 분할, 혹은 인수, 합병 등을 통하여 조직의 주

요 부문에 변화를 도입하고 조직구조의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이다. 리스트럭처링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조직의 인력규모를 축소하는 작업이 동반되기도 한다.

1.3. 권한배분

1) 집권화와 분권화

수직적인 조정을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고려해야 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권한의 배분을 

생각할 수 있다. 권한배분은 의사결정의 권한을 하부로 위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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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양되지 않고 상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조직이 집권화되었다고 하며 그 반대의 경우를 

분권화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집권화(centraliz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는 하나

의 연속선상의 양 극점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집권화는 여러 가지의 이점이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상부에서 이루어질 경우 개인과 

부서들이 활동을 조정하기가 쉬워진다. 이러한 상부로부터의 조정은 조정을 다른 부서에 맡

기지 않음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중복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부의 경영층은 하부

의 사람들에 비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들은 

넓은 관점을 갖고 있으며 조직 내의 여러 부서들의 요구들을 적절히 균형 있게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집권화는 권력을 상부에 집중시킴으로써, 조직 내의 강력한 리더십을 조성하

게 된다.

집권화에 대한 연속선상의 상대 개념인 분권화도 상대적인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하위계

층에서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위경영층을 과도한 업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보다 중요한 일에 몰두할 수 있게 한다. 분권화는 하위계층의 사람들이 하는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그들 과업의 도전감을 

상승시키고 과업을 보다 충실화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상부층에 조회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기도 한다. 나아가서 분권화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부서의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집권화와 분권화는 모두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경영자들이 집권화를 취할 것인

지 혹은 분권화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규모: 조직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경영자들이 내려야 할 의사결정의 양이 많아지고 종류가 다

양해진다. 최고경영자들은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

으며, 충분한 시간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직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분권화되어야 한

다.

② 지리적 분산: 여러 지역에 걸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의사결정의 

권한이 집권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작업이 분산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사결정 

권한을 분권화할 필요가 있다.

③ 기술 복잡성: 최고경영층은 증대되어지는 기술의 복잡성을 따라 잡을 수 없다. 따라서 기술의 

복잡성이 증대되거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급적 분권화를 통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얻어야 한다.

④ 환경의 불확실성: 최고경영층의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 능력이나 신속한 대처 능력

은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집권적인 형태의 조직을 보다 분권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2) 권한의 위양

권한의 위양(delegation of authority)은 경영자가 부하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

을 할 수 있는 권리(power)를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 종업원에게 과업이 주어지게 

될 때, 그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권한의 위양은 따라서 과업의 나누어지고 구조가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되며 새로운 과업

이 추가되는 한 계속된다. 이러한 권한의 위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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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① 목표와 표준의 명확화: 부하들은 그들에게 기대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 참여

하여 목표와 평가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②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 부하들은 그들에게 위양된 과업을 분명이 이해하고, 권한의 범위를 

인지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여야 한다.

③ 부하의 관여: 작업의 도전감만으로는 종업원이 위양된 과업을 수용하거나 잘 하지는 않는

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종업원들을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그

들의 능력과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④ 작업완성을 촉구: 종업원들에게는 작업을 완전히 마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

영자는 자신이 작업을 완성하기 보다는 종업원이 작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도하며 정

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⑤ 훈련 기회의 제공: 위양은 위양된 일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위양된 책임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적절한 통제: 부하들이 그들의 성과가 동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그리고 부족함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피드백이 주어져야 한다.

3) 권한위양의 장애

권한의 위양은 위양된 권한을 행사할 종업원의 능력이 있을 때 효과적일 수 있다. 경영자

는 여러 가지 이유로 권한의 위양을 하지 않게 되는 데 가장 주된 이유는 심리적인 두려움

이다. 경영자는 부하들이 그 작업을 적절하게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권한의 위양

으로 그들의 평판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영자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거나 나의 부하는 아직 능력

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들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영자들은 부하들이 부하의 방식으로 일을 하거나 

경영자보다 더 일을 잘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권한의 위양하지 않기도 한다.

경영자가 보다 나은 위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우

선 효과적인 위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종업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인정하고, 경영자의 방법을 부하들이 꼭 답습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부하들은 때로는 실수를 하게 되며 그러한 실수로부터 부하들이 능력을 커져 가는 것을 인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경영자로서는 어렵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

지 않는다면 효과적으로 위양하는 길은 멀어지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경영자는 부하들의 

일을 체크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들을 하는 분주함으로 정작 중요한 일을 하는데 실

패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경영자들은 위양의 효과가 권한의 위양으로 이하여 비록 실패가 

뒤따르더라도 부하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정당화하는 일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경영자와 부하들 간의 의사소통이 나아짐으로써 위양의 장애가 극복될 수도 있다. 즉, 경

영자와 부하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만해짐에 따라 경영자는 부하들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선호를 알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자는 어떤 부하에게는 어떤 일을 위양하여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경영자는 자신의 위양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부하들은 그들의 능력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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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고 그들의 경영자가 그들을 돌보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됨으로써 보다 적극적

으로 위양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2. 수평적 조정

조직구조에 대한 마지막 의사결정으로 수평적인 조정(horizontal coordination)을 들 수 

있다. 조직은 수직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통하여 활동을 조정하기도 하지만 같은 수준의 부

서들 사이나 개인 간의 업무는 수평적인 조정을 통하기도 한다. 

수평적인 조정은 조직 내의 또 다른 정보처리 수단이다. 수평적인 조정은 유사한 수준에 

있는 부서나 단위들 사이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계층과 수직적인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정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것이다. 수평적인 조정에 사용되는 주요 수단으로 여

유자원과 정보 시스템, 그리고 수평관계제도가 있다.

2.1. 여유자원

수평적인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여유자원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여유자원은 

변화의 시작이나 내외부의 압력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게 해 주는 완충적인 자원이다. 이러

한 여유자원이 있음으로써 부서들 사이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자원의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유자원은 한편으로는 창의성과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2.2. 정보 시스템

또 하나 중요하고도 점점 그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수평적인 조정의 방법이 정보 시스템

의 사용이다. 기업이 국제적으로 그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사업부제로 조직을 개편하게 됨

에 따라 점차로 수평적인 조정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서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정보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요청되

는 것이다.

2.3. 수평관계제도

점차 그 사용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또 다른 수평적 조정의 방법으로 수평관계제도를 

들 수 있다. 수평관계제도는 문제의 해결을 상부층으로 미루기보다는 다른 부서나 단위들의 

동년배 동료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시도하거나 의사소통을 통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년배들과의 협동은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모함은 물론이거니와 기

회에 대한 창조적인 반응을 모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수평적인 의견교환제도에는 직

접적인 대면 접촉과 연결역할 담당자의 제도적인 확립, 그리고 태스크 포스나 팀 구축 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수평적 조정 메커니즘을 조정의 정도와 조정비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그

림 10-9]와 같다. 정보 시스템의 경우 조정 정도와 조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비하여 

태스크포스나 팀제도의 활용은 수평적 조정이 상당히 요구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시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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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의 투입도 많이 요구될 때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0-9] 수평적 조정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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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기능부서(부문)
사원 개인의 커리어(경력)와 마찬가지로, 부서와 기능 부문도 기본부터 다시 생각할 필요

가 있다. 가치 흐름을 이끄는 린 엔터프라이즈가 가치 흐름을 만들게 되면 종래의 기능 부

분은 지금까지 하던 기능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기술(설계, engineering)부문도 제품에 대

한 일상적인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 구매 부문도 예

전과 같이 개별적인 구매결정을 하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데 필요한 협력 업체를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구매를 해서는 안 된다.

생산부문도 지금까지처럼 일상 생산 활동에 관해서 사원에게 세세하게 지시해서는 안 된

다. 품질 부문이 상세한 제품검사를 하거나, 특정 제품에서 일어난 품질문제에 대해서 불끄

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들 모든 문제는 제품 팀이 담당하는 것이다.

 기능 부문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미래이다. 기술 부문은 고객에게 가치 있는 새로운 기

능을 제품에 부과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가공공수를 줄이고 코스트를 낮추게 할 신 재

료를 개발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설비기술 부문은 컴퓨터에서 생산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여

러 가지 툴을 ‘적정한 크기’(right-sized)로 만들어서 제품 팀이 연속적 흐름으로 가치를 창

조(생산)할 수 있게 해주고 제품의 교체를 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구매 부문

은 부품공급자를 연결해서 장기적인 협력으로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

도록 하고 설계와 생산 능력을 확보하도록 해 주는 것이 역할이 된다. 품질 부문은 제품팀

이 항상 합격품을 만들어서 재작업을 위해서 역흐름이 없도록 하고 불량품이 고객에게 ‘빠

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표준작업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역할이 된다. 실제로 제11장에서 설

명한 것과 같이, 이전의 품질 부문은 생산성 부문(결국 ‘린’ 부문)과 통합해서 모든 종류의 

‘무다’를 배제하는 ‘개선 기능 부문’(improvement function)이 되어야 한다.

  린 기업의 모든 기능 부문은 특정한 전문기술 영역을 가진 사원의 ‘소속 기능’ 구실을 

해야 한다. 생산 라인의 작업자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무다’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생산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각 기능이 주요한 역할은 현재의 지식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기능에 소속된 사원에게 교육하는 것이다. 

지식은 즉시 적용되지 않으면 급속히 잃어버리므로 교육도 ‘저스트 인 타임’으로 실시해

야만 한다. 

 기능의 또 하나의 역할은 새로운 지식을 입수해서 그것을 필요에 맞게 교육 가능한 형태

로 정리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능 부문은 ‘○○부서’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겠지

만, 린 엔터프라이즈의 철학은 부서(departments)와 기능(functions)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 

기능 부문’으로 번역했다. 기능 부문은 ‘부서’가 아니라 그 기능 자체를 뜻한다 ― 옮긴이]

  송한식 역, 제임스 워맥, 다니엘 존스 지음, 『린 싱킹, 낭비 없는 기업의 전략 백신』, 

2003, 바다출판사, pp.440-442.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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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다큐프라임 ‘공부의 왕도’ -기억을 조직화 하라! 

http: //blog.naver.com, 2012>

<‘Fields Wicker-Miurin: 

Learning from leadership's "missing manual"’, 

www.ted.com, 2009>

숫자로 본 기업과 경영

직장인 39.2%만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직장인들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실제,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전국 남녀 직장인 683명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도’에 대해 온라인 리서치를 진행한 결과,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다고 느끼는 직장

인은 39.2%(268명)로 10명중 4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0.8%(415명)는 자신의 일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현재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남성 직장인들의 비율이 40.3%로 여성 직장인 

37.9%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근무 기업별로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직무 만족도

가 5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기업 52.1% △외국계기업 45.7% △중소기업 

33.8% 순으로 조사됐다.

직무별로는 △광고/홍보직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만족도가 69.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마케팅직(53.1%) △기획/인사직(52.6%)도 현재 자신의 직무에 만족한다는 직장

인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이 외에 △재무/회계직(47.2%) △IT/정보통신(44.2%) △ 서비스직(35.7%) △디자인직

(33.3%) △영업/영업 관리직(30.1%) 등의 순이었으며, △생산/현장직(25.3%)의 경우 타 직

무 분야에 대해서 직무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직급별로는 △임원급들이 직무 만족도가 5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과장급 

53.0% △부장급 41.9% △대리급 40.8% △사원급 34.1%로 직급이 낮을수록 업무 만족도

도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신의 업무에 만족하는 이유로는(*만족하는 직장인 268명 대상) △적성에 맞는 담당업

무라고 응답한 직장인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 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중요도 때문도 26.1%로 비교적 높았다.

이 외에 △가족적인 직장 동료와 부서 분위기가 17.5% △가능성 있는 직무의 비전 

16.4%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만족스러운 연봉 때문에 현재 일에 만족한다는 직장인은 

9.0%에 불과했다.

반면, 자신의 직무에 불만족하는 이유(*불만족하는 직장인 415명 대상)로는 △현재 업무

볼거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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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투명한 비전 때문이라고 응답한 직장인이 30.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

낮은 연봉도 29.4%로 높았다. 이 외에 △적성에 맞지 않은 담당업무 14.9% △지루하게 반

복되는 업무 스타일 13.5% △상사 및 동료와의 불화 6.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 직장인들이 현재 직업을 갖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라는 응답이 2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공에 따라 자연스럽게 21.7% 

△적성과 상관없이 스펙에 맞추어서 14.6% △부모님과 주변 사람의 권유로 11.3% 등의 순

이었다.

-조사대상: 전국 남녀 직장인 683명 

-조사방법: 이메일 설문조사 

-조사시기: 2010년 9월 29일~10월 10일

<조선일보, 2010년 10월 25일>

   1. 지식정보화 시대의 직무설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2. 직무설계가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자.

  3. 조직구조를 설계함에 있어 고려할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4. 사이버 조직에 대하여 알아보자.

  5. 팀 제도가 가진 단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생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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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적 자원 관리

1. 인적 자원 관리 의의

기업 목표와 전략이 설정되고 조직구조가 설계되고 나면, 기업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

을 충원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목표와 전략, 그리고 조직의 구조가 

아무리 잘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인적 자원이다.

현대의 기업은 과거와는 달리 자본과 제품의 측면에서 대규모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 내의 인적 자원규모 역시 대규모화되어 가고 있다. 기업은 이러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기업의 인적 자원은 기업의 전략수립뿐만 아니라 

실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인적 자원 관리과정

인적 자원 관리(HRM; human resources management)는 몇 가지의 하위과정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과정은 인적 자원에 대한 첫째 과정인 계획

과정이다. 인적 자원의 계획과정은 기업의 전략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해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충원을 비롯한 후속과정이 결

정된다. 인적 자원의 두 번째 과정은 충원과정이다. 이 과정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

원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과정이다.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인적 자원 관리의 셋째 과정은 선

발된 기업의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과 평가과정이다. 인적 자원의 능력은 잠재적인 측면이 

많다. 따라서 기업은 충원된 인적 자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적 자원개발에 관심

을 두어야 하며 인적 자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상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 

네 번째의 과정은 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과정이다. 이 과정은 종업원의 동기부여와 지속적

인 공헌을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인적 자원의 관리는 이러한 여러 과정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인적 자원의 작업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관리과정이 [그림 11-1]에 나타나 있다.

[그림 11-1] 인적 자원 관리과정

 자료: Stephen P. Robbins, and Mary Coulter, Management, 10th ed., Pearson Education Inc., 2009,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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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적 자원 계획

인적 자원 계획(human resource planning)은 조직의 전략계획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정하고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확정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의 정도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1. 인적 자원 계획과정

인적 자원의 계획은 [그림 11-2]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그림 11-2]에서 

보면 인적 자원의 계획은 설정된 조직의 전략계획에 따라 수립된다. 즉, 경제, 사회, 정치적

인 환경의 분석으로부터 수립된 전략계획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의 양과 질이 결정

된다. 이와 같이 결정된 기업의 인적 자원 수요는 기업의 현재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 공급

과 비교되며, 이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진다.

 

전략적 계획전략적 계획

종   료종   료

초과근무
모    집
훈    련
아웃소싱

과 잉 시 부 족 시

종    료

없    음편   차

인적 자원의 공급인적 자원의 수요인적 자원의 수요 인적 자원의 공급

편   차 없    음

종    료

과 잉 시 부 족 시

종   료 종   료

초과근무
모    집
훈    련
아웃소싱

행
동
결
졍

다운사이징
일시해고
조기퇴직

해직, 강등

[그림 11-2] 인적 자원 계획 과정 

자료: John. M. Ivancevich, Human Resource Management, 9th ed., 2004, p.137.

2. 인적 자원 수요예측

2.1. 수요예측의 고려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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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적 자원 수요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고 있는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에 의하여 영

향을 받는다. 즉, 경제 환경이나 사회 환경의 변화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게 되며, 이

에 따라 특정 형태의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가 변동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요인과 더불어 

기업 내의 여러 요인들도 인적 자원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전략의 변화나 새로

운 기술의 도입 등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기업 내부의 

인적 자원 변화도 인적 자원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이직이나 퇴직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한 기업의 내부인적 자원 변화가 인적 자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플리포(Edwin B. Flippo)는 인적 자원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요인

을 인적 자원 계획의 장·단기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장기계획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요인

에는 ① 기업의 장기계획, ② 인구 통계적 요인, ③ 경제적 상황, ④ 기술진보의 추세, ⑤ 

그리고 사회적 추세 등이 있으며, 단기계획의 고려요인으로는 ① 생산계획 일정 및 예산, 

② 차별수정조치 및 고용, ③ 그리고 재배치 및 공장폐쇄 등이 있다.

2.2. 인적 자원 수요예측

수요예측은 공급예측과는 달리 많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행위, 지역, 국가, 그리고 세계경제의 추이, 계약의 형태와 규모, 그리고 새로운 시장의 

생성과 폐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규제 등이 그중의 일부분이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인

적 자원 예측기법은 비공식적이고 단순한 방법에서부터 공식적이고 복잡한 방법으로 발전되

어 왔다. 여기에서는 네 가지의 수요예측기법을 살펴본다.

1) 전문가 예측기법

전문가 예측기법(expert-estimate technique)은 복잡하지 않은 수요예측기법으로, 전문가

의 경험과 직관에 의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인적 자원 관리자는 과거의 고용 수준

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의 인적 자원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비공식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전문가 예측기법이 델파이 기법을 사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이 독립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

으로 예측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문서상으로 수집하고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수정함

으로써 미래의 인적 자원 수요를 예측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직접적

인 대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토론에서 발생하기 쉬운 지위상의 차이로 인한 반론의 

부재나,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타협적인 동조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델파이 기법은 전

문가의 의견 가운데 상세한 부분이 생략되기도 하고 의견 종합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기

도 하므로 장기간에 대한 예측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델파이 기법은 비구조적이고 미개발된 분야의 예측에는 유용한 

방법이어서 인적 자원 예측 분야에 사용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2) 추세분석

추세분석(trend-projection technique)은 고용과 관련된 변인과 고용 그 자체의 과거 관

계로부터 인적 자원의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 판매 

수준은 고용량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인적 자원 계획을 세움에 있어 판매량과 고용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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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관계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인적 자원의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3) 모형화와 다변량 예측기법

모형화와 다변량 예측기법(modeling and multiple-predictive technique)은 수요예측기

법 중에서 가장 복잡한 기법이다. 이 기법은 하나의 변인을 고려하여 수요를 예측한 추세기

법과는 달리 많은 수의 변인을 관련지어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4) 실무팀 단위 예측기법

실무팀 단위 예측기법(unit demand forecasting technique)은 실무팀 단위로 각 구성원

과 직무를 분석하여 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 수요를 예측하고 이것을 상

부경영층에서 종합하는 상향식 접근방법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인적 자원예측의 주요 기법은 인적 자원 수요예측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기업별로 타당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3. 인적 자원 공급예측

인적 자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의 수요에 대한 

예측과 더불어 사용 가능한 인적 자원의 공급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필요로 하는 인

적 자원에 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적 자원 공급에 대한 예측은 이와 같이 현재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분석에

서부터 출발한다. 즉, 공급예측의 기초는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가장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기업 내부의 인적 자원 평가이다.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우선적으로는 기업 내부 

인적 자원의 승진과 이동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내부 인적 자원 공급에 대한 평가와 분석에는 기능목록과 교체차트, 승계

계획 그리고 마코브 분석 등이 사용된다.

3.1. 기능목록

 기능목록(skill inventory)은 인적 자원의 필요에 대비하여 기업의 현재 인적 자원의 이

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성원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은행이

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종업원들의 업적, 지식, 기능, 경험, 관심사, 그리고 여러 

가지의 관련된 인적 사항을 담고 있다.

3.2. 재배치차트

재배치차트(replacement chart)는 인적 자원의 재배치를 위하여 작성된 계획이다. 이 차

트에는 [그림 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직위와 현재의 보임자, 직무수행 성과 그리

고 재배치될 수 있는 보임 후보자 등이 나타나 있어 부분적인 조직도를 연상하게 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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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새로운 사업부를 창설하여 책임자를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배치차트를 

활용하여 기업 내부로부터 적임자를 충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배치차트를 사용한 재배

치계획은 해당 관리직위를 수행할 구체적인 후보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사    장

부 사 장
인사담당

▣ 류나영  19 ◎
□ 박진국  10 ◎
△ 김창한   8 ○

부 사 장
마케팅담당

▣ 신정란  20  ○
□ 이덕형  15  ○
□ 조규완  12  ◎

부 사 장
재무담당

▣ 이경철   14 ◎
△ 장나라    2 ○
△ 김양세    2 ▲

범  례
   현재성과
  우 수       
▣
  만 족       
□
  개 선 필 요   
△ 

승진잠재력
당장가능   ◎
훈련필요   ○
의문시됨   ▲

회계관리자
▣ 이상호   22 ◎
△ 김인수    1 ▲

[그림 11-3] 재배치차트 

* 도표에 나타난 수는 현재 직위에서 근무연한을 나타냄

3.3. 승진계획

승진계획(promotion plan)은 미래에 유능한 자질을 가진 경영층의 관리자를 용이하게 확

보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 기법은 경영층의 주요 직위에 대하여 승진대상자를 파악하고, 

업적성과와 승진 준비성을 분석하고 경력개발의 필요성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러한 승진계획은 각 직위마다 필요인적 자원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필요인

적 자원은 기업의 전략적 계획집단에 의해 현재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필요인적 

자원이 파악되고 나면 다음으로 계획기간 동안에 사직이나 해고, 혹은 이직 그리고 퇴직으

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감소분을 예측한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감소예측은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로부터 얻어진다. 다음으로 이러한 감소인적 자원에 대한 보충계획을 

설정하며 차기의 필요인적 자원을 다시 예측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3.4. 마코브 분석

내부 인적 자원 공급예측에 사용되는 또 다른 기법으로 마코브 분석(Markov Analysis)

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과거에 일어난 조직 구성원의 직무 간 이동에 대한 자료를 분석

하여 미래의 인적 자원 공급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이론적 개념은 복잡하지만 이

론에 대한 이해 없이 쉽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분석한 인사이동 확률 매트릭스가 [그림 11-4]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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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고 하자. 여기에서 보면 부장의 10%는 이사로, 20%는 다른 직무나 부서로 전출되

거나 이직하고, 나머지 70%는 부장직에 머무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대리, 과

장, 이사의 경우에도 나타난 확률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다음 기의 인적 자원 공급예측을 해 보면, [그림 11-4]의 (B)와 

같다. 즉, 각 직무에 소속된 초기의 인원이 각각 40, 80, 120, 160명이었으나 한 기가 지나

게 되면 각 직무에 소속된 인원은 40, 62, 120, 110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부장의 수 62명은 80명×0.7＋120×0.05에 의하여 산출된다.

 (A) 이직 확률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이직

직무
수준

이사 .80 .20
부장 .10 .70 .20
과장 .05 .80 .05 .10
대리 .15 .65 .20

 

  

 (B) 초기 인원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이직
직
무
수
준

이사 40 32   8
부장 80  8 56 16
과장 120   6 96   6 12
대리 160 24  104 32

차기예측인원 40 62 120 110 68

[그림 11-4] 인적 자원 계획에 대한 마코브 분석

자료: Wayne F. Cascio, Managing Human Resources, McGraw-Hill, 1989,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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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적 자원 충원

인적 자원의 충원은 조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자원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제반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모집과 선발 그리고 배치의 세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1. 모 집

모집 활동은 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발굴하고 유인하는 인적 자원 

관리의 과정이다. 인적 자원 충원과정의 성패는 이러한 모집 활동이 얼마나 우수한 지원자를 확

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인적 자원을 어

디에서 공급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적 자원은 내부의 공급원에 의해서도 공급될 수 있

으며 외부의 공급원에 의해서도 공급될 수 있다.

1.1. 내부 공급원

기업이 필요한 인적 자원을 찾아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기업의 내부 인적 자원(internal 

sources)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기업 내부 인적 자원의 승진이나 전직

(transfers), 혹은 직무공모(job posting), 직무응모(job bidding),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 자

원을 조달·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일시해고 중인 종업원을 선발의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다.

오늘날은 기업정보 시스템이 발달함으로써 기업은 종업원에 관한 많은 자료를 손쉽게 수

록해 둘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인적 자원의 내부적 조정을 위해 유익한 시스템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컴퓨터에 의하여 조성된 인적 자원 관리전산 시스템은 관리

직, 전문직, 기술직에 관한 종업원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 인적 자원 계획이나, 특히, 특정 

자격을 요하는 결원직의 충원을 위한 인적 자원 관리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기업은 내부 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첫째, 종업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종업

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으며, 모집이나 신입사원의 교육훈련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공급되는 인적 자원은 행동의 관습화로 창의력이 부족하고, 변화에 대

한 적응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업은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을 내부로부터 구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적 공급원과 더불어 외부적 공급원을 고려하게 된다.

1.2. 외부 공급원

성장하는 기업의 인적 자원은 내부공급원의 한계 때문에 궁극적으로 외부 인적 자원

(external sources)에 의하여 충원하게 된다. 외부 공급원에 의한 충원이 이루어지는 이유

는 첫째,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각을 얻을 수 있으며, 둘째, 잠재적 능력이 내부 공급원보다 

크며, 셋째, 필요한 능력, 특히 과학적이거나 기술적 혹은 전문적인 능력을 소지한 인적 자

원을 보다 쉽게 모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 공급원은 내부 공급원에 의한 모집방법보다 비용이 많이 들며, 종사하고 있

는 종업원의 사기와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에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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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외부 공급원에 의해 인적 자원을 모집하는 방법에는 

① 공고, ② 교육훈련기관, ③ 고용대행기관, ④ 종업원을 통한 모집, ⑤ 예상하지 않았던 

응모, ⑥ 특수 전문조직, ⑦ 노동조합과 같은 것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부 공급원에 의한 모집방법과 외부 공급원에 의한 모집방법의 장단점

을 비교하면 다음 <표 11-1>과 같다.

내부 공급원 외부 공급원

방  법

승진, 전직, 교육훈련

직무공모, 직무응모

인적 자원 관리전산 시스템 활용

재고용

연고모집

자발적 응모

직업소개소, 교육훈련기관

광고, 인턴십, 리스고용 등

장  점

간편, 시간 및 비용 절감

보유기록을 통해 정확한 능력평가

사기앙양 및 동기유발

 능력개발 촉진

유능한 인적 자원 선택, 확보

새로운 지식과 정보 제공

조직의 활성화

인적 자원개발비용 절감

단  점

유능한 인재 확보 곤란

지나친 경쟁 조장

파벌주의의 형성

모집과 인적 자원 확보비용 소요

업무 적응에 시간과 노력 듦

부적격자 채용 가능성

내부 인적 자원 사기저하, 갈등

<표 11-1> 모집방법의 비교 

2. 선 발

선발(selection)은 응모한 사람 가운데서 충원 요청에 따라 유자격자, 즉 직무요건 또는 

직무명세서에 합치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발 활동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며 선발의 기준이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직종이나 직

무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직종이나 직무에 따라 서로 다른 선발기

준과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2.1. 선발절차

선발절차(selection procedures)는 선발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며, 

합리적인 채용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선발절차는 일반적으로 ① 지원서(application form)의 작성, ② 선발시험(employment 

test), ③ 인터뷰(interview), ④ 신원조회(reference check) 및 추천서 검토, ⑤ 신체검사

(physical or mental examination), ⑥ 채용결정(selection)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선발절차는 기업의 성격, 대상 직무, 그리고 응모자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선발의 제 절

차 가운데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선발시험과 면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발시험인 경우 대개 전공 분야와 일반상식에 관한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 284 -

을 시행하며, 면접인 경우 인상 및 취업태도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험에 의거

한 선발보다는 추천이나 인터뷰에 의한 선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층면접 등

을 통해 적합인재를 선발하는 추세이다.

  

예비면접

예비면접

예비면접

예비면접

예비면접

예비면접

예비면접

예비면접예비면접

지원서 제출

채용시험

면    접

경력조사

신체검사

최종합격

예비면접합   격

조건부합격
통과

[그림 11-5] 선발절차 

 자료: D. A. DeCenzo, and S. P. Robbins, Human Resource Management. 6th ed., John Wiley & Sons, 1999 .p110.

2.2. 선발도구의 요건

기업에서 실시하는 선발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선발방법의 신뢰성(reliability)

과 타당성(validity)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신뢰성

신뢰성(reliability)이란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환경에서 측정을 반복했을 때 그 측정결과

가 동일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관성(consistency)을 나타낸다. 만약 선발도구가 신뢰

하기 어렵다면 효과적인 선발을 기대할 수 없다. 선발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흔

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① 시험-재시험방법(test-retest method): 같은 사람에게 같은 내용의 측정을 시기를 달리하

여 두 번 실시하여 두 번의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② 대체형식방법(alternate form method): 한 종류의 항목을 측정한 다음에 유사한 항목으로 다

른 형태의 측정을 하여 두 측정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때 두 항목은 난이도, 평균, 분

산, 내용의 범위 등이 동등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내용방법(equivalent form method)이라고도 불린

다.

③ 양분법(split-halves methods): 측정 내용이나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 측정한 후 양자의 결

과를 비교하여 선발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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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

타당성(validity)이란 측정도구가 당초에 측정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

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사람이 근

무성적에서도 예상한 대로 우수하다면 그 시험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발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① 기준관련타당성(criterion-related validity): 기준관련타당성은 예측치(predictor)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준치(criterion)를 비교함으로써 결정된다. 선발도구에 있어서 기준치는 직무성

과 달성도라고 할 수 있으며, 시험성적 내지 점수를 예측치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준관련타당성

은 기준치와 예측치와의 관계를 통계적 상관계수로 나타낸다. 기준관련타당성에는 동시타당성과 

예측타당성이 있다.

ⓐ 동시타당성(concurrent validity): 현직 종업원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해서 그 시험성적과 

그 종업원의 직무성과를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사하는 것이다. 동시타당성에는 예측치와 기준치

가 있는데 타당성조사가 행해지는 현직 종업원으로부터 얻어진다.

ⓑ 예측타당성(predictive validity):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시험성적과 그들의 입사 후의 

직무성과를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동시타당성의 결함을 보완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는데 미래의 종업원의 잠재능력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

려주는 것으로 동시타당성보다는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내용타당성: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의역(the domain)

을 측정도구가 얼마나 담고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척도이다. 예를 들면, 소외는 여러 가지의 하위

개념으로 이루어진 다차원적 개념인데, 측정도구가 이러한 하위개념을 얼마나 잘 나타내주고 있

느냐의 정도를 내용타당성이라 한다.

③ 구성타당성: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은 추상적인 변인인 구성 개념의 측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측정하려고 하는 구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적절한가의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예

를 들면, 대표적인 구성 개념으로 지능을 들 수 있는데 지능은 직접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

문에 지능검사의 점수를 통하여 지능의 수준을 추론한다. 여기에서 구성타당성은 지능이라는 구

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인 지능검사가 지능을 측정하는 데 적절한 것인가 혹은 지능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3. 배 치

인적 자원 충원의 마지막 단계는 배치(placement)이다. 배치는 선발된 종업원에게 일정한 

직무를 담당케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람을 직무에 합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선발과

정에서 아무리 유능한 종업원을 채용하였다 할지라도 배치가 잘못 이루어지면 기대한 만큼 

직무성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선발에 못지않게 적재적소(right person to right 

position)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적재적소배치는 인사배치상의 기본원리로 문자 그대로 가장 적합한 인재를 가장 알맞은 

장소에 배치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필요한 인재를 구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적소

에 배치함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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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배치를 위하여 기업은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하여 직무요건을 확립하고, 선발시험

과 인터뷰를 통하여 알게 된 선발자를 파악한 후, 직무요건과 선발자의 요건이 동일할 수 

있도록 배치하게 된다.

적재적소 주의 외에도 적정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는 인

재육성주의로 배치를 통해 종업원의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는 균형주

의로 전체 종업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는 

실력 주의로 종업원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제공하고 평가된 업적에 합당한, 그

리고 만족할 수 있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동기부여원칙으로 인사이동의 

제공을 통한 배치는 기업이 추진하려는 목적과 종업원이 원하는 욕구가 합치하여야 함을 의

미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적정 배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항구적으로 선발자의 능력과 동기부여 

등이 직무의 요건과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필요한 때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직, 승진 등 재배치와 같은 조직의 재조정작업을 함으로써 적정 

배치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배치에 있어서 이상의 다섯 가지 원칙이 실현되어 적정 배치가 이루어지면 종업원은 자기

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으며, 의욕적으로 직무에 매진할 수 있어 직무만족과 동

시에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전체의 원만한 직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종업원

의 노력이 기업성과에 직결되어 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4. 고용 포트폴리오 관리

1990년대 들어 환경 변화와 함께 전통적인 비교우위를 제공하던 경영기법들의 상대적 중

요성은 떨어지고 대신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람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인적 자원 관리 팀의 역할

과 기능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가 중시하였던 것은 

종업원들의 동기부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총 노동비용의 적절한 통제(cost control)로 요

약될 수 있다.

하지만 인적 자원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종업원의 핵심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우위의 확보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추가로 

강조되고 있다. 즉, 시장의 변화에 따라 인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여 총 노

동비용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로부터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

어내고 새로운 기술습득이나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반되는 인적 자원 관리상의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운용에 있어 새

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4.1. 고용관리의 전략적 유형

인적 자원의 확보와 육성 유형은 크게 외부 노동시장형과 내부 노동시장형으로 구분된다. 

외부 노동시장형(externalization)은 기업의 인적 자원에 대한 유입과 유출이 외부 노동시장

과 밀접하게 연구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재채용정책(buying policy)을 통해 필요한 인적 

자원을 외부로부터 확보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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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전제로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전 직급에 걸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경력사원을 채용하고 또한 더 이상 기업에서 필요하지 않다면 퇴출시키는 인적 자원 

관리 방식이다. 

한편, 내부 노동시장형(internalization)은 외부 노동시장과 연결된 창구는 신입사원에 집

중되어 있고 필요한 기술과 기능은 내부에서 교육훈련을 통해 육성(making policy)하는 정

책 유형이다. 내부 노동시장형은 장기근속과 평생직장을 전제로 우수한 인적 자원의 조기 

확보와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전략 유형이다. 

전통적으로 서구 기업들은 외부 노동시장형을, 한국과 일본 등 동양권의 기업들은 내부 

노동시장형의 인적 자원 운용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각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 무한경쟁 등의 환경변 화는 이러한 구분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

다. 오늘날의 인적 자원 관리가 유연성, 노동비용 통제와 충성심, 역량개발이라는 상호 배치

되는 목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두 동

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4.2. 고용 포트폴리오 전략의 개념

이러한 고민 속에서 미국 기업들은 1980년대 이후 핵심-주변부 인적 자원의

(core-peripheral workers) 관리라는 형태의 외부 노동시장형에 내부 노동시장형을 혼합한 

고용관리 형태를 도입하고 있다. 

즉, 핵심인적 자원은 내부 노동시장형으로 관리하는 정규직 사원으로서 조직의 중요한 부

문을 담당하고 장기적인 고용을 전제로 하며, 주변부 인적 자원은 비정규직 사원으로서 조

직의 핵심 사업이 아닌 주변 부문을 담당하고 단기적 고용을 전제로 하는 외부 노동시장형 

고용 형태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1995년 ‘경영자단체연맹’이 고용 포트폴리오 전략(employment portfolio 

strategy)이라는 새로운 고용관리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 포트폴리오 전략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의 특성에 따라 집단별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해 각각 다른 인적 자원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적 자원집단은 크게 장기축적 능력 활용형, 

고도전문 능력 활용형, 고용유연형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기업의 선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선호도 고려한 것이다.

고용유연형

그룹

고도전문 능력

활용형 그룹

장기축적 능력

활용형 그룹

정착선호

종

업

원

이동선호

단기근속 장기근속기업

[그림 11-6] 인적 자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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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축적 능력 활용형은 기업에서의 고용관리의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며 이는 한 기업에 

정착하기를 선호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고용유연형 그룹은 한 기업에 매어 있

기 보다는 다양한 경력을 선호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기업에서는 단기적인 고용을 전제로 하

는 형태이다. 이처럼 종업원 집단에 대해 서로 다른 고용전략을 적용하는 것은 단지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희망과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고용

관리전략의 적용이 근로자 측의 희망과 크게 다를 경우 종업원의 사기 저하와 불만을 야기

하게 되어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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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적 자원 개발과 평가

인적 자원은 기업체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는 인적 자원의 능력

과 이의 효과적인 활용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인적 자원의 헌신적인 능력뿐만 아니

라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인적 자원이 계획에 의하여 충원되어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나면, 그들이 기업의 

환경에 보다 익숙해지고 직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보다 나은 직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인

적 자원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적 자원의 평가과정(evaluation 

process)은 인적 자원의 개발과정(development process)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인적 자원의 개발

1.1. 인적 자원 개발의 필요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기술적인 환경은 급속히 변해 왔다. 

그 중에서도 기술적인 변화는 생산과정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체의 경영에도 많은 변화를 가

져오게 되었다. 기술을 비롯한 환경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뿐만 아

니라 다 변화되어 가는 환경에 적합한 종업원의 능력과 의식, 그리고 행동개발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대상과 방법도 변화되었다. 즉, 과거에는 새로운 인적 자원이나 하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술 능력의 개발에 대한 단기적인 교육훈련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현

대에 와서는 기업체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기술과 더불어 의식이나 태도 그리고 

관리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2. 인적 자원 개발과정

인적 자원의 개발은 구성원의 직무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적 자원개발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과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

따라서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은 명확한 목표 하에 체계적인 내용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

루어져야 한다.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교육훈련의 필요성 인식

인적 자원의 개발은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교육훈련의 필요

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인식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필요성은 환경의 변화에서 인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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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대의 기업 환경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목표 변화와 적응전략이 

수립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능력과는 새로운 능력의 개발이 필요해진다.

둘째, 인적 자원의 개발의 필요성은 조직체의 성과나 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에 의

해서도 인지된다. 생산성의 변화나 불량률, 고객의 불만, 종업원의 직무태도나 직무불만족 

등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대    상 교육훈련 방법 교육훈련 내용

신 입 자
입직훈련(orientation)

실습교육(job introduction orientation)

인사부에서 실시하는 훈련

소속감독자가 실시하는 훈련

사후검토를 위한 면접

일반

종업원

강의와 세미나, 직무 순환 

도제훈련, 시뮬레이션 게임

야외훈련

노동교육

교양교육

 기능훈련

감 독 자 TWI(training within industry)

JIT(job instruction training)

JMT(job method training)

JRT(job relation training)

관 리 자
MTP(management training program)

JST(jinjiin supervisory training)

관리의 기초, 작업의 개선

작업의 관리, 부하의 훈련

인간관계, 관리의 전개

경 영 자

집단토의, 직무 순환, 감수성 훈련

관리격자 세미나

인바스킷 훈련(in-basket exercise)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

경영이념과 비즈니스

리더십 함양

<표 11-2> 대상별 교육훈련 방법과 내용 

2) 교육훈련의 대상과 내용의 결정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분석되고 나면,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의 대상과 내용이 결

정되어야 한다. <표 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 대상은 경력이나 계층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육의 내용은 기대되는 목표와 현재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3) 교육훈련의 실시

교육훈련의 대상과 내용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에는 <표 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직장 내 훈련(OJT; on-the-job training)과 직장 외 훈련( 

Off-JT; off-the-job training)이 있다. 직장 내 훈련은 현장의 작업과정에서 부하들을 개

별적으로 교육시키는 방법이며, 직장 외 훈련은 작업 현장을 떠난 훈련으로 실제의 작업 상

황과 유사한 모의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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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훈련의 효과분석

교육훈련의 마지막 과정은 [그림 1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시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즉, 교육훈련의 효과를 측정하여 앞으로의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것이다. 교육훈련의 효과는 학습효과의 측정과 학습효과가 가져오는 장기적이거나 

단기적인 성과의 변화에 대한 측정으로 알 수 있다.

             

직장 내 훈련(OJT) 직장 외 훈련(Off-JT)

특 징

훈련장소와 대상자를 직장 내에 한정하고 

감독자가 직접 부하 종업원을 개별적으로 

교육훈련

피훈련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직무를 

떠나 교육훈련 전문스텝의 책임하에 

집단훈련

장 점

훈련과 작업이 직결되어 있어 경제적 

직장실정에 맞는 훈련 실시가능

피훈련자의 학습동기를 증진

다수의 종업원에게 조직적, 통일적 훈련 

가능

훈련이 효과적

피훈련자가 경쟁의식을 가짐으로서 

훈련효과가 높음

단 점

우수한 상사가 반드시 우수한 교사는 아님

다수의 종업원을 한꺼번에 훈련하기 곤란

통일된 내용의 훈련 불가능

체계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

작업시간 감소

훈련시설의 설치 등 경제적 부담이 높음

중소기업에서는 실시하기 곤란

 <표 11-3> 장소별 교육훈련

지식의 부족
 기능의 부족
부적절한 태도

부적절한 행동

불만족한 실적

지식의 부족
 기능의 부족
부적절한 태도

부적절한 행동

불만족한 실적불만족한 실적

부적절한 행동

지식의 부족
 기능의 부족
부적절한 태도

(훈련 전 필요성 측정)
만족한 실적

적절한 행동

지식의 습득
 기능의 습득
태도의 향상

(훈련 후 효과측정)

[그림 11-7] 교육훈련의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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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 자원 평가

2.1. 인적 자원 평가의 의의

인적 자원의 평가는 인적 자원의 현재적이고 잠재적인 유용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

으로 인사평가(performance evaluation)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의 주된 목적은 종업

원의 업적향상과 개발을 위한 것이며, 부차적으로는 조직의 다른 과정인 성과급의 결정이나 

차기 성과목표의 설정, 혹은,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의 분석, 그리고 종업원의 잠재적인 승진 

가능성을 평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업적평가에 따른 사정이나 신분관리의 목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최근에는 평가를 통해 종업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이 강조되고 있다. 또 

평가의 결과는 주로 승진관리 용도로 이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교육훈련과 경력관리, 임금관

리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인적 자원의 평가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평가자와 평가 내용 그리고 평가의 방법이다. 인적 자원의 평가는 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이며 가장 다루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평가자와 평가 

내용, 그리고 평가방법의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2. 인적 자원 평가의 주체

인적 자원에 대한 평가는 누가 담당하는가? 평가담당자에 따라 평가의 결과가 달라지므

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의 목적에 맞는 평가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적 자원에 대한 평가는 피평가자의 상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

한 상사에 의한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평가자가 다양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자에는 동료, 부하, 상사들의 위원회, 외부전문기관, 

그리고 피평가자 자신이 있을 수 있다.

2.3. 인적 자원 평가의 내용

인적 자원의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평가의 내용, 즉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하

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내용은 기업마다의 특수성이 있어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양적인 

성과와 질적인 성과, 그리고 근무상태와 잠재력 등과 같은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사평가는 주관적 기준과 추상적 기준, 그리고 업적과 적성요소 등을 중심으

로 피평가자를 평가하였으나 최근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행동중심의 기준, 그리고 피고자의 

자질과 능력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평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

키는 것이어야 한다. 첫째, 평가 내용은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평가 내용은 실지로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며, 셋째, 평가 내용은 전반적

인 기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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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적 자원 평가의 방법

인적 자원의 평가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으나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유형화된다. 

첫째는 인적 자원의 업적을 상대적으로 평가(relative evaluation)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종업원 상호 간의 업적의 비교를 통하여 업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순위법(ranking 

method)과 강제할당법(forced choice method) 등이 있다. 

그리고 인적 자원의 업적을 평가하는 두 번째의 방법은 절대적 평가법(absolute 

evaluation)이다. 이 평가법은 업무의 기준에 대비하여 종업원의 업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는 도식척도법(graphic rating method), 행위기준 척도법(behavior based), 자유기술법

(essay technique)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보상을 위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때에는 상대적 평가법을 활용하며, 

종업원의 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때에는 절대적 평가법을 많이 활용하게 된

다.

전통적으로 인사평가가 상대평가와 일방평가, 비밀주의, 단면평가, 감점주의 평가 방법을 

사용했던 반면, 최근에는 절대평가와 참여평가, 공개주의, 다면평가, 가점주의 방식을 채택

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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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 상

인적 자원 관리과정의 보상과정(compensation process)은 구성원이 기업에 대한 공헌과 

성과에 대한 대가를 보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보상에는 경제적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비경

제적인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

1. 보상의 의의

기업이 개인에게 주는 보상은 종업원의 노력과 공헌에 대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인적 자

원에 대한 투자이다.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과 경험이 축적되고 이것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상의 지불은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는 보상 수준의 

적정성이고, 둘째는 보상체계의 공정성, 셋째는 보상 형태의 합리성이다. 이러한 원칙이 지

켜질 때 개인의 노력과 공헌도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의 성과에 대한 기여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즉, 종업원에 대한 경제적이거나 비경제적인 보상은 종업원에게 경제적인 만족감과 동기

부여를 일으키며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은 기업에 대한 몰입과 

전념도, 그리고 종업원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보상은 구성원의 기업에 대한 

태도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 발생하게 되면, 구성원

은 기업에 대한 역 기능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적정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보

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보상의 형태

보상은 기업이 종업원의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것으로, [그림 11-8]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임금과 상여금, 그리고 복리후생과 관련된 급여들이 포함되어 있

다.

         

법적복리후생
비법정복리후생

보  상

경제적 보상

비경제적 보상

직접적 보상

간접적 보상

임  금

기타보상

복리후생

고정급제
성과급제
특수임금제
연 봉 제

포상
스톡옵션제
종업원지주제

건 강 관 리
안 전 관 리건강안전

[그림 11-8] 보상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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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 금

종업원에 대한 보상의 대표적인 형태는 임금(wage or salary)이다. 임금은 종업원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며, 여기에는 기본급을 포함한 성과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

한 임금은 종업원에게는 생계를 위한 원천이며, 기업에 있어서는 생산의 원가이며 거시경제

적인 측면에서는 구매력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임금에 대한 의사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를 결

정하는 임금 수준(wage level)에 대한 결정이다. 임금수준은 사회적·경제적 환경과, 인적 자

원 시장의 상태, 그리고 경쟁회사의 임금과 노동조합이나 최저임금법과 같은 정부의 각종 

법규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내부적인 경영전략이나 생산성, 그리고 기업의 재정상태 등에 영

향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임금에 대한 의사결정은 임금의 구성 내용을 결정하는 임금체계(wage 

structure)에 대한 결정이다. 임금체계는 생계보장의 원칙과 노동대응의 원칙에 따라 연공

이나 직무, 직능, 직종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임금체계의 기본급을 구성하

는 것이다. 기본급 이외에도 기본급의 기능을 보충·보완하기 위한 부가적 임금으로 각종 수

당과 보너스, 퇴직금과 같이 것이 있다.

세 번째 임금에 대한 의사결정은 임금지불 방법을 결정하는 임금 형태에 대한 결정이다. 

임금 형태로는 크게 고정급제와 성과급제가 있다. 고정급제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시간급제라고도 한다. 또 성과급제는 노동성과를 측정하여 그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인센티브제라고도 한다.

2.2. 연봉제

연봉제(annual salary system)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에 의해 1년 단위로 봉급을 결

정하는 제도로 직무 중심으로 성과의 정도에 따라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성

과급으로 조직 구성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불하는 탄력적인 임금체계이고, 또한 

능력 위주의 인적 자원 확보에 용이하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기존의 임금제도와 연봉제를 

비교하면 <표 11-4>와 같다.

기존 임금제도(연공서열제) 연봉제

사람 중심의 임금제도 → 일 중심의 임금제도

연공에 의한 임금 → 성과(공헌도)에 따른 임금

일의 양(노동시간) 기준 임금 → 일의 질(성과) 기준 임금

<표 11-4> 기존의 임금제도와 연봉제 비교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의 임금체계는 경영여건과 사원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연령과 근

속년수, 학력 등의 속인적 요소에 의해 매년 자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연공급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연공급제도는 기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종업원의 임금에 대한 불만과 인적 자

원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21세기 경쟁력 제고와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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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하는 탄력적인 연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체질강화는 물론, 우

수 인재의 확보와 유지도 가능하게 된다.

장 점 단 점

성과주의, 능력주의의 강화

경영자 의식의 배양

우수한 인재 확보 및 유지 가능

임금체계와 관리의 간소화

상하간의 의사소통 원활화

평가의 공정성 제고

수입의 불안정으로 인한 불안감 증대

소속감, 충성심의 저하

결과 중시로 단기 업적 위주의 행동 증가

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 및 평가과정상 시간소요

과도한 경쟁유발로 인한 조직 시너지 효과 감소

<표 11-5> 연봉제의 장·단점 

이러한 연봉제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표 11-5>와 같다. 연봉제의 장점은 종업원의 능력

발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업원들에게 일한 만큼 보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사

람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연봉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종업원들에게 불안감을 줌으로써 기업에 대한 소속

감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2.3. 복리후생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성과급을 제외한 간접적인 모든 보상을 복

리후생(employee benefits and services)이라 한다. 복리후생은 종업원의 경제적인 안정과 

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접적인 보상이다.

복리후생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은 인적 자원에 대한 시각과 더불어 변천해 왔다. 즉, 초

기의 복리후생은 은혜적인 차원의 수혜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양호한 

인간관계의 형성, 노동력 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져 전체 보상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로 증대하고 있다. 이제 복리후생은 노동의 조건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생활보조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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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생활보조관계시책
보건위생관계시책
문화체육관계시책
부가적 시책
기타

비법정복리후생

법정복리후생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림 11-9] 복리후생의 구성 

[그림 1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리후생에는 다양한 종류와 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법정복리후생과 기업의 임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비법정복리후생

이 있다. 법정복리후생에는 의료보험과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법정복리 후생에는 주택과 교육비의 지원, 각종 공제제도나 금융 알선 등의 경제적 복리

후생과 건강과 오락을 위한 복리후생, 그리고 여가와 휴가 등에 대한 복리후생 등이 있다.

복리후생은 종업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고용안정에 기여하며 기업의 생산성에 크게 공헌

하므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즉,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욕구와 사용자의 기준

이나 능력이 잘 조화되어 설계되어야 하며 복리후생 프로그램에 종업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최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가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cafeteria benefit 

plan)이다. 이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라고도 하는 것으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각자의 필요에 

따라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복지혜택의 

일방적 지원에서 직원 개개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개인별 다양한 

형태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게 되고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

라 복지수혜의 형평성과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종국에는 회사의 생

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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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e-HRM

증기력과 기계공학의 융합을 통하여 자원재생산을 중심으로 하던 20세기에서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융합되어 유무형의 컨텐츠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21세기로 접어들면

서 모든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자산 앞에는 e(electronic)라는 접두어가 붙게 되었다. 모든 

가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능력을 가진 전자기업(e-enterprise), 전자기업과 소비자 상호 

간 사람, 프로세스 기술, 서비스 등을 이동시키거나 교환하는 전자상거래(e-commerce), 그

리고 전자상거래가 행해지는 전자경제(e-economy)의 틀 속에서 우리 경제가 운용되고 있

는 것이다.

기존 아날로그 시대에는 구성원의 욕구가 비슷하고 단순했기 때문에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p(paper)-HRM 체계로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그림 11-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변화의 시대로 대표되는 디지털시대에는 기업 생존을 위해서 

인적 자원 관리 방식에도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식 인적 자원 관리 방식의 도입이 불가

피하다. 즉, 디지털 시대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여 인적 자원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효율적·효

과적으로 관리하고 구성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e-HRM체제의 추진

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공간의 변화
·근무지의 개념 변화(재택근무)
·분산된 공간에 따른 관리방식 변화
·인터넷을 활용한 채용
·인터넷을 통한 열린 교육

속도의 변화
· 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신속 
처리
·인터넷을 통한 출장
·복리후생 관련 신청

정보교환방식의 변화
·전자메일 활용, 쌍방향의 
의사소통
·쌍방향 네트워크 조직체계
·수평화된 직급체계

시간의 변화
·근태관리 체계 변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필

요한 시간에 근무)

속도

공간

시간

정보교환
방    식

[그림 11-10] 디지털 시대의 특징과 변화

1. e-HRM의 개념

Electronic Human Resource Management(e-HRM)이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인사정보 및 서비스를 조직 내외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e-HRM은 기존

의 p-HRM과는 달리 인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와 종업원을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연

결·통합하는 독자적인 비즈니스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B2C, B2B와 같은 e-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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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 형태와 비교하여 B2E(business to employee)라고도 한다. 

     

               구  분

 비교요인
p-HRM e-HRM

종업원 특성 획일, 단순 다양, 복잡

업무 환경 서류중심 환경 서류 없는 환경

필요스킬 사람관리 스킬 정보기술 관리 스킬

핵심 기능 데이터 관리 및 정보전달 전략적, 시스템적 사고와 분석

HR 부서역할 행정지원 중심 자문·기획중심

정보수집 방법 인터뷰 등 비과학적 방법 컴퓨터 기반의 통계자료 

IT 활용도 수동적 대응 주도적 개발 요구

<표 11-6> p-HRM과 e-HRM의 비교

     

e-HRM 체제하에서는 전략적 사고와 분석 능력이 핵심 기능이 되며 IT에 대해서는 수동

적인 대응이 아니라 주도적인 개발 요구를 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

2. e-HRM의 효용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인사부서의 업무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가 인적 자

원의 고용, 유지, 퇴직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일반관리이고, 둘째가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

된 각종 서비스 전달 영역이며, 셋째가 장래 조직이 지향하는 사업 목표에 적합하도록 전략

적으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업무 영역이다. 그러나 인적 자원 관리부서의 거의 대부분 인

적 자원들이 일반관리와 서비스 전달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단지 소수만이 

장기적 차원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업무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미래 경쟁우위의 원천인 인적 자원의 지식, 기술, 능력을 개발하여 기업의 전략적 성과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인사업무는 다음과 같

은 세 가지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첫째, 일반 인적 자원 관리 및 서비스 전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둘째, 현장

관리자와 종업원들 스스로 인적 자원 관련 욕구를 직접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셀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셋째, 기업의 전략적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인적 자원 조직이 

되도록 그 역할과 역량을 재창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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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의 핵심역량 개발
·지식근로자 육성
·인적 자원의 확보, 개발, 배치, 평가

효과적인 서비스

·전통적 인적 자원 서비스 제공
·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새로운 인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 도
입

효율적인 관리업무

·인사전산 시스템/급여/복리후생
·종업원 생활지원

주주가치

전략적
기  여

 서비스
전  달

일반
인사관리업무

가
 치

변
화

일
정

[그림 11-11] 인적 자원 관리 업무 영역과 미래 전개 방향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e-HRM은 미래 기업조직에 가장 핵심인 인적 자원의 역량 

극대화를 위해 웹상에서 인터넷 및 인트라넷 그리고 음성 서비스(integrated voice 

response) 등의 e-Economy 도구와 개념들을 인적 자원 관리 업무에 적용하여 새롭고 효

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 프로세스를 창출해 낼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e-HRM은 업무 영역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종업원 지원업무(ESS; employee self-service)이고, 둘째는 관리자 지원업무

(MSS; manager self-service)이며, 셋째는 인사부서 지원업무(HASS; Human 

Administration self-service)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데이터 통합으로 효율 증대
 서비스 질, 프로세스, 관행 일관성 확보
데이터 접근/보고의 용이
고객 서비스 향상
유능한 인적 자원의 확보와 유지

반복 작업에 요구 인적 자원 감소
일반관리 사이클 타임 감소
운영비용 감소
중복/후속작업 감소

HASS

ESS MSSe-HRM

ESS/MSS/HASS의 효용

효  율  향  상 성  과  향  상

[그림 11-12] e-HRM의 효용

[그림 1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e-HRM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현장의 근로자(ESS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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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와 관리자(MSS 차원)들이 언제 어디서든 기존 인적 자원 관리부서가 제공하던 관련 서

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하여 제공받을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인사부서(HASS 차원)는 과

거 인사 데이터 관련 업무에 대한 과중한 짐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e-HRM을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 관련 웹 사이트를 개발한다거나 신규로 서비스 

채널을 확보한다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즉, e-HRM은 비용 절감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질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완전히 재구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전략적 마인드에 입각한 프로세스의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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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시대와 인적 자원 개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다. 가상세계에서나 가능하게 보였던 디지

털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폰이 초등학생에게 까지 보편화되었는가 하면, 동영상과 이미지 파

일을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미 혁명은 시작되었으며 그 

끝은 짐작조차하기 힘들다. 더욱이 가공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 속도이다. 고든 

무어(Gordon Moore)가 1965년 반도체 칩의 정보기억량이 18~20개월 단위로 2배로 늘어

난다는 사실을 지적했듯이 지금의 개인 컴퓨터는 암스트롱이 달을 밟았던 1969년 나사가 

가지고 있었던 대용량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넘어서 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컴퓨터의 대

당 가격이 소모품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중요성을 더 높이고 있다.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가 어디 있었겠는가? 지금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지식인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올 확률을 남보다도 1%만 더 안다면 라스베이거스의 그 많은 돈을 거두어 백만장

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철에 열을 가하면 늘어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철로를 

놓은 무식함은 엄청난 참사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페스트와 콜레라가 어떻게 해서 전파되고 

또 치유될 수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 유럽 인구의 반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지식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것은 지식의 양이 폭발

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지식의 공유가 광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적인 측면에

서 본다면, 최근 우리가 접하는 하루의 지식의 양은 17세기 농부가 평생 접할 수 있는 양으

로 지식의 면에서는 17세기 사람의 평생을 우리는 하루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누리는 

삶은 조선시대의 왕족의 삶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지식은 5년마다 두 배로 늘

어 15년이 지나면 우리가 가진 지식의 88%가 쓸모없는 지식으로 변하여, 20년이 지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의 불과 6%만이 사용 가능하게 될 뿐이다. 

지식이 공유되는 현상은 더 극적이다. 유럽에서 발생한 2차 세계대전이 호주의 농부에 알

려지는 데 약 6개월이 시간이 걸렸지만 찰스 황태자가 다이애나와의 이혼으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가십은 빛의 속도인 광속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보매체의 사용자가 5,000만이 되

는데 걸린 시간이 이를 말해 준다. 라디오는 34년 TV는 13년 그리고 인터넷은 5년이 걸렸

다. 이제 비밀이 있을 수 없으며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모든 것이 데이터와 파일로 저장되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접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네가 지난여름에 한 것을 모두 알 수 있는 세

상이 되었다. 이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지식과 정보는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내일은 윤리사회가 될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으며, 지식과 

능력개발이 중시되는 지식경영사회가 될 것을 알 수 있다. 최소한을 남겨두고 모든 것이 공

개되는 사회에서 기업과 개인은 더 이상 비도덕적일 수 없으며, 그 경쟁도 공개경쟁일 수밖

에 없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른바 BtB(Back to Basic). 기업이 뇌물과 탈세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듯이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창의성과 생산성이 있는 개인과 기업만이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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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불법과 관행이 통용되는 사회가 아니다. 인터넷 세상에 감

추어질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지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자신이 가진 

지식의 진부화를 막는 노력과 더불어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대한 열린 마음도 필요하다. 지

식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져 한 번의 교육으로 평생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지

식, 하나의 직업, 하나의 인생을 살았던 시대가 아닌 다양한 지식, 여러 개의 직업, 따라서 

여러 개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지금하고 있는 일과 가진 능력은 무한

한 것이 아니다. 높은 빌딩의 사무실마다 허다하던 타이피스트가 사라지듯이 지금 내가 하

고 있는 일이 곧 사라질 것이며 내가 가진 능력도 얼마가지 않아 쓸모없게 되어버릴 것이

다. 이제 또 다른 일과 또 다른 지식을 학습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른바 지식과 능력개발의 분산투자 즉, 포트폴리오화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바야흐로 

인적 자원 개발의 시대인 것이다.

모든 개인과 조직이 성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성공은 쉽게 오지 않는다. 실패사례를 

연구한 대니밀러는 실패의 원인이 타성에 젖어 있음에서 비롯됨을 일깨워주고 있다. 어제의 

성공원칙이 오늘도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대량생산 원가

절감 일사불란이 지난 시대의 성공의 원칙이었다면 다품종 소량생산, 가치 증대, 다양성화 

하모니는 우리 시대의 성공원칙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성공원칙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은 배

우고 익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지식경영시대의 성공원칙 창조적인 인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조영복, 지식경영시대의 지역혁신과 인적 자원 개발, 2005, 만수출판사>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지혜
장수가 자신의 조직을 장악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직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

야 하는지에 대한 제갈공명의 조직론을 살펴보자. ‘장수는 반드시 심복과 이목, 조아가 있어

야 한다.’‘심복’(心腹)은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 ‘이목’(耳目)은 눈과 귀가 될 만한 부

하, ‘조아’(爪牙)는 손발이 되어 일하는 부하를 뜻한다.

제갈공명은 훌륭한 장수가 되려면 반드시 훌륭한 부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하를 

선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심복’은 널리 학문에 능통해야 하고 지능이 뛰어나야 한다. ‘이

복’은 침착하고 냉정하며 입이 무거워야 하며, ‘조아’는 용맹하고 과감하며 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조직을 편성할 때는 참모를 두되 고급, 중급, 하급 등 단계별로 둬야 한다. “거침없

이 말하고 두뇌가 명석하여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만인의 공경을 받으

므로 고급 참모로 삼는다. 곰이나 호랑이같이 사납고 암벽을 타는 원숭이처럼 기민하며 철

이나 돌같이 강하고 명검과 같이 예리한 사람은 중급 참모로 삼고 말을 잘하고 바른 소리를 

잘하나 별다른 재능이나 기능이 없는 사람은 하급 참모로 삼는다.”

<중국 3천 년의 인간력, 청년정신, 박화 역, 모리야 히로시 지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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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활성화, 조직에 꼭 필요한 인재-‘에스프레소 맨’

http: //blog.naver.com, 2012 >

<‘Tim Leberecht : 3 ways to (usefully) lose control of your brand’, 

www.ted.com, 2012>

숫자로 본 기업과 경영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비교

(단위: 천 원, %)

<고용노동부, 2010년 3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 조사결과>

볼거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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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세분석과 다변량분석의 수리 모형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마코브 분석의 사례를 만들어보자.

  3.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해 보자.

  4. 대졸초임을 기업별, 산업별로 비교해 보자.

  5. 기업의 부가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자.

생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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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기부여의 의의

1. 동기부여와 성과

2. 과 정

Ⅱ. 동기부여 이론

    

Ⅲ. 내용이론

1. 매슬로의 욕구 단계이론

2. 알더퍼의 ERG이론

3. 허즈버그의 이요인이론

4. 멕크릴렌드의 성취동기이론

5. 내용이론의 요약

 

Ⅳ. 과정이론

1. 기대이론

2. 공정성이론

3. 목표설정이론

4. 강화이론



 - 307 -

Ⅰ. 동기부여의 의의

1. 동기부여와 성과

개인의 성과(performance)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이 조직에서 어떠한 

작업성과를 달성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ability)과, 그러한 능력을 발휘

하려는 노력인 동기부여(motivation), 그리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환경조건(environments)들

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으로, 그

러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끌어내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의 제

반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조직에서의 개인의 성과는 [그림 12-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능력과 동기부여, 그리고 작업 환경의 함수이다.

이 가운데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능력과 동기부여이다. 또한 단기적인 측면

에서 경영자는 개인의 능력개발보다는 동기부여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된다. 그것은 개인

의 능력은 동기부여에 비해 고정된 것이며, 그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동기

부여는 능력

에 비해 탄력성이 있으며 그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능력
(ability)

동기부여
(motivation)

작업 환경
(working condition)

성과
performance× × ＝

[그림 12-1] 성과의 결정요인 

자료: Kathryn M. Bartol and David  C. Martin, Management, McGraw-Hill, 1994, p.378.

2. 과 정

동기부여는 욕구의 결핍에서부터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유발, 그리고 행동

의 결과에서 주어지는 보상에 따른 욕구의 재평가로 이어지는 순환적인 과정을 가진다. 이

와 같은 동기부여의 과정은 [그림 1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동기부여

는 욕구결핍, 욕구충족수단의 탐구, 목표 지향적 행위, 성과, 보상이나 벌, 재평가된 욕구결

핍, 그리고 다시 욕구결핍으로 이어지는 순환적인 과정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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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욕구결핍

4. 성과(목표달성의 
여부 평가)

6. 종업원에 의해
재평가된 욕구결핍

2. 욕구충족을 위한
방도의 탐색

5. 보상 혹은 벌 3. 목표 지향적 행위

[그림 12-2] 동기부여 과정

자료: James L. Gibson, John M. Ivancevich, James H. Donnelly, Jr., and Robert Konopaske, Organizations; 

Behavior, Structure, and Processes, 14th ed., McGraw- Hill, 2011,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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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기부여 이론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왔다. [그림 12-3]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기부여 과정에 관련된 요인은 세 가지가 있으며, 동기부여 이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세 요인은 욕구(needs)와 인지 활동(cognitive activities), 그리고 

보상(reward/reinforcement)이다. 즉, 인간의 행동은 내부적인 욕구와 인지에 의해 일어나

게 되며, 이러한 행위는 상황과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보상은 행위를 강화

하며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행위와 미래에 주어질 가능한 보상과의 연계성에 대한 인지

에 영향을 미친다.

욕  구
·욕구계층이론
·ERG 이론
·학습욕구이론

인지 활동
·기대이론
·공정성 이론
·목표설정이론

보상/강화
·강화이론
·사회학습이론

행   위

[그림 12-3] 행동과 동기부여 이론

자료: Kathryn M. Bartol and David  C. Martin, Management, McGraw-Hill, 1994, p.378.

           내 용

이 론
이론의 초점과 내용

내용

이론

욕구

이론

행위를 지속시키거나 중지시키는 것과 관련된 요인의 규명과 

개인의 독특성에 따른 욕구와 욕망, 그리고 목표의 차이를 

인식

과정

이론

인지

이론

행위가 어떻게 지속되고 중지되는가를 분석하고 설명하며 

동기부여 과정을 규명하고 개인이 기호나 보상, 그리고 성취 

등에 근거하여 어떻게 행동 대안을 선택하는가를 설명

보상/

강화이론

행위의 결과에 따르는 보상이나 벌이 동기부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

<표 12-1> 동기부여 이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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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세 요인에 따라 세 가지의 이

론으로 나눌 수 있으며, <표 1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욕구이론과 인지이론, 그리고 보상

/강화이론이 그것이다. 

욕구이론은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이며, 인지이론은 동기부여

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지를 밝히려고 하는 이론이다. 그리고 보상/강화이론은 

행동의 결과가 동기부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즉, 욕구

이론은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요인인 무엇(what)에 관심이 있으며, 과정이론은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방법인 어떻게(how)에 관심이 있는 이론이다. 그리고 보상/강화이론은 행동의 

결과와 동기부여의 관계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동기부여 이론은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나눌 수도 있다. 내용이

론은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요인에 관한 이론이며, 과정이론은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과정에 

관한 이론이다. 즉,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은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그 무엇(What)을 규명하고

자 하는 이론이며, 과정이론은 동기부여가 어떻게(How)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

론이다. 위에서 설명한 동기부여이론 가운데 욕구이론은 <표 1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기부여의 내용이론으로, 그리고 인지이론과 보상/강화이론은 과정이론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동기부여 이론을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부여에 관한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의 발전과정은 <표 12-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내용이론은 과학적 관리이론에서부터 시작하여 알더프의 ERG이론에 이르기

까지 발전하였으며, 과정이론은 르윈과 톨만의 기대에 대한 이론에서부터 브룸의 기대이론, 

포터와 로울러의 이론에 이르고, 과정이론으로 분류되는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이론과 아담

스의 공정성이론은 비교적 최근에 발달된 동기부여의 이론이다.

내용 이론내용 이론 과정 이론과정 이론 상황 이론상황 이론

동 기 부 여동 기 부 여

과학적 관리
임금 인센티브

인간 관계
경제적 안정
작업 조건

마슬로우
욕구단계이론

허즈버그
동기-위생 요인

알더퍼
ERG 욕구

르윈과 톨만
기대

브룸
유의성/기대감

포터와 로울러
성과-만족

로울러
EgP 와 PgO 기대

페스팅거와 호맨스
인지적 부조화/교환

아담스
공정성

1990

현재

[그림 12-4] 동기부여 이론의 발전과정

자료: Fred Luthans, Organizational Behavior, 9th ed., McGraw-Hill, 2002, p.259.



 - 311 -

Ⅲ. 내용이론

1. 매슬로의 욕구 단계이론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으로 매슬로(A. H. Maslow)의 욕구 단계(hierarchy of needs)이론

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1940년대 중반에 소개된 이래 인간의 동기부여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직이론가들과 경영자들에 의해 널리 검토되고 활용되고 있

다.

이 이론은 두 가지의 전제에 기반하고 있는데 첫째의 전제는 인간은 충족되지 아니한 욕

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동기부여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사람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

만 몇 가지의 공통된 범주의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보편적인 욕구들은 충족되어야 할 순서

대로 계층적인 형태로 서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1.1. 욕구의 유형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는 충족되어야 할 순서대로 단계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저차원의 욕구에서부터 고차원의 욕구에 이르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욕구로 유

형화하였다.

① 생리적(physiological) 욕구: 인간의 삶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욕구이다. 이러

한 욕구에는 음식, 주거,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등이 있다. 이러한 욕구는 어떠한 욕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욕구이지만, 일단 이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보다 높은 계층의 욕구의 지배를 받게 된다.

② 안전(safety)욕구: 신체적인 위협이나 위험, 혹은 생리적인 욕구충족의 결핍이나 위협으로

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③ 소속, 사회 그리고 사랑(belongingness, social and love)욕구: 집단에 소속하거나 다른 집

단에 의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욕구로 사회욕구나 귀속욕구로 불리기도 한다.

④ 존경(esteem)에 대한 욕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

⑤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욕구: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고 지속적인 자기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로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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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실현

존 경

소속/사랑

안 전

생리적

자기성취-바라는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

명성과 위엄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 

자신감과 의지에 대한 욕구

사랑 받고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관련된 욕구

생존을 위한 음식, 공기, 물에 대한 욕구

만족
↑

진행

[그림 12-5] 매슬로의 욕구계층

자료: Don Hellriegel, SusanF. Jackson and John W. Slocum Jr., Management : A Competency Based Approach, 

9th ed., South-Western, 2002, p. 391.

1.2. 욕구의 계층

매슬로는 이러한 개인의 욕구가 계층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개인의 

욕구는 [그림 1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차원의 욕구에서부터 고차원의 욕구에 이르는 

계층적 체계(hierarchical system)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저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차원의 욕구가 인간의 행동을 동기부여 하지 않으며, 이미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의 동기화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슬로는 경영자들로 하여금 인간의 욕구에 대한 체계적 인식을 최초로 갖게 하였고, 하

위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준 후에도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상위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조직 분위기의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다. 그러나 그의 

욕구계층이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꼭 다섯 단계의 

욕구가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을 무시하였다. 둘째, 한 개인의 욕

구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동태적이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는 한 가지 욕구 이상이 동시

에 작용한다. 넷째, 어떤 욕구는 속성상 완전 만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 알더퍼의 ERG 이론

알더퍼(C. Alderfer)는 매슬로의 욕구계층이론에 동의하였으나 그와는 다르게 세 가지의 욕구

유형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세 가지의 욕구는 다음과 같다.

① 존재욕구(E; existence needs): 기본적인 욕구로 음식, 공기, 물, 임금, 그리고 작업조건과 

같은 것에 대한 욕구이다.

② 관계욕구(R; relatedness needs): 의미 있는 사회적·개인적 인간관계 형성에 의해서 충족

되어 질 수 있는 욕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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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장욕구(G; growth needs): 개인의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공헌에 의해서 충족될 수 있는 

욕구이다.

이러한 알더퍼의 ERG 이론은 [그림 1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슬로의 다섯 가지 욕구 단

계를 세 단계로 다소 단순화하여 분류하였지만 욕구를 계층화하고 그 단계에 따라 욕구가 유발

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이 이론은 매슬로의 이론과는 다른 두 가지의 이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알더

퍼는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매슬로의 경우

처럼 인간의 행동이 한 단계의 욕구충족만을 추구한다는 기계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것으로 인간

의 행동은 욕구들의 복합적 성격, 즉 총체적 욕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우 현실적인 이

론적 전개를 하고 있다. 

둘째, 매슬로는 저차원의 욕구가 만족되면 고차원의 욕구로 올라가는 이른바 만족-진행

(satisfaction-progression)과정만을 주장한 데 반하여, 알더퍼는 만족-진행과 아울러 고차원적인 

욕구에서 저차원적인 욕구로 내려가는 이른바 좌절-퇴행(frustration-regression)과정을 가미했

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성장욕구를 추구하다가 이것이 좌절될 경우 관계욕구의 중요성이 커짐

으로써 그 하위욕구가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12-7]은 ERG 이론의 만족-

진행과, 좌절-퇴행의 관계를 도표화한 것이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성장의

욕구

관계의
욕구

존재의
욕구

마슬로우의
욕구단계

알더퍼의
ERG

[그림 12-6] 알더퍼의 ERG 이론
자료: Judith R. Gordon, Organizational Behavior-A Diagnostic Approach, 7th ed., Prentice Hall, 2002, 

p.103.



 - 314 -

  

만족-진행 좌절-퇴행

성장욕구
좌절

존재욕구
좌절

존재욕구의
중요성

성장욕구
만족

존재욕구
만족

관계욕구
만족

관계욕구
좌절

관계욕구의
중요성

성장욕구의
중요성

Growth

(자아실현, 자존 욕구)

Relatedness

(소속, 사회적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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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안전 욕구)

[그림 12-7] ERG 이론에 의한 욕구의 좌절, 중요성, 그리고 만족의 관계
자료: James L. Gibson, John M. Ivancevich, James H. Donnelly, Jr., and Robert Konopaske, Organizations; 

Behavior, Structure, Processes, 13th ed., McGraw-Hill, 2009. p.136.

ERG 이론이 조직관리에서 시사하는 바는 좌절-퇴행의 관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좌절-퇴

행관계에 따르면 관계욕구나 성장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그 하위 단계의 욕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관계욕구 좌절은 존재욕구인 금전적 보상에 대한 요구의 증대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ERG 이론에 따르면 경영자가 종업원의 고차원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에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 비용의 절감 차원에서도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종업원들이 고차원적 관계나 성장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그에 대해 적

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하위욕구가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조직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

르게 되는 것이다.

3. 허즈버그의 이요인이론

매슬로나 알더퍼의 욕구이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동기유발에 관한 이론

이 허즈버그(F. Herzberg)의 이요인이론이다. 심리학자이며 경영자문가였던 허즈버그는 동

기부여의 이요인이론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두 요인은 위생요인(hygiene factor; 불만

족요인)과 동기요인(motivators; 만족요인)으로 불린다. 이 이론은 일련의 연속적인 연구과

정을 통하여 정립된 것인데 최초의 연구는 회계사와 기술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직무에 대하여 좋거나, 혹은 나빴던 상황에 대한 반응을 기초로 인간의 동기부여 요인을 파

악하였다.

그 결과 그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인간에게 직무만족을 주는 요인과 직무 불만족을 

일으키는 요인이 서로 별개의 군을 형성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즉, 그는 사람들이 직무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을 때에는 그들이 일하고 있는 직무 환경이 문제가 되었으며, 반면에 그

들이 직무에 대하여 만족을 느낄 때에는 직무 자체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직무만족과 불만족에 관련된 요인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

즈버그는 전자의 직무불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위생요인이라 불렀으며, 후자의 직무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동기요인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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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불만족 低低))

[그림 12-8] 허즈버그의 이요인이론

자료 : Don Hellriegel, Susan F. Jackson and John W. Slocum Jr., Management : A 

Competency Based Approach, 9th ed., South-Western, 2002, p. 385.

이와 같은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은 그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가 서로 다르다. 즉, [그림 12-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생요인은 불만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동기요인은 동기부

여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위생요인을 아무리 개선하거나 자극한다고 하여

도 동기부여는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동기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고 하여도 불만족을 유

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기요인은 그 영향력이 동기부여의 정도에 국한되어 있고 위

생요인은 불만족의 정도에 그 영향력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허즈버그가 제시하고 있는 위생

요인과 동기요인은 [그림 12-9]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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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위생요인과 동기요인
자료: Stephen P. Robbins, Organizational behavior, 9th ed., Prentice Hall, 2001,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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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인이론이 조직관리에 시사하는 바는 첫째,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어느 한쪽이 아무리 높아져도 다른 한쪽의 부족분을 대체시킬 수 없다. 따라서 위생요인 

추구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무 확대나 직무 충실화 등을 통해서 직무 속에 동기요인을 구축

하여야 하고, 구성원들이 위생요인들보다는 동기요인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동기요인을 직무에서 구축하는 것은 허즈버그 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종업원들이 

성취감, 인정감, 자극, 책임감, 발전성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구성(또는 충실화)하여야 

한다. 즉, 동기요인 담당부서에서는 직무 확대나 직무 충실화 계획 및 실행, 직무보완, 동기요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매슬로의 이론과 알더퍼의 이론, 그리고 허즈버그의 이론에서 욕구들을 비교

해 보면 [그림 12-10]와 같다. 즉, 욕구는 모두 계층을 이루고 있으며 매슬로의 욕구 단계인 다

섯 단계를 두 이론은 각각 세 단계와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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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0] 욕구이론의 비교

자료: Fred Luthans, Organizational Behavior, 9th ed., McGraw-Hill, 2002, p.263. 

 4. 멕크릴렌드의 성취동기이론

멕크릴렌드(D. C. McClelland)는 학습의 개념과 밀접히 연관된 동기부여의 학습동기이론

(learned needs theory of motivation)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선천적인 것으로 

보는 매슬로의 욕구계층이론이나 ERG 이론과는 달리 인간의 욕구는 사회의 문화로부터 학

습되는 것으로 믿었다. 

그는 학습된 동기인 성취동기(need for achievement), 친교동기(need for affiliation), 그

리고 권력동기(need for power)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그는 이러한 동기를 주제통각검사

(TAT; thematic apperception tes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개인 내의 모든 

동기들은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서로 다른 내용의 동기들을 지니며 각 개인마다 

지니고 있는 학습된 동기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 또한 서로 다르기 마련이라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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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성취동기

성취동기(nAch; need for achievement)는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욕구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성취동기가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성공적

인 행동이 유쾌한 것이었다는 이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동기가 성공적인 행

동과 연합되어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취동기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하여 몇 가지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성취동기를 

측정하여 성취 지향적인 행동경향이 높은 사람을 가려내어 이들의 성취행동을 예측할 수도 있고 

새로운 성취경험을 가지도록 훈련함으로써 학습을 통한 성취동기의 육성도 가능한 것이다.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행동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① 과업 지향성(task-oriented): 과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자 하거나 도전적으로 자기 능력

을 시험하는 데 흥미를 느낀다. 성취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외재적 보상보다는 성취,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② 모험성(adventuresome): 성공확률이 중간 수준인 모험적인 과제의 해결에 흥미를 느끼며, 

모험 수준이 아주 낮거나 이와는 반대로 지나치게 모험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않

는다. 다시 말해서, 문제해결이 극히 어려워서 성공의 확률이 극히 높은 과제를 고려하려 하지 

않고, 과제의 난이도가 중간 수준인 과제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③ 성취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self-confidence):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하는 

활동의 성취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믿는다. 특히, 자기행동의 성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현실적인 근거가 없을 때에도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과업수행을 열심히 추진한다. 

④ 정력적·혁신적 활동(energetic, revolutional activity):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혁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요구하는 상황을 잘 받아들인다. 

⑤ 책임감(responsibility):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낮다. 행동의 결과를 타인이나 

환경의 원인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책임으로 보려는 경향이 크다. 또한, 지시나 명령에 의하지 않

고 자발적이다.

⑥ 과업수행, 혹은 행동결과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knowledge of the result): 과제수행을 위해

서 자신이 쏟은 노력이 성공을 가져왔는지 아닌지를 알려는 경향이 크다. 또한, 자신의 행동결과가 

나쁘더라도 이를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이 결과를 새로운 문제해결에 확장해서 적용한다.

⑦ 미래 지향성(future-orientation):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시점에서 내려진 평가를 행동기준

으로 삼기보다는, 장래에 있을 상황을 예견하여 이에 따라서 현재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다. 미래 지향적인 문제해결 상황에서 성취욕구가 쉽게 촉발된다.

위에서 설명한 행동특징들을 종합해서 멕클리랜드는 성취도가 높은 사람의 행동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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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동기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에 비추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탐색케 

하며, 그러한 일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게 하며,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성

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나, 순전히 우연이나 요

행만으로 가능한 일에는 별 흥미를 갖지 못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에 보다 도전

적으로 흥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들은 성취 결과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를 그들의 목표로 삼으려 하지 않고 성공

의 척도, 내지 수단으로 간주한다. 성취 지향적인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으며, 개인을 위해서나, 

또는 집단을 위해서나 똑같이 작업에 열중하며, 과업 자체의 성취에 더욱 흥미를 갖는다. 따라

서 과업수행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여긴

다. 끝으로 그는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에 얻어질 성취만족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작업에 열중한

다.”

4.2. 친교동기

친교동기(nAff; need for affiliation)는 다른 사람과 원만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이다. 친교동기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많은 판매나 카운셀링 등과 같은 

직업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 친교동기가 높은 사람을 동기부여 시키기 위해서 관리자는 다른 사

람과 함께 일하면서 친교욕구와 성과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적이고 협조적인 작업 분위기

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4.3. 권력동기

권력동기(nPow; need for power)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환경을 자신이 통

제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권력동기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

이다. 개인적인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한다. 이들은 자신의 부하들이 조직보다는 개인적으로 충성하

기를 기대하며, 그 결과 때로는 조직의 목적달성이 좌절되기도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도적인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조직화된 체계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한다. 이들은 조직 목표달성을 위하여 개인의 이해를 희생할 의욕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조직화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내용이론의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이론은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욕구의 유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욕구이론

에서 제시된 욕구유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간의 욕구는 연구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저차원의 

욕구와 고차원의 욕구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매슬로는 저차원의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에서 고차원의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에 이르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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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섯 단계의 욕구로 인간의 욕구를 유형화하였으며, 허즈버그는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으로 나누

었다. 그리고 알더퍼는 존재와 관계, 그리고 성장욕구로 나누었으며 멕클리랜드는 친교와 권력, 그

리고 성취동기로 인간의 욕구유형을 나누었다. 이러한 욕구의 유형은 연구자마다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가 계층화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욕구이론들이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가 저차원의 욕구에서 고차원의 욕구

에 이르는 여러 가지의 욕구로 유형화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이론들이 모두 동일한 가정

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동기부여에 대한 매슬로, 알더퍼, 허즈버그, 그리고 멕클리랜드의 견해를 그 이론의 

가정과 동기부여 측정방법, 그리고 실천적인 가치와 한계점을 각각 비교해 보면 <표 12-3>와 같다.

내용

이론
기본가정 동기유발의 측정 실천적인 가치 한계점

욕구

계층

이론

기본욕구가 충족되어야 높
은 수준의 욕구를 추구한다.

임상심리학자인 매슬로는 자기
의 환자들과 면접을 통해 자료
를 얻었다. 조직문제 전문가들
은 설문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동기유발이 그들의 종업
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이해함으로써 경영
자에게 민감성을 제공해 
준다.

개인의 차이를 설명
해 주지 못하며 욕구 
변화의 동적인 측면
을 다루지 않았다.

이요인

이론

특정의 직무 상황에서만 동
기유발이 발생한다. 경영자
가 관심을 두고 있는 어떤 상
황에서는 안정된 작업조건
이 중요하나 그것이 종업원
의 동기를 유발하지는 못한
다.

면접을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경영자가 이해하기 쉬우
며, 경영자가 개발하고 
조정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동기유발 요인을 
밝혀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비슷한 욕구와 선호
도를 갖고 있다고 가
정한 점과 과학적인 
측정방법의 결핍, 직무
안정 및 임금욕구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성취

동기

이론

개인의 욕구란 사회, 즉 문화
로부터 학습된 것이기 때문
에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개
인의 욕구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주제통각검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개인의 욕구만 측정될 수 
있다면 경영자는 교육훈
련을 통해서 조직 목표에 
적합한 욕구를 개발하여 
개입할 수 있다.

주제통각검사의 해석
이 어렵고 욕구 변화
에 대한 교육훈련의 
효과가 충분히 검증
되어 있지 못하다.

<표 12-2> 동기유발의 내용이론의 비교 

자료: James L. Gibson, John M. Ivancevich, James H. Donnelly, Jr., and Robert Konopaske, 

Organizations; Behavior, Structure, Processes, 14th ed., McGraw-Hill, 2011, p.140.

Ⅳ. 과정이론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은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요인을 설명하고 찾고자 하였다. 자아실현, 

책임감, 성장감 등과 같은 요인들이 동기부여가 된 행동과 어떤 관계에 있는 지를 설명하고

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만으로 동기부여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으며, 이는 

또 다른 이론인 동기부여에 대한 과정이론이 발달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은 인간이 노력을 하게 되거나,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는 인지적 선행조건, 

혹은 더 중요하게는 그러한 상호 간의 관계와 같은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기대(expectancy)와 같은 개념은 복잡한 동기부여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공헌을 한 동기부여 

과정이론 중 한 개념이다. 이 장에서는 과정이론의 주요 이론인 기대이론과 공정성 이론, 목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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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론, 강화이론 등을 살펴본다.

1. 기대이론

동기부여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은 레윈(K. Lewin)과 톨만(E. Tolman)의 인지개념

과 고전경제이론의 효용과 행동선택이론에 의하여 그 개념이 주어졌으며 브룸(V. H. Vroom)에 

의하여 과업 환경에 있어서의 동기부여에 적용되었다. 여기서는 브룸의 기대이론과 포터와 로울

러(L. W. Porter and E. E. Lawler Ⅲ)의 모형을 설명한다.

1.1. 브룸의 기대이론

1) VIE 모형

브룸은 인간이 일에 대한 노력의 수준을 결정하기 이전에 세 가지의 주된 과제를 먼저 고려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과제는 첫째, 노력하면 요구되는 수준의 일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가? 둘째, 일의 성과가 좋아진다면 이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은 있는가? 

그리고 셋째, 내가 바라는 잠재적인 결과에 대하여 내가 두고 있는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이며 

이러한 세 가지 과제가 기대이론의 기초적인 요소가 된다. 즉, 기대이론은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

려는 경향성의 강도는 그 행동이 일정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기대의 강도와 그 행동의 결과에 대

한 매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브룸은 이러한 동기부여의 과정을 [그림 12-11]과 같이 유인가(valence)와 수단성

(instrumentality), 그리고 기대(expectancy)의 개념을 사용한 VIE 모형에 의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는 기본적으로 동기부여는 유인가와 기대의 함수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동기부여에 대한 기대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개념과 그 관련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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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 요인
F=∑기대X유인가

기 대(E)

결과 1

결과 2

결과 1 b

결과 1 a

수단성(I)

1차적 결과

2차적 결과

결과 2 a

결과 2 b

결과 2 c

[그림 12-11] 브룸의 VIE 모형

  자료: Fred Luthans, Organizational Behavior, 9th ed., McGraw-Hill, 2002, p.267.

2) 주요 개념

브룸의 기대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인가의 개념이다. 유인가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선호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어떤 개인은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급료인상을 선호할 수도 있다. 개

인의 유인가는 선호될 때 양의 유인가를 가지며, 선호되지 않거나 회피될 때 음의 값을 가

진다. 그리고 개인이 어떤 결과를 가지든지 가지지 않든지 어느 것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될 때, 0의 값을 가진다.

이러한 유인가의 개념은 일차 수준의 결과와 이차 수준의 결과 모두에 적용된다. 여기에

서 일차 수준의 결과는 직무수행 자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는 생산

성, 결근율, 이직률, 그리고 품질 등이 있다. 그리고 이차 수준의 결과는 일차 수준의 결과

가 가져올 것으로 여겨지는 결과인 보상이나 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성과급

의 상승이나 상사로부터의 인정과 칭찬, 집단으로부터의 수용과 배척 그리고 승진 등과 같

은 것이다.

다음의 개념은 수단성이다. 수단성은 개인이 지각하는 일차 수준의 결과와 이차 수준의 

결과와의 관련성이다. 수단성의 값은 －1에서 ＋1의 값을 가지게 된다.  즉, 이차 수준의 

결과가 일차 수준의 결과와 무관하거나 양립될 수 없다고 여기는 －1에서 이차 수준의 결

과가 초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차 수준의 결과가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1

의 값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관계로 생각되어

질 수 있다.

브룸의 기대이론의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은 기대이다. 기대는 어떤 특정의 행동이 특정

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나 주관적인 확률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즉, 

기대는 행위로 인하여 일어날 무엇인가에 대한 기회인 것이다. 기대는 행동이나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일어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을 나타내는 0에서부터 그러한 행동이나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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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그러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 확실한 ＋1까지의 값을 가진다. 기대는 바로 확률로 생각

될 수 있다.

작업을 하는 개인은 노력과 일차 수준의 결과인 성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러

한 기대는 특정한 행위를 달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와 그러한 행위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나타낸다. 

3) 기대이론의 원칙

이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기대이론은 세 가지의 원칙으로 요약된다.

1. P= f (M×A) : 성과는 동기부여(힘)와 능력의 적함수로 나타난다.

2. M= f (V1×E ): 동기부여는 각 일차 결과의 유인가와 주어진 행위가 특정한 일차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지각된 기대의 적함수이다. 만약 기대가 낮다면, 동기부여의 정도는 낮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결과의 유인가가 0이라면 그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나 

가능성의 변화가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될 것이다.

3. V1=V2×I: 일차 수준의 결과의 유인가는 연관된 모든 이차 수준의 유인가와 일차 수준의 

결과가 이차 수준의 결과를 달성하게 될 수단성의 적함수이다.

4) 기대이론의 적용

이상의 원칙에 따라 기대이론을 적용해 보자.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예산편성의 전문가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가정해 보고 지금의 예산편성을 위해 어떻게 동기부여 되는지를 살펴보자. 

[그림 1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가 할 수 있는 성과의 결과인 일차 수준의 결과는 예정

된 시간 내의 예산안을 완성, 마감 후 당일 완성, 그리고 마감 다음날 후의 완성으로 나눌 수 있

다. 그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동기부여되는가 하는 것은 이러한 일차 수준의 결과가 이차 수

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과 이차 수준 결과의 유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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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노력이 주어졌을
때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

기대
(노력이 주어졌을
때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

성과의 결과
(유인가 X  수단성)

성과의 결과
(유인가 X  수단성)

수단성
(성과의 결과와
이차수준결과의
연관성)

수단성
(성과의 결과와
이차수준결과의
연관성)

이차수준 결과의
유인가

(괄호 안의 수)

이차수준 결과의
유인가

(괄호 안의 수)

정해진 시간내 완성(6,9)정해진 시간내 완성(6,9)

0.60.6

1.01.0

0.30.3

휴가 (6)휴가 (6)

인정 (3)인정 (3)

인사기록등재(1)인사기록등재(1)

마감후 당일(3.2)마감후 당일(3.2)

0.20.2

0.70.7

-0.1-0.1

휴가 (6)휴가 (6)

인정 (3)인정 (3)

인사기록등재(1)인사기록등재(1)

마감후 다음날(0.2)마감후 다음날(0.2)

0.00.0

0.20.2

-0.4-0.4

휴가 (6)휴가 (6)

인정 (3)인정 (3)

인사기록등재(1)인사기록등재(1)

0.40.4

0.70.7

1.01.0

0.40.4

0.70.7

1.01.0

동기유발동기유발

2.762.76

2.242.24

0.200.20

2.762.76

2.242.24

0.200.20

[그림 12-12] 기대이론의 적용 예
자료: James L. Gibson, John M. Ivancevich, James H. Donnelly, Jr. and Robert Konopaske, 

Organizations: Behavior, Structure, and Processes, 14th ed., McGraw -Hill, 2011. p.143.

즉, 주어진 예산편성안의 결과인 일차 수준의 결과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차 수준의 결과인 휴

가와 인정 그리고 인사기록카드에의 등재 등이 결정된다. 여기에서 각 이차 수준의 결과에 대하

여 이 예산편성 전문가는 각각의 유인가를 두고 있는데 휴가에 대해서는 6을, 인정에 대해서는 

3, 그리고 인사기록카드에의 등재에는 1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일차 수준의 각 결과가 이차 수준의 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인 수단성은 일차 수

준의 결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만약 정해진 시간 내에 예산안을 

완성하는 경우에 이차 수준의 결과가 초래될 수단성은 휴가의 경우에는 0.6, 인정은 1.0, 그리고 

인사기록카드에의 등재는 0.3이다. 따라서 예정된 시간 내에 예산안을 완성하는 일차 수준 결과의 

유인가는 6×0.6＋3×1.0＋1×0.3 으로 계산되며 그 값은 6.9이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일 차수

준의 결과에 대한 유인가는 각각 3.2, 0.2이다.

그렇다면 각 일차 수준으로 동기부여되는 정도는 어떠한가? 여기에는 기대가 고려된다. 즉, 일

차 수준의 유인가와 기대의 함수에 의해서 동기부여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예에서 보

면, 예정된 시간 내에 예산안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동기부여되는 정도는 그 유인가인 6.9와 노

력하면 그러한 결과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의 지각인 기대 0.4의 곱인 2.76으로 나타난다

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의 정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각각 2.24, 0.20이 된다.

따라서 기대이론에 의하면 동기부여의 값이 가장 높은 정해진 시간 내에 예산안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동기부여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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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브룸의 기대이론 평가

브룸의 기대이론은 동기부여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인의 인지과정의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는 측면에서 내용이론들과는 다르다. 브룸은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지와 개인

적인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사실 개인들은 서로 다른 독특한 유인가와 수단성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는 동기부여와 관련된 이러한 개념적인 결정요인과 그 요인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론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조직 구성원을 동기부여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

안을 한 것은 아니다.

비록 브룸의 모형이 조직 구성원을 동기부여시키는 기법에 대한 직접적인 공헌은 하지 못

했지만 조직행위를 이해하는 데에는 가치가 있는 이론이다. 즉, 이 이론은 개인과 조직 목

표 사이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였다. 예를 들어 작업자에게 생산의 표준량이 주어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작업자의 생산량에 따라 경영자는 그들의 개인적인 목표(이차 수준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며, 조직 목표(생산의 표준량과 같은 일차 수준의 결과)의 수단

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게 되고, 작업자의 능력과 노력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의 정도도 알 수 있게 된다.

만약 생산성이 낮아진다면, 그것은 작업자가 이차 수준의 결과에 높은 유인가를 두지 않

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일차 수준의 결과가 이차 수준의 결과를 유발하는 수단성이 낮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작업자들이 그들의 노력으로는 조직의 생산성과 같은 성과 향상을 가져

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이론은 작업자의 동기부여 과정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관련된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동기부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적용상의 문

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이론은 초기의 경제이론과 같이 인간이 이성적이며 논리적으로 계산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런 가정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브룸의 기대이론은 현대의 동기부여 이론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이해하기가 쉽고 쉽게 적용 가능하며 과도하리만치 단순한 접근법을 취한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과는 달리 동기부여의 복잡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해하고 적용

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VIE 모형은 동기부여의 복잡성을 이

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형이다. 그리고 경제학에서의 한계효용이론에 따라 생산이 한계효

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실지로 생산하지는 않지만 한계효용이론이 생산과정을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인 것과 같이 브룸의 기대이론 또한 동기부여가 실지로 어떻게 일어나

며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동기부여 상황

을 이해하려고 한 시도인 것이다. 

1.2. 포터-로울러 모형

내용이론은 묵시적으로 만족이 성과의 향상을 가져오며, 불만족이 성과를 저해하는 것으

로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허즈버그 이론은 사실은 직무만족에 관한 이론이지만 만족과 

성과 사이의 관계는 적절하게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브룸의 모형도 이러한 만족과 성과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즉, 브룸의 유인가의 개념에는 만족의 개념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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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일·이차 수준의 결과가 성과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만족과 성과와의 관계가 

동기부여 이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브룸의 이론을 확장하고 정치한 모형으

로 개선한 포터와 로울러의 모형에 의해서이다.

포터와 로울러는 동기부여는 만족이나 성과와는 다른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였다. 

동기부여, 만족, 그리고 성과는 서로 분리된 개념이며 전통적으로 가정되어온 것과는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2-13]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동기부여와 만족, 그

리고 성과 사이에는 복잡한 관련성이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스 1, 2, 3은 브룸

의 기대이론과 같다. 

그러나 포터와 로울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노력(동기부여나 힘)은 직접적으로 성과로 이

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력은 개인은 능력과 특질 

그리고 역할지각에 의하여 조절되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 모형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성과가 일어난 다음의 과정으로 성과에 따르는 보상과 그 보상이 어떻게 지각되었는가가 만

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포터-로울러 모형은 전통적 사고와는 달리 성과가 

만족을 유도한다는 실로 의미 있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이 모형은 수년간에 걸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아왔다. 노력의 정도와 그 노력의 방향이 조

직 내에서의 개인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성과와 만족 사

이에 보상의 중요성이 많은 연구들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특히 성과와 만족의 관련성은 보

상이 성과와 연관되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의 가치

노력 Ú 보상의
기대감

노 력

개인의
노력과 특성

역할에
대한 지각

성 과

개인의
노력과 특성

역할에
대한 지각

만 족 감

공정성에
대한 지각

1

2

3

4

5

6

7A

7B

9

8

[그림 12-13] 포터-로울러 모형 

자료: Fred Luthans, Organizational Behavior, 9th ed., McGraw-Hill, 2002,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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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성 이론

공정성 이론은 기대이론과 유사한 시기에 제기된 이론이다. 그러나 조직행동 분야에서 이 이

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 이론의 역사적 근원은 인지부조화

이론과 교환이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기부여의 공정성이론을 제시하고 검증한 사람은 아담

스(J. S. Adams)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그림 1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 구성원은 자신의 노력과 보상을 유

사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의 노력과 보상과 비교하여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된다

는 것이다. 이 이론은 조직에서 보상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작업상에서 공정하게 대우받고자 하

는 욕망에 의해 동기부여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이론에서 중요한 네 가지 개념은 다음

과 같다. 

① 개인: 공정성이나 불공정성을 인지하는 개인

② 비교대상: 투입과 산출의 비와 관련하여 개인에 의하여 비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

③ 투입: 개인이 직무에 투여하는 개인적인 특성. 여기에는 개인이 습득한 것(예; 기술, 경험, 

학습 등)도 있고 속성(예; 나이, 성별, 인종)도 있다.

④ 산출: 개인이 직무수행의 결과로 받는 것(예; 인정, 부가급여, 임금 등)

중심인물

투입(I)

산출(O)

중심인물

투입(I)

산출(O)

준거인물

투입(I)

산출(O)

준거인물

투입(I)

산출(O)

비 교

중심인물 vs.준거인물

비 교

중심인물 vs.준거인물

중심인물 <준거인물
(과소보상)

중심인물 >준거인물
(과대보상)

중심인물 =준거인물
(공정성)

불공정성 불공정성만 족

산출상향조정 투입하향조정 산출하향조정 투입상향조정

[그림 12-14] 공정성이론 모형 

자료: Andrew D. Szilagyi, Jr. and Marc J. Wallace, J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Performance, 4th ed., 

Foresman and Company, 1987, p.118.

이 이론에서의 공정성은 개인이 자신이 투입한 것에 대한 산출의 비가 다른 사람의 그것과 상

등하다고 여겨질 때 지각되며, 불공정성은 이러한 비율이 동등하지 아니할 경우에 존재하게 된

다. 즉, 개인이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은 다른 사람의 그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

도 있다. 만약 상대적인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개인은 불공정성을 경험하게 되며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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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곧 동기부여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성 이론은 불공정성이 지각되었을 경우 공정성을 획득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투입의 변화: 직무에 투여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투입인 신뢰성, 협동, 

창의성, 그리고 책임의 수용을 줄이거나 회피한다.

 ② 산출의 변화: 상사에게 항의하여 임금의 인상이나 휴가 혹은 보다 나은 직무를 요구할 수도 있다.

 ③ 태도의 변화: 투입과 산출을 변화시키는 대신에 단순히 그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는데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이라고 여

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④ 준거대상의 변화: 비교의 대상이 되는 준거대상을 변경한다.

 ⑤ 준거대상의 투입과 산출의 변화: 만약 준거의 대상이 동료라면, 그 준거대상의 투입과 산출의 변화

가 용이하다. 즉, 준거의 대상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지우게 하거나 작업의 지연을 요구하게 하는 것이다.

 ⑥ 환경의 변화: 이것은 불공정성을 참을 수 없어 직무를 그만두는 경우이다. 즉, 불공정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직무로 전직하기도 하는 것이다.

3. 목표설정이론

 조직운영에 있어 목표의 중요성은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이러한 목표설정의 중요성은 원

래 동기부여 과정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요인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기부여 이론의 한 부분으로 발전되었다.

 목표설정이론(goal-setting theory)은 1960년대 로크(E. A. Locke)에 의하여 제안되었

는데 그는 목표설정이 집중과 활동을 유발시키고 노력을 유도하며 인내력과 목표달성을 위

한 전략의 개발을 고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표설정이론은  [그림 1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표설정과 상황요인이 동기부여

의 수준을 결정하며 이것이 곧 과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종업원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목표 수준이 적절하며, 목표설정 과정에 구성원이 참여

하고, 그러한 목표를 수용하며, 목표달성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때 목표는 과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나 목표설정 과정의 특성은 

상황적 요인인 합리적인 보상과 종업원의 능력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과 목표

에 대한 애착인 몰입과 조화를 이룰 때 보다 성공적일 수 있다. 즉, 성과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를 성공적으로 유발하느냐 하는 것은 목표를 적절한 속성과 특성을 가진 것으로 확립하

는가와 상황적인 요인과의 조화에 달려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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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인
────

합리적보상

능 력

몰 입

상황요인
────

합리적보상

능 력

몰 입

과 업 성 과과 업 성 과

목표설정
────

목표구체성

목표수준

구성원참여

결과피드백

목표수용도

목표설정
─────

목표구체성

목표수준

 구성원참여

결과피드백

목표수용도

[그림 12-15] 목표설정이론 모형 

4. 강화이론

동기부여에 대한 강화론적 접근은 인지이론에 대한 안티명제이다. 왜냐하면 행위의 설명에 있

어 인간의 인지적인 사고과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으로 스키너(B. F. Skinner)에 의하여 제시된 소위 행동주의 혹은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 있

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서의 결과에 의하여 설명되며 따라서 인지적인 설명

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결과의 법칙(효과의 법칙; law of effect)으로 불리는 개

념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결과의 법칙은 행위가 유쾌하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진 행위는 반

복되며 불유쾌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진 행위는 덜 반복되기 쉽다는 원칙을 말한다. 

강화과정에 의하면, 자극은 결과를 일으키는 반응, 즉 행위를 촉발하는 단서가 된다. 만약, 어

떤 결과가 보상받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한 자극이 일어났을 때 그 행위는 반복되기 쉬울 것이

다. 그러나 보상받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극과 반응과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만드는 강화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기

법들은 행동수정을 위하여 사용된다.

4.1. 강화의 유형

행위의 수정에 있어 네 가지 형태의 강화가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소거, 그리고 벌이다. [그림 1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강화와 부정적인 강화는 

행위의 빈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소거와 벌은 행위의 빈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스키너는 긍정적인 강화와 소거가 개인의 성장을 고무하는 반면, 부정적인 강화와 

벌은 개인의 미성숙을 초래하여 종국에는 전체조직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

다.



 - 329 -

긍정적 강화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부정적 강화

소거소거 벌벌

행동의
증대

행동의
감소

성숙의 장려 미성숙의 조장

[그림 12-16] 스키너에 의한 강화의 유형 

  자료: Kathryn M. Bartol and David C. Martin, Management, 2nd ed., McGraw-Hill, 1994, p.395.

1) 긍정적 강화

긍정적인 강화(positive reinforcement)는 바람직한 행위의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유쾌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의 결과를 보상하는 칭찬, 급료 인상, 휴가 등이 바람

직한 행위의 반복을 가져오게 된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강화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유쾌하다거나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는 데 있어 개인차가 있으므로 관리자는 특정한 강화요인이 

바람직한 행위를 고무하는 데 유효한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부정적 강화

부정적인 강화(negative reinforcement, avoidance)는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강화와 같이 바람직한 행위의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부정적인 강화는 불쾌하거나 해가 

되는 자극을 주어 개인이 이러한 부정적인 자극이나 해를 벗어나기 위하여 바람직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자극을 주어 바람직한 행위를 강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은 불유쾌한 자극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행위를 하여야

만 하기 때문이다. 비록 부정적인 강화가 바람직한 행위를 고무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개인

이 그러한 강화를 주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끔 만든다. 이렇게 되면, 개인

은 요구되는 행위만 하며, 심지어는 조직을 이탈하게 되기도 한다. 부정적인 강화는 미성숙

성을 조장하게 된다.

3) 소거

소거(extinction)는 앞서의 두 방법과는 달리 어떤 행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즉, 이 방법은 

어떤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과거에 그런 행위와 관련되어 있던 긍정적인 강화를 철회하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의 긍정적인 강화요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벌

벌(punishment)은 행위를 감소시키거나 금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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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예를 들면, 바라지 않는 행위가 일어났을 때 이를 비판한다든지, 임금을 주지 않고 정직을 

시킨다든지, 혹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새로운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벌은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강화와는 다르다. 첫째, 벌은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를 

감소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것임에 반해, 부정적인 강화는 바람직한 행위를 증가시키거나 고

무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벌은 개인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을 때 그 후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부정적인 강화는 개인이 바람직한 행위에 가담하기 전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벌과 부

정적인 강화는 모두 행위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방법이며 종국적으로 조직이나 개인에게 치명

적으로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법이다.

4.2. 강화 스케줄

강화이론은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강화를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긍정적인 강화를 사용함에 있어 연구자들은 보상의 패턴에 따라 새로운 행위를 습득하는 데 걸

리는 시간과 그러한 행위가 지속되는 정도가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강화의 

시기와 기초를 구체화한 패턴의 변화를 강화 스케줄(reinforcement schedules)이라 부른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강화 스케줄이 있다. 연속강화(continuous rein- forcement)

와 부분강화(intermittent reinforcement)가 그것이다. 연속강화 스케줄은 바람직한 행위는 

행위가 있을 때마다 보상을 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강화는 최초에 행위가 학습되는 과정에

서는 대단히 유효한 방법이지만 시간이 진행되어 갈수록 그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더욱

이 강화가 지속되지 않으면 바람직한 행위는 금방 일어나지 않게 된다. 

부분강화 스케쥴은 바람직한 행위는 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

으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초기의 학습과정에 

있어서는 반복을 위하여 다소 자주 보상받을 수도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상의 빈도

가 감소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강화 스케줄에는 <표 1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네 가지

의 주된 형태가 있다.

강

화

시

기

와

간

격

고

정

고정간격법 고정비율법

정해진 매 시간마다 강화가 

이루어짐

행위가 일어나는 매 번마다

강화가 이루어짐

변

동

변동간격법 변동비율법

강화시기가 무작위로 

변동한다

강화가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행위의 

횟수가 무작위로 변동한다

시간의 흐름 행위가 일어나는 횟수

강화의 빈도를 결정하는 기초

<표 12-3> 부분강화 스케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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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간격법(fixed-interval schedule)은 행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에 관계없이 정해

진 일정한 기간을 간격으로 강화요인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주급이나 월급 등과 같이 정규

적인 급여제도가 이러한 고정간격법의 예가 될 수 있으며 강화효과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

다. 변동간격법(variable-interval schedule)은 강화요인의 간격을 일정하게 두지 않고 변동

하게 하여 강화요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불규칙적인 보상이나 승진, 승급 등이 이러한 예

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강화 스케줄은 강화의 빈도를 결정하는 기초로 시간을 사

용한 것이다.

그러나 강화의 빈도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또 다른 기준에 적용될 수 있으며 그것이 행위

가 일어나는 횟수이다. 횟수를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우선 고정비율법(fixed-ratio 

schedule)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행위가 일어나는 일정 횟수마다 강화요인을 적용하는 것으

로 생산의 일정량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제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변동비율

법(variable-ratio schedule)은 강화가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행위의 횟수를 변화시키는 것

이다. 즉, 강화요인의 적용을 행위의 일정한 비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변동적인 비율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강화방법 가운데 어떠한 강화방법이 보다 효과적인지는 학습의 내용과 학습 환경

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연속강화법보다는 부분강화법이, 그리고 부분강

화법 가운데에서는 간격법보다는 비율법이, 그리고 비율법 가운데에서는 고정법보다는 변동

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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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라

웨스 킹슬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올랜도에 왔는데 휴식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유명

한 해상 동물원을 찾아왔다가 돌고래 쇼를 보게 되었다.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로 알

려진 5,000파운드가 넘는 무게의 범고래들이 놀라운 묘기를 선보일 때마다 관중들은 웃음

과 탄성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쇼를 즐겼다. 웨스 킹슬리도 눈앞에서 펼쳐지는 

쇼에 매료되었다. 

쇼가 끝나 관중들이 모두 나가고 스타디움이 조용해지자 물속에 있는 문이 열리고 거대한 

검은 물체가 풀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조련사가 문을 나와 풀장 주변을 거닐기 시작

하자 범고래는 곧장 그에게 헤엄쳐왔다. “잘했다, 샴.” 조련사는 고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

었다. “휴식시간을 마음껏 즐기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조련사가 다시 풀장 주변을 걷기 

시작하자 고래도 그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스탠드에 앉아 있던 웨스 킹슬리는 이 장면을 보고 의문을 가졌다. ‘휴식시간에도 조련사

와 함께하다니!’ 쇼가 시작될 때부터 가졌던 의문이 더욱 강해진 그는 용기를 내어 조련사

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는 돌고래들이 쇼를 하기 위해 벌이는 술책 같은 것이 있냐고 물

었다. 잠수복 차림의 조련사는 뜻하지 않은 방문객의 무례한 행동에 참을성을 발휘하며 차

분하게 대답했다. “술책이라뇨! 그런 건 없습니다. 굶기지도 않죠.”

조련사는 샴을 가리키며 “이 녀석이 바로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이 녀석과 여기 씨월드의 

다른 범고래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멋진 동물들과 함께 일하고 있을 따

름이죠”라고 말했다. 그는 이곳에 있는 범고래들이 자신들에게 인내심을 가르쳐주었다고 설

명했다. “샴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신뢰할 수 있기 전에는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래서 새로운 고래를 받아들일 때마다 일정 기간 동안은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

는 신뢰가 생길 때까지 아무런 훈련도 시키지 않고 그저 배가 고프지 않게 해 주고 물속에 

들어가 같이 노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동물들과 일하면서 가장 큰 원칙으로 삼는 것

입니다.”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춰라

그 얘기를 듣고 한참 동안 머뭇거리던 웨스는 조련사 데이브에게 직장과 가정에서 어려움

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다. 자포자기 상태에 있다는 웨스의 하소연을 들은 데

이브는 몇 미터 떨어져 있는 훈련 장소로 그를 안내했다. 풀장을 돌아보면서 조련사는 고래

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그들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들을 소개해 주었다. “고래 한 

마리마다 신뢰와 우정을 쌓아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 신뢰와 우정이 아까 보셨던 

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신뢰를 쌓기 위해 구체적으로 범고래

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데이브는 웃으면서 웨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

“조련사들은 범고래가 요구한 것을 잘해 냈을 때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잘못

한 일은 못 본 척하고 행동을 재빨리 다른 곳으로 유도하죠. 잘못한 일 대신에 잘한 일에 

관심을 가져주면 올바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동물을 훈련시키는 전통적 접근방식,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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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월등한 존재인 인간이 열등한 존재인 동물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으

로는 안 됩니다. 동물들은 인간의 마음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요. 그들은 인

간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벌을 주지 말고 시간을 주어라

데이브는 전화를 걸어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명망이 높은 앤 마리 버틀러를 연결시켜 주었

다. 책도 집필했고, 전 세계에서 리더십과 동기화에 관한 비즈니스 세미나를 열고 있는 앤 

마리 버틀러는 웨스에게도 낯익은 이름이었다. 월요일 아침에 열리는 그녀의 강연에 참석하

기로 하고 전화를 끊은 후, 웨스는 데이브와 함께 오늘 범고래 훈련에 관한 핵심 사항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 신뢰를 쌓아라!

·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

· 실수할 때에는 에너지를 전환시키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켄 블랜차드 외, 21세기 북스>

< LJS 동기부여 닉부이치치동영상 www.youtube.com, 2011 >

<Dan Pink: The puzzle of motivation, www.ted.com, 2009>

<지식채널ⓔ[0376][2007.12.25]-한 권의 책>

<사람을 움직이는 힘, 인센티브, SERI, 2011>

돈은 정말 좋은데 돈 번 인간은 정말 싫어
한국인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부자를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삐딱하게 

대답한다. “부모 덕 봤겠지 뭐. 부정부패로 치부했거나.” 한국의 젊은이들은 집 살 돈이 부

족해서 고민이다. 그런데 집 가진 40·50대(부모)는 집값이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이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믿으면서도 ‘한해 얼마나 벌면 행복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액(3,400만~6,900만 원)을 대답한다. ‘돈과 행복’을 묻는 설문조사에

서 한국들이 드러낸 세 가지 ‘코리언 패러독스’다.

볼거리 

숫자로 본 기업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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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2011년, 한국인이여 행복하라’에 자문단으로 참가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인

을 “돈은 좋아하면서도 부자는 싫어하는 등 재물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분

석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캐럴 그래엄 이사는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겪으면서 치열한 

경쟁과 소득 불평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은 세계경제 규모 13위에 올랐으면서도 

아직 빠른 경제 성장 시절 가졌던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1년 01월 07일>

1. 인간의 원초적 욕구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2. 생산성을 향상하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자.

3. 욕구계층이론이 가진 한계점을 이야기해 보자.

4.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문화권에 따라 다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5. 보상, 성과, 만족 사이의 관련성을 이야기해 보자.

생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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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화의 유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자.

7. 효과적으로 벌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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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리더십

목차



 

Ⅰ. 리더십 이론의 전개

기업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유기적인 조직이며 조직의 

목표를 원만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행위를 협동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끌어낼 필요

가 있다. 오늘날 이러한 활동은 리더십(leadership)이라고 하며, 경영관리 자체와 동일시되

기도 한다. 리더십은 집단 구성원들로 하여금 특정 목표를 지향하게 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실제 행동하게끔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리더십은 모든 조직 내에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리더십은 그러나 지구상에서 가

장 많이 관찰되는 현상 중의 하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장 어려운 현상이라고 지

적한 스톡딜(R. M. Stogdill)의 견해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연구

자의 수만큼이나 관점이 다양하고 연구 결과 또한 복잡하다.

리더십은 집단 내에서 강제적인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자 하는 노력이다. 리더십은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집단의 한 구성원이 다

른 구성원의 동기부여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할 때 일어난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변

화의 대리인이며,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

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따라서 리더십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개인에게 동기부

여를 하는 비강제적인 형태의 영향력 행사과정이다.

리더십을 행사하는 리더는 경영자나 관리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21세기의 리

더는 더욱 그러하다. 베니스(W. G. Bennis)는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하여 새로운 세대의 

리더가 필요하며 그것은 경영자나 관리자가 아닌 리더이다”라고 하여 새로운 리더의 필요성

을 역설하고 있다. 리더와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경영자는 조직이 직면한 동태적이

고 급변하는 애매모호한 환경의 지배를 받는 데 비하여, 리더는 그러한 환경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더와 경영자 간의 구체적인 특성을 <표 1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리더는 경영자와는 달리 혁신적이며 구조와 시스템보다는 인간에 중점

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과 넓은 시야를 가진 도전적인 사람이며,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경영자

와는 대조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동안 리더십에 대한 연구자들은 어떤 리더는 성공하며 또 성공하지 못하는 리더는 왜 

그렇게 되는가를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만약 간단한 답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실패한 리

더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리더십에 대한 답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리더

십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1940년대 이후로 리더십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존재해 왔다. 그

리고 이러한 이론들은 <표 1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특성

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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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특성 리더의 특성

책임수행

모방

유지

시스템과 구조에 초점

통제위주

단기적

언제, 어떻게 관심

수직적 관점

현 상태 수용

전통적인 충복

일을 옳게 함(How 중심)

혁신주도

창조

개발

인간에 초점

신뢰에 기초

장기적

무엇을, 왜에 관심

수평적 관점

현 상태에 도전

독자적 인간

옳은 일을 함(What 중심)

<표 13-1> 리더와 경영자의 비교

자료: Warren G. Bennis, “Managing the Dream: Leadership in the 21th Century,” Journal of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1989, p.7.

리더십

이론
시  기 이론의 특성

특성이론
1940에서

1950년대

성공적인 리더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체적, 

심리적, 개인적인 특성을 탐구

행동이론
1950에서

1960년대

성공적인 리더의 행동패턴을 분석하고 

행동패턴과 성과의 관계를 연구

상황이론
1970년대 

이후

리더십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고 리더십의 성공과 상황과의 관련성을 

분석

<표 13-2> 리더십 이론과 특성

  리더십에 대한 이론은 각 이론에 따라 강조하는 측면이 서로 상이하다. 즉, 특성이론은 

성공적인 리더의 공통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행동이론은 리더의 행동 유형에 그

리고 상황이론은 리더십의 성공과 환경적인 상황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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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특성 사회적 배경 지능 성격 과업특성 사회적 특성

연령

체중

신장

외모

교육

이동성

사회적 지위

판단력

결단성

표현 능력

독립심

자신감

지배성

공격성

성취욕구

지구력

책임감

결과 지향성

관리 능력

협동성

대인관계기술

권력욕구

성실성

<표 13-3> 리더의 특성 

Ⅱ. 리더 특성이론

1. 특성이론의 내용

리더십에 대한 초기의 이론가들은 리더의 개인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특성이론(trait theory)은 리더들이 리더가 아닌 사람과는 다른 육체적, 심리적 혹은 개인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특정한 특성이나 자질을 가진 사람은 성공적인 리더가 되고 그

렇지 않는 사람은 성공적인 리더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주장으로 특성이론은 리더십의 위

인론(偉人論 ; great man theory of leadership)으로 불리기도 한다. 

리더십에 대한 특성이론은 선천적이든지 혹은 후천적이든지 간에 성공적인 리더들이 가지

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초기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의 주류를 이루

었다. 테드(O. Tead)는 성공적인 리더의 특성으로 육체적 및 정신적인 에너지, 목표의식과 

지시 능력, 정열, 친근감과 우의, 성품, 기술적인 우월성, 과감성, 지능, 교수 능력, 그리고 

신념의 10가지를 들고 있으며, 바나드(C. I. Barnard)는 기술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두 가지

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체력, 기능, 기술, 지각력, 지식, 기억, 상

상력 등을 들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결단력, 지구력, 인내력, 그리고 용기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리더십의 특성이론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스톡딜(R. M. Stogdill)은 <표 

1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체적 특성, 사회적 배경, 지능, 성격, 과업특성, 그리고 사회적

인 특성으로 리더의 특성을 나누고 있다.

특성이론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공적인 리더와 그렇지 않는 리더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특성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즉, 성공적인 리더의 특성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어떤 경우에는 실패한 리더의 특성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리더 특성이

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특성들의 상당수가 서로 모순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여 어떤 특성

이 진정한 성공적인 리더의 공통적인 특성인지가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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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성이론의 평가

리더 특성이론은 리더십에 대한 초기의 이론으로 나름대로 공헌한 바도 있지만 많은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우선 이 이론이 과도하게 육체적이고 개인적인 요인에 초점

을 두고 있다는 것에서 파생된다. 후속연구에 의하면, 육체적 특성들은 성공적인 리더십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은 지각된 리더십 능력과 관

련되어 있을 뿐이다. 육체적 특성이 어떤 일(예 경찰이나 군)의 물리적인 성과를 높이는 데

는 깊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리더십의 성공이 키나 몸무게 혹은 힘과 같은 육체적

인 특성에 의존한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이 이론에서 주장되는 어떤 인성적인 특성들이 리더십의 성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제의 연구 결과는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성적인 특성인 위험의 감수성이나 노출성 등은 판매관리자의 성과와는 관련이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들은 성공적인 스포츠 코치들의 특성인 자신감이나 권력욕과는 다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성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성공적인 판매관리자나 코치

도 있을 수도 있다.

특성이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이론은 과거의 이론이라는 것이다. 즉, 리

더 특성이론에서 제시된 특성들은 과거 상황에서 성공적이었던 리더들의 공통적 특성을 분

석한 것이다. 그러나 리더가 처하고 있는 환경은 과거와 동일한 환경일 수 없으며 따라서 

과거의 성공적인 리더의 특성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더 특성이론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리더십에 대한 후속이론이 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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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리더 행동이론

리더 특성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리더 행동이론(leader behavior theory)이 

발전되었다. 리더 행동이론은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 이

론은 어떠한 특성을 가진 리더가 성공적인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what the leader is?) 어

떠한 행동을 하는 리더가 성공적인가(what the leader does?) 하는 리더의 행동패턴에 초

점을 두었다. 리더 행동이론가들은 리더의 행동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으며, 리더 행동 유형과 성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성공적인 리더 행동 유형을 규명하

고자 하였다.

1.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

아이오와 대학(University of lowa)의 연구자들인 레빈, 리피트 그리고 화이트(K. Lewin, 

R. Lippitt, and R. K. White) 등은 1930년대 후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리더의 행

동 유형을 중심으로 리더의 유형을 독재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따른 

집단의 성과와 구성원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이 유형화한 리더의 행동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독재형: 독재형 리더(autocratic leader)는 명령적이며 부하의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허용하

지 않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행한다.

② 민주형: 민주형 리더(democratic leader)는 의사결정에 집단이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며 집

단이 스스로 작업의 방법을 결정하게 하고 전반적인 목표를 인지하게 만들며 코치의 수단으로 

피드백을 활용한다.

③ 자유방임형: 자유방임형 리더(laissez-faire leader)는 집단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며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질문에만 답하며,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거의 아

무것도 하지 않는다.

레빈과 그의 동료 연구자들은 어떠한 리더 행동 유형이 효과적인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성

인을 각 리더십의 행동을 하게끔 훈련시킨 뒤 청소년 클럽의 지도토록 하였다. 그 결과 독

재적인 집단이나 민주적인 집단보다도 자유방임형 리더가 이끄는 집단이 모든 기준에 있어 

성과가 낮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작업성과 면에서는 독재적인 집단이나 민주적인 

집단의 작업성과가 동일하였으나 작업의 질과 집단의 만족은 민주적인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주적인 리더십이 작업의 양과 질, 그리고 만족에 있어 보다 나은 것으

로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리더가 보다 성공적인 리더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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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항 민주형 독재형 자유방임형

 성과 좋음 좋음 최악

 리더-집단관계 호의적 수동적, 냉담 무관심

 집단행동 특성 안정, 응집력 공격적 초조, 불안정

 리더 부재 시 태도 동일 작업 중단 무관

<표 13-4>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 결과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연구 이후에 진행된 이와 유사한 연구들의 연구 결과는 그들의 연

구 결과와 상이하였다. 즉, 부하들의 만족 수준은 독재적인 리더십 다 민주적인 리더십하에

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과에 있어서는 어떤 연구에서는 민주적인 리더가 독재적인 리

더보다 성과가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민주적인 리더가 독재적인 

리더 보다 성과가 낮거나 거의 유사한 수준에 그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리더에게는 딜레마였다. 민주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부하들을 보다 만

족하게 하는 반면에 그것이 언제나 높은 성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많은 

관리자들은 민주적인 형태에 익숙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유형과 관련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탄넨바움과 슈미트(R. 

Tannenbaum and W. H. Schmidt)는 리더행동의 연속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3-1]에서 

보는 연속선은 전제적인 리더십 스타일에서 민주적인 리더십 스타일에 이르는 리더십 스타

일의 단계적인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전제형에서 멀어질수록 민주적인 스타일을 그리고 민

주적인 스타일에서 멀어질수록 전제적인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탄넨바움과 슈미트는 경영자는 그들이 취할 의사결정 유형을 결정함에 있어 자신들과 부

하들 그리고 상황적인 요인의 여러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경영자는 상황에 따라 그들의 행동패턴을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영자들은 부하들에 중심을 둔 형태로 나아가야 하며, 이는 

이러한 형태의 리더십이 종업원의 동기부여에 대한 잠재력과 의사결정의 질, 팀워크, 사기 

그리고 종업원의 개발에 보다 성공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전제적 리더십 ←                                                          → 민주적 리더십

리더의 권한 영역

                                           부하의 자유재량영역

↑ ↑ ↑ ↑ ↑ ↑ ↑
리더가 의사결

정을 하고 이를 

공표한다.

리더가 한 의사

결정을 부하에

게 수락하도록 

한다.

리더가 아이디

어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도록 

한다.

리더가 변경할 

수 있는 임시적

인 의사결정을 

한다.

리더가 문제를 

제시하여 제안

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한다.

리더가 한계를 

명시하여 집단

으로 하여금 의

사결정을 하도

록 한다.

리더가 부하에

게 위양한 권한

내에서 자율적 

활동을 하게 한

다.

[그림 13-1] 리더십 스타일 연속성

자료: Robert Tannenbaum and Warren H. Schmidt, “How to Choose a Leadership Pattern,” Harvard Business 

Review, 1973, May-June,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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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0년대 후반에 진행된 리더십에 대한 연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연구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오하이오 대학(Ohio State University)의 연구이다. 이 연구 

프로그램의 결과 리더십 이론의 이요인이론이 나타나게 되었었는데 그 요인은 각각 구조주

도(initiating structure)와 배려(consideration)이다.

구조주도는 리더가 과업의 할당, 절차의 구체화, 작업계획 등의 활동을 통해 그 자신과 

부하들의 일을 구조화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관리과정 활동, 즉 계획, 조

직, 그리고 지휘가 포함되며, 과업과 관련된 일에 우선적인 초점이 두어진다. 구조주도 리더

행위는 뒤에서 살펴볼 미시간 연구에서의 생산 중심 리더행위와 유사하지만 그보다는 관리

자의 기능을 보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구조주도는 이와 같이 과업과 관련된 이슈를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배려는 리더가 부하들과 상호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부하들을 존중하

며 그들에게 정감적인 관심을 보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배려 지향적인 리더는 부하

들에게 보다 친근하며, 상호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행동을 보인다. 

배려하는 리더행위는 미시간 연구에서 나타난 종업원 지향적인 행동과 유사하다. 이것은 종

업원과 관련된 이슈를 강조하는 것이다.

배려

(고)(저) 구조주도

구조주도(저)
배 려(저)

구조주도(고)
배 려(저)

구조주도(저)
배 려(고)

구조주도(고)
배 려(고)

(저)

(고)

[그림 13-2] 구조주도와 배려 리더십 행동

이들 두 가지 차원은 하나의 연속선상의 개념이 아닌 상호 독립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 

즉, 구조주도 리더라도 배려를 중시하는 행동 형태를 역시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리더의 구체적 행동은 [그림 13-2]와 같이 구조주도와 배려의 두 가지 차원을 축으로 4

가지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두 차원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설문지(LBDQ; leader behavior description 

questionnaire, SBDQ ; supervisory behavior description questionnaire)를 기초로 측정

되었다.  이 연구의 원래의 전제는 배려와 구조주도의 정도가 높은 리더가 가장 바람직하다

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구조주도적 행동과 배려적 행동 양자 모두 높게 갖춘 리더십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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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조직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

타내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실증연구의 결과 [그림 13-3]에서 보듯이, 배려의 정도가 높

을수록 종업원의 불평과 이직이 낮아지며, 구조주도의 경우에는 반대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

하였다. 따라서 구조주도적 리더보다는 배려 지향적 리더가 종업원의 이직을 낮추는 성공적

인 리더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직

률

저  고
배   려

저 고
구조주도

[그림 13-3] 리더행위와 이직률과의 관계

자료: E. A. Fleishman, and E. F. Harris, “Pattern of Leadership Behavior Related to Employee Grievances and 

Turnover,” Personnel Psychology, 1962, pp.43~56.

그뿐만 아니라 연구가 거듭될수록 리더의 구조주도 혹은 배려적 행동 이외에도 더 다양한 

상황적 요인들이 리더십의 효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또

한 이 연구는 간결성과 일반화의 어려움, 그리고 리더의 행동 유형을 설문으로 측정함으로

써 비롯된 타당성의 문제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3. 미시간 대학의 연구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와 거의 유사한 시기에 미시간 대학(University of Michigan)의 사

회연구소에서 리커트(R. Likert)가 중심이 된 리더십 연구가 행하여졌다. 이 연구의 주된 목

적은 효과적인 리더십의 행사방법과 원칙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여러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연구자들은 두 가지 형태의 리더 스타일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생산 중심 리더십

(production-centered leadership style)과 종업원 중심 리더십(employee-centered 

leadership style)으로 명명하였다. 

생산 중심 리더는 부하들이 명시된 절차에 따라 그들의 과업이 수행되도록 세밀한 감독을 

실시하는 리더이다. 이러한 리더는 부하들의 행위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식적인 

권력과 보상 그리고 강제에 의존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종업원중 심 리더는 의사결정을 

위양하고, 부하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하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같은 종업원 중심 리더는 종업원의 개인적인 발전과 성장 그리고 성취에 관심을 두

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집단의 형성과 발전이 유도되는 것이다. 

각각의 리더십 형태는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에서의 구조주도와 배려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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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대학의 연구에서 제시한 생산 중심 리더십과 종업원 중심 리더십은 독립적인 차원이 

아니라 연속선상의 양극단에 존재하는 상반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즉, 

생산 중심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동시에 종업원 중심적 리더십을 가질 수는 없다는 의미

이다. 

미시간 대학의 연구 결과, 일치된 상관관계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리더는 특정한 

리더십 유형을 가지게 되며,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 종업원 중심의 리더십 스타일이 생산 

지향 리더십 스타일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구를 거듭할수록 종업원 중심적 리더십이 오히려 낮은 생산성을 보이기도 하였

고, 생산 중심적 리더십이 높은 성과를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이는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리더십에 대한 

상황이론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 매니지리얼 그리드 이론

매니지리얼 그리드(managerial grid)는 과업과 인간에 초점을 둔 리더의 행위를 강조한 

대표적인 모형으로, 블레이크와 무톤(R. R. Blake and J. S. Mouton)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이 접근법은 리더 행동 스타일에 직접적인 초점을 두지 않고 리더의 관심과 태도에 초점을 

두었는데, 그것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들의 모형은 리더가 인간에 대한 관심(concern for people)과 생산에 대한 관심

(concern for production)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리더를 유형화할 수 있는 모

형으로, 경영자는 인간과 생산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그리드의 어느 곳에도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레이크와 무톤은 이 모형에 따라 대표적인 리더 스타일을 [그림 1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리드의 좌하단에 있는 (1, 1)형의 리더는 무관심형으로 

인간과 생산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낮은 리더를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목표는 별 문제없이 안주하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부하들에게 떠맡기며, 

내버려두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해고되거나 강등되지 않을 정

도의 최소한의 노력만을 하는 리더이다.

최상단의 (1, 9)형의 리더는 인간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생산에 대한 관심은 낮은 컨트리 

클럽형이다. 이러한 스타일의 리더는 안전하고 안락한 가족적인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

며 그들의 부하들이 생산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우하단에 위치한 (9, 1)의 리더는 생산형 리더로 조직의 목적달성과 관련이 되지 

않는 개인적인 구성원들의 욕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리더이다. 그들은 생산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합법적이고 강제적인 권력을 행사하여 구성원을 독려한다.

그리드의 중간에는 (5, 5)형의 리더가 있으며 이를 중간형이라 부른다. 중간형의 관리자는 

작업자의 요구와 조직의 생산 목표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리더이다.

끝으로 그리고 우상단에 위치한 (9, 9)형의 리더는 팀형의 리더로서 인간과 생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진 리더이다. 이런 스타일을 추구하는 리더는 응집력이 있는 작업집단을 만

들고 작업자들 사이의 상호 몰입된 감정을 유발한다. 매니지리얼 그리드 이론은 실제 조직

에서 리더십 개발과 훈련 영역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먼저 관리자들은 행동 유형을 측정

하는 설문지를 통해 자신의 리더십 유형을 측정하고, 이상형인 (9, 9)형, 즉 팀형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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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간

에 

대한 

관심

저

1.9 

컨트리 클럽형 

9.9

팀 형

5.5

 중간형

1.1

무관심형

9.1

생산형

  저 생산에 대한 관심      고 

[그림 13-4] 매니지리얼 그리드 

  자료: Robert A. Blake, and Jane S. Mouton, The Managerial Grid, Gulf Publishing, 1985, p.12.

5. 행동이론의 평가

행동이론은 리더십 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리더가 어떤 특성을 가

지고 있는가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리더십 과정에 더욱 중요하다고 가정하고, 리더의 

행동스타일이 집단의 성과와 부하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행동모형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민주적이고 부하 중심적이며 구조주

도와 배려가 높은 리더십이 집단의 성과와 만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리더의 행동 유형을 측정 분류하는 데 있어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측정방법이 

개발되지 못했으며, 리더십의 성공에는 리더의 행동 스타일을 포함한 다른 변인들도 작용하

고 있어 현실적으로 리더십의 효과는 리더의 행동보다는 상황요인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한 상황에 적절했던 리더 유형이 다른 상황에서는 적절한 것

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더십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리더행동 유형만의 효과성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론이라 할 수는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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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리더십 상황이론

리더십에 대한 행동이론이 모든 상황에 적절한 일관된 행동모형을 발견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리더십에 대한 다른 모델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지식의 진화는 리더

십에 대한 상황모형(contingency model)의 발전으로 나타났다. 리더십의 상황이론에 따르

면 상황변수가 어떠한 리더십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에서 고려되는 상황은 [그림 13-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에서는 피들러의 

상황이론을 비롯한 몇 가지 리더십 상황이론을 살펴본다.

1.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이론

리더십에 대한 최초의 상황이론은 피들러(F. E. Fiedler)와 그의 동료들에 의하여 연구되

었다. 피들러의 상황이론은 성공적인 리더십은 리더 스타일과 상황이 적합성을 이루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리더십 스타일은 올바른 상황에서 사용된다면, 즉 상황이 

적절하다면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관리자는 그 자신의 리더십 스

타일을 이해하여야 하며 특정한 상황을 진단하고, 이 후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에 맞게 상황

의 변화를 이루든지 혹은 그러한 상황에 적절한 다른 사람에게 리더의 역할을 이전하든지 

하여 리더 스타일과 상황과의 적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의 유효성리더의 유효성

추종자의 성숙도추종자의 성숙도

특 성특 성

과업 구조과업 구조

리더 – 구성원
관계

리더 – 구성원
관계

집단 의사결정집단 의사결정

권력의
유형과 이용

권력의
유형과 이용

종업원의 욕구종업원의 욕구

[그림 13-5] 리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 

자료: Don Hellriegel, Susan E. Jackson, and John W. Slocum, Jr., Management, 8th ed., South-Western, 1999, 

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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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리더십 스타일

이 모형이 다른 모형과 다른 점 중의 하나는 리더의 스타일을 분류하는데 있다. 이 모형

에서 사용한 리더의 스타일은 리더 자신의 서술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리더는 그 자신의 

리더 스타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리더는 그 자신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공동작업자(LPC ; 

least preferred co-worker)가 어떠한지를 묘사하게 된다. 여기에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란, 쉽게 말해 자신이 가장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을 뜻한다. 높은 LPC 점수를 가

지는 리더는 가장 선호하지 않는 공동작업자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사람이다. 이러

한 사람은 관계 지향적인 리더라 불리며 배려 지향적이거나 종업원 지향적인 리더와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가장 선호하지 않는 공동작업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

각에서 평가하는 리더는 과업 지향적인 리더이며 이는 구조주도형적인 리더나 생산 지향적

인 리더와 유사하다.

1.2. 상황변수

피들러는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 보다 효과적인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업 환경을 들었으며, 그는 이러한 작업 환경의 세 가지 차원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즉,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leader- member relations), 과업구조(task structure), 그리고 

리더의 지위권력(position power)이 그것이다.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는 집단에 의하여 리더가 수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요인이 리

더십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리더가 구성원과 잘 지내고 리더의 능력과 전문성

이 구성원들에 의하여 존경을 받는다면 리더는 공식적인 권한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

다. 그런 반면 집단이 좋아하지 않는 리더나 부하들에 의하여 신뢰받지 못하는 리더는 부하

들이 그들의 과업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강제력과 합법적인 권력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과업구조는 직무가 일상적인 정도를 나타낸다. 단순하고 일상적인 작업은 명확한 작업기

준을 가지고 있으며 작업의 방법이 세밀하게 구체화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을 지시하는 리

더는 미리 정해진 운영지침에 의존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직무에 있

어서는 리더와 부하들은 많은 대안을 가지게 된다. 즉, 이러한 작업에 언제나 적용되어야 

할 분명한 원칙이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리더가 구성원들을 지도하고 지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지위권력은 리더가 합법적이고 강제적이며 보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

는 정도를 의미한다. 지위권력이 크다는 것은 부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으로 단순화될 수 있다. 지위권력이 낮은 리더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 왜

냐하면 그는 조직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

이다.

1.3. 상황과 리더십 스타일의 적합

피들러의 리더십에 대한 상황이론은 이러한 세 가지의 상황변수의 수준에 따라 변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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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유리성의 정도를 8개의 상황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

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고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강한 지위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 

제1상황이 리더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다. 

피들러는 각 상황에 따라 상황과 일치하는 리더의 스타일을 규명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상황이 아주 유리하거나(1, 2, 3상황) 아주 불리한 경우(7, 8상황)에는 낮은 LPC 스코어를 

가지는 과업 지향형이 성공적인 리더십이 되며, 상황이 그리 불리하지도 그리 유리하지도 

않는 중간 정도의 상황에서는 높은 LPC의 리더(4, 5, 6상황), 즉 관계 지향형 리더가 성공

적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아주 유리할 때나 불리한 상황일 때 리더는 집단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업성취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하여야 하며 상황이 중간 정도로 유리한 경

우에 있어서는 지원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리더가 보다 성공적이라는 것이다. 

피들러는 리더는 쉽게 그들의 LPC 지향성이나 경영 스타일을 변경할 수 없다고 믿고 있

다. 따라서 그는 리더들은 그들의 리더십 스타일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얼마나 유리한 상

황인지에 대해 분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둘 사이에 적합성이 유지되지 않는

다면, 리더는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조화될 수 있는 리더십 상황을 

찾아야만 한다. 피들러는 이러한 접근법을 관리자에게 맞는 직무로의 엔지니어링

(engineering the job to fit the manager)으로 불렀다. 

상황 확실성

리더의 지위권력

리더의 입장

상         황

리더- 부하관계

과 업 구 조

1

좋음

2

좋음

4

좋음

5

나쁨

3

좋음

7

나쁨

8

나쁨

6

나쁨

구조적 구조적 비구조적 구조적비구조적 비구조적 비구조적구조적

강 약 약 강강 강 약약

확    실

유    리

중    간

중    간

불 확 실

불    리

높은 LPC

(관계지향적)

낮은 LPC

(과업지향적)

[그림 13-6]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이론 
자료: Arthur G. Jago, “Leadership: Perspectives in Theory and Research,” Management Science, 

vol.28, 1982, p.324.

1.4. 피들러 리더십 이론의 평가

피들러의 리더십 이론은 다른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째, 상황변인이 복잡하고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은 리더와 부하의 관계나 과업

구조 그리고 지위권력 등이 필연적으로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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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이 이론은 구성원의 특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즉, 구성원들이 탁월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집단인가, 혹은 비숙련노동자인가에 따라 적절한 리더십의 유형이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단 구성원의 여러 특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이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LPC 척도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피들러는 LPC

가 고정된 특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리더는 그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만약 리더 스타일과 상황이 적합성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 바꾸어야 할 것이 리더가 아니라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을 구

성하고 있는 직무의 영역들을 변화시켜 리더의 스타일에 맞도록 재구조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2.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이론

피들러의 상황이론과 더불어 잘 알려진 리더십의 상황이론(situational leadership 

theory) 중의 하나로 허쉬와 블렌차드(P. Hersey and K. H. Blanchard)의 상황이론을 들 

수 있다.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이론은 리더는 주요한 상황요인, 즉 부하들의 준비성에 따

라 그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전제에 의거하고 있다. 이 이론은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자들이 제안했던 구조주도와 배려와 유사한 리더의 두 가지 행동 유형에 초점을 두었

다.

그들은 리더의 행동을 과업행동(task behaviors)과 관계행동(relationship behaviors)으로 

분류하였는데 과업행동은 리더가 부하 개인이나 집단의 책임과 과업을 부여하는 데 관여하

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이는 사람들에게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하여야 하

는지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관계행동은 리더가 양 방향이나 혹은 다양한 방향으

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부하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행

위를 촉진하며 지원하는 행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리더의 행동은 오하이오 대학의 리더행동과 같이 상호 독립적인 차원으로 고려되

어 질 수 있으며, [그림 1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차원 모두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

으며, 한쪽은 높고 다른 한쪽은 낮을 수도 있어, 리더의 유형은 지시적, 설득적, 참여적, 그

리고 위양적 리더로 유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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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리더참여적 리더 설득적 리더설득적 리더

위양적 리더위양적 리더 지시적 리더지시적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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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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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유)
동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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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유)
동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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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유)
동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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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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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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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무)
동기(유)

R1
능력(무)
동기(약)

R1
능력(무)
동기(약)

[그림 13-7]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이론 

자료: Paul Hersey, and Kenneth H. Blanchard,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Leading Human Resources, 

8th ed., 2001, p.182.

이 이론은 어떠한 리더행동 유형이 보다 성공적인가에 대하여 부하들의 준비성을 상황변

인으로 고려하였다. 여기에서 부하들의 준비성은 부하들이 특정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가

지고 있는 능력과 동기부여인 자발적 의지를 말한다. 능력은 능력, 기술, 그리고 경험을 포

함한 직무에 대한 준비성이며, 동기부여는 신뢰, 몰입, 동기부여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심리적인 준비성의 개념이다. 그림의 하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비성의 연속선은 준비성이 

가장 낮은 R1에서 준비성이 가장 높은 R4로 나눌 수 있다. 이 이론은 그림에서 사분면으로 

나누어진 리더십 형태를 관통하고 있는 종형의 곡선이 주어진 준비성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제시한 부하의 준비성에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은 

다음과 같다.

① 지시형(telling): 지시형은 준비성이 가장 낮은 상황, 즉 부하들이 주어진 과업에 대한 책임

을 질 능력도 없고 지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형이다. 

② 설득형(판매형; selling): 설득형은 준비성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상황, 즉 부하들이 책임을 질 

능력은 없으나 하려고 하거나 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형이다. 설득형은 구체적

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개인의 열성과 의지에 대한 지원적인 면도 포함되어 있다.

③ 참여형(participating): 참여형은 준비성의 정도가 중간 정도인 상황, 즉 부하들이 책임을 

질 능력은 있으나 일을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거나 할 가능성이 적을 때 사용되는 형이다. 

부하들이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지원적이며, 참여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리더

가 상호적인 의사소통과 협동을 강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④ 위양형(delegating): 위양형은 준비성의 정도가 높은 상황, 즉 부하들의 능력이 탁월하고 

적절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데 대한 신뢰가 가는 경우에 사용되는 형이다. 이런 형에서는 지원

과 지시가 거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위양형은 모범적인 스타일이다.

허쉬와 블렌차드의 리더십 상황이론에 따르면, 리더는 부하 개개인의 준비성의 정도를 평가한 

후, 그러한 수준에 적절한 리더십 스타일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이론의 내면적인 의미는 리더는 

지시형에서 위양형에 이르는 자신의 리더 스타일을 가능한 빨리 조절하여 부하들의 과업 관련 

준비성을 높이도록 도와주워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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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에서는 기존의 이론과는 달리 리더의 행동 경향을 직선적 개념이 아닌 곡선의 개

념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리더행동 측정에 관한 새로운 시도로 접근했다는 점이 차별화된

다. 하지만 리더의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성과 상황요인을 부하의 측면에서만 살펴봄

으로써 리더십 효과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다른 상황적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하

고 있지 못하다는 점들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3. 하우스의 경로 - 목표이론

하우스(R. J. House)의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은 부하들이 자신의 작업 목표

를 인지하고 그러한 목표(성과 목표)와 개인의 목표(내재적이거나 외재적인 보상)에 도달하

는 방법을 인식하는 데 리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이 이론은 리더의 행위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부하들의 동기부여와 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이론은 동기부여에 관한 기대이론에 그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선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대이론은 세 가지의 주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력-성과의 기대(노력이 

정해진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 성과-결과의 기대(성공적인 성과 도달이 특정한 결

과나 보상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 그리고 유인가(결과나 보상에 대한 기대가치)가 그것이

다. 경로-목표이론은 이러한 기대이론을 리더가 작업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거나, 수월하

게 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3.1. 리더 행동

경로-목표이론은 부하들의 경로와 목표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리더의 

행동을 네 가지의 형태로 분류하였다.

① 지시적(directive) 행동: 리더는 부하들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알려주며, 작업의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작업 스케줄을 만들며, 작업의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결과나 보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이는 과업 지향적인 것과 유사하다.

② 지원적(supportive) 행동: 리더는 부하들의 지위와 욕구, 그리고 복지에 관심을 보인다. 작

업을 보다 즐겁고 우정이 있고 접근이 쉬워지도록 노력하며 이는 관계 지향적이거나 배려행동과 

유사하다.

③ 참여적(participative) 행동: 리더는 부하들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제안을 장려하며, 의사결

정을 할 때 부하들의 의견을 고려한다.

④ 성취 지향적(achievement-oriented) 행동: 리더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부하들이 그

들 자신의 최선을 다하도록 기대하며, 부하들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3.2. 상황요인

위에서 나타난 네 가지의 리더십 행동패턴이 동기부여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

지의 상황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리더는 부하들의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하

여 리더행동 패턴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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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부하들의 특성은 통제위치(locus of control), 경험(experience), 지각 능력

(perceived ability)이며, 환경적인 특성은 과업구조(task structure), 공식권한 시스템

(formal authority system), 작업집단(work group)의 특성이다. 

예를 들면, 통제의 위치가 내부에 있는 부하를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성취 지향적인 리

더십이 적합한 것인가 하면, 일상화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시적인 리더행동 패턴

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경로이론의 기본적인 모형이 [그림 13-8]에 

나타나 있다.

부하들의 특성
· 통제위치
· 경험
· 지각 능력

리더행동 유형
·지시적 · 참여적
·지원적 · 성취 지향적

추종자/종업원
· 지각
· 동기부여

결과
· 만족도
· 성과

 환경적 요인
· 과업
· 공식권한 시스템
· 작업집단

[그림 13-8] 경로-목표 모델

자료: Stephen P. Robbins, Organizational Behaviors, 9th ed., Prentice Hall, 2001, p.324.

이 이론을 토대로 한 많은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상황과 효과적인 리더행동 유형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를 가져다주었다. 즉, 리더십 행사과정에 있어 중요한 상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조합적으로 구성하여 복잡한 환경하에 어떤 리더의 행동이 

적합한지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리더행동 유형을 측정

하는 척도의 타당성 유무, 모형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론 전체를 완전히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의 비판 또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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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리더십 현대이론 

이상에서 살펴본 리더십에 대한 이론이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더십 현상을 잘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아직도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리

더십 이론들이 매우 빠르게 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법론과 실제적인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특성이론이나 행동이론, 그리고 상황이론과는 다른 이

론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에는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 변형적 리더십 이론, 리더

십 대체이론 등이 그것이다.

1.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

카리스마 리더십은 개인적인 능력에 의거하여 추종자들에게 심각하고 깊은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리더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카리스마라는 개

념이 성경에 나오는 신의 은총이나 소명 등을 뜻하는 것이지만, 최근 리더십 이론으로 재조

명되게 된 것은 하우스(R. House)에 의해서이다.

정치적 리더와 종교적 리더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하우스는 카리스마 리더는 자신감과 

부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부하에 대한 높은 기대, 이데올로기적 비전과 개인적인 모범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카리스마 리더의 부하들은 자신을 리더와 동일시하며, 리더의 미션을 공유

하고 리더에 대한 신뢰와 충성을 보이고, 리더의 가치관과 행동을 닮으려고 하며 리더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존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카리스마 리더십은 세 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 첫째 단계는 리더가 현재의 상황

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카리스마 리더는 환경의 제약조건을 민감하

게 받아들이며 부하들의 능력과 욕구들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야 한다. 둘째 단계는 리더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고 이러한 생각과 느낌을 부하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단계이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리더가 개인적인 권력을 사용하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고답적이지 않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카리스마 리더는 조직이 변화나 스트레스를 겪게 될 때 나타나기 쉽다. 그리고 카리스마 

리더십은 동태적인 환경하에서나, 조직의 초기성장 단계나 쇠퇴 단계, 그리고 기술의 경우 

분석 가능성이 낮거나 유기적인 조직인 경우에 보다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이다. 부하들이 

카리스마 리더의 신념이 옳음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며 애정을 가지고 그 리더를 추종한다. 

카리스마 리더는 자신의 리더십이 유능하고 성공적인 것으로 느껴지도록 만들며, 부하들은 

그 리더가 혁신적이고 고무적이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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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마형 리더 일반적인 리더

현 상태에 대한 태도

미래 목표

선호 경향

신뢰성

전문지식의 이용

행동

 환경에 대한 민감성

실천성

권력 기반

리더·부하관계

·현 상태에 도전

·현 상태와 매우 다른 비전을 

제시

·공유된 관점과 이상적 비전

·개인적 이해를 고려하지 않는 

위험감수나 비용의 지출 

·현재의 규칙을 초월하는 

비전통적 수단을 사용하는 

전문가

·비전통적, 표준과는 다른 행동

·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함

·미래 비전과 동기부여를 위한 

명확한 실천

·개인적 권력(전문지식, 존경, 

동경)

·엘리트주의, 모범적 관계

  근본적 변화를 위해 부하를 

변화

·현 상태를 유지, 만족

·현재와 거의 다르지 않는 

목표

·공유된 관점

·개인적 이해를 고려하지 않는 

설득

·현 체제를 유지하는 범주 

내에서 목표달성 수단을 

사용하는 전문가

·전통적, 현 규칙에 순응하는 

행동

·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욕구가 낮음

·목표와 동기유발을 위한 

비교적 낮은 실천

·직위 권력(보상, 계층에서의 

지위)

·평등주의, 지시적 관계

  자신의 관점 전달을 위해 

부하에게 명령

<표 13-5> 카리스마 리더와 일반적 리더의 특성 비교 

자료: Jay A. Conger, and Rabindra Kanugo, 　“Toward a Behavioral Theory of Charismatic Leadership in 

Organizational Setting,”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87, p.641.

<표 13-5>은 이러한 카리스마 리더와 비카리스마 리더의 특성이 비교되어 있다. 그러나 

카리스마 리더의 단점 역시 존재한다. 만약 리더가 자신에 대한 헌신만을 부하들에게 요구

하거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거나 다른 사람을 오도하고 조작하기 위하여 고도의 의

사소통 기술을 사용한다면 카리스마 리더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카리스마 리더는 자신의 

권력과 성취를 위한 이기적인 리더이며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리더인 것이다. 카리스마 리

더가 훌륭한 영웅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표 13-6>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비윤리적인 측

면을 가질 수도 있다. 카리스마 리더가 윤리적인가의 판단은 리더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

여 구성원을 동기부여시키고 변화시키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자발적으로 조직과 동일시

하고 조직의 목적을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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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리더 비윤리적 비더

· 타인을 위해 권력 이용

· 부하의 욕구와 열망에 부합하는 

비전 제시

· 비판을 받아들이고 고려함

· 부하 스스로 사고하고, 리더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장려

· 개방적, 양방향 의사소통

· 부하를 지도 개발·지원

· 조직 내부의 도덕적 표준에 의거 

조직적, 사회적 이익 추구

· 오직 개인적 이익과 영향력을 

위해 권력 이용

· 개인적인 비전만을 촉진

· 비판과 반대의견 무시

· 의문의 제기 없이 오직 본인만의 

의사결정에만 의지

· 일방적 의사소통

· 부하의 욕구를 무시

· 손쉽고 외부적 도덕기준에 의거 

자산의 이익을 추구

<표 13-6> 윤리적 리더와 비윤리적 리더

자료: JaneM. Howell and Bruce J. Avolio, “The Ethics of Charismatic Leadership Submission or Liberation?,”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992(May), p.45.

2. 변형적 리더십 이론

리더십에 관련된 의미 있는 논의 중의 하나는 관리자와 리더가 필연적으로 꼭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관리자는 부하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리더는 혁신

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며, 부하들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베스(B. M. Bass)와 그의 동료들은 이와 관련하여 리더를 거래적 리더(transactional 

leaders)와 변형적 리더(transformational leaders)를 구분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거래적 

리더는 부하들이 주어진 과업을 기대되는 수준까지 성과를 올리도록 동기부여 하는 리더이

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거래적 리더는 그들의 부하들이 과업책임과 목표, 그리고 그러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인지시키며, 부하들의 욕구와 보상이 목표의 성취와 어

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부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의미에서 거래적인 리

더십은 경로-목표 리더십 이론과 아주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상황이론에 속한 리더십 이론

의 대부분도 거래적인 리더십 이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해관계를 초월하도록 하고 외재적인 수준의 목표보다는 내재적인 수준의 목표에 관심을 

두도록 하며, 리더가 제시한 목표보다는 훨씬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

을 갖도록 유도하고 고무하여 보통의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동기부여하는 리더이

다. 

변형적인 리더는 [그림 1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적인 리더의 대체물은 아니며 부

가효과(기대를 초월하는 성과)가 있는 보충적인 리더십이다. 즉, 변형적인 리더로서 성공하

기 위해서는 목표달성의 기초를 이루는 매일 매일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거래적인 

리더로서의 기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변형적 리더는 부하들로 하여금 부하 자신의 현재 베스에 따르면, 이

러한 변형적인 리더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중요하다고 한다. 즉, 카리스마와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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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고려 그리고 지적인 자극이 그것이다. 카리스마는 리더가 프라이드와 신념, 그리고 존경

을 고무하는 능력이고, 무엇이 진실로 중요한지를 인지시키는 능력이며, 부하들을 고무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창조해 내는 능력이다.

변형적인 리더와 관련된 두 번째 요소인 개인적인 고려는 부하들의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

하여 과업을 부하들에게 위양하고, 부하들의 욕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부

하 개개인을 인간존중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다루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인 지

적인 자극은 부하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어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을 재고하도록 자극하

고, 문제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보도록 장려하며, 넘어설 수 없는 장벽도 해결할 수 있는 창

조력을 함양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변형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현재 부하에게

기대되는 노력 

상태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모티베이션 제고

보통의 

부하의 성과

보통 이상의 

부하의 성과

[그림 13-9] 변형적 리더십

자료: Bernard M. Bass,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s, Free Press, 1985, p.23.

3. 리더십 귀인이론

리더십 귀인이론은 조직 구성원 개인의 행동에 대한 연구이론  중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을 리더십에 적용한 것이다. 귀인이론은 개인이 행동의 원인을 유관된 환경의 어떤 

단서로 귀착시키는가에 대한 인지적 과정에 관한 이론이다. 부하들의 행동의 원인은 직접적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동의 원인에 대한 규명은 지각에 의존하게 된다. 귀인이론은 

개인의 행동원인에 대한 지각은 이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리더십에 대

한 귀인이론은 리더는 본질적으로 정보처리자라는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즉, 리더는 어떤 

것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고 하며, 그 원인에 따라 자신의 리더십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부하들의 행동 → 리더의 귀인(추리분석) → 리더행동

의 과정으로 리더십행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3.1. 리더의 귀인

리더가 하는 우선적인 귀인 활동은 부하들의 행동의 원인을 사람, 일, 환경의 세 가지 원

인으로 귀착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리더는 먼저 생산의 품질이 낮은 것과 같은 행동의 

원인이 사람에 의하여 비롯된 것인지, 일에 기인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 비롯된 것인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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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리더는 세 가지 형태의 정보를 수집한다. 특이성

과 일관성, 그리고 일치성이 그것이다. 특이성은 부하의 행동이 이 과업에서 뿐만 아니라 

다음 과업에서도 나타나는 행동인가에 대한 것으로 그 행동이 과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

가를 추론하게 한다. 그리고 일관성은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에 대한 것이

며, 일치성은 다른 부하들의 행동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것이다. 한 부하

에게만 발생한 행동이라면 일치성이 없으나 만약 모든 부하들에게서 발생한 현상이라면 일

치성이 높은 것이다.

3.2. 리더의 책임지각

리더가 귀인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행위의 책임에 대한 리더의 인

식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하의 행동이 부하의 특성에 의하여 야기된 것일수

록 행위의 책임이 부하에 있다고 판단되며 리더는 부하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3.3. 리더십 귀인이론 모형

리더십 귀인이론은 왜 특정한 리더십 행위가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그

러므로 리더십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행동 자체를 서술하려고 하는 리더특성이론이나 리더

행동이론과는 다르다. 나아가 리더십 귀인이론은 부하들의 행동에 따라 리더의 행동이 어떠

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 준다.

리더십 귀인이론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 13-10]에서 보면 두 가지의 연계가 중요

함을 알 수 있다. 첫째의 연계는 부하들의 낮은 성과에 대한 리더의 귀인에 대한 것으로 이

러한 귀인은 특이성과 일관성 그리고 일치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두 번째의 연계는 

리더의 행동이나 반응이 리더가 귀인한 것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귀인과 리더의 행동 사이의 관계는 리더의 책임소재에 대한 지각, 즉 책임이 부하

의 내부요인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요인에 있는가에 의하여 중재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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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못한 결과 발생좋지 못한 결과 발생

• 납품 거절
• 불량품 발생
• 제품 반환
• 과도한 제조 비용

• 납품 거절
• 불량품 발생
• 제품 반환
• 과도한 제조 비용

원 인원 인

r 내부적 원인
- 노력 부족
- 몰입 부족
- 능력 부족
r 외부적 원인
- 부적절한 장비
- 부당한 마감시한
- 생산 팀원의 질병

r 내부적 원인
- 노력 부족
- 몰입 부족
- 능력 부족
r 외부적 원인
- 부적절한 장비
- 부당한 마감시한
- 생산 팀원의 질병

원인에 따른 리더의 행동원인에 따른 리더의 행동

• 징계
• 전직
• 강등
• 직무 재설계
• 인간적 유대
• 훈련

• 징계
• 전직
• 강등
• 직무 재설계
• 인간적 유대
• 훈련

연계
# 1

연계
# 2

정보 단서정보 단서

• 특이성
• 일관성
• 일치성

• 특이성
• 일관성
• 일치성

책임의 원천에
대한 지각

책임의 원천에
대한 지각

자료 : Terence R. Mitchell and Robert E. Wood, “An Empirical Test of an Attribu t i on a l
’s Responses to Poor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Ed. Richard C. Huseman, 1979. p.94 

[그림 13-10] 리더십 귀인이론의 모형

자료: Terence R. Mitchell and Robert E. Wood,“An Empirical Test of an Attrib's Responses to Poor 

Performance,”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edited. Richard C. Huseman, 1979, p.94.

4. 리더십 대체이론

리더십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자신을 스스로 리더해 가는 것이 강력한 리더

십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리더십 상황이론은 능력이 있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부하들에게는 코치하거나 지원해 주는 리더행동이 보다 적절한 리더행동임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만약 어떤 개인이 스스로를 지도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리더는 필

요하지 않다.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 이외에도 리더의 존재가 필요 없는 조직상황과 과업특

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진행된 연구들은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 개인, 

과업,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의 결과 이러한 대체요

인들은 리더의 행동이 부하들의 만족감이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무력화시킨다. [그림 

13-11]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밝혀진 두 가지의 리더십 행동인 관계 지향적 리더십과 과

업 지향적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 특징들이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면 경험이 많고 잘 훈련받았으며 지식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구조 지향이거나 

과업 지향적인 리더행동은 필요가 없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밀접하고 응집력이 있는 집단에 

소속된 종업원에게는 집단 그 자체가 관계 지향적인 리더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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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의 특성

1. 능력, 경험, 훈련, 지식
2. 자립에 대한 욕구
3. ‘전문가적’ 지향
4. 조직적 보상에 대한 무관심

부하의 특성

1. 능력, 경험, 훈련, 지식
2. 자립에 대한 욕구
3. ‘전문가적’ 지향
4. 조직적 보상에 대한 무관심

과업의 특성

5. 구조화, 일상화
6. 방법론적으로 불변
7. 성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8. 내재적 만족

과업의 특성

5. 구조화, 일상화
6. 방법론적으로 불변
7. 성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8. 내재적 만족

조직의 특성

9. 공식화(명백한 목표, 계획, 책임소재)
10. 비유연성(엄격한 규칙 및 절차)
11. 고도로 전문화된 스텝의 지원
12. 응집성 높은 집단
13. 조직 보상에 대한 리더의 통제 부족
14. 감독자와 부하 간의 물리적 거리

조직의 특성

9. 공식화(명백한 목표, 계획, 책임소재)
10. 비유연성(엄격한 규칙 및 절차)
11. 고도로 전문화된 스텝의 지원
12. 응집성 높은 집단
13. 조직 보상에 대한 리더의 통제 부족
14. 감독자와 부하 간의 물리적 거리

관계 지향적 리더십 과업 지향적 리더십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자료 : Jay A. Conger and Rabindra Kanungo, “Toward a Behavioral Theory
of Charismatic Leadership in Organizational Setting,”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October 1987, pp. 637-47

[그림 13-11] 리더십 대체요인 

자료: Steven Kerr and John M. Jermier, "Substitutes for Leadership: Their Meaning and Measur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978, p.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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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와 유방의 대결
유방이 거느렸던 장량, 소하, 한신은 유방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 유방은 승리의 요인

이 이러한 유능한 인재를 잘 다스린 데 있다고 말했다. 잘 다스렸다고 해서 거만한 태도로 

복종을 강요하거나 수족처럼 부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방이 부하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부하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유방은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았

다. 문제가 생기거나 난관에 부딪치면 항상 부하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의 의

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결정을 내렸다.

둘째, 공적을 세우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내렸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생기기 마련

이다. 유방은 걷어 들인 전리품을 전부 공적을 세운 부하에게 나눠 주었다. 지금의 상여금

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의 의견이 채택된 부하는 기쁨을 느끼는 동시에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게다가 성공

하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성공시키려고 최선을 다한다. 유방

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부하의 자발적인 의욕을 심어 주었다.

한편, 항우는 이와 대조적이었다.

항우는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이 매우 컸다. 싸움에서 연승을 올렸으며 게다가 젊었다. 스

물다섯 살에 군사를 일으켜, 서른이라는 이른 나이에 유방에게 쫓겨 전사했다. 그가 활약한 

것은 20대의 불과 몇 년이었다. 그가 지나치게 자만심에 빠졌던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 때

문인지 항우는 부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항상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더욱이 전리품이 생기

면 부하들에게 나눠 주지 않고 혼자서 차지했다고 한다. 결국 그의 수하에 있던 유능한 인

재들이 하나둘 떠나고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

유방이 조직의 힘을 잘 활용했으나 항우는 그렇지 못했다. 이는 두 사람의 승패를 좌우하

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중국 3천 년의 인간력, 청년정신, 박화 역, 모리야 히로시 지음, 2004>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져라
맥아더는 아이젠하워처럼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미소나 재주는 없었다. 패튼처럼 화

려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군신(軍神)으로 생각한다. 실로 그에게는 다

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영웅처럼 떠받들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그는 잘생기고 당

당했으며 놀라운 쇼맨십을 가진 동시에 은둔자처럼 살았다. 

또한 그는 이러한 스타일을 리더십에서 이용할 줄 알았다. 초급장교 시절부터 군복을 수

선해 입으면서 자기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등 스스로를 차별화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여러 주 출신의 군인들로 구성된 일명 ‘레인보우’ 사단을 조직해 그 참

모장으로 참전을 했는데, 헬멧과 허리에 차는 무기까지 벗어놓은 채 총탄이 빗발치는 프랑

스 전장을 누비곤 했다. 누군가 맥아더에게 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냐고 묻자, 그는 이렇

게 답했다.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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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을 쓰면 안전할지는 몰라도 리더로서의 이미지는 망치게 된다. 또한 허리에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 건, 내 임무는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싸우도록 독려

하고 지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 독특한 스타일이 아니었다면 병사들도 전장에 맥아더가 다녀갔는지 몰랐을 것이

다. 하지만 헬멧도 무기도 없이 전장을 누비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병사들은 금방 그가 맥

아더인줄 알아보고 환호했다. 그의 독특한 스타일이 한몫을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맥아더는 2차 세계대전 때는 타이를 매지 않은 카키색 제복과 금테를 두른 

모자, 옥수수 파이프, 짙은 선글라스로 코디한 독특한 스타일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이 때문

에 우리도 ‘맥아더 장군’하면 바로 그 모습을 떠올린다. 얼마 안 가 이 스타일은 태평양 전

쟁을 승리로 이끈 맥아더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스타일이었음에도 범접

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발휘했다. 

 ≪성공을 위한 옷차림 (Dress for Success)≫의 저자 존 몰로이(John T. Molloy)에 따

르면, 옷차림을 비롯한 스타일은 성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몰로이는 “자신만의 이미

지에 걸맞은 스타일을 갖출 때 보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

은 CEO들도 마찬가지로, 모름지기 자기만의 스타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맥아더는 획

일화되기 쉬운 군보에서조차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임으로써 50여 년의 군 생활 

속에서 자기만의 향취를 뿜어냈으며, 더 나아가 이를 스타일화함으로써 리더십의 힘을 더욱 

배가시켰다.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정진홍,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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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 173회 스마트시대, 언 리더십이 필요하다, 

www.youtube.com, 2012>

<Itay Talgam: Lead like the great conductors, www.ted.com, 2009>

<세상을 바꾼 리더십, EBS>

<위기에 빛을 발하는 CEO리더십, SERI, 2009>

<ppt, slideshare>

<퍼거슨 리더십, YTN>

직장 상사, ‘조조’형 보다는 ‘유비’형이 나아 
직장인이 가장 따르고 싶은 CEO 스타일은 삼국지의 ‘유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취

업정보업체 잡코리아는 직장인 449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24일까지 실시한 <삼국지 영

웅과 기업 CEO 비교>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236명(52.6%)이 ‘어진 인품

과 덕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유비’ 스타일을 가장 따르고 싶다고 답했다.

‘냉철하고 치밀한 전략가로 능력을 우선시하는 확실한 신상필벌’의 ‘조조’ 스타일이 146명

(32.5%)으로 뒤를 이었고, ‘유연한 생각의 소유자로 원칙보다는 실리추구’를 하는 ‘손권‘ 스

타일은 67명(14.9%)으로 나타났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CEO는 어떤 스타일이냐는 질문에는 △조조 155명(34.5%) △

유비 144명(32.1%) △손권 133명(29.6%) 순으로 답했다. 기타 응답(3.8%)에는 ‘원소’ 스타

일(부하직원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음), ‘장비’ 스타일( 능력은 있으나 신임을 얻지 못

함), ‘동탁’ 스타일(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함) 등이 있었다.

또 현재 CEO의 장점(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는 ‘명분보다 능력을 우선’한다는 답변이 

(43.2%)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재에 대한 사랑(35.6%) △직원신뢰(26.7%) △추진력

(26.7%) △확고한 결단력(21.2%)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펼칠 CEO를 만났느냐는 질문에 323명(71.9%)이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그중 141명(43.7%)은 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2010년 03월 26일>

볼거리

숫자로 본 기업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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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 스타일을 비교해 보자.

2. 고전에 나온 리더들의 특성을 살펴보자.

3. 성공적이었던 리더를 찾아 그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4. 내가 함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자.

5. 직장에서 만나고 싶은 상사는 어떤 상사인지를 생각해 보자.

6. 리더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7. 부하들을 변화시키려면 리더가 어떠해야 하는지 토론해 보자.

8,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 알아보자.

 - 창발적 리더십

 - 감성적 리더십

 - 경청 리더십

생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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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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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사소통의 의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공동의’(common)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의 ‘communis’

에서 유래된 것으로써 전달자(sender)와 수신자(receiver) 간의 정보의 교환, 개인을 포함

한 집단 간의 의사전달로 정의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으로써 보다 구

체적으로 상대에게 원하는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정보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의미

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협의로는 개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의사소통 과정(interpersonal 

communication)이며, 광의로는 조직에서 상사와 부하, 동료, 부서 간 및 조직의 내부와 외

부 간의 의사소통 과정(organizational communication)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사소통을 통해서이며 조직 내의 갈등의 기초

적인 원천은 의사소통의 잘못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조

직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행위 중의 하나이지만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는 행위이다. 항공

회사나 병원, 혹은 제조기업 등 어떠한 형태의 조직에서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조직전략과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는 깨어 있는 시간의 거의 70%, 혹은 3/4 이상의 시간을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남에

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 의사소통은 공통의 의미를 형성하기 

위한 사람들 사이의 메시지의 교환이다. 만약 조직 내에서 공통의 의미가 공유되지 않는다

면, 조직 관리자가 그들의 부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즉,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며 성공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1. 의사소통의 정의

의사소통은 현대 사회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지만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것은 의사소통의 전문가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무엇인가 

하는 의사소통의 정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행위와 관련된 문헌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는 정보의 의미전달

을 위한 심볼의 사용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의사소통은 보이는 것의 이해가 아니라 보이

지 않거나 감추어진 것의 이해라는 것이다. 문화 속에 체화되어 있는 감추어진 상징적 요소

들이 명시적인 의사소통 과정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행위의 교환을 내포하고 있는 개인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사람들 사

이의 의사소통은 기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 환경에 달려 있다는 지적처럼 의

사소통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인 것이다. 

개인적인 과정임과 동시에 의사소통은 행위적인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 사람이 행하는 행위이며 이 행위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적인 교환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직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의사소통의 핵심인 것이

다. 위 내용을 토대로 의사소통이란 상징적 정보의 전달을 통해 의미를 공유하는 행위로 간

략하게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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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소통 방법

 인간이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으며 그것은 

언어적인 의사소통(verbal communication)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non-verbal  

communication)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의사소통 방법은 모두 조직 내의 의사소통을 원

활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러한 두 가지의 의사소통 방법과 

더불어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인 기술적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2.1. 언어적 의사소통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문서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

나 언어(구두)에 의한 의사소통은 조직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문서화된 의사소통은 

편지 메모, 리포트, 뉴스레터, 그리고 정책 매뉴얼 등과 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서화된 의사소통은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동시에 의사소통의 

직접적 당사자들은 문서화된 의사소통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의 질이 보통 이하라고 평가

하고 있으며, 자신의 문서화 능력도 보통 이하라고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문서화 능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문서화된 의사소통은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

에 비해 몇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문서화된 의사소통은 메시지를 보관하며, 작은 노

력으로 널리 전달할 수 있으며, 수신자가 메시지를 보다 신중하게 생각토록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는데, 준비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며, 비개인적인 것이 되기 쉽고, 수신

자의 오해와 피드백이 결여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은 개인 간의 대면적 대화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

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은 문서화된 

의사소통보다 빠르고 개인적이며 함께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종료

하기가 어려우며 보관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다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문서나 구두에 의한 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가진 단점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의사소통은 조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그리고 조직의 관리자들은 

이러한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보다 선호하고 있다.

2.2.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단어로 코드화되지 않는 행동이나 요소로 진행되는 의사소통이다. 

이러한 방법은 의사소통 비중의 65%, 내지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유형에는 표정, 공간이용, 억양, 그리고 외형언어 등이다.

① 표정(kinesic behavior): 이것은 자세나 눈의 움직임, 얼굴의 표정이나 제스처 등을 일컫는

다. 대상에 대한 어떤 사람의 느낌을 평가함에 있어 우리는 그 사람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가 짓

는 얼굴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행동을 고려하는 것이다.

② 공간이용(proxemics): 이것은 의사소통에서 상대방과의 공간상의 거리나 물리적인 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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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인 전달공간론을 말한다. 예를 들면, 관리자들의 책상배치가 관료적이거나 규모가 크

게 되면 부하들과 인간적이기보다는 공식적인 관계가 강조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이 의사소

통에서는 상대방과의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의사소통 그 자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③ 억양(paralanguage):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목소리의 질이나 톤, 미소와 비아냥거림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④ 외형언어(object language): 이것은 의복이나 화장, 가구 혹은 건물 등을 포함한 물리적인 

것들이 의사소통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직업을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외양뿐만 아니라 사용될 종이의 질도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외형적인 언어가 

말로서 표현되는 것을 넘어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사소통

이 감정적인 반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그 시점을 반영하는 것

으로 상황의 이해가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둘째,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언어적인 의사소통 사이의 불일치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만약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언어적인 의사소통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이것은 정말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다시 고려해 보라는 신호이다. 때때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 정확할 수 있다. 

셋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미묘한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미소이지만 진정한 미소가 있는가 하면 가식적인 미소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인

식하는 것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림 14-1]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예 

2.3. 기술적 의사소통

전자메시지 시스템이나 WWW(world wide web), 혹은 원격회의(teleconference), 팩스 

등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람에 관계없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의사소통의 유

형들이다. 이러한 기술적 의사소통은 지속적으로 발전, 변화하고 있으며 관리자가 언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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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의사소통의 한 범주에 속

한다. 

비디오 영상기기나, 무인 응답 시스템, 폐쇄회로 텔레비전, 팩시밀리, 인터넷, 컴퓨터, 전

자메일 등은 의사소통의 새로운 기회와 유연성을 제공한다. 네트워크화된 컴퓨터는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축적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개인은 이러한 네트워크화

된 시스템을 통하여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엄청난 양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

보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4-2] 기술적 의사소통의 예

새로운 정보기술로 가능하게 된 기술적 의사소통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의사소통

(telecommuting), 전자메일(electronic mail), 화상회의(video conferencing) 등이 있다. 이

러한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으로 최근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강연회인 TED에

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의사소통하고 있다[그림 14-

3].

[그림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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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통의 방법과 정보의 질

의사소통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

근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기업의 조직 구성원들을 보통 200여 개의 메시지를 하루에 송수

신한다. 보통 50여 통의 전화를 주고받으며, 40여 개의 이메일과 우편이나 팩스, 이동전화 

등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고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방법 가운데 어떠한 의

사소통의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질과 그 복잡성에 따라 결정된다.

3.1. 의사소통의 질

의사소통의 매체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소통 방법의 질, 즉 윤택성에 따라 달라진

다. 의사소통의 윤택성은 전달되는 자료의 잠재적인 정보적재 용량이다. 정보전달 매체가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면 윤택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윤택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윤택성은 네 가지 요인에 의하여 측정된다. 첫째는 피드백으로 즉각적인 

피드백과 늦은 피드백으로 그 정도가 나누어진다. 둘째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경

로로, 정보전달이 음성과 화상이 조합되어 보내지는지 혹은 제한된 범위의 화상경로만이 사

용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셋째는 의사소통의 형태로 개인적인 의사소통인지 혹은 비개인적

인 의사소통인지의 여부이며, 넷째는 사용되는 언어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 그 

언어가 바디랭귀지인지 혹은 원래의 언어인지 혹은 숫자로 된 것들인지에 대한 것이다. 

<표 14-1>은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의사소통 매체의 윤택함을 네 가지의 요소에 따라 

평가해 두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가장 윤택한 의사소통 형태는 대면접촉이다. 이 방법은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공되며 이를 통하여 정보가 얼마나 잘 이해되었는가를 체크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은 바디랭귀지나 말의 톤과 같은 단서를 통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

의 전달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윤택성이 높은 정보전달 방법은 전화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숫자로 된 질적인 보고서나 온라인상의 비디오 화면 등은 윤택한 정

보전달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런 형태의 정보전달은 제한된 정보와 객관적인 자료만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이다.

정보의 윤택성(richness) 매 체 피드백 채 널 의사소통유    형
높     음
높음/보통
보     통
보통/낮음
낮     음

대면적
전화

개인적 서신
공식적 서신
공식적 수치

즉시적
빠름
느림

매우 느림
매우 느림

시각적＋음성적
음성적
시각적
시각적
시각적

개인적
개인적
개인적
공식적
공식적

<표 14-1> 의사소통 매체의 윤택성 

자료: R. L. Daft and R. H. Lengel, “Information Richness: A New Approach to Managerial Behavior and 

Organization Design,” in B. M. Staw and L. L. Cummings, ed.,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JAI 

Press, 1984,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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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의사소통의 복잡성

문제상황을 논의하고 자료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정보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관리자는 

매체를 문제의 복잡성에 맞추어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사업부를 축소한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상황의 한 예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은 의문과 관심,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두려움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상황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나 복잡하지 않는 상

황은 일상적이고 예견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는 통상적인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프트와 렌겔(R. L. Daft and R. H. Lengel)은 의사소통의 유효성의 단계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가장 효과적인 영역은 문제의 복잡성과 매체의 윤택성이 조화

를 이루는 영역이다. 예를 들면, 단순한 문제에 대응하여 윤택성이 낮은 의사소통 매체를 

선택한 경우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아주 복잡하다면 윤택성이 높은 방안을 선택하는 

것도 효과적인 의사소통 영역에 속한다.

 만약 개인들이 문제의 상황과 매체의 적합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나머지 두 가지 영역에 

속하게 되는데 그것은 과부하 영역(overload zone)이거나, 혹은 과단순화 영역(oversimpli 

-fication zone)이다. 과부하 영역은 매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영역이다. 

예를 들면, 매주 진행되는 회의 참석을 재차 알려주기 위하여 대면 접촉을 하는 경우이

다. 그리고 과단순화의 경우는 매체가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기

업이 다운사이징을 하기 위하여 10%의 인력을 감축하는 상황을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메

모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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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사소통의 과정

실제의 의사소통의 과정은 동태적이고 복잡하지만 의사소통의 과정을 단순화해 보면 발신

자와 메시지 그리고 수신자에 이르는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단

계로 구성된 의사소통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4-4]와 같다.

[그림 14-4] 의사소통 과정 

1. 발신자

발신자(senders)는 메시지의 창시자이다. 메시지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유발되

며 의사소통은 이러한 자극을 받은 발신자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전달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발신자는 메시지의 교환이 일어나기 전에 의도된 

의미를 언어나 제스처로 변형하여야 한다. 발신자가 어떠한 언어나 제스처로 기호화

(encoding)하는가 하는 것은 발신자의 기호화 기술과 수신자의 수신 능력과 과거의 경험이

나 교육, 그리고 해당 언어나 제스처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발신자가 선택하게 된다.

2. 메시지

기호화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메시지(message)이며 메시지는 수신자에게 의미를 전달하

기 위한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심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메디움(medium)은 이러

한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다.

3. 수신자

수신자(receiver)는 메시지가 교환되는 대상이다.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수신자가 

메시지를 받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은 없는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는 메시지의 수

신자가 한 명이지만 조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리포트는 그 수신자가 다수이다. 물론 의

도하지 아니한 수신자도 있을 수 있다. 남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는 경우나 우편물을 

읽게 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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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 받은 메시지를 해석된 메시지 형태로 바꾸는 해독작업

(decoding)을 하게 된다.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신자가 발신자의 의도에 비추어 메시지를 해독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독과정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4. 잡 음

잡음(noise)은 메시지의 교환이나 공통의 의미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의사소통 과정상의 

요인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기호화시의 단절이나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의 중단, 그리고 기호

화나 해독과정 중의 수·발신자의 피로 등이 그것이다.

5. 피드백

피드백(feedback)은 해석된 메시지에 대한 수신자의 기초적인 반응이다. 이러한 과정은 

발신자가 수신자가 되고 수신자가 발신자가 되는 과정이므로 의사소통의 과정이 반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피드백은 의사소통의 과정이 성공적이었는지의 여부를 발신자에게 알려

주는 최초의 정보이다. 이러한 피드백 과정이 없다면, 관리자는 관리자의 의사소통이 성공

적이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가 어렵게 된다. 

만약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피드백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이러한 의사소통은 일방적 의

사소통으로 불려진다. 메모나 뉴스레터, 그리고 게시물이나 방송 등은 이러한 예이다. 관리

자가 의사소통의 과정에 즉각적인 피드백 수단을 강구하지 않게 되면 의도된 메시지를 수신

자가 오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의 방법은 의사소통의 

잘못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고칠 수가 없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명시적인 피드백 과정을 가지는 의사소통은 쌍방적 의사소통(mutual 

communication)이다. 쌍방적 의사소통의 방법은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의사소통의 방법

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소통에도 의사소통의 과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조

직의 여러 계층을 거쳐 의사가 전달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것은 첫째, 조직 내의 

연쇄적인 의사소통 과정으로 말미암아 기호화와 해독과정, 혹은 잡음이 정보를 왜곡할 가능

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둘째, 부하들은 비판이 두려워 상위계층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전

달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쌍방적인 의사소통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수집을 위

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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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사소통의 장애요인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개발하는 일이

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소통이 항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표면적으로 의사소

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비교적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는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잡하며, 잡음이 끼어 들 요소가 도처에 있어서 완전한 의미와 이

해의 전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요인(communication barriers)들은 

크게 <표 1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신자와 관련된 요인, 상황과 관련된 요인, 그리고 

수신자와 관련된 요인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자.

발신자와 관련된 요인 상황과 관련된 요인 수신자와 관련된 요인

·의사소통 목적의 결여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타인에 대한 민감성 부족

·준거의 틀 차이

·발신자의 신뢰성 부족

·어의상의 문제

·정보의 과중 

·시간의 압박

·의사소통의 분위기

·비언어적 메시지

·가치판단

·선입관

·선택적 청취

·반응적 피드백의 결여

<표 14-2> 의사소통의 장애요소 유형

1. 준거의 틀

기호화와 해독과정은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각 과정은 의사소통 당사자들

의 과거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즉, 기호화는 기호화하는 사람의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그

리고 해독은 해독하는 사람의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의사소통 당사자들의 

준거의 틀(frame of reference)은 의사소통 과정의 공감대를 와해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기호화 과정과 해독과정이 유사한 준거의 틀에 의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은 실패하기 쉽

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자는 수신자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메시지는 발신자와는 무관한 수신자

의 세계관에 따라 해석되는 것이다. 즉, 의사소통에 참여한 발신자와 수신자가 공유하는 축

적된 경험의 장이 많을수록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그 공유 부분이 작을수록 의

사소통은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 발신자는 발신자의 경험의 틀 속에서 기호화하고 수신자는 

수신자의 경험의 틀 속에서 해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의 왜곡은 의사소통 참여자의 준거의 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10대들

은 그들의 부모들과는 다르게 지각하며, 총장은 교수들과 다르게 문제를 지각한다. 조직 내

의 기능이 다르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다. 마케팅 매니저는 생산담당 매니저

와 다르게 인식하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계층이나 직위의 차이도 준거의 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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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적 청취

선택적 청취(selective listening)란 새로운 정보, 특히, 그것이 그 자신의 신념과 배치되

는 새로운 정보일 때, 여기에 대한 방어벽을 가지게 되어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하여 

청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업원은 관리자들의 지시 가운데서 그 자신의 신념을 재

확인 해주는 것들만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미 숙지된 것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은 무시

되거나 이미 숙지된 것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왜곡된다는 것이다.

3. 가치판단

의사소통에 있어 수신자는 항상 가치판단(value judgements)을 하게 된다. 즉, 수신자는 

의사소통을 마치기 전에 메시지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판단은 

수신자가 발신자나 발신자와의 과거 경험에 대한 평가, 혹은 메시지의 예상된 결과에 근거

하고 있다. 

4. 원천에 대한 신뢰성

원천에 대한 신뢰(source credibility)는 수신자가 발신자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가지는 

믿음, 신용, 신의 등을 말한다. 수신자가 발신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의 수준은 수신자가 

발신자의 말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행동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부하들의 상사에 대한 평가가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상사와의 과거 경험에 좌우되는 것이다.

5. 어의문제

의사소통은 공통적인 심볼을 사용하여 정보와 이해를 교환하는 것이다. 거기에 어의문제

(semantic problems)가 발생한다. 우리는 정보를 공통적인 심볼인 단어의 형태로 정보를 

전달한다. 불행하게도 단어가 같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르면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기도 

한다.

서로 다른 집단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방해를 받게 된다. 특히 

요약된 문장이거나 기술적인 의미가 포함된 전문용어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6. 여 과

여과(filtering)는 수신자가 정보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정보를 조작하는 것으로 

상향적인 의사소통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면, 부하들은 그들의 상사들에게 호의적이

지 아니한 정보를 차단하려고 한다. 이러한 여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것은 관리

자층에게로 가는 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경영층은 상향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정보에 의거하여 업적평가와 봉급을 결정하며 승진을 결정한다. 따라서 상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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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여과의 유혹은 조직의 어느 계층에나 존재하는 것이다.

7. 집단 내부적인 언어

직업적이거나 전문적인, 혹은 사회적인 집단들이 그 구성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특별한 언어는 여러 가지의 유용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즉,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응집력,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을 높이며, 집단 내의 효과적인 의사소

통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내부적인 언어(in-group language)의 사용이 다

른 집단이나 외부의 이방인들이 관여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의사소통의 단절을 야기하게 

된다. 특히 조직 내의 집단이 이러한 언어를 정보나 이해의 전달 목적이 아니라 집단 고유

의 분위기를 전달하려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8. 지위의 차이

조직은 여러 가지의 심볼을 사용하여 위계적인의 의사소통의 갭(gap)을 크게 만드는 요인

이 된다. 이러한 지위의 차이는 계층이 낮은 자에게는 위협으로 여겨지며, 위협은 의사소통

을 왜곡하거나 방해한다. 무능력하게 보이기 싫은 이유로 상위자에게 의견을 개진하지 않기

도 하고, 질문을 하지 않기도 한다. 상위자들도 종종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위의 차이에서 오는 장벽을 높이기도 한다. 이러한 장벽은 결국 상하위자 간의 소통의 갭

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9. 근접행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요소 가운데 종종 간과되고 있는 것이 개인이 대인적인 의사소통

을 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개인의 공간의 문제이다. 이러한 근접성 및 근접행위(proxemic 

behavior)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홀(E. Hall)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은 다른 사람과 상호 작

용하면서 그들이 유지하는 네 개의 비공식적인 공간 영역을 가지고 있다. 

즉, 친밀공간(육체적인 접촉에서 18인치까지), 개인적인 공간(18인치에서 4피트), 사회적

인 공간(4에서 14피트까지), 공공공간(12피트 이상)이 그것이다. 관리자들은 자신들과 부하

들 사이에 사회적인 공간에서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며 상호의 신뢰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개인적인 공간으로 진전된다. 개인의 개인적인 공간과 친밀공간은 사적인 영역으로 초대받

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허용되지 않는 사적인 공간이다. 발신자와 수신자의 근접행위가 

서로 다르게 되면 의사소통의 장벽이 형성된다.

10. 시간의 부족

시간의 부족(time pressures)은 또 하나의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이다. 분명한 문제는 관리

자가 부하들에게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 이러한 시간의 부족은 보다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즉, 공식적인 의사소통체계에 

속한 사람을 건너뛰게 되는 소통 단계나 과정의 단축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시간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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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이러한 단축현상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때로는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채널을 따르는 그 

자체가 실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불가능하기도 하거나 많은 비용이 초래되기도 한다.

11. 의사소통의 과도

관리자가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이 효과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의사소통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러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최

근의 10여 년간은 정보의 시대나 정보의 연대로 묘사되기도 한다. 관리자들은 이러한 자료

나 정보의 홍수에 파묻혀 있다고 느끼게 된다.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의 과도(communication overload)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메시

지를 흡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은 주어지는 정보를 취사선택하게 되며 이것은 이러한 메시지의 상당 부분이 때로는 해독조

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은 결코 하나가 아니다. 이상과 같은 의

사소통의 장애요인을 정리하면 [그림 14-5]와 같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은 개인에 

속한 요인과 조직에 속한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의사소통을 개선하

고자 하는 노력 역시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조직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험의 영역

기호화전달자

경험의 영역

수신자해 독메시지

←커뮤니케이션 갭→
준거의 틀

선택적 경청

가치판단

원천에 대한 신뢰성

어의문제

여과

집단 내부적인 언어

지위 차이

근접행위

시간의 부족

의사소통의 과도

[그림 14-5] 의사소통 장애요인 

자료: James L. Gibson, John M. Ivancevich, James H. Donnelly, Jr., and Robert Konopaske, Organizations; 

Behavior, Structure, and Processes, 14th ed., McGraw-Hill, 2011, p.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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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의사소통의 개선

좋은 의사소통자가 되고자 하는 관리자는 분리된 두 가지의 일을 완성하여야 한다. 첫째

는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

달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개선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보다 나

은 기호화를 함은 물론 보다 나은 해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해되기를 바랄 뿐만 아

니라 이해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 제시한 방법들은 이러한 두 가지의 일을 

하기 위한 것들이다.

1. 사후 검토

사후 검토(following-up)란 오해를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면 언제나 의도된 바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하는 기법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의미는 

수신자의 마음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달된 것이 수신자에게 어떤 의미로 각인되었는

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보전달의 정규화

정보전달을 정규화(regulating information flow)하고 통제함으로써 관리자가 의사소통의 

과다에서 오는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정규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적절한 정보의 흐름을 정규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경영의 예외의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예외의 원칙은 정책이나 절

차로부터 심각한 괴리가 있는 것만이 상위자의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

식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상위자는 의사소통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외적인 일을 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피드백의 활용

쌍방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피드백(utilizing feedback)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이것은 의사

전달자가 보낸 메시지를 수신자가 받았는지 그리고 의도대로의 반응이 나타났는지를 알려주는 

수신자반응의 인지채널이다. 대면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향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수신자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게 되어 종

종 부정확성이 나타난다. 중요한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의사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유기적인 조직에 있어서는 상향적인 의사소통의 피드백이 보다 잘 일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

다. 그러나 상향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은 여러 다른 조직의 설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건전한 조직은 하향적인 의사소통이 비효과적인 것이 되어 감에 따라 상향적인 의사소통

을 필요로 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피드백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의사소통

을 사후 검토하는 것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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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이입

감정이입(empathy)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역할에 두고 그 사람의 관점과 감정을 가정해 

보는 능력이다. 이것은 전달자 지향이라기보다는 수신자 지향이다. 의사소통의 형태는 수신

자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에 따라 달라진다. 감정이입은 의사전달자가 수신자의 입장에서 

메시지가 어떻게 기호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알려준다. 이러한 감정이입은 위에서 살펴본 많

은 의사소통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 의사소통자와 수신자의 경험과 백그라운드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공통이해의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5. 반 복

반복(repetition)은 학습에서 인정된 원칙 중의 하나이다. 의사소통에서의 반복과 중복은 의사

소통의 일부분이 이해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부분이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신입사원에게는 동일한 기초적인 정보가 여러 형태로 제공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학신

입생들도 중복되는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반복과 중복은 의사소통 과정의 정보의 누락

을 방지하며 이해를 도와주게 된다.

6. 상호 신뢰의 확립

관리자는 시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모든 의사소통을 사후 검토할 수 없으며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때마다 상향적인 의사소통이나 피드백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하와 상사 사이

의 상호적인 신뢰와 믿음(encouraging mutual trust)이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부하들은 

상사와의 인지된 관계의 정도나 질을 스스로 평가한다. 신뢰의 분위기를 형성한 관리자는 의사

소통의 사후 검토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부하들과의 신뢰적인 분위기가 

의사소통에서 발생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에서는 상호 신뢰 분위기를 고무하기 위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7. 적절한 시간

개인은 매일매일 수많은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다. 모든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

에 메시지의 많은 부분은 해독되지도 수신되지도 않는다. 관리자는 수신자와의 의사소통이 

시도되고 있는 중에도 다른 많은 메시지들이 동시에 수신되어지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따라서 관리자가 보내는 메시지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와 버금가는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어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많은 조직은 새로운 정책이나 변화를 추구할 때, 구성원들끼리의 

집단적인 회합을 실시한다. 경영층들은 기업의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

조트(resort)에 가기도 하고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수들이 학교 외

부의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의 생활에 있어서도 적절한 전달

시간(effective timing)을 선택함으로써 의사소통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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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언어의 단순화

복잡한 언어의 사용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장애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대학생들은 쉬운 

개념을 복잡한 언어로 변화시킨 기술적인 전문용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것은 정부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관리자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정보뿐만 아니라 이해를 

동시에 잘 전달하기 위하여 언어의 단순화(simplifying language)에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수신

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의사소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9. 효과적인 청취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이해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효과적인 청취(effective listening)의 문제이다. 다른 사람으

로 하여금 진정한 느낌과 바람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만드는 것은 청취이다. 

청취기술을 높이기 위한 십계명은 듣는 것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끝이 난다. 즉, 좋은 청

취자가 되기 위한 십계명에는 말하기를 멈추어라, 대화의 상대자를 편안하게 하라, 듣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라, 불안을 제거하라, 상대자의 감정에 이입해라, 인내심을 가져라, 

화를 진정시켜라, 논쟁과 비판을 수용하라, 질문을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하기를 멈

추어라. 여기에서 보다시피 좋은 청취를 위한 처음도 말하기를 멈추는 것이고 그 끝도 말하

기를 멈추는 것이다.

이러한 지침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유용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듣고자 하는 결정이

다. 만약 의식적으로 듣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지침들은 아무런 소용

이 없는 것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잘 이해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잘 이해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이러한 원칙들이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리자의 임무 가운데 의사소통과 관련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소통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

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조직의 구성원은 서로 다른 인성, 배경, 경험, 준거의 

틀을 가지고 조직에 들어온다. 조직구조 자체도 지위관계와 계층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다

시 이것은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사소통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요약·정리하면 [그림 14-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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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영역

기호화전달자

경험의 영역

수신자해 독메시지

사후 검토

예외 원칙

감정이입

반복

상호 신뢰의 확립

적절한 시간

언어의 단순화

피드백의 활용

효과적인 청취

[그림 14-6] 의사소통 개선방법

자료: James L. Gibson, John M. Ivancevich, James H. Donnelly, Jr., and Robert Konopaske, Organizations; 

Behavior, Structure, and Processes, 14th ed., McGraw-Hill, 2011, p.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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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집단의사소통 네트워크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직접적인 연결로 이루어지지만 집단 내의 의

사소통은 여러 개의 중개점을 가지는 네트워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발신자가 보낸 메

시지는 종횡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 수신자에게 전달되며 이러한 전달경로는 하

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과업이 여러 사람의 협동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에 있어

서 관리자는 이러한 의사소통 네트워크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는 

과업집단 구성원 사이의 정보 흐름의 한 패턴으로 볼 수 있다.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의 형태가 의사소통과 과업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잘 알려진 의사소통 네트워크(communication networks)에

는 Y형, 사슬형, 원형, 바퀴형, 그리고 전체 연결형의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그 가운데 Y형과 바퀴형, 그리고 사슬형의 세 가지의 형태는 비교적 집중화된 형태이다. 

이것은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 대부분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

기 때문이다. 바퀴형 네트워크는 가장 집중화된 형태로 모든 메시지가 휠의 중심에 있는 사

람을 통하여 전달되는 형태이며, 사슬형 네트워크는 사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메시지의 

통제자로서 나타나며 조직 내의 한 사람 이상과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형

태이다. 그리고 Y형은 Y글자의 분기점에 있는 구성원이 의사소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원형과 전체 연결형의 두 네트워크는 덜 집중화된 형태이며, 여기에서는 여러 구

성원들 사이에 보다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원형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각 구성원

들이 한쪽 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마지막 네트워크인 전체 연결형 네트워크는 가장 분

산화된 네트워크로 각 구성원들이 집단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

형이다.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단순하고 일상적인 과업에 있어서는 집중화된 네트워크

가 빠르고 보다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집중화된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개인이 조정 역할을 하게 되며 그 결과 일상적인 업무의 완성을 촉진한다는 것

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다 복잡한 과업에 있어서는 분산화된 네트워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연결형 네트워크는 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업이 복잡해질수록 원형이나 전체 연결형에서와 같은 자유스러운 정보의 교환이 작업과정

을 원활히 하고 창의성을 계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사실은 각 네트워크 내에서의 집단의 사기는 과업

과 관련 없이 분산화된 네트워크에서 더 높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관리자에게는 하

나의 딜레마이다. 집중화된 네트워크는 시간이 중요시되는 과업인 경우에, 그리고 단순한 

과업의 정확한 성과달성에는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기는 그렇지 못

하였다. 복잡한 과업이 될수록 분산화 된 네트워크가 성과와 사기가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

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직에서의 과업은 복잡한 범주에 든다. 만약 과업이 상대적으

로 단순하여 보다 집중적인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요구하게 될 경우 관리자들은 부하들이 보

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이 가능한 분산적인 네트워크에서 복잡한 일을 할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각 의사소통 네트워크는 여러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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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교될 수 있으며 그 효과성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의사소통 네트

워크가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해 보면 <표 1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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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형> <사슬형> <원형> <바퀴형> <전체연결형>

<표 14-3>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비교 

     

형  태성  과 Y형 사슬형 원 형 바퀴형 전체연결형수 직 수 평
정보
전달

정 확 도
단 순 문 제
복 잡 문 제

높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낮음

높음
높음

신   속   도 빠름 빠름 느림 느림 빠름 빠름

조직
행동

문 제 해 결 속 도 빠름 빠름 느림 빠름 빠름 느림
권 력 집 중 도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구 성 원 만 족 도 - 낮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결정에 대한 수용
도 - 낮음 - 높음 중간 -

 자료: 임창희, 조직행동 2판, 학현사, 2002,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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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조직의 의사소통

조직 내의 의사소통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조직 내의 여러 부

서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이동이다. 만약 과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가 개인이나 

집단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효과성과 능률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조직 내의 의사

소통 흐름의 유형은 의사소통의 채널로 불리며 이것은 채널이 관리자와 또 다른 조직의 구

성원이 정보를 주고받는 도관(통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직의사소통의 대표적인 채널은 수직 의사소통 채널이다. 수직 의사소통은 조직계층에서 

두 계층, 혹은 그 이상의 계층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지의 교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

직 의사소통은 관리자와 부하 사이에서 이루어지거나 조직 내의 여러 계층 사이에서 일어난

다. 수직 의사소통은 상향으로나 하향으로 일어난다.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관리자들은 

그들의 의사소통 시간의 2/3 정도를 수직 의사소통에 소비하고 있다.

1. 하향 의사소통

수직의사소통 가운데 상위계층으로부터 하위계층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하향 의사소

통(downward communication)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몇 가지의 형태를 취하는데 이를 

테면, 스텝미팅, 정책에 대한 공식성명, 뉴스레터, 정보를 담은 메모, 그리고 대면적인 접촉 

등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하향 의사소통은 다음 다섯 가지 종류 중의 한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① 구체적인 작업과 관련된 직무지도, ② 둘 혹은 그 이상의 작업 사이의 관계를 설

명하는 작업설명서, ③ 조직의 절차나 실무지침서, ④ 개인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⑤ 조직 목표에 대한 사명의식과 헌신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여러 계층을 가로질러 일어나는 하향 의사소통은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 [그림 

1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경영층의 메시지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계층을 거쳐 오면서 

상실되는 양은 많아지고, 따라서 원 메시지의 왜곡 정도는 아래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심하

게 된다. 이러한 왜곡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메시지의 잘못된 전달은 발신자의 부주의,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그리고 여러 계층

의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쉽도록 메시지를 기호화하는 데의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둘째, 메

모나 매뉴얼 혹은 뉴스레터 등과 같이 수신자의 이해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가능성이 희

박한 매체를 통한 일반적인 의사소통방법의 남용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셋째, 관리자들에 

의한 고의적인, 혹은 비고의적인 정보의 조작, 스크리닝, 혹은 보류 등에 의한 고의적인 정

보의 여과에 의하여 정보의 상실이 일어나기도 한다. 의도적인 정보의 여과는 조직의 정보

를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부하들에 대한 개인적인 권력을 강화하고자 할 때 일어난다. 

하향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반복하는 방법

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향 의사소통을 통하여 피드백을 고무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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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는 정도

[그림 14-7] 조직계층에서의 메시지 상실 

자료: Don Hellriegel, Susan E. Jackson and John W. Slocum. Jr. Management 9th ed., South-Western. 2002. P447.

2. 상향 의사소통

하위계층에서 바로 위 혹은 그 이상의 계층으로 수직 의사소통이 일어날 경우 이것을 상

향 의사소통(upward communication)이라 한다. 상향 의사소통에는 차상급자와의 대면회합, 

감독자들과의 연석회의, 메모나 리포트, 제안제도, 고충처리절차, 그리고 종업원의 태도조사 

등이 포함된다. 상향 의사소통을 통하여 전파되는 정보는 전형적으로 ① 현재 작업 프로젝

트의 진척 상황, ② 해결되지 아니한 심각한 문제나 상위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 ③ 

조직이나 작업 단위에서 일어나거나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발전, ④ 개선이나 혁신에 대한 

제안, ⑤ 종업원의 태도, 사기 그리고 능률 등에 대한 것이다.

하향 의사소통을 왜곡시킨 특징과 마찬가지로 상향 의사소통도 두 가지의 이유로 어려움

을 겪게 된다. 첫째는 앞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발신자에게 유리한 정보는 상부로 전달

되기 쉬운 반면에 불리한 정보는 비록 그것이 조직에 중요하다 하더라도 차단당하기 쉽다. 

부하들은 그들의 상사가 믿기 어렵거나, 상사들이 부하들의 평가나 경력에 영향을 심각하게 

미칠 수 있거나, 상사들이 승진에 대한 강렬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여과시키게 된다. 둘째는 관리자들의 의지나 지향과 관계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

리자들은 상향적인 의사소통을 고무하기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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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대인적 의사소통

조직 내에 있어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대면이나 혹은 집단적인 회합을 통하여 의사소통

의 흐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흐름을 대인 간 의사소통이라고 하며, 직접적인 명령에서부

터 일상적인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인간의 의사소통은 관리적인 의사소통의 주된 

수단이다. 전형적인 관리자 의사소통의 3/4은 대면적인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자 할 때 일어나는 문제는 지각 차이와 대인 스타

일의 차이로 귀결된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관리자는 자신의 배경과 경험, 인성과 

준거의 틀, 그리고 태도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지각한다. 관리자는 주고받는 정보를 통하여 

환경과 관련을 맺고 환경을 배우게 된다. 관리자가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는가 하는 것은 부

분적으로는 정보의 중요한 두 전달자에 대하여 어떠한 연관을 지우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

다. 즉,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다.

1. 대인적 스타일

대인적인 스타일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어떠한 연관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대인

적 관계의 상당 부분이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대인적 스타일의 중요성을 나타내

는 것이다. 정보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완전히 그러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연관된 정보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조합이 

[그림 14-8]에 나타나 있다. [그림 14-8]은 조하리 창(Johari Window)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에 의하여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

어져 있다.

       

적고

많음

피드백
적고 많음

노
출 개방의 장

(arena)
무지의 장

(blind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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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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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장
(unknown)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

자신이 앎 자신이 모름

[그림 14-8] 대인관계 스타일 

자료: James L. Gibson, John M. Ivancevich, James H. Donnelly, Jr., and Robert Konopaske, Organizations; 

Behavior, Structure, and Processes, 14th ed., McGraw- Hill, 2011, p.447.

1.1. 개방의 장

  이 영역은 효과적인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영역으로 개방의 장이라 

부른다. 이 영역에서는 의사소통자와 수신자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

든 정보를 알고 있다. 이런 영역에서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의사소통 당사자가 동일한 느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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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가정, 기술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개방의 장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이 커질수록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1.2. 무지의 장

무지의 장은 다른 사람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으나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는 영역이다. 이

것은 자기 자신의 무지의 소산이며 핸디캡이다. 왜냐하면, 관련된 정보를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

들의 행위와 결정, 그리고 잠재력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는 데 비하여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반응과 느낌, 지각 등을 이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

인관계와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1.3. 숨겨진 장

이 장은 정보가 자신에게는 알려져 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다. 사람

들은 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며 이것이 면전회피나 겉치레가 된다. 우리들은 개인 간의 상

호관계에 잠재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정보나 자신에 대한 평가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정보는 숨기게 된다. 이러한 숨겨진 장은 무지의 장과 마찬

가지로 개방의 장을 축소시키며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큰 방해가 된다.

1.4. 미지의 장

이 영역은 관련된 정보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는 부분이다. 일반적

으로 말하여지듯이 나도 그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은 효과적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대인관계전략

[그림 14-8]은 개인이 두 가지의 전략을 사용하여 대인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전략은 노출(exposure)과 피드백(feedback)이다.

2.1. 노출

이 전략은 숨겨진 장을 줄임으로써 개방의 장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

과의 정보공유를 위한 보다 정직하고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정보

를 알려주는 과정을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때로는 그로 인하여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자신의 느낌을 솔직히 말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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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피드백

자신이 이해하거나 알지 못할 때,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의사소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무지의 장을 줄여 개방의 장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피드백을 사용하느냐의 여부는 개인의 들으려는 의지와 줄려고 하는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출에 대한 의사결정은 개인 스스로 내릴 수 있으나 피드백에 대한 의사결정은 상대성

이 있어 혼자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출은 의사소통자 자신의 활동적인 행위와 

수동적인 청취가 필요하지만, 피드백은 그와는 달리 다른 사람과의 활동적인 협력에 달려있다.

3. 관리 유형

관리자의 일상적인 활동은 효과적인 대인적 의사소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관리자는 

정보를 제공하고, 명령과 지침을 하달하며, 영향을 미치고 설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다. 따라서 관리자가 의사소통의 수신자나 발신자로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가 하는 것이 

효과적인 성과달성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론적으로 관리자는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통이해의 영역인 개방의 장을 

노출과 피드백 모두를 사용하여 넓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관리자가 노출이나 피드백을 사용하고자 하는 데는 능력과 의지가 서로 다르기 마련이다. 

여기에서는 전형적인 네 가지의 형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3.1. A형

노출이나 피드백 그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으려는 관리자를 일컫는다. 이러한 형태의 관

리자는 그 자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식도 넓히려고 하지 않기 때문

에 미지의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형태의 관리자는 적대감과 불안감을 자아

내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냉담하고 초연하다. 중요한 위치에 이러한 관리자가 많이 포진하

는 조직은 의사소통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개인의 창의력을 활용하지 못한다. A형의 관리자

는 전제적인 리더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3.2. B형

어떤 관리자들은 그들의 부하들과 어느 정도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개성과 태도 때문에 개방적이거나 그들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할 수 없다. 그

들은 노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피드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관리자가 노출을 사용하

지 않고 피드백만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숨겨진 장이 대부분을 차지

하게 된다. 부하들은 이러한 상사들이 무언가 의견과 주장을 숨기고 있다고 여겨 신뢰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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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형

자신의 아이디어와 견해를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그것은 평가하지 

않는 관리자는 피드백을 사용하지 않고 노출을 사용하는 관리자이다. 이러한 형태의 결과는 무

지의 장을 넓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부하들은 시간이 감에 따라 그들의 상사들이 진정한 

의사소통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관리자들은 적대적이고 

불안하고 원망하는 부하들을 거느리게 된다.

3.4. D형

가장 효과적인 대인의사소통의 유형은 노출과 피드백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확고한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관리자는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노출시키며 상대방으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아들인다. 관리자가 이러한 D형의 행위를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 개방의 장이 넓어지

며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대인스타일의 유형은 대인 의사소통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

다. 대인 의사소통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은 관리자가 가진 노출과 피드백에 대한 태도이

다. 가장 효과적인 형태는 D형이며, A, B, C형 모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조직의 성과를 

방해하는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대인 의사소통의 관리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4-4>와 같다.

<표 14-4> 대인적 의사소통 관리 유형 

노  출 피드백 특    징
Johari창 

형태

커뮤니케이션 

상태

A 형
사용

안함

사용

안함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과 

타인에게 알려진 부분을 

확장시키지 않음

미지의 장 비효율적

B 형
사용

안함
사    용

자기의 표현이 없으며, 

묵인적(permissive)리더 

부하들의 불신임

숨겨진 장 종종 비효율적

C 형 사용
사용

안함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견에만 관심

부하들의 불신임, 적대심

무지의 장 종종 비효율적

D 형 사용 사    용
자기노출과 피드백의 균형

상호 간의 신뢰
개방의 장 가장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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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정보의 소통방식이 이메일에서 SNS로 변화하고 있다. SNS 사용자 수는 2009년 7월부터 

이메일 사용자 수를 추월하는 등 그 위상이 확고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SNS 업체들

도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기업으로 2010년에 가입자 수가 5억 명을 넘

은 페이스북을 들 수 있다. 페이스북은 그간 인터넷 서비스업체 중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구들(구글)을 2009년 말부터 월간 방문자 수에서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점점 더 격차

를 늘리고 있다. 스마트폰 용 앱스토에서도 페이스북의 인기는 독보적인데, 페이스북의 매

출이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신사업을 발굴하고 전개

하는 데 있어 모범적인 행보를 볼 수 있다. 특히, 페이스북은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1) 변화

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용하였고,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2) 기존 서비스의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었다. 기존의 SNS 서

비스들이 친분 교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여 대화 형태를 강

조한 서비스를 제고하였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원활한 접속을 유지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

발하였다. 그리고 3) 스마트한 비지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했

다. 특히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소셜 게임과 소셜 쇼핑으로부터 영역

을 넓히며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하였다.

페이스북은 인터넷 검색 방식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로 ‘Open Graphic Search’ 기법을 적용한 시맨틱 검색이다. 시맨틱 검색은 기존의 ‘양’ 

중심의 검색방식을 ‘적합성’ 중심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더 쉽고 정

확하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다.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시맨틱 검색에 대한 연구는 

페이스북의 성장과 함께 축적된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전되고 있다.

모바일 통신으로 더욱 편리해진 SNS는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며 뉴스를 비롯한 다른 어떤 매체보다 강

력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SNS가 지향하는 미래는 장벽과 

비밀이 없고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의미를 가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이다. 이는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에게는 

융복합적인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페이스북의 성공요소와 발전과정을 통해 시대

를 앞서 개척하는 창의적인 기업의 도전 정신을 엿볼 수 있다.

 

<SERI 경영 노트, 소통방식의 변화를 주도하는 페이스북, 

2010년 10월 07일>

소셜 네트워크는 ‘현대판 관세음보살’

불가(佛家)에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은 세상보든 사람의 어려움을 굽어 살피는 부처라

읽을거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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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관세음’의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세상의 소리를 보다’라는 뜻이다. 왜 소리를 

듣지 않고 ‘보다’라고 했을까. 그 깊은 뜻을 헤아리기 어렵지만, 수많은 사람의 소리를 동시

에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이해가 더 쉽고 빠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다. 

3,000년 전 부처가 던졌던 이 ‘관세음’의 화두를 정보기술(IT) 발전 덕에 최근에야 깨우쳤

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온 세상 사람이 동시에 소리치는 것을 시시각각 보고 있

지 않은가.

소셜 네트워크를 선도하는 페이스북·트위터 등에 가입한 세계인은 줄잡아 6억 명이 넘는

다. 그러나 숫자의 위력보다 더 막강한 것은 가입자들끼리 공유하는 ‘연결성’의 파워다. 대

부분의 가입자는 ‘친구’ 또는 ‘팔로어’(follower)를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씩 갖고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처럼 수십만 명의 팔로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 

친구관계는 옆으로 또한 위아래로 계속 연결돼 핵의 연쇄반응처럼 빠른 속도로 확장된다. 

소셜 네트워크가 그토록 짧은 시간에 수억 명의 가입자를 갖게 된 이유다. 이런 ‘관계의 연

결성’은 강한 ‘전염성’과 곧바로 연결된다. 세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뉴스나 이슈는 거의 동

시에 전체 가입자들에게 퍼져간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지진 사태를 TV보다 빨리 동

영상으로 볼 수 있고 연평도 민간인 마을에 포탄을 퍼부은 북의 도발에 분노하는 국민의 소

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그야말로 지구촌 구석구석에 사는 사람들의 ‘소리’를 이제 한

눈에 ‘읽고 보게’ 된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가 갖는 또 하나의 힘은 그 관계의 특수성이다. 네트워크상에서 수억 명이 

서로 친구의 친구, 팔로어의 팔로어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공통 관심사에 대한 

그루핑(grouping)이 형성된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든, 희귀병을 앓는 사람들이든 그

들만의 리그, 곧 또 하나의 특수한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위치정보

가 더해지면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린다. 나와 특수한 관계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여행지 정보를 주고받거나 직접 만나는 등 시간과 공간이 어우러진 다

차원의 새 통신수단이 탄생할 것이다. 기존의 것이 ‘대화형 통신’이었다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제2의 통신은 ‘관계형 통신’이라 말할 수 있겠다.

관계형 통신은 소셜 미디어가 탄생하는 모태가 된다. 어떤 이슈가 생겨났을 때 그 이해관

계자들이 모이면 순식간에 하나의 거대한 토론장으로 형성된다. 많은 사람이 실시간으로 정

보를 무료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서 얻는 데이터들은 인위적으로 생성된 그 어떤 것보다 가

치 있다. 소셜 미디어가 주는 이런 객관적 통찰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이나 고객의 의견을 

듣고, 그 채널을 통해 적극적 소통을 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향후 이런 소셜 미디

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뽑아내는 새로운 분석기법들이 생겨나면 국민 여론이 어느 방향으

로 가는지, 고객의 생각은 어떤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이다.

흥미로운 것은, 세상은 바야흐로 급속히 ‘연결된 사회’로 가고 있으나 개개인의 내부는 진

정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무한히 확산되는 새로운 관계들은 오히려 우리

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관계의 외연과 자아의 내면은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소셜 

네트워크가 더 진화된 ‘제3의 통신’은 다시 ‘나’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중앙일보, 201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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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대 특성과 조직관리 방안  <SERI, 2011년 2월 23일>
: 신세대의 특성 BRAVO

<What is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full version), Matt Koschmann, 

www.youtube.com, 2012>

<Sherry Turkle: Connected, but alone?,

 www.ted.com, 2012>

 숫자로 본 기업과 경영

조직의 단계별 메시지 전달률
￭ 최고경영층의 이해도: 100%
￭ 부사장급의 이해도: 66%
￭ 부서장급의 이해도: 56%
￭ 공장 책임자의 이해도: 40%
￭ 공장 조장의 이해도: 30%
￭ 공장 작업자의 이해도: 20%

기업에서 개인들이 하는 업무는 사실 끝이 없다. 그리고 구성원 개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또한 해 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일의 우선순위가 상사의 생각과 맞지 않고, 상사가 지시한 

목표와 일치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과가 산출되거나 보고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필자

가 사내 커뮤니케이션의 전략 수립을 위하여 2006년 초에 조직의 단계별 메시지 전달률을 

조사해 본 적이 있다. 예상한 대로 메시지 전달률은 조직 구성상 하위 단계로 내려오면서 

아래와 같이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메시지 전달률은 특별히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심각한 기업의 예가 아니라, 일반

적인 기업의 평균 수준이다. 최고경영자의 위치에서는 과연 20%의 세시지만 전달 받고 도

대체 어떠한 업무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기업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수많은 

볼거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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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쏟아낸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을 실무 최일선까지 전달하는 데는 관심을 소홀히 했

던 것이 사실이다.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의 존립 근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최고경영진의 이해도를 100%로 봤을 때 공장 작업자의 이해도를 20%가 아닌 

100%로 끌어올려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는 것이다. 조직이 크든 작든 간에 사내 커

뮤니케이션을 계획할 때에도 이와 같은 목표를 가장 큰 고려 사항으로 두고 시작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2.0, 박찬도 지음, 2009>

굿 윌 헌팅(1998)
그의 생애 처음으로 인생의 등대를 만난다! | 두 남자가 열어가는 감동의 세상

윌 헌팅(Will Hunting: 매트 데이몬 분)은 20년을 살아오면서 

누구의 간섭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한 그도 결코 우습게 상

대하지 못할 인생의 스승을 만나게 된다. 보스톤 남쪽의 빈민 거

주 지역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계층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윌은 

비천한 일을 살며 산다. 윌은 MIT 공대에서 교실 바닥 청소 일을 

할 때 말곤 대학교 정문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러나 노벨상

을 수상한 교수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어려운 문제들을 싱거울 

정도로 간단하게 풀어버린다. 그러나 그토록 머리가 비상한 윌도 

어쩌지 못 하는 게 한 가지 있다.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윌은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윌의 유일한 희망은 심리한 

교수인 숀 맥과이어(Sean McGuire: 로빈 윌리암스)이다. 숀은 윌

이 가진 내면의 아픔에 깊은 애정을 갖고 관찰하면서 윌에게 인생과 투쟁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 준다.

   1.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의사소통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2.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문화권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자료를 모아보자.

   3. 의사소통 과정에서 내가 주로 잘못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4. 선택적 청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자.

   5. 상사와 의사소통하기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

생각거리

추천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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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인적 의사소통에서 주위 사람들의 대인관계 스타일을 이야기해 보자.

   7. 상대방의 의사를 잘 청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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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계의 의의

 1. 회계의 정의

경영을 한다는 말은 크게 네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기업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계획(planning)하는 활동이다. 둘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금, 

기계, 원재료, 사람 등과 같은 다양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두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직(organizing) 활동이다. 셋째, 종업원들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상호 협

력하도록 이끄는 지휘(leading) 활동이다. 마지막은 계획대로 잘되었는지를 조사하고 감독하

는 통제(controlling) 활동이다. 이를 간략하게 줄인다면 경영이란 계획(plan)하고 실행(do)

하고 통제(see)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기업의 언어로 사용되는 것은 숫자이다. 예를 들어 우

리는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흔히 볼 수 있다. “LG그룹은 2010년 매출 목표를 전년

보다 8% 높은 135조로 잡았고, R&D 투자에 지난해 11조 7천억 원보다 28% 증가한 15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약 40억 달러 상당의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수주해 업

계 1위에 오른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를 10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하여 매출 12조 

4,000억 원과 영업이익 1조 원 이상 목표를 세웠다.” “중국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이 제조

원가를 낮췄다.” 여기에 나오는 매출, 투자, 제조원가는 기업의 활동을 나타내는 말로 숫자

로 표현된다. 

기업에서 사용되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업이 원재료를 사고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팔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나누어주며, 정부에 세금을 내는 등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

에는 수입과 지출이 따른다. 즉, 기업의 활동에는 돈의 흐름이 뒤따르는 데 이를 기록하면

서부터 시작된다.

개인의 경우 수입과 지출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가계부 정도 이외에는 별도의 기록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은 원재료를 사고 제품을 파는 거래처도 많고 외상도 하며 은행으

로부터 몇 년간 돈을 빌리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갚아야 할 

빚은 없는지, 어제 얼마를 팔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돈의 흐

름, 즉 재무적 정보를 모두 기록해야만 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병원, 정부기관 

등 비영리조직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에는 이처럼 회계를 재무적 성격을 가진 거래나 사건을 식별한 후 기록하고 기록을 

의미 있는 방법으로 분류·요약하고 정리하는 기술을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회계

는 단순한 장부기장(book-keeping)이 아니라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회계정보를 이용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회계학회(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는 회계를 하나의 정보 시스템으로 보고 회계(accounting)를 정보이용자가 합

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측정·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림 15-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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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회계의 정의

2. 회계의 사회적 기능

주식투자자는 주식의 매수, 매도, 보유를 결정하는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 회계정보를 

이용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은 투자이익과 위험을 평가하는 데 회계정보를 이용한다. 

이처럼 회계정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 줌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

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결과

를 가져오게 함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회계는 생산성이나 효율성 등 경영상 필요한 여러 기준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영계획과 통제에 필요로 하게 된다. 경영 활동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이 임금협약 등 노조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회계가 필요하며,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거

나 공공요금을 책정할 때도 회계정보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는 

합리적인 사회적 통제 기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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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계의 분류

 회계정보는 경영자에서부터 투자자, 채권자, 정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회

계정보가 보다 더 유용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

야만 한다. 회계정보이용자는 경영자와 관리자 등의 내부 이용자와 채권자, 투자자, 정부 등 

외부이용자가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회계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재무회계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는 외부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이다. 외

부 이용자들은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와 관련된 회계정보를 필

요로 하고 있다.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장정도 등을 나타내며 

주주, 경영자, 종업원, 채권자, 노동조합, 고객, 공급자, 정부기관, 일반 대중 등 누구에게나 

제공된다. 

2. 관리회계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는 조직의 내부자원을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이다. 관리회계에서 나오는 재무정보나 분석

은 조직 내부관계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서로 다르며 재무회계

보다 더욱 다양하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생산, 마

케팅, 통제 등 경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회계정보가 관리회계가 된다. 관리회계는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회계까지 포함하고 있으

며 이를 원가관리회계라고 말하기도 한다.

3. 세무회계

세무회계(tax accounting)는 정부기관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이다. 일반적으로 외부 이용자에게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회계와 정부기관을 위한 세무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는 않는다. 세무

회계는 기업에서 작성한 재무회계와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4. 비영리회계

비영리회계(not-for-profit accounting)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을 위한 

회계이다. 정부기관, 병원, 학교, 자선단체 등에서 비영리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기관이 세

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기부 받은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근본적으로 영리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주나 소유자라는 한정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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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정부나 비영리단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하

다.

5. 회계감사

회계감사(auditing)는 재무제표를 비롯한 회계정보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평

가하는 일을 말한다. 기업 자체적으로도 회계절차와 재정상태가 틀림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내

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반드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만 하는 기업도 있다. 외감법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기업의 내부감사인과는 별도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의 감사인이 행하

는 외부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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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무제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란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재무적 정보를 전

달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표현한 보고서이다. 기업의 재무상태는 기업이 보유

한 경제적 자원, 자원의 유동성과 지급 능력,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나타내주기 때문

에 회계정보로서 매우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정태적인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수익성에 관한 정보도 나타내고 있다. 

수익성에 정보는 경제적 자원의 잠재적인 변동 가능성을 평가하여 기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경제적 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는 1년과 같은 일정한 회계기간을 기

준으로 기업의 영업 활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상태에 관

한 대부분의 정보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며, 수익성과 성과에 관한 정보는 포괄손익계산서

에 나타난다. 그리고 회계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기업에서 일어난 재무

상태와 변동사항을 나타내고 경영자의 수탁책임 결과까지 보여준다.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들

은 하나의 거래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재무제표

만으로는 원하는 회계정보를 획득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성과에 대한 회계

정보를 알기 위해서 포괄손익계산서만을 보는 것보다는 재무상태표나 재무상태변동표를 동

시에 이용하는 편이 보다 완전한 회계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재무제표는 다양한 회계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노동조합, 종업원, 거래처, 채권

자, 고객, 정부, 일반대중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이용자들이 각자의 목적의 이루기 위해 회계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1. 재무제표 이용자

투자자는 매수, 보유 또는 매도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의 내재된 위험과 잠재적인 

수익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이용한다. 종업원과 노동조합은 그들을 고

용하고 있는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파악하여 보수, 퇴직급여 및 고용기회 제공 능력 등

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얻는다. 주주나 소유주 또한 기업의 배당 능력

을 파악할 때 재무제표를 활용한다.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과 같은 대여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가 최우선 관심사항이다. 이와 비슷하게 채권자도 지급기일 내에 자금을 회수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규제

하고 조세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필요로 한다. 기업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

성, 국가경쟁력 향상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도 기업의 성

장과 활동범위에 대한 추세와 현황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이용한다. 

재무제표만으로 이처럼 다양한 회계정보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공

통으로 필요한 회계정보는 존재한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기업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과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에 대한 내용이다. 재무제표의 의미를 이해하고 회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

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되기 위해서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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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는 특정시점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재무보고서라 할 수 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과 지급 능력, 영업 환경 

변화 적응력 등은 재무상태표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시점의 능력을 담아 놓

은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다. 지급 능력에 대한 회계정보는 만기가 도래한 대출, 어음 등 금융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유동성은 가까운 미래기간(보통 1년)을 기준으로 그 기간 안

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는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금융자산, 재고자산, 매출

채권, 생물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입채무, 충당부채, 금융부채 등이다. <표 15-1>은 

재무상태표로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

한다.

자산 = 부채 + 자본

2.1. 자산

자산(asset)은 과거의 거래나 경제적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획득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

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말한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미래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

로 전환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현금, 토지, 건물 등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특허권이나 상표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존재한다. 자산을 보다 단순히 말

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산은 유동성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유동자산은 주로 단기매

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며,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거나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보통 1년) 내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말한다. 

2.2. 부채

부채(liabilities)의 엄밀한 정의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다. 즉,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시점에서 상환해야 할 의

무가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대금을 지불해

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외상매입금이라고 기록한다. 기업이 특정일에 상환하기로 약속한 

어음 또한 부채이다. 자산과 마찬가지로 부채도 유동성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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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본

자본(capital)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며 이를 소유주지분(owner's equity) 또는 

순자산이라고 한다.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자본의 규모가 달라

질 수 있다. 자본에는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과 이익잉여금 등을 표시하며 자산에 대한 청구

권이라고 볼 수 있다.

3.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는 일정한 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

성과에 대한 회계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로 <표 15-2>와 같다.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는 주

로 재무상태표를 통해 제공되며,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성과에 관한 정보는 주로 포괄손익

계산서에 나타난다.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들은 수익, 금융원가, 기타수익, 물류원가, 법인세 등이 있으며 수

익과 비용을 원천적으로 분리하여 표시하고 있다. 이는 수익이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창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표 15-2> 포괄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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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익

수익(revenues)은 상품판매 및 기업의 주요한 영업 활동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

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인하여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적 효익을 말한다. 

수익은 매출, 이자수익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우연적인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는 차익과는 차이가 있다. 어느 날 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평가하

니 구매했던 당시의 환율과의 차이로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수익이 아닌 차익으

로 보게 된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우발적인 이득을 하나의 개념으로 적용시킨다면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창출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부정확한 측정은 결

국 이해관계자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득에 따른 차익

을 포괄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 수익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3.2. 비용

비용(expenses)은 상품판매 및 기업의 주요한 영업 활동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

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제적 효익을 뜻한다. 

기업의 정상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매출원가, 급여 등이다. 비용은 일반적

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과 같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모의 형태로 

나타난다. 

차손은 차익과 마찬가지로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는 그 밖의 항목으로 기업의 정상영업 활

동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다. 차손도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나타내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비용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에서는 차손을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아니한다. 

차손은 화재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나 비유동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한다. 또한 비용은 외화

차입금과 관련된 환율의 상승으로 발생하는 미실현손실도 포함한다. 차손은 포괄손익계산서

에 구분하여 표시하는데 이는 의사결정자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차손은 흔히 관련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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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회계원칙 및 가정

1. 역사적 원가의 원칙

역사적 원가의 원칙(historical cost principle)은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는 모두 발생한 시

점의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에서 토지를 100만 원에 구입하

는 날 회계장부상 그 토지는 100만 원으로 기록된다. 1년 후 토지의 가격이 500만 원으로 

올랐더라도 회계장부에 400만 원을 올리지 않고 구입했던 가격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

는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그 토지를 구입했다면 물가나 이자 등이 변동하더라도 원금 

100만 원을 그대로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처럼 역사적 원가의 원칙은 취득원가의 원칙

이라고도 할 수 있다. 회계에서 물가상승처럼 현재의 변동요소들을 배제하고 과거의 역사적 

원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회계정보의 객관적인 검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신뢰성의 

증대 때문이다.

2. 수익인식의 원칙

1년을 한 기간으로 수익을 측정하는 기업에서 2010년 12월 31일 구두로 100만 원을 받

기로 하고 상품을 거래처에 넘겼다면 이때의 100 만원은 2010년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

을까? 회계에서 수익을 인식할 때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언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의 이익이 달리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익은 실현요건과 발생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인식한다. 실현요건은 수익

이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뜻이며 발생요건은 수익창출 활동을 위하여 대부분

의 노력을 다했다는 의미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맞을 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상품의 판매시점은 명확한 수익 인식시점이지만 수익은 여러 가지 거래에 의하여 나타나

게 되므로 모든 경우에 다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단일의 법칙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오

늘날 회계실무에서는 수익이 실현되었다고 인정되는 몇 가지 지침을 마련해 놓고 그에 따라 

수익을 인식·측정하고 있다.

3.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쉽게 생각해 보면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한 수익과 비용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는 1년, 반기, 분기처럼 일정 기간을 두고 작성이 

되지만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본 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손

익계산서에 나타난 100원의 이익은 실제로 현금이 100원을 벌었다는 뜻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10년 태영상회가 거래처에 물건을 외상으로 10년 후에 돈을 받기로 하고 

제품을 팔아 100만 원의 매출이 생겼을 때, 손익계산서 상에는 매출이 100만 원으로 기록

된다. 돈은 10년 후에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없이 매출은 제품을 판매한 시점에서 기록을 

한다. 현금이 오고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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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태영상회가 10년 후 100만 원을 주거나 혹은 10

년 전 미리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2010년도에 매출로 기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발생주의의 원칙이라고 한다. 

발생주의의 원칙은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시점과 관계없이 거래와 같은 특정한 사건

이 발생한 기간에 사건을 장부에 기록한다. 재무제표는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발생기

준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발생기준에서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영향을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수취나 지급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며 해당 기간의 장부에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발생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는 현금의 수지를 수반한 과거

의 거래뿐만 아니라 미래에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와 현금의 수취가 기대되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재무제표는 과거의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대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가장 유용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앞으로의 이자를 미리 지불하였을 때 지불된 이자 중의 2010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다음 해인 2011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기손익으로 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비롯한 재무제표는 현금을 주고

받지 않는 거래와 미래에 현금이 들어올지 나갈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기업

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반대의 개념으로 현금주의의 원칙이 있다. 현금주의는 회계기간 중 실제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오고간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을 장부에 기록하므로 현금의 유출입시점과 금

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금기준을 따르게 되면 기업들이 의도적

으로 현금을 주고받는 시점을 조정하여 회계기간의 손익을 조작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와 

같은 현금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4. 계속기업의 원칙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

라는 가정하에 작성된다. 따라서 기업은 그 경영 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

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을 적용하며, 만약 이러한 의도나 필요성이 있다면 재무

제표는 계속기업을 가정한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한 기준은 별도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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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비율
비    율 공   식 의         미

유
동
성
비
율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단기부채에 대한 지급 능력을

조사

당좌비율
유동자산-재고자산

유동부채

단기적인 유동성에 직면할 때
부채 감당 능력조사

레
버
리
지
비
율

부채비율 총부채총자산
총자본을 구성하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

고정비율 고정자산자기자본
자기자본이 고정자산에 투자된

정도

이자(재무비)

보상율
영업이익총이자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상회하는 정도

활
동
성
비
율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총자산
수익을 위해 투입된 자산의

효과적 활용 정도

고정자산회전율
매출액고정자산 고정자산의 활용 정도를 측정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액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활용 정도를 측정

수
익
성
비
율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순이익총매출액

다수의 제품이 창출하는 이익을

확인

총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총자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효율성

측정

<표 15-3> 재무비율 분석

Ⅴ. 재무제표를 이용한 경영분석방법

경영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다. 회계정보를 이

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비율분석이 있다. 비율분석(ratio analysis)은 재무제표에 나타난 

자료를 사용하여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법이다. 즉, 재무제표상의 항목들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비율을 산출하고 재무적인 통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무제표 상에 나타난 절대적인 수치를 다른 기업의 수치들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가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10억 이익은 매우 높은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수익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

인 지표가 필요하며 비율분석은 비교를 위하여 상대적인 지표를 비율로 요약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율은 기업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성과를 상대적 평가를 가

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율분석은 재무제표상의 항목들 간의 비율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

러한 비율은 특정 항목에 대한 당해 항목의 비율, 즉 백분율로 측정된다. 비율분석에서 사

용되는 지표는 다양하지만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유동성 비율, 활동성 비율, 레버리지 비

율, 그리고 수익성 비율이 있으며 <표 1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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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성 비율

유동성 비율(liquidity ratio)은 기업이 단기부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

로 대표적인 지표로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있다.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

의 비율이다. 이 비율은 유동성 분석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왔다. 보통 이 비율이 

2.00 이상이면 만족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당좌비율은 처분하기 어려운 재고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의 부채를 지불할 수 있는 능

력을 나타낸다. 즉,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화 기간이 긴 재고자산을 제외한 당좌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것으로 이는 기업의 단기 채무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통 이 비율은 

1.00이 넘으면 만족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2. 레버리지 비율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은 기업의 자본구조인 부채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세 가지의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부채상환의 안정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 이 지표를 통하여 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레버리지 

비율은 재무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자산의 수익률이 부채에 대한 이자율 보다 

높게 될 때, 자기자본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확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보통 재무레버

리지 효과라 부른다. 셋째는 재무위험의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는 기업의 수익률 변동

이 발생하게 될 때, 보다 많은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주주가 얻게 될 수익률의 변동인 위

험은 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레버리지 비율로 흔히 사용되는 지표로는 부채비율과 고정비율, 그리고 이자(재무비용)보

상률이 있다. 부채비율은 총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을 말하는 것

으로 타인자본에는 유동부채, 장기차입금, 사채 등이 있으며 자기자본에는 보통주, 유보이

익, 자본준비금 등이 있다. 보통 이 비율은 1.00 이하인 것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된다. 

고정비율은 고정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자기자본이 고정자산에 얼마나 투자되

어 사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고정자산은 지속적으로 사용될 자산이므로 가급

적 자기자본에서 조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표 역시 보통 1.00 이하가 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자보상률은 기업의 이익을 매년 지급해야 할 금융비용과 비교한 것으로 타인자본의 사

용으로 발생된 비용이 어느 정도 기업의 부담이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를 통

하여 법인세 지급 전 이익이 지급이자의 몇 배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3. 활동성 비율

 활동성 비율(activity ratio)은 기업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

표이다. 이와 같은 활동성은 주로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회전율에 의하여 측정된다. 활동성

을 나타내는 비율로는 총자산 회전율, 고정자산 회전율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이 있다. 총

자산 회전율은 총자산에 대한 연간의 매출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연간 매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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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의 몇 배에 해당하는지, 즉 기업이 얼마나 활동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다. 그리고 고정자산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은 각각 고정자산의 이용도와 재고자산의 현

금화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보통 고정자산 회전율의 경우에는 4.00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

율의 경우에는 그 지표가 8.00 이상일 때 만족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4. 수익성 비율

수익성은 기업의 전략과 경영 활동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자본의 투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에서 열거

한 지표들이 부분적인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수익성과 관련된 비율(profitability 

ratio)은 종합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투자된 자본은 재무제표상의 부채와 자기자본 그리고 총자산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얻어진 

이익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으로 표시되게 된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성이며 이는 

기업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한 자료이다. 이러한 기업의 수익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된

다. 첫째는 이익이 창출된 과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기업의 수익을 생산과 매출액에 비해 

본 매출액 수익률이며, 둘째는 투입된 자본에 비하여 본 지표들로서 자본제공자들의 투입자

본과 그들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대비하여 측정한 투자이익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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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순익 부풀리기 극성…금감원 “회계감독 강화”

기업들의 자산이나 순익 부풀리기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감리 등을 실시

한 건수는 총 234건으로 전년(283건) 대비 17.3%, 건수로는 49건 가량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상장기업의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지적받은 

건수가 46건으로 전체 지적건수(90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09년 감리 지적 유형(상장·비상장기업)> (단위 : 원)
유형별 구분 2009 2008 2007

A. 당기손익,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46 57 75

 - 매출채권, 매출 과대(소)계상 7 6 8

 - 재고자산, 매출원가 과대I(소)계상 5 3 5

 -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11 13 18

 -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7 10 15

B. 자산·부채 과대 계상 등 10 9 16

 - 자산·부채 과대(소) 계상 6 1 8

 - 매출·매입 과대(소) 계상 4 8 8

C. 주석 미기재 20 9 12

 -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11 5 4

 - 기타 주석 미기재 6 0 1

D. 계정과목 분류 오류 등 6 7 8

E. 회계지눙에의 관련 법규 위반사항 8 2 4

합       계 90 84 115

* 감리건별로 지적 유형이 2 이상인 경우 지적 유형별로 각각 계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채권을 부풀리거나 줄여 지적을 받은 건수가 7건이며, 재고자산

이나 기타 자산은 과대계상하거나 과소계상 한 건수가 각각 5건과 11건 등이었다. 주석을 

기재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건수가 20건으로 직전해(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한

계기업들이 특수관계인에 빌려주거나 빌린 돈을 기재하지 않은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밖에 회계기준 이외의 관련법규 위반사항과 관련해 8건이 지적을 받았다. 이는 감사인

의 독립성이 떨어지거나 회계분식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결과라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회계분식이나 부풀린 외부평가를 이용한 회계분

식 등을 막기 위해 회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2010년 01월 26일>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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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at is Accounting?, 

Accounting WITT, www.youtube.com, 2012>

    <‘Bill Gates: How state budgets are breaking US 

schools’, www.ted.com, 2011>

 숫자로 본 기업과 경영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수
연도별 합격자 현황 (단위: 명)

연도
1 차 시 험 2 차 시 험 3 차 시 험

출원자 응시자 합격자 출원자 응시자 합격자 출원자 응시자 합격자
’84 5,686 4,814 591 591 573 187 200 190 92
’85 5,987 5,254 416 416 408 85 250 234 130
’86 6,293 5,476 552 552 545 257 295 279 153
’87 5,647 4,948 374 374 363 169 221 201 130
’88 4,788 4,155 839 839 816 240 333 313 193
’89 4,268 3,770 167 167 167 112 321 291 194
’90 4,175 3,782 421 832 798 502
’91 4,261 3,853 446 784 732 325
’92 5,349 4,838 522 915 862 266
’93 7,130 6,394 613 1,071 1,009 287
’94 8,658 7,828 700 1,249 1,149 286
’95 9,429 8,430 795 1,429 1,329 282
’96 11,040 9,838 840 1,586 1,477 356
’97 12,348 10,892 959 1,727 1,617 453
’98 14,560 13,185 1,224 2,027 1,928 511
’99 17,112 15,406 1,376 2,477 2,314 505
’00 16,014 13,980 1,331 2,678 2,502 555
’01 13,623 12,047 1,706 2,963 2,827 1,014
’02 15,460 13,466 1,800 3,251 3,005 1,006
’03 14,565 12,596 2,036 3,600 3,325 1,003
’04 12,897 10,806 2,443 4,124 3,775 1,001
’05 10,052 8,912 1,109 3,141 2,931 1,004
’06 9,008 7,936 1,539 2,421 2,252 1,007
’07 4,444 4,138 1,847 2,825 2,706 830
’08 6,234 5,734 1,806 3,163 3,053 1,040
’09 9,102 8,431 1,922 3,256 3,173 936
’10 11,956 11,103 1,275 2,835 2,736 953

  <금융감독원 >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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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에서 회계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2. 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찾아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3. 동일한 업종의 두 기업에 대해서 재무비율분석을 하고 비교하여 보자.

           

  4. 기업윤리와 연계하여 회계 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해 보자.

               

  5. 분식회계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자.

             

생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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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제의 의미 

성공적인 경영은 계획에서 통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달성될 수 있

다. 통제(controlling)는 경영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다. 통제는 계획에서 설정된 목표들이 실

제의 결과와 일치하는가를 분석하고 수정조치를 취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통제의 정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제는 관리자가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과 실제 일어나

고 있는 성과를 비교하며, 필요한 경우에 교정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직의 성과는 인간행동에 달려 있기 때문에 통제는 대부분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통제는 필요한 행

위를 진작시키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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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제의 필요성 

통제와 완전히 무관한 조직은 상상하기 어렵다. 조직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

제가 필수 불가결하다. 오늘날 통제는 과거와는 달리 보다 중요한 관리과정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통제가 중요시되는 이유로는 조직 환경의 변화와 복잡성의 증대, 구성원 실수의 

심각성, 그리고 권한의 위양을 들 수 있다.

1. 조직 환경의 변화

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중요시되는 주된 이유로 조직의 환경 변화(environmental 

changes)를 들 수 있다. 오늘날의 기업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즉, 

아무리 안정적인 환경에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변화와 무관한 기업은 없다. 이제 기업 환

경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불가결한 요인이 되었다. 시장이 변화하고 새로운 제품이 생겨나

며 새로운 물질이 발견·개발되고 새로운 법과 규정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게는 때로는 기회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의 원천이기

도 한다.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조직과 기업은 적응력이 떨어져 결국은 시

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직의 내·외부 환경을 감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통제 기능을 통하여 그들 조직의 재화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탐지할 

수 있어야만 변화에 수반된 기회와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2. 조직복잡성의 증대

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두 번째의 이유는 조직의 복잡성(organizational complexity)

의 증대이다. 즉, 규모가 작은 가족적인 기업은 비공식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규모 조직은 보다 공식적이고 세련된 통제방법을 필요로 한다.

다각화된 제품라인들은 그 품질과 수익성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에 달하도록 세밀하게 관

찰되어져야 하며, 시장에서의 매출액은 정확하게 기록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시장여건 역시 상세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즉, 오늘날의 기업은 비공식적인 방법

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거대규모의 조직은 과거와는 다른 복

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복잡성에 더하여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조직의 분권화이다. 오늘날

의 대부분의 조직은 지역적으로 분산된 판매와 마케팅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분산된 연

구기관과 여러 지역으로 분리된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는 조직의 모든 운

영이 통제기관에 의하여 일관적으로 통제되는 것과는 달리 자율적인 통제방법을 택함으로 

인하여 조직통제 노력을 단순화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분권화가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분권화된 각 단위들의 통제 활동이 보다 정확해야만 하며 따라서 일률

적으로 행해지던 통제와는 다른 세련된 통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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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구성원의 실수

관리자들이나 그들의 부하들이 실수(mistakes of subordinates)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관

리자는 단순히 성과기준을 설정하고 중요하고 예견되지 아니한 환경의 변화만 고려하면 된

다. 그러나 조직의 구성원은 잘못된 부품을 주문하기도 하고 가격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으

며 문제를 잘못 진단하기도 한다. 

이러한 잘못이 가져오는 결과는, 과거에는 그 영향의 범위가 좁고 피해가 크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잘못들이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기업의 

규모가 그만큼 크고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는 등 환경의 불확실성 정도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실수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필

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통제과정은 이러한 구성원들의 실수나 의사결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

르기 전에 발견하고 고치도록 해 주는 것이다.

4. 권한의 위양

조직에서 통제과정이 중요해 지는 또 하나의 이유로 앞에서 언급한 조직의 분권화 경향

(tendency of decentralization)을 들 수 있다. 현대의 조직은 점차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으

며 이러한 분권화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 과정을 통하여 관리자가 부하

들에게 권한을 위양할 수 있으나, 이때 그 자신들의 상사에 대한 책임까지 부하들에게 위양

되거나 책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위양된 권한을 가지게 된 부하들의 활동과 성과를 통제

할 필요성은 늘어나는 것이다. 부하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관

리자들이 파악하는 방법은 통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뿐이다. 즉, 통제 시스템 없이는 관리

자가 부하들의 업무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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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제의 대상과 역할

조직에서 행해지는 통제 노력의 대부분은 다음 네 가지, 즉 종업원 행동, 재무상태, 생산

운영, 정보를 통제하려는 것에 해당된다.

1. 종업원 행동

경영이란 다른 사람을 통해 일을 수행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므로 경영

자는 종업원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한다. 종업원들이 기대한 대로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경영자는 다양한 행동통제장치에 의존하게 된다. 경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동통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1.1. 선발

고용과정은 경영자들에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조직이 바라는 것과 

일치하는 가치관과 태도, 성격을 가진 구성원들을 확인하여 선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

리자들이 적극적이고 위험감수 성향이 높은 사람을 원한다면 그러한 자질을 갖추지 않은 사

람은 응모자 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2. 신규 종업원 오리엔테이션

일단 종업원이 고용되면 그들은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된다. 어떤 기업에서는 몇 주간의 

공식적 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기업에 따라서는 직속상관과의 간단한 면담만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비공식적 오리엔테이션이라 할지라도 신규 종업원에게 조직에서 허용될 수 있

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준다. 그래서 신규 종업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미 

선발된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행동 기대와 조직에 적합한 행동을 알려주게 된다.

1.3. 멘토링

일부 기업에서는 신규 종업원을 위한 공식적 멘토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멘토

(mentor)는 신규 종업원에게 ‘알아야 할 것과 넘어가야 할 것’을 제시해 주는 가이드이며 

역할모델이라 할 수 있다. 경영자들은 신규 종업원이 발현해야 할 태도와 행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멘토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1.4. 조직 목표

조직 목표는 어떤 행동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바람직한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구성원

들의 행동을 가이드하고 제약하게 된다. 일단 구성원들이 특정 목표를 받아들이게 되면 목

표는 구성원의 행동을 지시하고 제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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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직무설계

직무설계는 직무소지자가 해야 할 과업, 작업속도, 함께 작업하는 작업자 등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립라인 작업자는 외부 판매원보다는 더 많은 행동제약을 받게 될 것이

다. 외부 판매원은 상당한 자율성이 주어지고 자신의 일상적 활동에 대해 많은 통제권을 부

여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가 구성원들의 직무를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 구성원 

행동이 통제될 수 있다.

1.6. 공식적 규제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 공식적 규제와 방침, 관행, 직무기술서 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짧게 기술한 것에서부터 세부적으로 기술한 방침 매

뉴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공식적인 관리를 많이 하게 될수록 이러한 규제도 많아지며 

관리자들은 구성원들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 통제하게 된다.

1.7. 직접 감독

관리자들은 구성원들의 작업을 직접 감독하여 작업행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구성

원들의 행동을 수정한다. 불필요한 위험행동을 하는 종업원을 발견하여 과업수행의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한 행동을 수정하도록 알려줌으로써 종업원의 행동방식을 제약하게 된

다.

1.8. 훈련

대부분의 조직은 구성원들이 현재의 기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 훈련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작업관행에 대해 교육시키는 

것이다.

1.9. 인사고과

인사고과는 구성원의 현재 성과를 평가하여 바람직한 성과를 나타낸 구성원 행동에 대해

서는 보상을 지불하는 것이다. 만약 표준 이하의 성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관리자는 그것에 

대해 수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인사고과는 구성원들은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통제장치가 될 수 있다.

1.10. 조직적 보상

임금인상, 승진, 바람직한 직무의 배정, 인정과 같은 보상은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고 바

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소거시키는 강화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특정 행동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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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거나 제거시키고자 할 때 보상기준을 적절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2. 재무상태

기업이 이윤 획득을 추구한다. 비영리조직은 비용통제를 통해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목적의 추구는 이러한 조직의 경영자들이 재무통제(financial control)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무통제에는 예산(budgets)과 재무비율(financial ratios)과 감사

(audit) 등이 있다. 재무비율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므로 여기서는 예산과 감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1. 예 산

예산이란 특정 활동에 자원을 배정하는 수치적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예산은 관리자들에

게 자원소비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을 제공한다. 그리고 표준과 실제 소비 

간의 편차를 살펴봄으로써 통제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과거에 관리자들은 수익과 비용, 이

익과 현금 흐름, 자본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였다.

재무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예산은 국가나 조직, 조직 내 부서에 따라 그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이 금전 단위로 표현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달러나 

엔, 마르크, 프랑 등은 한 국가 내에서 공통분모로 사용되고 있다. 자금할당을 통제하는 것

은 기업뿐 아니라 병원과 학교에서도 중요하다. 또 예산은 생산부서뿐 아니라 연구개발부서

에서도 활동을 통제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예산은 조직의 수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경영자

들이 일반적 기준으로 사용하는 도구임에 틀림없다.

2.2. 감 사

감사는 조직의 계정과 회계기록, 운영 활동, 성과에 대한 공식적 확인과정이다. 감사는 일

반적으로 외부 감사와 내부 감사로 구분된다. 외부 감사는 조직의 재무제표를 외부 회계사

를 통해 확증하는 것이다. 조직은 자기 조직의 회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외부 감

사는 재무제표의 다양한 계정을 검토한다. 외부 감사의 기본적 목적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 감사는 경영층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므로 간접적 통제장치라 할 

수 있다.

내부 감사는 조직의 구성원의 행하는 것으로 외 부감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무제표

를 확증하고, 더불어 조직의 생산, 절차, 방침, 개선권고 사항 등을 두루 평가하게 된다. 이

러한 차원에서 볼 때, 내부 감사는 좀 더 포괄적인 평가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재

무제표를 확정하는 과정을 벗어나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노출시켜 수정 활동을 제안하는 것

도 포함하는 것이다.

3. 생산운영

조직의 성공은 재화와 서비스를 효과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생산해 내는 능력의 정도에 

달려 있다. 운영통제(operational control)는 조직 변환과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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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설계된다. 즉, 조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투입을 산출로 변환시키는가에 관한 것이다.

운영통제에는 계획대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 저비용으로 요구

되는 적절한 공급량과 제품의 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구매력의 확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표준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의 질 측정, 생산장비의 상태 점검 등이 포함된다.

관리자가 일정을 수립하면 수행 활동의 종류, 해야 할 과업들의 순서, 담당자, 완료시기 

등을 결정하게 된다. 즉, 일정계획은 운영 활동의 계획과 통제 모두와 관계되는 것이다. 일

정계획이 작업 활동의 우선순위 결정에 초점을 두게 될 때는 계획장치라 할 수 있고, 작업

종료 시기를 결정하는 데 적용된다면 통제장치가 되는 것이다.

일정계획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최상의 기법으로는 간트(Henry Gantt)가 개발한 간트차트

(Gantt Chart)가 있다. 간트차트는 수평축에는 시간을, 수직축에는 계획된 활동을 적어둔 

막대그래프이다. 이 막대그래프는 시간 흐름에 따른 계획과 실제 성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

주어 관리자들이 직무나 프로젝트의 완료 시기를 쉽게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다.

경영자는 일정계획뿐 아니라 공급하는 재화에 관한 정보도 수집할 필요가 있다. 재화의 

질과 생산일정이 동시에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입과 산출 모두에 대

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 즉, 주문된 제품과 같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운영과정을 제어하

고 생산된 재화의 서비스와 신뢰성, 경쟁력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구매와 재고

관리를 위한 가장 복잡하고 잘 알려진 정량적 기법으로 경제적 주문량 모델(EOQ model)이 

있다.

4. 정  보

경영 의사결정의 질은 주로 경영자들이 행하는 정보의 질에 의존한다. 이 원리는 컴퓨터 

명언 GIGO(garbage in, garbage out)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복잡성이 증대하고 있는 현대에

는 신속하고 지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며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정

보통제의 중요성이 점차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제는 주로 경영정보 시스템의 주제에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는 거의 모든 경

영자의 일상 활동에 아주 중요하다. 경영정보 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은 

관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나아가 MIS는 데이터가 

아닌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5. 통제의 역할

통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예방하고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보다 구체적으

로 보면 통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경영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5.1. 불확실성에의 대처

계획은 계획 당시의 지식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수행되어 가는 과정

이 항상 계획할 당시의 예측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계획의 수행은 예측되지 아



 - 421 -

니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고객의 수요나 기술, 원자재의 수급 가능성 등은 항상 변동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요인들

을 모두 정확하게 예측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는 없다. 경영자들은 통제제도를 만듦

으로써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

5.2. 비정상성의 발견

통제는 경영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활동이나 징후의 발견을 용이하게 한다. 

즉, 불량제품이나 비용의 과다지출, 이직률의 상승 등과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정상성을 조기에 발견하게 됨으로써 큰 문제로 비화될지도 모를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와 같이 착오나 비정상성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나중에는 고치기가 힘든 문제점들을 사전

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5.3. 기회의 인식

통제는 잘못되고 있는 징후를 탐색하게 하는 기능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기대했던 것보

다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도 발견하도록 해 준다. 이것은 통제의 결과가 새로운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 

변동에 대한 매월의 자료는 원자재 구입처의 모색이나 판매전략이나 진열방법의 변화에 대

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5.4. 복잡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

조직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복잡한 운영체제와 프로젝트를 수행해 감에 따라, 조직 내에

서의 상호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통제는 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의 수행하게 된다. 즉, 상황의 복잡성은 추가적인 통제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게 되며, 적절한 통제력의 향상과 통제방법의 변화로 보다 복잡한 상황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5. 권한의 분산

또 다른 통제의 역할 중의 하나는 통제를 통하여 권한을 위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통제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운영과정을 유지하면서도 조직의 하위계층에서 의사결정이 이루

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통제를 위한 기준이 세워지고 나면 이를 통하여 권한

을 위양할 수 있으며 기대하던 운영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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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제과정과 유형

1. 통제과정

통제는 계획과 실제의 운영상태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통제는 [그림 1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의 지표인 표준을 설정하고 성과를 

그 표준에 대비하며, 표준으로부터 벗어난 차이나 변동을 인식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다. 이렇게 볼 때 통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적 표준설정

표준과 비교

실제 업적의 측정

수정 불필요 수정조치

주기적인 반복

편차가 발생편차가 없음

[그림 16-1] 통제과정의 단계 

 자료: P. S. Lewis, S. H. Goodman, & P.M. Fandt, Management, (3rd ed.), South-Western, 2001, p.502.

1.1. 표준의 설정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통제의 근거가 되는 표준이나 기준(performance 

standard)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운영상태가 계획과 일치하는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계

획의 실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준은 계획으로부

터 도출된다. 즉, 표준은 전체적인 계획의 진행과정의 세부적인 목표이며, 이러한 중간적인 

목표의 달성여부가 평가됨으로써 계획의 전 과정을 분석하지 않더라도 과업의 진전 상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제과정에서 사용되는 표준에는 ① 물질표준, ② 원가표준, ③ 자

본표준, ④ 수입표준, ⑤ 프로그램 표준, ⑥ 무형의 표준, ⑦ 목표의 표준 등이 있다.

1.2. 성과의 측정

표준이 설정되면 다음으로 이러한 표준과 지금의 운영상 황을 비교하기 위한 측정

(measuring actual performance)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정은 가급적 성과가 표준에

서 벗어나기에 앞서 이루어져야 효과가 더 큰 만큼 가급적 사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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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과측정의 객관성이다. 성과는 수리적인 자료나 시간과 같이 

표준의 계량화가 가능하여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표준 자체의 개발이 어

려워 평가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인적인 자원의 개발 등과 관련된 부분

들은 객관적인 평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통제가 구체적인 작업 수준이나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관리적이고 비물질적

인 대상으로 행하여질 경우에는 측정 자체가 보다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된다.

1.3. 비교와 수정

통제의 다음 과정은 설정된 표준과 측정된 성과를 비교하여 수정조치(corrective action)

를 취하는 것이다. 측정된 성과는 표준과 비교하여 볼 때 그 표준과 일치할 수도 있고 높거

나 낮을 수도 있다. 경영자는 이러한 기준으로부터의 차이, 즉 편차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근소한 차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제법 큰 차

이도 별 상관이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표준과의 편차를 인식한 다음에는 편차를 줄이기 위한 수정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

제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수정조치 활동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표준과 측정된 성과 사이

의 편차가 발생하였을 경우 편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통

제 활동이 완성되는 것이다. 편차가 있음에도 수정 활동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통제의 목

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편차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정조치는 대개 두 가지의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주어진 

기준의 달성 정도, 즉 성과를 조정 변화시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기준 자체를 변경시

키는 것이다. 전자는 대개 동기부여나 교육, 훈련 그리고 인원의 추가나 업무의 재할당 등

과 같은 수정조치들을 통한 업무성과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대개의 수정조치는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과는 달리 후자는 성과를 비교하는 대상인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성과

가 기준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났을 때 이루어진다. 결과가 표준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났을 때

는 성과를 개선하여 표준을 달성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때로는 불가능하게 

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계획이 설정된 이후로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계획이나 표준 자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변화에 무관하게 행동하여 최초에 세운 계획을 

대책 없이 밀고 가는 것이다. 계획은 동태적으로 수정될 때 올바른 계획일 수 있는 것이다. 

성난 파도와 비바람 앞에서는 항로를 변경하는 항해하는 배와 같이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갈 조짐이 보인다면 표준 자체의 변화를 고려의 대상에 넣어야 하는 것이다.

2. 통제의 유형

통제는 일반적으로 완료된 활동의 성과, 즉 결과를 표준과 비교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통제 유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통제에는 [그림 

1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에서 설명한 결과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지는 사후통제인 피드

백 통제(feedback control)와 더불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동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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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t control), 그리고 특정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그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전통제(feed-forward control)가 있다. 

투     입 산    출변환과정

통  제  시  스  템

사전통제 사후통제동시통제

[그림 16-2] 통제의 유형 

자료: Pamela S. Lewis, Stephen H. Goodman and Patricia M. Fandt, Management, 3rd ed., South-Western, 

2001, p.516.

2.1. 사전통제

사전통제(preventive control)는 변형과정에서 사용하게 될 투입자원이 변형과정을 원만

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전통제의 대

상이 되는 것은 원료와 자금, 시간 그리고 인력 등 조직이 필요로 하는 모든 투입자원이다. 

이러한 사전통제가 필요한 이유는 그 후의 변형과정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 즉,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자원이 사용됨으로써 가져오게 될 불필요한 마찰과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는 조정통제나 우선통제라 불리기도 한다.

2.2. 동시통제

동시통제(concurrent control)는 변형과정 중의 활동들이 사전에 설정된 조직의 표준이나 

기준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의 필요성은 잘못된 산출을 가져오

게 될 변형과정인 생산과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다. 생산과정은 직접적으로 산

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의 어려움과 잘못은 곧바로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 그

러므로 항상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변형과정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분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동시통제는 때로는 스크리닝 통제나 예스-노 통제로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

는 동시통제는 생산과정을 계속할 것인지, 교정 활동을 취할 것인지, 생산을 아예 중단할 

것인지 등과 같은 생산과정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결정하기 위한 많은 체크 포인트를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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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피드백 통제

 피드백 통제(feedback control)는 최종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창출된 이후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원래 설정한 조직의 목표나 표준에 적합한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보통 통제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피드백 통제를 의미하게 된다. 피드백 통제는 종종 산출통제나 사후통제

로 불리기도 한다. 

어떤 통제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면 사후통제보다는 사전통제나 동시통제가 보다 효과적인 

통제방법일 수 있다. 그것은 일이 잘못되기 전에 무언가 통제가 가능하다면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전통제나 동시통제가 불가능하거

나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사전통제나 동시통제보다는 사후통제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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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통제실행에 대한 관리

관리자는 그들이 사용할 통제의 유형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통제를 실행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통제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관리방법이 있을 수 있

다. 그것은 시장통제, 관료통제 그리고 클렌통제이다. 

이것은 통제가 어떻게 실행되는가 하는 것에 따른 방법이다. 즉, 통제가 무엇을 통해 이

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둔 것이다. 통제가 시장을 통해, 혹은 관료적인 규칙을 통해, 혹은 집

단, 즉 클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조직에서는 관료적인 통제나 클렌통제 보

다는 시장통제가 제한적으로 사용되지만 세 가지 통제방법 모두 어느 정도는 사용되는 방법

이다.

1. 시장통제

시장통제(market control)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규제를 시

장의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리자는 원가에 대한 고도의 통제를 할 필

요성이 경감되는 것이다. 시장통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준의 경쟁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양이 사전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구매부서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재화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과 사양을 만들고 

난 후, 경쟁적인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양과 입찰과정이 없다면 구매 담당자

는 생산과정에 입각하여 어느 가격이 적절한지를 결정한다. 만약 이와 같이 생산과정에 입

각하여 원가를 통제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시장통제를 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통제는 외부의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할 때 종종 사용되는 것이지만 내부적인 

운영과정을 통제하기 위해서도 사용되는 방법이다.

2. 관료적 통제

관료적 통제(bureaucratic control)는 구성원의 행동이 성과표준에 적합하도록 규칙, 정

책, 감독, 예산, 스케줄, 보상 시스템, 그리고 관리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통제하는 것을 말한

다. 이러한 통제는 주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개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세하고 구체

적인 직무규범과 하향적인 위계 시스템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통제방법이 시장통제보다 나은 점은 미리 모든 요구조건을 구체화하지는 않으며 

통제를 경쟁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규칙과 정책은 오

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관리자는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에 대해서만 필

요하다면 수정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료제적 통제방법은 반복되고 예측 가능한 활동을 통제하는 데는 유용한 것이지

만 과도하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단점이 나타나게 된다. 즉, 관료제적 통제방법은 

혁신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많은 조직들이 클렌통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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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렌통제

클렌통제(clan control)는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

치관이나 신념, 전통, 기업문화, 공유가치 그리고 비공식적인 관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관료제적 통제와 클렌통제를 비교한 <표 1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클렌통제는 관료제적 

통제와는 달리 구성원의 내부적인 동기부여, 유연성과 광범위한 업무설정 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계층에 의한 통제보다는 관련정보와 전문성에 의한 통제에 더 관심을 두고 있

는 것이다. 

클렌통제는 그 책임의 초점을 집단이나 팀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통제유형은 전문가들이 

관련된 통제에 보다 효과적이다. 이러한 통제는 작업에서 무엇인가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상승시키며 조직의 목적에 대한 몰입의 정도를 높이게 된다.

특    성 관료적 통제 클렌통제
통제수단

통제원천

직무설계

과업의 정의

구조

권력사용

책임

보상 강조점

혁신

종업원의 반응

규칙, 방침, 위계

주로 외부 메커니즘

좁은 하위과업; 생각보다는 실행

고정적(주로 개인)

고층구조: 하향식 통제

합법적 권한 강조

개별 직무수행

외재적

덜 강조

순응

목표와 가치, 전통 공유

주로 내부적 동기부여

전체 과업; 생각과 실행

유동적, 상황에 따름(팀)

평면구조, 상호작용

관련된 정보와 숙련 강조

작업 단위와 조직성과

내재적

더 강조

몰입

<표 16-1> 관료적 통제방법과 클렌통제의 특성 

자료: Richard E. Walton, "From control to Commitment in the Workplace,"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1985,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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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통제기법

1. 주요 통제 시스템

통제 시스템(control system)은 조직이 설정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설정한 표준에 조

직의 성과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여러 가

지의 통제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하게 된다. 경영자가 통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주요 시스템

은 [그림 16-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 경영자는 재무통제 시스템(financial control system)을 사용한다. 재무통제 시스템

은 자금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혹은 부채가 적정한지를 통제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통제 시스템은 계획된 대로 조직 활동들의 수익과 비용이 

계획과 일치하는지를 검색하는 것이며, 품질통제 시스템은 점차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재고통제 시스템은 필요한 투입이 

최소한의 가격으로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운영관리통제는 제품과 서비

스의 생산과정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정보통제 시스템(informational 

control system)은 정보나 그와 관련된 기능들에 대한 보다 나은 통제를 위하여 고안된 발

전된 통제 시스템이다.

재 무 통 제 

예 산 통 제

품 질 통 제

재 고 통 제

생 산 통 제

컴퓨터에 의한

정보 시스템

조직 목표와 표준 조직 목표와 표준

계획 성과

주요 통제

시스템

[그림 16-3] 중요 통제 시스템 

 자료: Kathryn M. Bartol and David  C. Martin, Management, Mcgraw-Hill, 1994, 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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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영 계 층

시 점 최고경영층 중간관리층 하위감독층

사 후 재무통제

동 시 적 예산통제

품질통제

사 전 재고통제

[그림 16-4] 경영계층과 시점에 대한 주요 통제

  자료: Kathryn M. Bartol and David  C. Martin, Management, McGraw-Hill, 1994, p.533.

이러한 통제 시스템은 조직의 계층과 통제가 행해지는 시점이 각각 다르다. 즉, [그림 

1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무통제는 최고경영층에서 주로 행하며 재고통제는 하위감독층

에서 행사한다. 그리고 통제가 행해지는 시점도 통제 시스템에 따라 다른데, 재무통제

(financial control)는 사후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며 재고통제(inventory control)는 사전적

으로 통제가 이루어진다.

2. 재무적 통제

재무적 통제는 생산과 원가를 통제하기 위한 표준원가제도로부터 현재의 정교한 예산편성

기법으로 발전하였다. 경영자가 사용하는 통제기법은 다양하지만 주로 사용되고 있는 통제

기법으로 재무제표, 비율분석, 손익분기분석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 장에서 논의한 재

무제표와 비율분석과 더불어 손익분기분석을 설명한다.

2.1. 손익분기분석

손익분기분석(break even analysis)은 근본적으로 기업이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서 발생하는 원가, 매출액, 그리고 이익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기업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

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분석은 기업의 이익과 원가 그리고 매출액과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기업의 이익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며, 이를 기

업의 제품가격 P와 매출된 생산량 Q를 고려하여 생각해 보면 그 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체

화 된다. 

즉, 기업의 매출액 S는 제품가격과 판매량의 곱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S= P × Q

그리고 판매량 Q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가는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는

데, 보통 생산원가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으로 구분된다. 고정비용은 생산량과 관련 없이 

일정하게 드는 비용이며, 변동비는 생산량과 비례하여 변동되는 비용이다. 이를 각각 FC와 

VC라 하고 전체의 생산비를 TC라 하면 TC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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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 FC ＋ VC

여기에서 FC는 생산량 Q에 비례하여 드는 비용이므로 단위당 변동비, 즉 한 단위의 생산

량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V라 하면 VC = V × Q이다. 그러므로 전체 비용은 다시 다음

과 같이 표시된다.

TC = FC ＋ V × Q

여기에서 기업의 이윤은 매출액에서 생산원가를 차감한 것이므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은 생산비는 일치하게 된다. 즉, 

P×Q = FC ＋ V × Q

인 것이다.

그러므로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생산량 Q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Q =P－V 
FC

위의 식에서 분모인 P-V를 공헌이익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매출액 가운데에서 변동

비를 제외한 것으로 한 단위가 매출로 실현될 때마다 생겨나는 한계수익을 나타내는 것이

다. 생산의 초기에는 이 공헌이익이 고정비를 감당하게 되며 일정의 생산량, 즉 손익분기점

의 생산량을 넘어서게 되면서부터 실질적인 이익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가와 매출

액 그리고 이익의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16-5]와 같다.

FC+V×Q

V×Q

P×Q

FC

매출량(Q)QEE

손익분기점

이익

손실

0
[그림 16-5] 손익분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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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통제

3.1. 예산통제의 의미

위에서 살펴본 재무적 통제기법이 최고경영층이 주로 사용하는 통제기법인데 비하여 지금

부터 살펴보게 될 예산통제(budget control)는 중간관리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통제기법이

다. 예산화는 주어진 기간 동안의 계획된 조직 활동을 금전적인 계량화를 통하여 나타내는 

과정이며, 예산은 이러한 예산수립 과정을 통하여 마련된 계량화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 

그리고 이익이다. 이러한 예산은 다양한 활동과 결과들은 공통의 척도인 금전으로 표현하여 

상호 비교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3.2. 예산통제의 단계

예산통제를 이용한 기업의 통제는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즉, 예산을 편성하

는 단계와 집행하는 단계, 그리고 예산과 예산집행의 결과인 성과와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예산차이 분석의 단계가 그것이다.

1) 예산의 편성

예산통제의 첫 번째 단계는 예산의 편성 단계이다. 예산통제가 예산을 목표로 하여 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예산을 기준으로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예산편성이 기초적

으로 중요한 단계임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예산은 기업 전체로서의 합리성과 균형성 유지되

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부분예산을 통합하는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체계로서 편성되어야 한

다. 

이러한 예산편성방법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에 와서 제로베이스 예

산편성방법을 채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은 모든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체의 과거 기록을 참조하지 않고 효율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예산의 특징은 과거의 경험이나 비용에 기

초하는 예산과는 다르며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한다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2) 예산의 실행

경영자는 통제를 위하여 예산시기가 개시됨에 따라 그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분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예산집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검토하며 설정

된 예산대로 집행이 이루어지는지를 통제하여야 한다. 예산통제는 수정통제의 수단으로보다

는 예방적인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예산으로부터 이탈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를 기울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예산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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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는 실행된 예산의 결과가 편성된 예산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검토하고 

발생원인을 밝히고 수정조치를 취하는 단계이다. 예산에서 이탈되어 집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규명하고 필요에 따라 예산집행 내용을 수정하거나 혹은 예산 자체의 변경을 취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상의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히 하고 차기의 예

산편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게 되는 것이다.

4. 품질통제

품질은 제품이 그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모든 특성과 형태 및 제 조

건과 상태, 즉 제품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제품의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품의 품질

에 대한 통제(quality control)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성요소의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통제하는 과정이다. 오늘날은 소비자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감에 따라 제품의 품질은 기업의 

이미지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며 기업의 생산성과 마케팅 활동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

다.

즉, 기업의 품질은 기업의 이미지와 명성에 영향을 미치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책임, 

그리고 생산성과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업의 이미지와 명성에 있어 기

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품질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기업은 장기적인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게 되며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통제와 비판이 증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은 판매된 그 

제품에 대하여 져야 할 책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제품의 품질이 열악하여 판매 후에 

기업이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진다면 책임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제품의 품질은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품의 높은 불량률은 생산성을 감소시키며, 수선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증대를 

가져와 기업의 비용을 증대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전략적인 목표의 하

나인 것이다.

5. 재고통제

5.1. 재고통제의 의의

재고는 기업이 생산이나 판매 활동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원자재나 재공품 

혹은 완제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고의 통제(inventory control)는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과거 생산자 중심의 시대에서는 재고는 하나의 재산으로 파악

되었으나 소비자시대가 도래하게 됨에 따라 이제는 기업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재고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원자재나 생산의 경우에는 생산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완제품의 경우에는 기업의 이미지나 판매기회의 상실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5.2. 재고통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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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재고를 적정수준 이하로 그리고 적정수준 이상으로도 보유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

하게 된다. 적시에 충분한 재고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생산 활동에 위축을 가져오게 되며 

판매 활동의 전개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해서 무한정 많은 재고를 유지할 수는 없

다. 과도한 재고의 보유는 기업의 자금사정을 압박하며 보다 나은 투자안에 대한 투자 기회

의 상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고는 무엇보다도 생산이나 판매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최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적정재고량의 유지를 위한 재고통제기법 중에는 경제적 주문량 모형과 JIT 제

도가 있다.

1) 경제적 주문량 모형예산차이 분석

경제적 주문량 모형은 재고 유지비용과 발주비용의 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문량을 결정

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고전적 EOQ(economic order quantity) 혹은 단순 EOQ 모델로

도 불린다. 이 모델은 상황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

데 이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모델이 설정하고 있는 가설

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요의 확실성: 재고에 대한 수용율은 알려져 있으며 일정하다.

② 리드타임의 확실성: 리드타임은 주문한 부품이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

로 이 모델은 이 리드타임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③ 재고품절 불허용: 재고가 품절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④ 재고의 순간적 보충: 주문한 제품은 전량이 일시에 입고된다.

⑤ 비용구조: 재고 유지비는 평균재고량에 비례하며 주문비는 주문량에 관계없이 일정하

다.

⑥ 단일품목: 부품은 한 가지뿐이며 다른 부품과의 의존관계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가정들을 고려하여 재고의 수준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나타내면 

[그림 16-6]과 같다. 여기에서 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고 수준이 톱니바퀴와 같은 모

양을 그리면서 주기적이고 순환적으로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6]에서 보듯이 재고 사이클은 주문한 부품이 도착하여 입고되는 시점부터 시작

된다. 재고가 전혀 없는 초기에는 곧장 주문량이 한꺼번에 입고되므로 재 고수준은 Q이다. 

그 후 재고는 매일 일정한 수량이 출고되어 사용되므로 그 수준은 일정한 비율로 하강한다. 

이리하여 재고 수준이 재주문점 또는 발주점(ROP; reorder point)에 이르게 되면 재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새로운 Q만큼 발주한다. 이때 발주점의 재고 수준은 리드타임 중의 수요

와 같게 된다. 즉, 리드타임 중의 수요(사용량)만큼의 재고가 남아 있을 때 새로운 발주를 

하는 것이다. 사용률과 리드타임은 일정하므로 발주한 품목은 정확한 재고 수준이 0이 될 

때 도착하게 된다. 

적정 주문량, 즉 재고 유지비용과 발주비용의 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문량을 산출해 내

기 위해서는 재고와 관계된 비용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재고 유지비와 발주비 

사이에는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 발주량이 변동하면 그에 따라 재고 유지비와 발주

비도 변동하는데 재고 유지비와 발주비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이다. 발주량이 적

을 때는 평균 재고도 적어 연간재고 유지비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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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 발주 회수가 많아지므로 연간 발주비용은 커진다. 반대로 발주량을 크게 하

면 평균 재고가 커져 연간 재고 유지비는 커지고 발주 빈도와 연간 발주비는 적어진다. 따

라서 발주량은 너무 적거나 큰 것이 최적 발주량이 될 수 없다. 어느 정도가 최적 발주량인

가는 재고 유지비와 발주비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 있다. 

이제 재고 유지비와 발주비를 고려하여 적정 주문량을 산출해 보자.

시간

사용률

발주 입고발주입고

리드타임

발 주
점

입고

재고 수준

[그림 16-6] 재고 사이클 

연간 재고유지비는 평균재고에 단위 재고유지비(품목 한 단위를 1년간 보유할 때의 재고

유지비)를 곱한 것과 같다.

연간 재고유지비 = 평균 재고 × 단위 재고유지비

여기에서 평균 재고는 최대 수준 Q에서 최저 수준 0으로 비례적으로 감소하므로 발주량

의 반(Q/2)과 같다.

평균 재고 = 


 



 따라서 단위 재고유지비를 H라 하면

연간 재고유지비 = 



다음에는 주문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가정에 따라 연간 수요가 일정하다면 주문비는 

주문량에 따라 달라진다. 즉, 발주량을 크게 하면 발주 회수가 적어지고 그에 따라 연간 주

문비는 감소한다. 연간 수요를 D, 발주량을 Q, 1회의 발주비를 S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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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발주회수 = 


연간 발주비 = 

 이다. 

 

그리고 연간 총비용(TC)는 재고 유지비와 발주비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총비용 TC를 최소화하는 발주량 Q 0를 구하기 위하여 TC를 Q에 관하여 미분하고 그 도

함수의 값을 0으로 하여 Q의 값을 구하면




 



 





 

 에서

 


 

여기에서 산출된 Q 0가 경제적 발주량(EOQ) 또는 경제적 롯트사이즈(Economic Lot 

Size, ELS)이다. 이와 같은 EOQ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6-7]과 같다. [그림 

16-7]을 참고로     의 함수는 aX-1과 bX의 값이 같아지는 점에서 극소가 

이루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Q 0를 구하여도 물론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발주량

연간
비용

연 총비용

연간 재고
유지비

연 발주비

Qo

[그림 16-7] 경제적 주문량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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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IT 시스템

JIT 시스템(just-in-time system)은 요구되는 부품을 요구되는 수량만큼 요구되는 시기

에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재고관리방식이다. JIT 시스템

은 재고와 관련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칸반(Kanban)이라고 하는 간편한 부품인출 시스템

을 사용한다. 칸반은 연속되는 공정 간에 부품을 전달하는 용기이다. 후속공정은 선행공정

으로부터 이러한 칸반 시스템을 통하여 부품을 공급받는 것이다. 즉, 한 작업장에서 가공된 

부품은 일정한 용기에 담겨지게 되고 작업자는 그 용기가 가득 차면 작업을 중단하게 되고 

후속작업자로부터 빈 용기가 새로 도착하면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우선 필요한 부품은 필요한 시기에 적량이 생산되어 적기에 

공급되며 재고 수준은 용기의 최대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JIT 

시스템은 용기의 크기인 롯트(lot) 사이즈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상적

인 롯트 사이즈인 1의 실현을 추구한다.

롯트 사이즈는 작업 준비비와 관련성이 있다. 만약 작업 준비비(set-up cost)가 크다면 

쉽게 작업을 중단할 수 없으므로 롯트 사이즈는 충분히 커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롯트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 준비비를 줄일 수 있도록 작업 준비시간을 단축시켜야 한

다.

JIT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소롯트 생산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며, 이것을 가

능하게 하는 신속한 작업전환과 다 기능 작업자를 필요로 한다. 즉, 작업자는 여러 가지 기

계를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작업 준비와 유지·보수를 손쉽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하에서는 작업전환이 빈번해지며 이에 따라 기계를 옮겨가며 각종의 작업을 수

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 기능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JIT 시스템은 작업자의 다 기능성과 더불어 고도의 팀워크와 조정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적정 재고는 하나의 완충매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JIT 시스템은 

거의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 주로 작업자에게 맡겨지게 된다.

JIT 시스템은 설비 배치 면에서도 특이하다. 자재나 재공품 재고를 보관하는 보관장소가 

따로 없고 이들은 작업 현장에 그냥 놓여진다. 재공품이 작업 현장에 보관되기 때문에 후속

공정으로의 자재공급이 신속하고 용이하다. 현장의 재공품 재고는 최저 수준(몇 시간의 사

용분)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건물의 면적도 많이 줄일 수 있다.

JIT 시스템에 있어서 품질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불량이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낭비

일 뿐 아니라 전체의 생산공정을 정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한 공정에서의 불

량발생은 공장 전체의 문제로서 취급되어 그 해결책이 강구된다. 어떤 공정에서 불량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후속공정에서 곧 발견되므로 JIT 시스템은 그 자체가 품질개선을 촉진하

는 구조적 특성을 가졌다고 할 것이다.

JIT의 최종 목적은 수입 증대, 비용 절감, 투자 감소 등의 방법에 의하여 투자수익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JIT 시스템은 품질 향상과 납품 서비스의 개선에 의하여 수입을 증대시

킨다. 납품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은 소롯트 생산에 의하여 생산의 리드타임이 단축되어 고

객의 수요를 더욱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JIT 시스템은 불량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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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공의 낭비를 제거하므로 자재비, 노무비, 간접경비 등이 절감된다. 끝으로 JIT는 재고를 

감소시키고 공장규모를 축소할 수 있게 함으로 재고와 시설에 대한 투자액도 감소된다. 

< 사례: TOYOTA식 JIT 시스템의 명암 >

6. 운영관리통제

운영관리통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정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 해군에서 개발한 PERT(project evaluation&review technique)와 

DuPont사가 개발한 CPM(critical path method) 기법이 있다. 이 두 방법은 서로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발전하는 과정에서 차이점이 거의 없게 되어 최근에는 PERT/CPM으로 불

리기도 하나 PERT가 더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PERT 네트워크를 효과적인 통제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건, 작업 활동과 결정적 경

로 등의 세 가지 용어를 이해하여야 한다. 먼저 사건(event)이란 주요 작업 활동들이 끝나

는 것을 나타낸 최종점을 의미한다. 둘째, 작업 활동(activities)은 PERT 네트워크에 있는 

하나의 사건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나 자원을 나타낸다. 셋째, 결

정적 경로(critical paths)란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가장 오래 걸리거나 또는 시간

소비가 많은 경로, 즉 일련의 연결된 사건과 작업 활동을 의미한다.

[그림 16-8]은 어떤 프로젝트의 시작에서 완성까지의 활동과정을 PERT 네트워크로 예

시한 것이다. 이 그림은 중요한 사건이 어떤 순서에 의해 진행되며 각 사건들이 완성되려면 

얼마 동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건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각 사건들이 서로 의존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사건 D는 E의 완성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 K는 다른 활동

들이 끝나기 전까지는 달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관련하여 결정적 경로를 살펴볼 수 있다. 

프로젝트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로가 결정적 경로이므로 그림에

서는 A, B, C, D, G, H, J, K가 결정적 경로가 되며, 걸리는 시간은 총 50주가 된다. 즉, 

이 경로 외에 다른 어떠한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50주가 걸리지 않게 된다. 따라서 위의 결

정적 경로 이외의 경로에 있는 작업 활동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A, B, C, E, G, H, J, K를 선택하면 47주가 소요되므로 3주의 여유가 있게 된다. 따

라서 이 경로에 투입되는 자원을 결정적 경로에 투입하면 전체 프로젝트의 완성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작업과정의 기간단축은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와 추가적인 이

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기법으로서 PERT는 대형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계획수립

은 물론 효과적인 통제장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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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8] PERT 네트워크 



 - 439 -

공기업은 썩어도 책임자는 없다

1993년 초 아파트를 많이 짓던 건설회사 한양이 부도가 났다. 건설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해 약 2조 원의 은행 부채를 안고 있었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공기업인 주택

공사(주공)에 인수시켰다. 당시 주공의 박승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해 특정 민간기업의 부

채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이사회 의결 내용을 청와대에 보냈으나 쇠귀에 경 읽기

였다. 주공은 한양을 살리기는커녕 적자를 더 키웠고 그 바람에 주공마저 약 6,000억 원의 

누적적자를 안게 됐다. 민간기업의 부실을 공기업에 떠넘긴 것이다.

정부가 떠넘긴 부실과 무책임 경영

이유야 어쨌든 주공은 한양 인수로 인해 엄청난 적자를 안게 됐다. 민간기업이 기업 인수

로 수천억 원의 적자를 봤다면 십중팔구 파산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공에서는 누구 하나 책

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공기업 경영이다.

주공과 합쳐 LH가 된 토지공사의 빚 내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단

지 혁신도시 같은 국책사업을 벌이다가 부채가 쌓였다. 민간기업이라면 지역균형 같은 정치

논리에 따라 나눠 먹기식으로 사업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118조 원에 이르는 LH 부채

는 무리한 국책사업과 방만한 경영의 합작품이다.

빚더미에 눌려 옴짝달싹 못하게 된 LH가 사업을 중단하자 보상을 기다렸던 주민과 중소

기업은 아우성이다. 신도시가 예정됐던 곳에선 LH를 비난하는 시뻘건 글씨의 현수막이 나

부낀다.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이 가관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한 주공과 토공의 합병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키운 빚 때문이라고 반박한

다.

따지고 보면 정치권이 정부보다 책임이 더 크다.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 정치권이 남발한 

세종시 혁신도시 신도시 개발이야말로 부실의 주범이다. 지역구 표를 얻기 위해 억지로 끌

어들인 신도시와 산업단지는 또 얼마나 많은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정치권이 내놓은 대

책도 한심하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들여다보일 뿐이다. LH가 진행 중인 전국의 414개 사업 

가운데 정치적 이해가 걸린 지역의 사업 진행만 고집한다. 

재정 지원이라는 정치권 해법대로 간다면 부실은 악순환하며 깊어질 것이다. 국민 세금으

로 빚을 갚아주고 정치적 힘의 우열에 따라 퇴출 사업과 지역을 결정한다면 누가 결과에 승

복하겠는가. 이른바 영국병(病)을 수술했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

는 공기업’을 민영화 등의 고강도 개혁으로 변화시켰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정권마다 공

기업 개혁을 외쳐왔지만 민영화는 후퇴했고, 인적 구조조정과 왜곡된 노사관계 선진화도 요

원하다. 노조원들에게 ‘신이 내린 직장’일 뿐이다.

민영화 구조조정 없인 부실 악순환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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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의 영국병을 보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리 또한 영국이 걷는 길을 뒤따

르고 있으니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고 이제는 일본까지 재정 악화로 고통을 겪고 

있다. 어느덧 우리 차례가 된 것인가.

문제는 재정이 아무리 부실해도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나라는 재정이 나

빠지면 위기를 겪는다. 하지만 공기업은 국민 세금이 메워주니 경영이 방만해질 수밖에 없

다. 이 정부 출범 초기에 거창했던 공기업 개혁도 시들해졌으니 누가 공기업 경영을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번에 세금에서 지원하더라도 공기업을 민영화해 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공기업

이 파생상품 같은 사업을 벌일 수 없게끔 사업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서민용 임

대주택 사업을 잘해야 할 LH나 서울시 산하 SH 공사가 일반 분양 아파트에다 리스크가 큰 

주상복합 상가 사업에까지 뛰어들어서야 부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동아일보, 2010년 08월 13일>

<Rachel Botsman: 

The currency of the new economy is trust  

www.ted.com, 2012 >

<‘스타 특강쇼: 스타강사 김미경 2탄: 

20대여~내가 통제 가능한 꿈만 꾸자!’, 

blog.naver.com, 2012>

숫자로 본 기업과 경영

CCTV는 수사반장? 전국에 감시의 눈 1만 5,092개

CCTV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국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2004년 538대, 

2005년 1,100대, 2006년 1,978대, 2007년 5,044대, 2008년 8,761대로 4년 새 16배 이상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의 2배 가까이 증가한 1만 5,092대가 전국에 설치

될 예정이다.  

<동아일보, 2009년 02월 20일>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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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업원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문화의 역할을 이야기해 보자.

  2. 흑자부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자.

  3.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척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4. 나의 인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어떤 기법이 필요할까?

  5. 손익분기분석의 간단한 예를 만들어보자.

생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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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동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다. 

2006년 설립된 (사)사회적기업연구원의 원장이다. 2011년 한국인사관리학회 

28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이사이며, 사회적기업

인 행복나래(주)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사회적기업정책시리즈 10권을 발간하였으며, 2012년 학술우수도

서로 선정된 ‘사회적기업 아름다운 경영이야기’의 저자이기도 하다. 경영학분

야에는 경영학원론과 조직관리론 등의 저서가 있으며, 2012년 사회적기업육

성을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포장을 

수상하였다. 2013년 사회적기업학회 초대회장에 선임되었으며, 공유와 협력

의 교과서만들기 운동본부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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