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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그~** 
'-

산업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기업이 생겨난 이래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부침을 

겪어 왔다. 어떤 기업은 장시간에 걸쳐 생존 · 성장 • 발전하는 반면 어떤 기업은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봉착하여 어려운 지경에 놓이거나 실패하여 이 세상에서 사라 

져 버리기도 한다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면 기업들을 성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왔고， 이를 위해 지금까지 성공해온 기업들을 분석함으로써 핵심성공원인을 규명 

하려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피터스와 워터만(T. Peters & R. Waterman)은 초우량기업이란 용어로 

성공기업을 정의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7가지 요인 (7S)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7가지 요인은 전략(Strategy) , 구조(Structure) , 공유가치 (Shared 

Values) , 체계 (Systems) , 기술(Skillsl. 구성원(Staff) , 그리고 행동방식 (Style)을 말한 

다[Peters & Waterman , 1980J 또한， 와이스버드(M. R. Weisbordl는 성공적인 조직 

인지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여섯 상자 모형 (6-Box modell을 제시하였다 여섯 상자 모 

형은 목적 (Purposes) , 관계 (Relationshipsl , 구조(Structures) , 리더십 (Leadership) , 

유용한 도구(Helpful Mechanism) , 그리고 보상(Rewards)으로 구성된다[Weisbord ， 

‘ 온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지원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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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1 , 그밖에도 포춘(Fortune)지는 매년 미국의 대기업에 대한 기업평판조사를 통해 

‘가장 존경받는’ (most admired) 회사를 선정하는데 그 핵심요소로 경영(자)의 질， 제품 

서비스의 질， 혁신성， 장기투자가치， 재무건전도， 인재유치 ·개발 및 보유능력， 지역사 

회 · 환경에 대한 책임감， 회사자산의 적절한 운용 등을 들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 경쟁우위 (sustainable com 

petitive advantage)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은 시장 내에서 다른 

동종기업과의 경쟁에서 더 높은 성과와 수익을 내게 해주는 경쟁우위를 지녀야 할 뿐 

만 아니라 그러한 경쟁우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_,_ 
T 있도록 하여야 비로소 경쟁력 

(competi ti veness)을 갖추었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라리 등(A ， Fleury & M, T 

Fluery)은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기업이 지속적 경쟁우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기업의 사람관리와 운영 프로세스가 뛰어나 타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경우를 ‘운영우위 '(operational excellence). 고객이나 세분시장을 위 

해 혁신적으로 새로운 컨셉의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지속적인 투자를 수행하는 경우를 

‘혁신제품’(innovative product). 그리고 헌신적인 고객관계 유형을 확립함으로써 특정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경우를 i고객주도’ (customer driven)라 하며 

이 세 가지 요소들을 통해 기업은 지속적 경쟁우위를 가지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가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이 되고 나머지 두 요소들이 

지원역량(supportive competencies) 이 됨으로써 기업경쟁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Fleury & Fleury. 20031 ‘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측연에서 성공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미홉한 면 

이 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요인들이 수많은 기업활동들 중 왜 부각되 

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들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성 (dynamics)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요인들간의 상호관련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성공요인들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은 경영의 정의 측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영’ (management) 이 무엇인지에 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 

을 얻을 수 있는 정의를 내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영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변 경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업의 성공여부를 평가하기가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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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공요인을 밝히고， 경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이 글에서는 그 

동안 논의되어온 기업의 경영활동틀을 의미있게 재분류하고 통합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 

라 현대경영의 핵심과제를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 자원경영 (Resource 

Management) , 권력경영 (Power Managementl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들 간의 상 

호관련성(역동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수적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 

을 각 핵심요인들의 첫 글자를 따서 “ K.R.P 경영론”이라 이름붙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K.R.P 경영론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사 

회의 발전과정에 있어 어떤 것들이 핵심요소가 되어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단위인 조직체를 발전시키는 핵심요소에 대해 살펴보며， K. 

R'P 경영론을 더욱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오늘날 대표적 조직형태인 기업조직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사회와 조직체， 그리고 특히 기엽발전의 핵심요소가 지식 (K: Knowledgel , 자원(R: 

Resource) , 권력(P: Power)의 세 가지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를 토대로 새로운 경 

영에 대한 정의를 내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때 K.R'P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식경 

영， 자원경영， 권력경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K.R.P 경영의 대상이 되는 지식 

자산， 유형자원， 그라고 권력이 명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그 이 

후에 각 경영의 관섬사가 무엇인지를 살펴옴으로써 K.R.P 경영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도모할것이다. 

다음으로 K.R.P 경영론이 실제로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지식정보 

사회， 다원주의사회. 글로별사회라고 하는 오늘날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K.R.P 경영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K.R.P 경영이 기업의 장기적 

인 경영발전의 지침이 되는 큰 틀을 설계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 

러한 큰 틀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기엽의 마스터 플랜 수립과 최고경영자의 평가에 어떤 

유용성을 갖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K.R.P 경영론이 하나의 학문적 분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뒷 

받침되어야 할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본다 K.R.P 경영론은 그 이론척 배경을 시스템 

이론에 두고자 한다‘ 그러므로 시스댐이론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이후에 이 이론의 문제 

점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고. 아메바(amoebal와 허브(hubl 개념을 통해 

그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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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회와 기업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 

우리가 사회과학도가 아닌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어떤 요소들이 그러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어왔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사회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핵심요소가 되어왔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체를 발전시 

키는 핵심요소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다양한 조직체 중 오늘날 대표적 조직형태인 기업 

조직의 경영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를 중점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 그 동안 경 

영을 정의하는데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 왔으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영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 사회발전의 원동력 

우리는 인류 생활의 질 (QL: Quality of Lifel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가 어떻게 발 

전을 이루어왔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 

에서 다루려고 하는 K.R.P 경영론은 이러한 대전제 하에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그 

렇다변 인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발전되어 왔는지 간단히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농경 ·정착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의 아득히 긴 세월동안 인간사회는 ‘수렵채취사회’ 

(hunting and gathering society 1를 거치며 진화해왔다- 당시 인간에게 있어 생존에 

펼요한 지식， 즉 먹을 것과 안전에 관련된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어떤 장소 

에 얼마만큼의 동물이 모여있으며， 어느 시기에 어떤 동물이 출몰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먹을 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당시의 인간은 사냥감 

이나 채취할 음식에 관련된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안전을 갈구하던 당시 

인간에게 ‘불의 발견’은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산불 또는 낙뢰 등에 의해서 우연히 

얻어진 불의 유용성을 알게된 인간은 어떻게 하면 불을 꺼지지 않게 잘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를 궁리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사람들이 음식을 익혀먹거나 동물을 내쫓는데 

불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처접 동물의 습성이나 불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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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식량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인류는 그러한 지식을 갖기 위해 노력했다 

생존을 주목적으로 하던 수렵채취사회에서 식량자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그러한 식량자원의 확보는 한 인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함께 활동하는 인간들 모 
두의 문제였기 때문에 인간들은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당시에는 수렵이나 채취 등을 통해 식량자원을 획득하였더라도 이를 보관하여 잉 

여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함께 배부르거나 함께 굶었다‘ 。l처럼 잉 

여생산물이 없다보니 그로 인한 다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비교적 평화로운 사 

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 

수렵채취사회에서는 권력이 많이 분화되지는 않았지만 몇몇 권력자가 등장하기도 했 

다 왜냐하연 수럽에서 독점적인 힘을 가진 자가 가장 많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고 이 

를 기반으로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특별한 사람이 존재하기도 했 

다. 몇몇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도적인 역할을 취했는데. 그들의 역할 
이나 의무는 층병함이나 지도력， 수행능력 등의 개인성에 기초한 것이었다 비슷하게 몇 

몇 사람틀은 수장(首長)으로부터 병든 자릎 고치며 날씨를 예보하고 통물들의 움직임을 

예언하는 능력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이들은 주술사였으며 . 샤만의 역할을 하였다 하지 

만， 수렵에서는 긴밀한 협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대부 

분의 구성원들이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 

수렵채취사회에 이은 ‘농경사회’ (agrarian society) 는 인류가 좀 더 편하게 식량을 얻 

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나타났다 농경사회의 가장 큰 특정은 곡물을 경작하는 

영농지식을 익히게 된 것(농업혁명)이다 영농지식의 습득은 단순히 인간들이 새로운 지 

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농이 중요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농사에 

펼요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관개기술， 잉여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시설 

을 만드는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농업이 주요 생활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들어 쓰고， 가축의 힘이나 수력과 풍력 등음 이용하는 방법도 고 

안되었다 

농업혁명을 통해 사람들은 소유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 잉여자 

왼이 발생했다 사람틀은 더 많은 잉여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이는 자 

연히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더 많은 농경지를 갖는 자가 보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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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산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은 수렵채취사회에서 

나타났던 공동의 노력형태에서 개인의 노력형태로 바뀌게 되었으며， 더 많은 노력을 한 

자가 보다 많은 잉여자원을 획득하게 되었다 

농경사회에서 권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잉여생산물을 가지는 자에게 집중되었 

다 사람들간에는 잉여생산불을 보다 많이 갖기 위해 약탈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를 지 

키기 위하여 무사계급이 형성되었다 무사계급뿐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일만 담당하는 사 

람들이 생기는 분엽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그들간의 권력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지주)의 땅에서 경작을 하여 자신의 생산량의 일부를 소작료로 떼어주 

는 소작농의 출현은 지주와 소작농간의 권력관계를 잘 보여준다 사람들은 신분상승을 

통해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사람들간의 역할분화와 기술수준의 발전은 산업혁명을 촉발시켰고， 이는 ‘산업사회’ 

(industrial society)를 등장시켰다- 산업혁명은 영국의 방직공업에서 방적기와 증기기 

관을 발명하면서 비롯되었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보다 많은 생산물을 얻기 위해 고안된 

방적기는 공장에서의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고. 각종 관련 산업의 연쇄적 발전을 촉진하 

였다. 그리고 산업혁명은 사람들이 생산성 (productivity) 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식을 개발시켰다. 이 

러한 지식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노력은 노동력 차왼뿐 아니라 기계설비， 물류 등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졌다 지식의 높은 적용성은 사람틀이 유용한 지식을 개발하게 하는 계 

기가 되었고 다양한 연구의 수행은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엄청난 양의 지식을 창출하게 

하였다 

대량생산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대량의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생산을 위한 투 

입요소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배분해야만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었다. 석 

탄은 동력을 제공해 주는데 필요했고 강철은 석탄을 나르는 선로를 만드는데 필요했다. 

더욱더 석탄은 강철을 만드는데 펼요했다 그리고 원자재를 가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고용하여야 가장 효율적인지 결정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했다 또한 기업이 얻은 

수익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처럼 산업혁명의 영향으 

로 사람들은 가장 효과적인 자원의 양을 판단하여 확보하고 배분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의 발달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는 더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 권 

력을 갖는 형태의 사회구조가 형성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과거의 농업사회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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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산업사회에서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와 함께 새로운 권력이 모이게 되 

었다. 많은 조직들은 상위로 갈수록 권력을 가진 사람의 수는 줄어들고 권력을 더 많이 

가지는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구조를 형성하였다 사회적으로도 민족국가가 등장하면서 

중앙집권화된 정부가 시민에 대한 광범위한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권력을 

갖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때로는 전쟁이나 혁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1950년대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류는 정보혁명을 맞이하게 된다- 지식과 정보가 인류 

의 생활에 핵심적인 영호탤 미치는 ‘지식정보사회’(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가 등장한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유형의 물건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과 더불어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의 ‘지식 또는 ‘정보’를 형성하고 유통하는 것이 중심이 되며， 그 

만큼 지식과 정보의 가치도 점점 높아진다 과거에는 유형의 산출물을 좀 더 많이 생산 

하기 위해 중요시되었던 지식이 지식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자체로 가치를 갖게 된 

것이다. 사회에서 경쟁력은 열마나 가치 있는 정보나 지식을 얼마나 더 빨리 가질 수 있 

는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다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주위 자원의 활용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과거에는 국제적으로 자금을 유통시키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펼요했고， 투자한 국 

가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정보가 늦게 전달되어 손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재 

무자원들이 자국 내에서만 투자되고 유통되었다. 하지만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사 

람들은 실시간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자금을 해외로 유통시킬 수 있게 되 

었다 이는 원자재나 노동력의 조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에는 생산을 위한 원 

자재 조달이나 노통력에 대한 결정은 몇몇 익숙한 생산자틀과의 관계로만 한정되어 있었 

다. 하지만 풍부한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면서 사람들은 가장 저렴 

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진 노통력이 펼요한지 등의 정보를 쉽게 접하 

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사람들이 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그에 적합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권력구조의 양상을 가져왔다. 과거에는 재산이 

나 식량 등에 따라 구분되던 사람들간의 신분차이가 사라지고， 오히려 지식을 얼마나 가 

지고 있는지에 따라 권력구조가 달라지게 되었다 산업화시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생산과 

정을 통제하기 위한 폭력과 같은 저품질 권력에 의존하기도 하였고， 산업화시대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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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권력인 금력을 주로 이용하기도 하였지만，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생산과정은 지식이 

라는 고풍질 권력과 융합하여 능률적인 사회가 된 것이다 지식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 

는 가능성이 크고. 지식사회에서의 권력은 가장 민주적이고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 

정 때문에 지식이 권력의 주요 원천인 사회에서는 권력이 광범위하게 분산화되어 중앙집 

권적 위계조직이 용괴되고 다차원적 모자이크형 권력사회가 된다〔앨빈 토플러. 1990). 

〈표 1 > 사회발전을 위한 핵심요소 

져식 (Knowledge) 자훤 (Resource) 권력 (Power) 

。동물의 위치 및 출현시 。수렵에서의 지도척 활약 

수렵체취사회 
기에 대한 정보 

。식량자원의 확보 
을통한권력획득 

。불의 안전하고 지속적 。주술행위를 통한 독점적 

활용을위한지식 권력형성 

。영농지식의 습득 
。농경지의 확보 

。 관개기술， 창고시껄의 구 。사회적 역할의 분화 
농갱사회 。잉여À}원의 획득 노력 

축을 위한 지식 。신분상승을 위한 투쟁 

。 수력 및 풍력의 활용방법 
。노통력 구성방식의 변화 

。 방적기 및 증기기관 개발 
。석탄， 석유 등의 원자 。 정부조직 기능의 다양화 j 

산업사회 。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 
재 확보노력 。피라미드 조직의 등장 

구개발 
。원자재의 효율적 배분 。권력획득을 위한 전쟁， 혁 

。고용량의 결정 명 발생 

。지식 자체의 유통 
。국제적 자금유통 

지식정보사회 
。 지식획득을 위한 연구 개 

。최적입지 선정 
。중앙집권적 조직의 붕괴 

HEL 

。노통형태의 결정 
。권력의 분산 

。지식공유방안의 마련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류는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끊임없이 노력하 

여 왔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틀을 지식 (K Knowledge)과 관련된 것， 자왼(R Resource) 

과 관련된 것， 그러고 권력 (p: Power)과 관련된 것으로 범주화해서 정리해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회발전의 왼동력이 되어 

왔던 K'R'P 요소를 더욱 체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 펼요가 있는 것이 

다 그러고 그것들의 경영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발전모델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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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체의 발전과 K'R.P 경영 

오늘날에는 사회발전의 실천주체를 설명하는데 있어 사회라고 하는 광범위한 개념보다 

조직 또는 조직체 (organization) 라고 하는 구체적 대상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보다 설 

득력이 있다. 왜냐하연 인간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 사회를 이루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일정한 목적을 지니고 모여서 형성되는 조직들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고 조직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더 명확하며 그 의의가 클 수 있다 

현대사회의 조직은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도 정부조직， 종교조직， 대학조직， 군대조직， 

많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 병원조직， 기업조직 등 수없이 

다]) 지식경영과 자원경영， 그리고 권력경영을 조직발전을 위한 핵심요인으로 여기는 

K'R.P 경영은 모든 조직들에 그 적용이 가능하다. 다음에서는 다양한 조직들 중 정 

부조직과 대학조직을 예로 들어 K'R'P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어떻 

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K'R.P 경영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먼저 ‘정부. (또는 대통령)를 통해 K'R.P 경영에 대한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정부조 

직은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국가발전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엿보다 세계를 이끄는 국가적 경영비전과 같은 정부가 추구하는 방 

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러한 비전수립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을 비교해 본다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하고 못한 

점을평가할수 있을까? 

정부가 국가를 경영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국가수준에서의 지식 (K)경영은 국제적인 경 

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펼수적인 과제가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민의 지식수준을 호냉 

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얻을 수 있도록 IT (Information 

Technology)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IT강국을 건설하는 것아 필요하다 그리고 창조적 

지식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교육의 활성화， 이공계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의 도입， 지식공동체의 활성화 등의 활동들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적 。~ 2.loS1.. 도즈 
Î 0 i=즈 。

현실과 분리되지 않도록 새로운 지식을 계속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그밖에도 국민이 일생에 걸쳐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학습 이외에 직장에 

~_Q..ol J.l.!.""J:f '-'1 대시키기 위하여 

1) 에치오니 (A. Etzioni)는 다양한 사회조직을 형무소나 정신병원과 같은 강압적 조직， 기업으로 대표 
되는 공리적 조직， 교회나 학교와 같은 규법적 조직으로 구분한 바 있다[Etzioni.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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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학습과 퇴직후의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수준에서 인 

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부가 하여야 할 일을 단순히 지식경영 차원에서 한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와 

더불어 강조되어야 할 것이 자왼 (R)경영이다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국가적 과제 

가 유형자원보다는 지식의 개발로 변환되었다고 생각할 수 었으나 여전히 유형자원의 효 

과적 관리는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동북 

아 금융 허브국가를 건설하는 일은 자금의 유통량을 증대시키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를 

산출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며. 따라서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단기적인 시각에서 투자의사결정을 한다면 그만큼 자원이 낭비되기 쉽기 

때문이다 국가차원에서의 노동력 문제 역시 정부의 경영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의 평균연령은 높아지고， 그만큼 노동자들이 고령화 되어가 

는 사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 

다 또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원을 개발하고 적정 보유량을 유지하는 것도 펼요 

하다 원천 수거물 처리와 관련된 정책이나 그린벨트의 규모결정， 천연자원의 개발과 수 

입 량의 결정 등 자왼경영과 관련된 많은 사안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국가의 예산과 

관련된 사항들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결정되어야 한다. 적정환율과 금리수준의 결 

정 . 국가의 자금운용에 있어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의 결정 등 돈과 관련된 많은 사항들 

은 인플레이션， 수출입 비중 등에 미치는 영향처럼 국기를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정부가 중시 여겨야 할 또 한가지 부분은 권력 (p)경영이다 대외적 측면에서의 권력경 

영은 외교적 힘을 유지하며，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당사자로서 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게 하여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대외적인 권력경영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대내적 측면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협력， 

행정 · 입법 · 사법의 균형 유지 등 정부 조직내의 권력관계를 원활히 형성하여야 한다 

지자체를 육성하거나 명설공히 지방분권화를 꾀함으로써 바람직한 권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권력은 정부의 대국민 관계형성에서도 중요하다. 집단이기주의나 

파별주의가 뿌리내렬 수 없는 기반을 형성하고 대정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노·사·정 협의회가 영목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이끌 

어 낼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들간에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것 역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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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혼히 국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은 무한대인 것 

처럼 보이나 몇 가지 범주로 묶어보면 역사 사회발전의 왼동력과 같이 K.R.P 요소가 

핵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부가 해야할 역할을 ‘나무’ 하나하나에 국한시켜 나 

열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적정수준에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 (K)경영， 자원(R)경영， 그리고 권력 (P)경영의 범주에서 정부가 수행하 

근
 

유 신 

는 것이다 

여야 하는 수많은 활동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기준으로 삼을 때 정부는 세계를 

이끄는 국가적 경영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정부기관(대통령)의 K.R.P 경영 

지식 (K)경영 자훤(R)정영 권력 (p)정영 

。 IT 강국 건섣 。동북아 금융허브 실현 。국가의 외교적 파워 증대 

。창조적 교육사회 구현 。장기적 투자계획 수립 。냥북화해협력 증진 

。국가적 혁신역량 증대 。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집단이기주의 타파 

。 i평생학습기반 마련 。자원 적정보유량 유지 。정부 조직구조 개편 

。인재유출 방지 。세금， 물가， 금리 정책 。정경유착 단절 

이와 같은 지식 (K)경영， 자원 (R)경영， 그리고 권력 (P)경영의 펼요성은 정부조직에서 

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조직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학조직(또는 총 · 학장) 

역시 명확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에서 운영하는 정책들이 방향성을 갖추 

도록 하여야 한다. 즉， 세계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대학의 비전을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대학의 경우에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비전수립과 설행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학조직을 경영하는 총 · 학장들의 

역할을 평가하려 할 때 그 기준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학의 주요 역할은 연구와 교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식 (K)경영이 강조되어야 한 

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함으로써 개인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설정하고 있는 목적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 

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종합대학， 전문대학 등으로 구분하여 자신들이 창 

출하고자 하는 지식의 범위를 결정하곤 한다 어떤 대학은 이공계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고， 어떤 대학은 순수학문 분야의 발전을 중요한 목표로 둘 것이다 지식의 범위 

를 어떻게 결정하든 대학은 이론과 실제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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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인터넷 기반의 

교육시스랩을 도입한다든지 , 국내외 타대학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지식이 공유되게 하기 위해서 캠퍼스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고， 대학내 지식공통체의 

형성을 장려하며， 학제간 연구를 지원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에 더해 대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R)경영을 수행하여야 한다 대학은 우수 

한 교수나 학생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재원의 

조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하며. 교수의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배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연구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교직원과 학생 수를 적정규모로 유지하 

여야 하고， 때로는 자금과 인력의 관리를 위해 아웃소싱과 같은 결정도 필요하다. 이처 

럼 대학이 보유하고 있거나 확충이 펼요한 자원을 경영하는 일은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 하나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대학조직의 표과적 운영을 위한 권력 (P)경영이다 외적 

으로 대학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성이나 리더십 관리가 펼요하며， 홍보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외부 네트워크를 위한 관리방안은 산 · 학 · 연 협통체계를 

구축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혹은 재학생과 졸업생간의 네 

트워크를 구축하는 활동 퉁이 있을 수 있다 대학 내적으로는 각 단과대학간， 교직원간 

의사소통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대학내 부처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를 형성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표 3) 대학(총 - 학장)의 K.R.P 경영 

지식 (K)정영 자원 (R)경영 권력 (p)정영 

。미래 인재 육성 。학생장학금 확보와 배분 。대학의 명성 · 리더십 제고 

。기초학문 육생 。 교수연구비 조달과 배분 。대학간 의사소통체계 확립 

。대학내 정보시스템 구축 。낙후된 교내시설 정비 。산·학·연 협동체계 구축 

。국내외 지식네트워크 형성 。대학건물 보수 및 신설 。지역사회와의 신뢰조성 

。학제간 연구 장려 。대학별 교수 · 학생 정원 。재학생과 졸업생간 네트워크 구축 

。1 처럼 K.R.P 경영은 다양한 조직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K. 

R.P 경영론을 제안하는데 있어서 사회의 여러 조직들 중 특히 기업조직을 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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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이 때 기업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조직은 어느 조직보다 그 경영활동이 매우 복잡하므로 기업조직의 복잡한 

경영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연구성과를 상대적으로 기업조직보다 단순한 경영활 

동을 행하는 다른 사회조직에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오늘날 기업은 가장 혁신지향적인 조직이다. 기업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 가장 활 

발하게 산학협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체이고， 그 연구결과들은 우리들에게 혁신지향 

적 조직의 성격을 이해하고 경영하는데 풍부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 

문이다 

셋째. 오늘날 기업조직은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가장 많은 보면적인 조 

직이다. 따라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3 기존 경영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과 새로운 정의 

우리는 이제부터 기업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K.R.P 경영론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런 

데 이러한 연구의 전제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과연 경영이란 무엇인7f’ 하는 것 

이다 경영에 대한 의미있는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기업발전을 위한 방법론 또는 ‘큰 

틀’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 경영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려져 왔 

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의들은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의 경 

영에 대한 정의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K.R.P 경영론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기존 경영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 

지금까지 내려져 있는 ‘경영’ (management)에 대한 정의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아직까지 불완전하여 어느 하나의 공통적인 정의를 찾기가 힘들다 

첫째， 지금까지 내려진 경영에 대한 정의들은 경영을 너무 큰 시각에서 정의하거나， 아 

니면 너무 작게 정의했다는 문제를 가진다 경영을 너무 큰 시각에서 정의한 경우는 예 

를 들면， “경영은 사람을 다루는 일’， “경영은 전략(혁신) 이라고 정의하는 것， 혹은 “경 

영은 기술”이라고 정의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이와 같은 정의들은 부연설명이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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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만 경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정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설명하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경영을 크게 정의하면 현실 면에서 특히 부각되고 있는 경영의 주제 

를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 시대에 꼭 펼요한 한가지의 개념을 알려줌으로써 경 

영문제를 중점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영현상이 무엇인지를 명 

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시류에 따라가거나 자기의 주장을 과장함으로써 인기몰 

이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언급된 주제 이외에 다른 주제들도 의미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지닌다. 

반면에 경영을 지나치게 너무 작은 시각에서 정의한 경우는 예를 들면， 경영을 경영계 

획， 경영통제(컨트롤) . 자금조달과 운용， 조직구조와 운영 등으로 세분화해서 정의하는 

것이다. 이처럼 경영을 세분화하고 과제별로 나열해서 정의하면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보이는 경영현상을 몇 가지 임의적인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주제들만을 선돼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지닌다 이는 자칫 경영이 몇 가지 세부적인 문제들만을 다루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즉 숲(경영학 전반)을 보지 못하고 나무(경영학의 몇 가지 주제나 기 

법)만 보는 우를 범하게 할 수가 있다. 

둘째， 기능별로 분리해서 경영을 정의함으로써 통합적인 의미를 상설하는 문제가 있다. 

기능별로 경영을 정의한다는 것은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기업의 주요 기 

능별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거의 모든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경영학에 대한 연구 

와 교육은 미국 경영학제도의 영향을 받아 기업기능적 관점을 따르고 있다 이를테면 생산 

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인사관리， 회계학， 경영정보(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전공 등으로 세분하여 연구 • 교육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조직에서 펼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경영의 개념을 규정하게 되면 각 기업기능별로 전문화와 특화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기능적 접근법은 21세기에 들어서 그 중요성 

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경영지식을 체계적으로 포팔하여 설명하거나 기존의 전문지식을 대 

체 • 보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Pfeffer. 1994: 64-66 참조〕 또한 전체 경영적 측면 

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영역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경영비전이나 기업 

문화와 같이 전 기능에 걸친 경영현상을 넓은 시각에서 설명하지 못하고 협소한 영역으 

로만 다루게 되기도 한다. 또한 기업기능분야가 분절적으로 이휘지게 함으로써 각 기능 

분야간에 두터운 벽을 쌓게 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의 각 기능들이 함 

께 잘 수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통합효과를 간과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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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영에 대한 정의가 실제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일관된 체계나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선진기법을 적용 

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경영에 관해 어떠한 이론체계나 모형을 특별히 설정하 

지 않고 경영을 하는 데 당장 현실에서 휠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세부과제 

로 삼아 채택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당면한 세부과제에 

매달리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 수많은 경영개선 또는 혁신과제(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었 

으나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고 사장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다 매일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경영기법틀을 소화해내지 못한 채 다른 기업이 하는 대로 이른바 벤치마 

킹 하는데 급급하다 경영자들은 넓은 시각에서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키지 않고 무수한 

선진기법만 무턱대고 가르친다고 대학에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한다-

2) 경영에 대한 새로운 정의로서 K'R.P 경영 

우리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경영’에 대한 기존 정의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 

로운 관점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경영이란 

기업목표 달성을 위해 지식 (K KnowJedge). 자원(R Resource). 권력 (p: Power)을 

다루는 방볍론(이론과 실제)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 K.R.P 경영론”이 

라이름붙이고자한다. 

〔그림 1) 경영에 대한 새로운 정의 K.R.P 경영 

※ 경영 (Management)이란 기업목표 달성을 위해 지식(K: Knowledge). 

자원 (R: Resource). 권력 (P‘ Power)을 다루는 방법(이론과 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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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경영에 관한 정의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지닌다， 즉， 경영을 너무 크게 정의하거나 너무 작게 정의하는 문제， 기능별로 분리해서 

경영을 정의함으로써 통합적인 의미를 상실할 수 었다는 문제， 그리고 경영에 대한 정의 

가 실제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경영에 대한 새로운 정의로서 K. 

R.P 경영론이 기존 문제들의 해결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K.R.P 경영론을 통해서 경영을 새롭게 정의할 경우 그 범위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즉 ‘중간’ 또는 ‘중범위.(mezzo) 수준을 택함으 

로써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연구에서 이 

러한 중범위 수준의 분석을 위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학문의 역사에서 많 

은 이론가들이 미시 (micro) 또는 거시 (macro)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두 관점을 접목시 

키려는 시도를 하여 왔다 너무 크거나 작은 관정에서 다른 관점을 일방적으로 포괄하려 

는 시도가 많은 경우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럽 경영을 어느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는 경우 그 설명 

이 너무 막연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닌다 

의하는 것도 의미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영을 너무 세분화해서 정 

그러므로 제대로 된 정의는 동일한 수준 또는 

범위를 갖는 개념들을 통해 정의하되， 그 포팔요소들이 너무 많아서도 안되고 너무 적어 

서도 안된다. 또한 이처럼 같은 수준의 개념들을 통해 어떤 것을 정의하는데 있어 각 개 

념들이 서로 통합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는 운송수단이다”라고 

정의한다연 너무 큰 정의가 되어 자전거가 무엇인지 모호하게 된다 그렇다고 “자전거는 

페달. 체인， 손잡이 바퀴， 몽통， 안장 등으로 이루어진 운송수단이다’라고 구분하여 정 

의하는 경우는 각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자전거가 되는지는 모호하게 만든다. 

결국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개념들을 통해 자전거를 정의한다면 “자전거는 사람의 힘 

을 바퀴에 전달함으로써 사람의 운송을 돕는 몽통부와 바퀴부로 이루어진 도구이다/’라 

고 말할 수 있다 이 정의에서 등장하는 각각의 개념들은 언뜻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결 

국은 서로 관련성을 가짐드로써 자전거라는 개체를 설명해준다 또한 정의 안에 목적이 

등장함으로써 각 개념들이 모이는 구섬점을 제공한다 

K.R.P 경영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영을 정의할 때 그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서， 예블 들어 경영을 사람이라 정의하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 부연설 

명을 하는 것은 명확한 정의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경영은 기업발전을 도모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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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하는 것 역시 명확히 경영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한다 그 

러므로 경영에 관한 정의는 그 안에 적정한 수준의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라는 구심점을 통해 각각의 개념들이 관련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 

다 K'R'P 경영론은 이러한 변에서 의미있는 대안이 된다 즉， 경영은 기업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지식 · 자원 · 권력을 다루는 방법론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활동 

은 그 활동을 설명해주는 객체들을 갖게 되며 이들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관련성을지니게 된다 

이러한 경영에 대한 정의는 단순하게 가능할 것 같은 경영의 개념(구성요소)만을 나열 

한 것은 아니다 그 배경은 그 동안 경영학이 연구되어 온 역사의 측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경영학이 연구되어 온 역사의 측면에서 볼 때 과거에는 경영의 핵심요소로서 

권력과 자원에 많은 중요성을 부여했으나 최근에는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써 

지식경영이 학계나 실무계에서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림 2) K. R. P 경영연구의 흐름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 최근 

P경영 
」 … ............. … .......... … ... ,.J 

R경영 ! : 
---.............. … .......... … .......... 써 

K경영 

• 참고 신유근(1993) ， ，.거시경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R' K. P 경영)， 서울대학교 「노사 
관계 연구」 제 4 권 

〔그럼 2) 에서 보는 것처럼 1980년대 중반까지는 권력을 기업경영의 핵심원천으로 파 

악하여 기업의 경영현상을 설병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라고 1980년대 증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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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까지 일군의 연구자들은 자원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1990년 

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는 지식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자원으로 파악하여 논의를 확장 

하고 있다〔신유근. 2000: 54J ‘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K'R'P 각각에 대한 관심정도 

가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통시적으로，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 세 가지 요소는 

똑같이 중요한 경영의 핵심요소가 되는 것이다-

둘째. K.R. P 경영론은 그 동안 통합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기능별로 분화되는 것 

만이 강조되어 왔던 경영의 정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경영을 정의하 

기 위해 지금까지 분화되어 활용되어온 개염들의 원래 의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분화된 

개념들이 관련성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능들을 재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대학조직의 예는 그 필요성을 잘 설명해준다. 한국 대부분의 대학들은 설립 

될 당시에는 몇 가지 주요한 학문적 분야로 구분하여 그 조직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점 

차 학문이 분화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인재상이 다양해지면서 학과의 수가 많아지고 

다양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세분화된 학과의 분화는 학생 수의 부족이나 예산할당의 불 

균형과 같은 측면에서 기본적인 운영조차 힘들어지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최근 들 

어 이러한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대학들은 다시 여러 학과들을 통합하여 학부제를 운영하 

거나 전반적인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통합할런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K.R'P 경영론은 현재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여러 세분화되어 있 

는 기능들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펼요성을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경영학원론. 혹은 경영학개론 등의 강좌를 통해 생산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인사조직， 회계학， 경영정보(MIS) 등 각 기능 분야의 기초개념들을 

접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기능론(경영학각론)을 선택하여 집중적으 

로 학습한다 하지만， 그러한 기능들이 전체 경영이라는 틀 안에서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작용하고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있지 못하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경영학원론’과 같은 강의들이나 각 기능론들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해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여러 기능들의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포괄하고 있 

는 동시에 이들간의 관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급학년에서의 통합 

과목， 예컨대 “K.R'P 경영론”과 같은 경영학 전체를 아울러줄 수 있는 연구분야가 필 

요한것이다 



203 근
 

유 신 

(그림 3) 기업 기능별 연구의 통합 

경영정보 생신판리 

셋째. K.R. P 경영은 그 동안의 경영에 대한 정의와 실제 경영활동이 연결되지 않는 

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 단계 경영학 연구는 

기업경영의 기능적 활동들에 도움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의 전반적인 경영을 어떻게 

못하고 있다- 반면에 K.R.P 경영론은 실제 
적용성이 매우 높다 

K.R.P 경영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은 다읍 예를 통해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살펴볼 수 있다. 베이비 파우더， 타이레놀， 일회용 반창고 밴드 에이드 등의 히트상품으 

로 유명한 존슨 & 존슨(Johnson & Johnson) 그룹의 총괄 사장 겹 이사회 부회장인 

제임스 레너헌씨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자 2) 

첫째， 제임스 레너헌은 “좋은 경영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한 존슨 & 존슨이 10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를 ‘신조 느
 
」해

 
정해야 한다 명확하게 순위부터 우선 할때 .‘기업은 비즈니스를 

(Credol’라고 부른다. 소비자가 최우선이고， 다음이 직원， 그리고 지역 사회가 세 번째 

목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둘째， 그는 기업경영에 있어 항상 풍부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결국 이러한 유동성의 확보가 기업의 위기상황에서 기업의 존속을 보장하는 중 

요한 역할을 했음을 1982년도의 타이레놀 사건을 통해 강조하였다 

셋째. 경영자의 과제중의 하나로 직왼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주간 세미나. 단 

2) 조선일보. 2002년 5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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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교육)의 개발과 확산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경영에 있어서의 역할을 살펴볼 때 첫 번째의 것은 기업의 권력 (power) 

관계에 대해， 두 번째의 것은 유형자원 (resource)의 확보와 분배의 중요성에 대해， 그 

리고 세 번째 것은 기업내 지식 (knowledge)의 창출과 전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음을볼수 있다 

실제 경영활동들에 있어 K.R.P 경영론의 유악한 점은 K.R.P 경영의 적용성 

(app!ication)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K. R. P 경영의 적용성 

위 〔그림 4J와 같이 현재 많은 기업들은 수많은 경영과제(프로젝트)들을 매우 혼란스 

럽게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K.R.P 경영처럼 범주화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의 모든 경 

영활동들을 K.R.P 경영을 통해 100% 포괄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직까지 자료가 충 

분히 축적되지는 않았지만 몇몇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영활통을 파악하고 K.R. 

P 경영의 관점에서 재분류하는 시도를 해본 결과 90% 이상의 적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향후에 더 많은 자료를 통하여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 

3) 이러한 결과는 다음 W장에서 언급한 기업문화 관련 프로젝트틀 제외한 경영활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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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K.R.P 경영이 이처럼 90% 이상의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은 실제 경영활동과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 

들을 K.R.P 경영으로 재분류할 때 유의할 점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경영활동들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동일 수준으로 맞춰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인수합병과 사내제안제도의 운영은 그 수준이 다르다 기업인수합병은 경영활동 중 

에서도 거시적인 개념에 속하는 반면 사내제안제도는 미시적인 개념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영활동들을 통일 수준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K.R.P 경영방식은 또한 경영책임자를 명확하게 해주고 그들간의 협력관계 

를 촉진시키는 측면에서도 그 적용성이 높다， 예를 들어 K.R.P 경영론을 적용하여 기 

업경영을 하려는 경우 조직에 CKO(Chief Knowledge Officer). CRO(Chief Resource 

Officer). CPO(Chief Power Officer)를 두어 각 책임자에게 분야별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세 사람의 책임자가 서로의 활동을 이해하고 공유함으로써 CEO (Chief 

Executive Officer)를 중심으로 경영전체 활동둘간의 관련성을 도모하고 조직운영의 묘 

를 살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위에서 짚어보았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볼 때 기존의 경영에 대한 정의상의 문 

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경영， 즉 조직의 핵심성공요인을 지식 (K) . 자원(R) . 그리고 권력 (P)으로 구분하고 그것 

들의 역동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K.R.P 경영론이 타당하다고 제안할 수 있을 것 

이다 

III. 현대경영의 핵심으로서 K.R.P 경영 

앞에서는 사회와 조직체， 그리고 특히 기업발전을 위한 핵심요인이 지식 (K) . 자원(R). 

권력 (P)의 세 가지임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경영이란 기업목표 달성을 위해 K'R.P 

요소를 다루는 방법론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다음에서는 기업성공의 핵심요인， 즉 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식 (K)경영， 자원 (R)경영， 권력 (P)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기 

초개념을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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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 (K)경영의 요지 

여기서는 지식 (K)경영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지식경영의 대상이 되는 지식자 

산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본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경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 

두되고 있는 주요 관심사들에 대해 살펴본다. 

1) 지식 (K)경영의 개념 

지식경영이 무엇인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택시운전을 예로 들고 있 

다‘ 서울에서 택시운전기사를 할 경우 복잡한 서울의 거리를 구석구석까지 꿰뚫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서울거리에 대해 도사가 되어야 어느 지역에 손님이 많은가를 

알 수 있으며 손님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모셔다드렬 수 있기 때문 

이다 즉 서울의 거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물론 그 지식은 수백 갈래의 서울거리 

가 표시되어 있는 교통지도에서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교통지도에 들어있는 정보만 다 

외우고 있다고 그 운전기사가 가장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한 정보를 택시운전 

기사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택시기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가결정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지식 

에서 나온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은 기업의 구성원들이 .얄고 있는 것’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일’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며， 자신들의 기업이 초l여하고 있는 시장에 중요한 내용일 경우 구성원들이 알고 있 

는 지식은 더욱 중요해진다 앞의 택시운전기사의 예를 다시 돌아보면 택시운전기사가 

그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인 서울의 거리’에 대해 다른 기사들보다 새로운 것을 많이 알 

고 있다연 수익을 더 많이 올릴 것이다 

위의 예는 지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지식이 왜 경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지식경영의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일류기업들은 지식경영을 실행하고 있다-

조선일보 최성환 기자의 “기업의 ‘뉴 트랜드’ 지식경영”이라는 글은 지식경영이 무엇인 

지를 쉽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 4) 지식경영에서 가장 앞선 회사로 인정받는 미국의 석유 

4) 최성환. “기업의 ’뉴 트랜드’ 지식경영 r주간조선J. 2003년 8월 7일 기사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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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셰브론(Chevron)5)의 1999년 1월 당시의 회장 케네스 더르(Kenneth T. Derr) 

는 ‘세계지식경영대회’(Knowledge Management World Summit)에서 다음과 같이 

지식경영을 강조했다 “지식경영은 모든 직원들이 서로 지식을 나누고 관리하고 배우는 

조직이 되는 길이며， 이를 통해 셰브론은 7년 동안 매년 20억 달라(총영업비의 21%)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 그리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 적용하는 

일은 모든 직원들을 보다 흥미 있고 도전적으로 만든다며， “기존직원은 물론 신입직원들 

도 과거의 경험，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사례 (best practices)에 곧 바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모범사례에서의 공유와 전달방식을 .셰브론 

워1 이’ (The Chevron Way)라고 불렀다 셰브론 례이는 곧 지식경영의 한 표본으로 다 

른 회사들도 너도나도 뒤따르기 시작했다 셰브론 웨이가 구호나 슬로건으로만 그친 것 

이 아니라 조직 및 자본의 효율성 제고 빛 그로 인한 비용절감이라는 보다 설칠적이면서 

도 금전적인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지식경영 전문연구소인 댈리오스(Teleos)는 지식경영。l 정말로 경제적 · 경쟁적 이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 2003년 ‘전세계적으로 지식경영에 앞서가는 기업’ 

(Global Most Admired Knowledge Enterprises) 에 선정된 기업 207H와 최종후보 

까지 올랐던 297H 기업주식의 주가 상승 및 배당을 포함한 투자수익을 통해 총투자수익 

(TRI: Total Return Index)을 계산했다‘ 그 결과 이들 회사의 1992~2002년 중 총 

투지ιF익은 평균 19.6%로 경제잡지 포춘(Fortune) 이 선정하는 500대 기업의 평균보 

다 2.2배나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영은 실행 가능한 수준의 지식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서로 공유하고， 실제상황에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지식경영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지식을 획득 · 창조 • 공유 • 실행하기 위해 기업 

내에 따로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나 인트라넷에 모 

든 임직원들이 모범사례 또는 모범기준을 올라고 공유함으로써 작업이나 고객관계의 효 

율성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비용절감에 동참토록 하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이 지식을 관 

리하는 CKO(Chief Knowledge Officer)를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세기의 

전략가(Strate밍st of the Century)’로 불리는 지식경영이론가 피터 생게 (Peter Senge) 

5) 셰브론(Chevron)은 2001년 10월 텍사코(Texaco)와 합병하면서 셰브론 텍사코(Chevron Texaco) 
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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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21세기형 경영조직 및 기업문화의 하나로 배우는 조직 또는 공부하는 조직’ 

(Iearning organization)을 들었다. 지식은 브랜드와 함께 21세기 기업들이 관리하고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지식경영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여 

러 사람들이 지식경영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정의를 내려왔다. 지식경영에 대한 다 

양한 정의는 그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확한 의미를 알기 힘들 

게 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지식경영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에서 의미하던 바를 종합해보 

면 다음과 같이 지식경영이 무엇인지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지식경영의 정의 

지식자산의 전사적 개발과 확싣 새로운가치왕훌 

口 지식경영 (Knowledge Management) : 
기업이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지식자산을 전사적으로 개발하고 확산 

하는 경영방식 

즉， 우리는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이란 ‘기업이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 

해 지식자산을 전사적으로 개발하고 확산되도록 하는 경영방식’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기 

업에 있어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낼 수 있는 지식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지식경영의 목표는 그 지식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결 

국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경 

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자산의 전사적 개발과 확산’이 필요하다 여기서 ‘전 

사적’이라는 말은 조직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자산보다는 회사 전체의 차원에서 

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발과 확산’은 지식자산을 창출 · 발굴 • 확보하는 것으로 

부터 그것의 확산 · 학습 · 축적 · 적용 · 공유 · 이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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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자산의 의의와 구분 

지식경영의 대상은 지식자산이다 다음에서는 지식자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자 

지식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에 관한 똑똑한 의식과 그것에 대한 판단’， 그리고 i알고 있 

는 내용 또는 그 범위’를 의미한다. 이는 ‘알고 있음’ 혹은 알고 있음에 대한 ‘체계적 정 

리’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비록 형태는 없더라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을 지식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식자산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최 

초의 거래가 이루어진 이래 항상 존재해 왔다. 

지식자산(knowledge assets)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용어와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된 

다 예를 들어 지식자산은 보이지 않는 자산(invisible assets). 지적 자본， 또는 지적 

자원 (intellectual capita!/resources) 등의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 또한 브루 

킹 (A. Brooking)은 지식자산을 “영업권 (goodwill) . 경쟁우위 강화요소 또는 기업이 기 

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무형자산 전체 (combined intangible assets)"로 정의하고， 그것을 

시장X낸， 지적 소유X낸， 인간중심자산， 인프라2냄으로 구분하였다〔김광영 역. 1996J. 

에빈슨(L. Edvinsson)과 멜론(M. S. Malone)은 지식자산을 “지식， 경험， 조직에 내 

재화된 기술력， 고객과의 관계 및 전문가로서의 기술 등과 같이 시장에서의 우위를 부여 

하는 항목”으로 정의하여 지분개념에 의한 타인자본(부채)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지식 

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은 기업의 무형자산이라는 것이다〔황진우 역. 1998J 결 

국 일반적으로 지식자산이라 하면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무 

형자산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지식자산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료， 정보， 그라고 지식간의 개 

념적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data)는 특정의 목적에 대하여 아직 평가되지 않은 상태의 단순한 여러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료는 어떤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설이며 어떤 사건이나 상태， 

혹은 상황을 설명하고 분석 , 이해하는데 필요한 문자 • 숫자 • 기호의 단편적 조합이다. 

예를 틀연， 주식거래에 있어 특정 회사의 날짜별 주가와 거래량에 대한 기록은 자료라 

할수있다 

반면， 정보(information)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실제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정리한 것을 의미한다 주식거래의 예에서， 수집된 주가와 거래 

량에 대한 자료를 차트로 만들고 5일. 10일 이동 평균선과 비교하는 등 의사결정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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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정보이다 흔히 정보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체계적으 

로 수집된 자료로 이해된다. 즉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내재되지 않은 단순한 사건이나 

사실을 특정 목적에 의해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 

을정보라할수 있다. 

이에 반해 지식 (knowledge)은 정보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서 정보에 관련성과 목적 

성이 부가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식은 정보를 활용하는 사랍의 특정한 신념 · 입 

장 · 관점 · 의도 등을 반영하며， 목적을 가진 실천적 행위와 관련성을 갖는다 결국 일반 

적인 수준의 정보는 ‘자료’인데 그러한 자료를 가공하고 체계화되게 함으로써 원하는 사 

람이 곧바로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정보’가 된다. 그리고 여러 단계 또는 사례 

를 거쳐 가장 모범적인 사례 또는 기준임이 입증돼 향후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효 

과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을 때에 지식’이 된다 

정보와 지식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김효근 외. 1998: 매일경제 지식프로젝트팀. 1998). 

첫째， 단편적인 현상인 정보와 달리 지식은 확실한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김효근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A이면 B(If A. then B) 라는 사실이 참인 것을 아는 

것”을 지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경영에서 ’‘특정한 가격전략. 제품개발방법， 

마케팅방법 등을 구사하면 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 자체가 지식 

이라는 것이다 

둘째， 정보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수통적인 성격인데 반해 지식은 정보를 받아들인 

사람이 주체적으로 가공하고 판단하는 능동적인 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는 하찮아 보이는 돌맹이를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따라 엄청난 가치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지식도 마찬가지이다 정보를 잘 활용하여 목적에 도움이 되도록 가치를 

부여하여야만 제대로 된 지식이라 할 수 았다 

셋째， 정보는 정태적인데 반해 지식은 동태적이다. 즉 획득한 정보가 가공， 재구성， 축 

적， 판단과정을 거쳐 행동으로 옮겨져 유용한 가치창출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식으로서 

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의 옛말은 바로 

정보(구슬)와 지식 (보배)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매일경제 지식프로 

젝트팀. 1998J. 도움이 되지 않거나 때로는 악영향을 끼치는 역정보들은 정보의 법주에 

포함되지만 지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결합하는 등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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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야만 지식으로 발전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와 정보， 그리고 지식의 개념과 차이점은 아래 〈표 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자료는 객관적으로 실재하거나 일어난 사실이 객관적 실재로 기호 또는 수 

치화한 것이며 , 이 자료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가공된 것을 정보라 

한다 그리고 정보를 집적 · 체계화하여 보편성을 갖도록 한 것을 지식이라 부른다〔오해 

진 . 1999: 39-40 참조) 6) 

〈표 4> 자료， 정보， 지식의 개념과 차이점 
자료(data) 단순한 객관적 실체(사실)의 나열로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베이스에서 제공됨 

청보(infonnation)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실제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석 ·정리한 것 

」죄씬kno띤벌geL호보연L의미를문여한L견으로간환에 관련성과 목적성이 부가된 것 

경영자들은 자료와 정보， 지식의 개념과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야 하며 지식경영의 대상 

이 자료나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만 해서 지식경영 

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지식경영의 대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라 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자체만으로는 자료를 얻는 정도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그러한 자료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 내에서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를 살펴보는 정도 역시 지식경영이 아닌. 정보경영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그러한 정보 

가 어떤 목적에 부합되고 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여기서 얻어진 

가치 있는 지식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이 명확한 의미에서의 지식경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자산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이 글에서는 지식자산의 유형을 

크게 형식지와 암묵지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노나카 이쿠지로. 1998) 

형식지 (explicit knowledge)는 논리적이고 기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언어나 부호로 표현 가능한 유형화된 지식으로 참과 거짓， 수단과 목적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 기업에서의 업무로 치자연 회계서류 작성， 문서관리， 창구업무 

6) 지식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지혜 (wisdom)’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지혜란 지식을 바탕으로 
근본원리나 새로운 가치관 및 통찰력을 습득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혜는 개인적인 능력으로서 지식경영의 대상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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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좌뇌의 영역에 해당하는 지식이 바로 형식지이다. 이와 같은 형식지는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교육과 같이 일반적인 지식전파 수 

단을 통해 습득될 수 있다 형식지는 구체화되어있기 때문에 지식을 이전하기가 용이하 

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특정은 형식지만으로는 기업이 경쟁우위를 점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함께 지닌다-

반면 암묵지 (tacit knowledge)는 감성적. 직관적， 주관적 지식으로서 그 내용을 언어 

나 부호로 표현하기 곤란하고， 구성원의 행동과 머리속에 체화되어 있는 지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고객감동， 비전창출， 새로운 공유가치의 창출，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자기 나 

름의 독특한 경험 둥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암묵지는 우뇌의 영역에 해당한다- 암 

묵지는 정보 시스템 퉁을 통해 공유 · 학습하기 곤란하며 , 지식 보유자와 직접적으로 접 

촉하거나 경험적인 학습을 통해서만 공유하거나 전파할 수 있다. 

노나카(1. Nonaka)의 지식분류에 따르연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주로 강조되어 온 지 

식은 형식지에 속한다고 볼 수 었다. 즉 그들의 문화에서 생성되고 강죠된 지식은 객관 

적으로 측정 가능하며. 가시적이고 정량적인 형태로 체계화된 명시적 지식에 가깝다 반 

면에 일본을 비롯한 동양 사람들이 주로 언급하는 지식은 쉽게 객관화시킬 수 없고， 관 

찰할 수도 없는 주관적인 통찰력이나 직관， 영감 등 개개인의 머릿속에 보관된 암묵적 

지식에 가깝다 이러한 형식지와 암묵지라는 두 가지 전혀 다른 형태의 지식은 표면적으 

로는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각각 다른 지식들이 

서로 순환과정을 거쳐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쉽게 웰'l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펼요한 지식은 암묵지와 형식지가 상호작용하는 ‘지식변환과정’(knowledge 

conversion)에서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SK C&C & 유영만. 1999: 50• 51 재인용〕 

3) 지식 (K)경영에서의 관심사 

지식경영은 위에서 살펴본 지식자산을 전사적으로 개발하고 확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들이 지식경영을 위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크게 다음 

의 같은 세 가지를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첫째， 조직내의 지식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해준다는 측면에서 지식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기업 내에는 방대한 양의 자료와 정 

보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는 지식으로 만들어진 자료와 정보도 있고， 아직 전혀 처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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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자료나 정보도 있다 일반적으로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등 

으로 처리되고 보관하고 있지만， 중간관리자나 최고경영층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필요로 

하는 비반복적이고 비구조적인 정보는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정보에 비해 기업 내에서 접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정보는 오랜 시간에 걸쳐 기업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적용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지식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지식관리시스템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조직차원의 지식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양창삼. 2001 ’ 

159J.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은 각종 보고서나 연구자료， 개인의 인맥관련 자료， 개인 

별 관심분야 등의 기본정보에서부터 전문적인 정보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베이스화된 다양 

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인트라넷 

이나 그룹웨어 등을 활용하여 기업 내에 자체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식을 얻고 공 

유할 수 있논 기반을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관리시스템은 일차적으로 기업 내의 지식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개 

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지식을 바깥으로 끌어내어 조직적인 지식으로 만들고， 지식 

들을 각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식관리시스템 

을 통하여 기업은 기업 내에 잠재되어 있던 지식을 가시화하여 축적하고 조직구성원은 

이를 활용하여 발전된 지식을 재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에 많은 기업들은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된다 

몇몇 성공적인 기업들은 기업 내부의 지식과 기업 외부의 지식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 

는 지식관리시스뱀을 구축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기업 내부에서의 지식공유만 

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기업 외부의 정보와 기업 내부의 정보를 결합하여 기업전체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업 외부와의 정보의 통합은 공개 데 

이터베이스， 인터넷 웹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만이 아니라 정보제공업체나 전략적 파트 

너， 공급업체， 고객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조직내 지식가치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다 지식가치를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대표적인 것이 교육훈련인데 교육훈련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교 

육훈련을 수행할지가 기업들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훈련의 방법은 

과거와 현재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의 교육모델은 방법 위주로 진행되었다 즉，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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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을 개발하고 강사가 교육안을 통해 표준화된 내역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러나 최근에는 지식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피교육자의 페이스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지 

고 었다. 다시 말해 과거의 교육모델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 즉， 교실을 통해 이루어진 

반면， 새로운 교육모텔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멘토(mentor) 제도나 컴퓨터 학습이 장려되고 

있다〔이순철. 1999J. 

이처럼 과거의 교육모델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교육모델은 지식을 제공 

하는 방향으후 나아가고 있다. 정보의 전달은 일방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지 

식은 현업에서 웅용되어야 하므로 상호작용하는 인터액티브 학습(interactive learning)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과거의 교육모델과 새로운 교육모델의 차이점은 교육 

과 학습으로 귀결될 수 있다 교육은 가르치는 강사에 의해 주도되며 업무시간에 벗어나 

발생되지만， 학습은 피교육자에 의해 주도되며 업무와 통합되는 것이다. 이처럼 경영자 

를은 최근 틀어 지식가치를 증대시키려면 어떻게 쿄육훈련을 하여야 할 지에 관해 많은 

관심을기울이고 있다-

교육훈련의 방법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교육훈련의 목적을 어디 

에 두어야 할지에 관한 관섬도 함께 주목된다. 이 때 교육훈련의 목적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인재육성방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피교육자가 어떤 형태의 지식 

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즉， 광범위한 지식자산을 개발하여 상대 

적으로 넓은 활동영역을 가지게 하는 제너럴리즘(generalism)적 관정과 상대적으로 좁 

고 비교적 제한된 활동영역을 가지지만 어떤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개발하는 스페셜 

리즘(specialism)적 관점이 그 것이다. 이 두 관점은 어느 한 쪽이 우월하다고 쉽게 단 

정짓기 힘들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에서 과거의 관행이었던 전인주의적 인재육성방식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특정 분야나 기능부서의 업무를 전 

담하는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를 육성하는 것과 관련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스페 

셜리스트로서 인재를 육성하자는 근거는 전문적인 인재는 지신들의 업무수행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기술의 고도 

화와 다각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기업 특유의 기술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스페셜리스트만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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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것이 항상 기업경쟁력의 강화에 도웅을 주는 것은 아니다 스페셜리스트의 경우 

자신의 전문지식과 영역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쳐 다른 부문과 협동을 하지 

못하고 정보의 공유를 거부하여 전체조직의 응집성을 떨어뜨리는 역기능을 할 수가 있 

다 그리고 전문기술이 계속 개발되지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좌절감에 휩싸이고 외부로 

부터 무시당할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껄 수가 있다 이러한 스페셜리스트의 약점을 보완 

하기 위해서 전인주의적 인재개발방식과의 보완 또는 멀티플레이어의 장점을 되새겨 보 

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의 개발과 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다 베스트 프랙티스는 제품， 서비스， 경영전략， 경영 하부구조 및 작업방식을 내부 유사 

조직， 경쟁업체， 업계동향. 타 업계 유사부문과 비교하고 분석해 격차를 파악하고 파악 

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베스트 프랙티스 

수행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식경영의 성공적인 수행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개발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 

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다른 기업이나 다른 부문에서 이미 성공한 작업방식 

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그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워크숍 개 

최나 포럼 추진 등을 통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정보기술을 이 

용하여 베스트 프랙티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담당 부서를 결성하거나 개별 

부서별로 개선대상을 선정하기도 한다 이 때 강조되는 것은 일회적인 개선이 아니 지속 

적인 개선과 혁신활동이 되기 위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규화하고 무분별한 모방보다 

는 자신에 맞게 변형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정보공유，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실수도 용납하여 실수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듬으로써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이순철. 1999: 260) 

한편으로는 학습조직형 커뮤니티를 통해 베스트 프랙티스를 확산시키려는 시도도 나타 

난다 학습조직형 커뮤니티란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임이나 

단체를 결성하여 관심분야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축적하고 이를 학습조직 형태 

로 발전시킨 것을 말한다 7) 혹은 다른 용어로 전문가집단이라 하여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임이나 단체를 결성하여 관심 분야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7) 지식경영 심포지엄‘ ‘지식경영과 한국의 미래 ( 199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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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축적하는 형태를 말하기도 한다 동호회. 연구회 등으로 대표되는 전문가집단 

혹은 포럽은 주로 비공식적 운영을 통해서도 지식자산 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다 학습 

조직형 커뮤니티의 활동주제는 프로젝트관리， 경영혁신， 품질향상， 생산성증대 등 기업 

의 경쟁력을 가져오는 것으로 정하며 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팀원간 역할도 

분담하고 연구 · 발표하게 된다 발표는 개인들이 연구한 지식을 상호공유하고 궁금한 점 

은 질의응답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발표하는 내용에는 기업업무에 도 

웅이 되는 가치 있는 지식이라면 제한이 없도록 한다〔포스코건설 지식경영팀 외. 2002: 

193) 이처럼 기업들은 지식가치의 증대를 위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확산하려 하고 이 

를 위해 학습조직형 커뮤니티와 같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2. 자원 (R)경영의 요지 

여기서는 자원(R)경영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지원경영의 대상이 되는 유형자 

원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본다. 그리고 그러한 자원경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 

두되고 있는 주요 관심사들에 대해 살펴본다， 

1) 자원 (R)경영의 개념 

똑같은 수입을 거두며， 똑같은 양의 돈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생각해보자 비록 그 

들의 출발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5년 뒤에 두 사랍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크기는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안정성을 추구하여 은행에 돈을 넣어두려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은 미래의 자금보유량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은 사람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통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크기의 가게를 24시간 운영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경우 가게를 운영하기 위뼈 3병의 종업원을 

두고 8시간씩 일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4명의 종업원을 두고 6시간씩 일하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이 인건비나 종업원의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 등을 통해 가게의 수입에 영호t을 줄 것은 당연하다 

위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가칠 수 있는 유형자원의 규 

모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유형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의 의사결정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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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럽 우리 주변에 있는 유형자왼을 어떻게 

활용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활동이 자원(R)경영인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자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자왼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우리의 삶의 질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앞서 인류의 

발전과정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농경사회에는 물이 중요한 자원이 되었으며， 산업사회에서 

는 석탄. 석유 등의 동력과 관련된 자원과 쇠를 생산하기 위한 철광석. 그리고 분업을 통 

한 생산을 하기 위한 노동력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들이 각광을 받았다 。l 러한 자원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원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활용하여 동일한 자 

원을 활용하면서도 남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였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서도 자왼경영은 항상 강조되어 왔다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자왼경영을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자원경 

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자왼을 다루는 효율성에만 초점이 맞 

추어졌을 뿐 자원경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지 옷했다 지금까지의 자원경영 

에 대한 다양한 정의틀을 검토해보고 보다 의미있게 정의를 내려보면 다음과 같이 자원 

경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자원경영의 정의 

유형자윈의 전략적 확보와 훌용 효율적 판리혁신 

口 자원경 영 (Resource Management) : 
기업이 효율적 관리혁신을 위해 필요한 유형자왼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경영방식 

즉， 우리는 자왼경영 (Resource Management)이란 ‘기업이 효율적 관리혁신을 위해 

필요한 유형자원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경영방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자 

원경영의 목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왼이 투입되고 산출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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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상태로 이루어지도록 효율적 관리혁신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러한 자원경영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원의 전략적 확보와 활용’이 펼요하다 이때 ‘전략적’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확보하고 활용한다는 의미는 사장 

되어있는 내부 유형자원의 발굴 및 필요한 외부자원을 확보 · 획득으로부터 그것의 분 

배 · 배분 · 할당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면 위와 같은 자원경영의 정의를 바탕으로 기업에서 자왼경영이 중요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기업경영의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유형자산(tangible asset) 이요， 다른 하나는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 이다. 자원 (R)경영에서 다 

루는 자원은 전자를 중심으로 한다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 경영자들의 마인드 변화， 학 

자들의 주장 등에 따라 지식 (K)경영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 

은 ‘자원유한 지무한’(資源有限 智無限)이라고 말하면서 지식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기 

도 한다 그러나 지식경영만이 유일한 최선의 경영방식은 아니다. 자원경영이 중요한 이 

유는다음과같다 

첫째， 유형자원에 대한 지속적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경영자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 

능하다 자원경영의 대상은 기업의 내부자원과 외부자원을 모두 포함한다 기업은 내부 

에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원의 개발과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통시에， 미래의 특 

정 시기에 소유할 수 있는 유형자원을 탐색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기업이 확보 가능한 유형자원을 밝히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 

으로 기업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미래의 경영환경에 적합한 전략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내 · 외부의 유형자원을 정확히 분 

석할 때 자신의 기업이 속한 경영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유형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만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자원은 그 가치에 대한 유한적인 특성과 동태적인 특성을 지닌다 즉，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현재까지 기업의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던 자원도 그 가치를 

잃을 수 있으며， 가치를 지니지 않았던 유형자원도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은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가치 있는 유형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해 끊임없는 투자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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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효율적인 유형자원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리혁신이라고 하는 목표 

를 명확히 해야만 기엽이 왼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자칫 유형자왼은 기업내의 다른 

요소들에 비하여 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경영자들이 자원경영에 대한 필 

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혁신을 하여야만 기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일본의 전자업체인 NEC의 경우， 회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미래의 기업 

위치와 현재의 기업위치간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함과 동시에 이러한 차이를 전 사원들과 

공감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관리혁신을 달성하 

기 위해 펼요한 지침을 전사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기업 내 전체 구성원들의 지지와 참여 

를 이끌어내어 80년대 중반이후 세계적인 전자업체로 도약하게 되었다 

넷째， 기업의 전략적 성공요인인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자원경영이다 경영자의 희 

소자원은 시간이고， 시간관리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나타나며 성패가 시간의 사용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란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것’ 또는 ‘Time is 

everything’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속도는 우리 시대의 슬로건으로 자리잡았다 신 

제품 개발에서의 시간단축으로 속도와 적응은 기업의 생존조건이 되고 있으며. ‘스피드 

경영’(management of speed) 이 강조되며 , 선제품의 적기개발에 따른 선점기회 확보는 

기업경쟁력의 주요 요인이 된다 

2) 유형차원의 의의와 구분 

앞에서도 자원경영의 대상이 되는 유형자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바 있으 

나. 다음에서는 좀 더 의미 있게 살펴보기로 하자 

자원의 의미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자원이란 용어 자체만을 가지고 그 정의를 논하거나 

자원과 비자원 또는 자원 자체의 경계를 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자원은 변화하 

고 진화하는 동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 · 기술 · 상대적 희소성 등이 변화 

함에 따라 지금까지 무가치하던 것이 유용한 자왼이 될 수 있다〔신의순， 1988) 예를 

들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컴퓨터와 관련한 자원이 새로 생겼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기나 태양력 같은 이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등장하 

였다. 그러므로， 정확한 자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자원이란 

인간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연계의 일부〔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혹은 인간의 활동 

분야 각각에 걸쳐 소요되거나， 주체가 되는 유용성이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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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최진범. 1994 ‘ 5) ‘ 8) 

이처럼 자원에 대한 개엽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수긍하는 것은 자원， 특히 

유형자원이 인류생활을 유지 · 발전시켜 나가는데 근원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사람이 살 

아가는 데에는 의 • 식 • 주 및 여가 · 문화 활동 등에 관련된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 

비해야 한다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펼요한 투입물이 유형자원인 것이다. 

유형자원의 개염을 기업경영의 측면에서 파악하면 유형자원은 기업경영시스템에서 투 

입요소가 된다 9) 예를 들어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구입하는 원재료， 토지， 설비 등의 물 

적 자원， 자본시장으로부터 조달되는 재무자원， 그리고 외부 노동시장으로부터 유입되어 

야 할 노동자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형차원은 그 동안 다양한 측면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개념여 점차 다양해지고 개념 

적 범위가 확장되면서 유형자왼과 지식자산(무형자원)이 뒤섞여 두 가지를 통칭해 자원 

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유형자원과 지식자산과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유형자원과 지식자산은 추구목표 면에서 차이가 있다. 유형자원은 양(quantity) 

의 문제이고 지식싹}은 칠 (quality)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유형자원과 지식자산의 두 

가지를 관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동일하게 둘 경우 관리상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양과 관련된 문제는 기업의 효율적 관리혁신을 목표로 하는데 초점을 두게 되 

며， 질과 관련된 문제는 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목표로 하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이를테면， 자금이나 기계， 원재료와 같은 경우는 펼요한 만큼의 양을 확보하는 것이 중 

요하다 또한 노동력도 생산활동을 위해 펼요한 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관리 

의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지식Z낸은 질을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사람의 지식이나 독자적인 기술력 같은 것은 단지 많이 있다는 것이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다른 시각을 가지고 대해야 할 유형자원과 지식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취급한다면 

8) 자연과학에서의 자원은 일반적으로 유형자왼의 의미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따로 구분하여 살 
펴보지 않기로 한다 

9) 자왼 (resource)의 개념은 자본(capital)이나 자산( asset)과 구분되기도 한다 자원. 자산. 자본윤 
모두 기업활동 특히 생산활통의 바탕이 되는 요소를 뜻하나 자왼은 자본과 자산을 포항한 광의의 
개념이고， 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유 · 무형의 유가치물을 말하며， 자본은 기업이 보유한 재산 중 주 
로 자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X땐이 가장 큰 개념이며， 그 다음이 자산， 마지막으로 자본이 가장 작 
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자왼(R)경영에서는 유형지원에 관심을 집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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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둘째. 유형자원과 지식자산은 그 포괄 범위 면에서 다르다 

기업의 유형자왼은 기업이 구입하거나 빌리거나 혹은 내부의 사용을 위해 생산하는 모든 

근 
。

-rr 신 

펜로즈(E， T 

물리적인 것들(physical things)과 기업에 유효한 일부분으로 고용된 사람들(human) 

반면에 지식자산은 이미 존재하는 유형자원을 통해 경험을 쌓고， 

통함 · 재배치하여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왼동력이 되는 것으로 본다(Penrose ， 

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1959 

Cool)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 

다. 그들은 유형자원을 기업이 즉시 획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통자산(asset f1ow) 이 

라고 보았고， 지식자산은 오랜 기간 자원을 통하여 축적되어 온 고정자산(asset stock) 

Dierickx)와 쿨(K 이러한 지적은 디릭스(I 창조〕‘ 

이처럼 지식경영이 ‘무형’(intangible)자원 

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자원경영은 ‘유형’ (tangible)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즉， 자원 

경영은 비용의 절감， 시간의 단축， 수의 감축과 같은 관리혁신을 도모하는 방법을 강구 

1989) 이라고 하였다(Dierickx ， & Cool. 

하는데 관심을 둔다- 그라고 우리가 흔히 인적 자원 (human resources) 이라는 용어를 

포팔적으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여 두뇌적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지식자산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유형자왼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원과 지식자산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알고 개 

이처럼 기 으로， 노동력(육체적 

유형자원은 기본적으로 유한성을 

유형자원을 활용하게 되면 

념을 정립하여 경영활통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유형자원과 지식자산은 그 성격 연에서 다르다 

지니고 있고， 가치가 소멸해 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즈
 
「

그 가치와 양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지식자산은 유형자원과는 달리 자원의 유한성에 제 

지식 늘어나며 재생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약을 받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작용 및 이 작용에 의하여 얄려진 자산이란 유형자원과 달리 어떤 대상을 아는 정신적 

내용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자원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 K. R. P 경영론에서는 유형자 

전통적 그리고 물적자원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재무자원， 유형을 크게 노동자원， 원의 

으로 경제학은 생산을 위한 세 가지 유형자원으로서 자본， 노동， 토지를 들어왔다 이러 

한 경제학의 정의를 반영하여 일부 경영학자들은 경영활동에서 활용되는 자원으로 3M을 

돈(Money) , 제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3M이란 생산을 위한 투입요소인 사람(Man) ， 

그리고 물질 (Materia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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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Man)은 생산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 즉 일정 시간에 

일정량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존재로서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때 노동자가 일정 시간 동 

안 생산해 내는 산출물의 양에 총 노동시간을 곱하면 그 노동자가 창출해 내는 생산량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10명의 노동자가 한 시간에 20개의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노동 

자가 8시간동안 노동을 하였다연 160개의 제품을 생산할 것이다 

돈(Money). 즉 재무자원은 다른 자원들을 조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도구를 

의미하며， 때로는 그 자체로 이윤을 창출하기도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재무자원은 크게 

자본의 조달방법을 기준으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은 자기자본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배당금， 타인 자본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따 

라서 배당금， 이자 지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단 조달한 자본을 수익성 있게 ‘운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달한 자본을 제품생산， 기업경영활동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은 물론， 적절한 대상을 찾아 투자함으로써 사용자본에 대한 이윤을 남기는 것 또한 효 

율적 자본관리의 목표라 할 수 있다 

물질 (Materiall은 사람과 돈을 제외하고 기엽 내에 존채하는 모든 가시적인 유형자원 

을 의미한다 사무실 내의 컴퓨터에서부터 공장설비， 창고에 적재된 재고품，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등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켈의 범위는 다양하다. 돈이나 인력은 물질을 

조달하고 가공하기 위하여 투입된다 그러므로 물질은 가공되기 위해서， 혹은 또 다른 

물질을 가공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유형자원이다. 

3) 자원(R)경영에서의 관심사 

결국 자원경영은 위에서 살펴본 유형자원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여 효율적 관 

리혁신을 도모하는 것이다 기업이 자원경영을 수행하기 위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예로 들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재무비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계산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원자재나 노동력을 수급하고 이들을 활용하는 과 

정은 필연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 때 그러한 비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가 

에 따라 기업이 얼마나 재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큰 차이 

를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재무비용을 계산하여 낭비되는 비용 

이 없도록 관리할 것인지에 많은 관섬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원자재의 구매와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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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투입된 비용을 재무적인 기준에서만 계산하여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과 가공과정 

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의 차이를 감안히여 원가를 산출하 

는 방식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재무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의 계산과 더붙어， 재무자원을 어디서 조달하고 운용할 것인 

가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많은 기업틀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사엽을 수 

행하는 다수의 해외자회사를 보유하는 다국적기업은 자회사의 수가 증가하연 증가할수록 

자금조달의 원천과 그 선택 가능성은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자금원에 있어서 단일 국가 

내의 경우와는 다른 여러 가지 다수의 원천이 있고‘ 그룹 전체로서는 재무상의 규모와 

이익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무비용을 절감할 가능성이 그만큼 확대된다 따라서 다국 

적기업의 경우 국내기업보다 자금조달 능력이 크게 확장된다〔이펼상. 2004) 그러나 다 

수 지역， 다수 시장， 다수 자회사와 관련하기 때문에 환경상의 제약도 많다 국가마다의 

인플레이션율의 차이나 세무， 기타 국가 규제의 차이， 환율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외화 

가치변동 등의 재무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자산이나 수익이 감소하지 않도록 각 자회사 

의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거나， 또는 기회이익을 최대화하는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때문에 각 현지의 이칠성과 복잡한 시장 매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펼요하게 된다 

그밖에도 기업이 운용하는 재무자원과 보유하고 있을 재무자원(여유자원)의 비중을 어 

느 정도로 할지의 판단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여유자원을 확보하는 것 

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외국계 자본의 유입수준 판단이 좋은 예 

가 될 수 있다 외국계 자본투자의 증가는 장단점을 동시에 가진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자본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선진국의 경영기법을 배울 기회도 많아지고， 외국인들에 의 

한 감시가 엄격해서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인식되고 있 

다 그리고 실제로도 외국인 지분이 많은 기업은 실적과 주가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난다 비록 높은 외국인 지분율과 경영성과 간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아 

직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높은 외국인 투자가 기엽의 수 

익성 개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에 따른 단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이익을 내더라도 주주들에게만 

막대한 배당이 돌아갈 뿐， 정작 회사의 신규투자나 고용창출 효과는 적은 것이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은 기엽들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외국계 투자자본이 기업이 이익을 

내면 투자보다는 배당을 통한 이윤회수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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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신규투자의 부진，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대한 과 

도한 비용지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의 증가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지나치연 기업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현상이다 따라서 외국인 주주의 

배당압력에 따른 자본유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 

게 된다 

둘째， 원재료 구입부터 소비자에게 최종제품을 전달하는 것까지의 모든 활통을 어떻게 

하여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이다〔박상욱. 2000) 일반적인 기업에서 

나타나는 물적 자원의 흐름은 공급업자에게서 구매를 하여 생산의 공정을 거치고 이를 

유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단계로 나타난다‘ 이러한 흐름을 일반적으로 물류 

Oogistics)라 하는데 물류 관련비용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기준 국가물류비는 GDP의 16. 3%이며， 기업물류비도 매출액의 14. 3%에 달 

한다. 미국 식품산업의 예를 보면， 시리얼을 공장에서 슈퍼마켓까지 수송하는데 평균 

104일이 걸리는 등 분배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비용의 낭비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발견하 

였으며，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분배시스템의 중간단계를 제거함으로써 연간 분배비용의 

10%(약 33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물류， 즉 물적 자원의 흐름을 왼활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 

이고있다 

하지만， 물류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물류에 존재하는 복잡성과 불확실 

성 때문이다 물류는 본질적으로 다단계의 의사결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한 단계의 의사 

결정이 다른 단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물류에 

서 나타나는 ’bullwhip효과’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가 하나의 예이다 bullwhip효과란 

최종단계(소비자 수요)의 불확실성이 주문과정을 통해 상위단계로 올라가연서 증폭되는 

현상이다. P & G사는 주력상품중의 하나인 종이기저귀의 수요를 관찰하여， 최종소비자 

들은 종이기처귀를 안정적으로 수요하지만， 물류의 상위단계로 올라 갈수록 주문의 분산 

( variation) 이 증폭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도매상의 주문의 분산이 소매상의 주문 

의 분산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 낸 것이다. 따라서， 상위 단계가 실제의 소비자 수요 변 

화가 아니라 증폭된 수요의 변화에 반응하게 되면 과영재고나 재고고갈로 인해 큰 비용 

을 감수해야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각 단계가 전체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계별 평가기준을 선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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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연서 불적 자원의 흐릅을 가능한한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 

하여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기업현장에 종사하는 노동력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과거의 경쟁은 국내산업 내에서만의 경쟁이었지만 국제화 글로벌화된 지금 시대의 경쟁 

은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따라서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다운사이징 (downsizing)이다 다운 

사이징의 초기 과정에서는 긍정적 연만 많이 부각되었고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적으로 다운사이징 붐이 일어났었다- 이는 다운사이징을 하게 되면 우선 조직 슬림화를 

통해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간접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보의 획득단계가 축소 

됨으로써 능률의 증진을 가져오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홍석보. 2003J 

하지만 이러한 다운사이징은 양날의 칼이라 할 수 있다 조직을 축소하고 슬림화함으 

로써 조직 자체는 유연성을 확보했을지는 몰라도 무차별적인 감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사 

회적 책임에 대해 평가받을 때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되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도 저하되 

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전체적인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복지부동하게 만뜰어 감에 따라 

애사심의 결여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생존력 저하라는 보다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처럼 다운사이징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 

로 기업은 다운사이정을 실행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할 지에 관섬 

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다운사이징을 통해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들과 다운사이징 과정에서의 실패로 인해 기엽이 더 위험에 처한 사례들을 분석함으 

로써 자신들의 기업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기업은 인력 수 측면뿐 아니라 그밖에도 종엽왼의 계약형태를 관리하는 측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인력의 장기적 육성을 위해서는 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서도 비용절감과 고용유연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 

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경영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도 잠재적 인력 풀로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 

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 직무나 장기간의 숙련이 요구되는 직무 등에 활용하고，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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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 경기변화에 따라 인력 규모의 유연한 조정이 펼요한 분야나 잦은 인력교체에도 불 

구하고 비용이나 손실이 크지 않은 분야， 즉 단기간 내에 전문적 기능인력이 필요한 경 

우， 또는 노동시장의 특성상 인력의 유동성이 높은 분야 등에 국한해 활용할 수 있다〔이 

정일. 2002).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 

할 지에 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3. 권력 (P)경영의 요지 

K.R.P 경영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초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마지막으로 

권력 (P)경영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권력경영의 대상이 되는 권력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본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경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두되고 있는 주 

요 관심사들에 대해 살펴본다 

1) 권력 (P)경영의 개념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관련을 맺게 되면 그들은 서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 

든 영향력을 주고받게 된다 이처럼 영향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 

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막강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조직의 경우 가장 근본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고민은 권력구조를 어떻게 가 

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권력을 하향적 (top-down) 방식으로 

형성할 것인지， 아니면 상향적 (bottom-up) 방식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하향적 방식이란 조직의 위계 또는 명령계통에 따라서 상급자로부터 하급자에 

게 권력이 행사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향적 방식은 권력지배적 (power-over)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의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 

항을 배제하고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권력의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 의한 권력의 정유는 다른 편에게는 권력상실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반연 상향적 방식이란 상호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한다는 권력 대등적 

(power-with)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상향적 방식에서 권력의 개념은 i하급자의 의 

견， 태도 등이 상급자에게 전달되는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양자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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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상호의존적 결정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권력의 양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 의한 권력의 획득이나 점유가 다른 편에서 권력상실이라는 반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Nielsen. 1988J 

이처럼 영향력 행사방식의 차이에 따라 다른 모습의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권력관계는 

사람들의 태도나 조직의 특성 , 더 나아가서 사회의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만일 

현대사회에서 국가를 운영하려 하는데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쥐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 

려 한다면 이는 혁명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군대조직을 운영 

하려 하는데 모든 군인들의 권력을 동일하게 배분한다면 지휘체계가 잡히지 않게 될 것 

이고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권력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즉 권력 (P)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People Express 항공사의 사례는 

경영진이 종업원들과 신뢰를 갖도록 권력관계를 조성하지 않으띤 얼마나 큰 문제를 발생 

시키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된다 1978년 창업하여 1980년대 초까지 비약적인 성 

장을 한 동사는 저가격 고서비스를 무기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설립초기부터 소규모 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팽창을 한 결과 

직원들의 과로， 질병， 가족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직원들에 

게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이직률의 급속한 증가와 경영층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고객서비스가 형편없이 저하되어 동사는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Texas 항공에 매각되는 사태를 맞 

게 되었던 것이다(LG 주간경제. 2004. 6. 14 인용〕 만일 People Express사의 경영 

진이 종업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종업원들이 경영진에 대해 요구하는 바를 수용해 

주었다면 회생의 기회를 가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에서는 권력 (P)경영이란 어떤 것이며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나의 예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권력 (P)경영이란 무엇인가? 아직까지 지식경영이나 자원경 

영과 마찬가지로 권력경영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여러 정의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권력경영이 무엇인지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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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권력경영의 정의 

성과 g시 |빼 지속적 신뢰구혹 

口 권력경영 (Power Management) : 
기업이 지속적 신뢰구축을 위해 권력을 정당하게 형성하고 행사하는 

경영방식 

즉， 우리는 권력경영 (Power Management)이란 기업이 지속적 신뢰구축을 위해 권 

력을 정당하게 형성하고 행사하는 경영방식’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때 기업조직에서의 

신뢰는 대외적 신뢰와 대내적 신뢰로 구성된다 대외적 신뢰는 제반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로서， 투자자·파트너들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을 확보하고 고객 

을 모집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대내적 신뢰는 경영층을 포함한 구 

성원들 간의 신뢰를 의미하며. 가치창출을 위한 역량강화와 핵심인력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 중 어느 한가지 신뢰라도 훼손되면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되므로， 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대외적 신뢰와 대내적 선뢰가 모두 중요하다〔고재민. LG 주간경 

제. 2002J 그리고 권력을 정당하게 형성하는데 있어 ‘정당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경제 

적 측면과 사회적 측연에서 기업조직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말한다 또한 ’확보 

하고 활용’한다는 의미는 권력과 관련된 패턴 · 관행 · 규칙 · 표준 · 기준의 설정으로부터 

권력의 공유 · 배분 · 사용 · 운영 · 통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2) 권력의 의의와 구분 

지식X낸이냐. 유형자원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권력경영의 대상인 권력도 좀처럼 정의 

하기 어려운 용어이다 사전적으로 i파워’ (power) 란 말은 우리말로 힘， 효력， 동력， 능 

력， 권력. 권위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엣샌스 영한사전 2001 ’ 1095-1096J 또한 권 

력은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을 자기의 뜻대로 하게 만드는 방법 

으로 통제하는 힘이라고 설명되고 있다〔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러셀 (B. Russel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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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물리학의 기본개념인 것과 마찬가지로 파워는 사회과학의 기초적 개념’이라고 

말한다[Russell， 1938: 10 재인용〕 

권력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영향력 행사의 관점， 상호의 

존적 관점， 그리고 저항극복의 관점이 바로 그것들이다 

영향력 행사의 관점에서 볼 때 권력은 어떤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를 일정한 방법으로 

행동시키려고 하는데서 비롯된다， 개인이나 조직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다양한 구성원들로 인하여 완전한 합리적 성격을 가지기는 어렵 

다 즉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나 각 부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권력을 형성하 

려고 하고 타인이나 다른 집단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력 

의 소유정도에 따라 경영의 의사결정과 커뮤니케이션， 기업문화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권력은 행위자간에 대인관계 혹은 대인교환(interpersonal exchange)의 관계 

를 함축하며， 나아가 조직과 기업간 혹은 국가간의 수준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상호의존적 관점에서의 권력은 개인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대인관계라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관계， 즉 상호의존성이란 사회관계 특히， 조직 내 사람 또는 집단 사 

이의 관계를 말한다 돈이 사람 및 집단간의 교환관계를 통하여 그 교환능력이 생겨나고 

지속되듯이 권력 역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그 개념의 설득력이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권력을 개인의 속성으로 향유하는 것 같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권력과 

권력원천을 혼돈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 권력왼천에 대응하는 관계라면， 권력은 교환 

능력에 상응하는 관계이다. 어떤 사람이 돈을 갖는 자체로 그 교환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갖고자 하는 상대가 있어야 하듯이， 권력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응해서 이를 높이 평가하고 갖고자 하는 사람이 존재해야 권력관계가 형 

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다〔엄창희. 1995 참조〕 

저항극복의 관점에서 권력은 권력의 행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다. 즉， 권력의 

행사에는 상대방의 저항이 존재하며， 또한 이것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행 

위자 A의 B에 대한 권력은 A에 의하여 잠재적으로 극복되는 B의 저항의 크기’라고 하 

는 에머슨(R. Emerson)의 말이나[Emerson. 1962 ‘ 31-41]. ‘권력이란 반대를 억누 

르고， 변화를 도입하기 위해 저항의 일부 혹은 전부를 극복하는 능력’이라는 에치오니 

(A. Etzioni)의 언급에서 저항극복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Etzioni. 1975: 314-317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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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과 더불어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K.R.P 경영론에 

말하고 있는 지식자산 및 유형자왼과 권력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업경 

영에 있어서 동일한 제목의 과제(프로젝트)라 할지라도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지식자산인 

지， 유형 -^t원인지. 그리고 권력요소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략적 제휴’의 경우 무엇을 목적으로 한 전략적 제휴인지를 명확하게 하여 

야 한다 만일， 지식공유 목적의 전략적 제휴라면 지식 (K)경영과 관련된 활동， 공동자금 

투자 목적의 전략적 제휴라면 자원(R)경영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신뢰획득 또는 세력 

확장을 목적으로 한 전략적 제휴라면 권력 (P)경영과 관련된 활통으로 나윌 수 있다， 따 

라서 어느 한 기업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전략적 제휴를 행하고 있을 때는 그 목적 

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금투자의 경우 투자 그 자체의 용어만을 가지고 유형자왼으로 결정해서는 안된 

다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유형자왼으로 할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그 ‘투자’의 목적(의 

도)에 따라 지식 (K)경영， 자원 (R) 경영， 권력 (P)경영의 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비용절감 · 시간단축 · 수의 감축을 위한 투자의 경우는 자원 (R)경영의 대상， 복지 

시설에 대한 투지플 통한 종엽원의 신뢰획득은 권력 (P)경영의 대상. R&D 투자를 통한 

지식창출은 지식 (K) 경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보상관리의 경우에도 화이트 칼라(white collar) 의 지식창출이나 지식향상 결과에 대 

해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보상시스템의 경우는 지식 (K)경영의 대상， 현장근로자의 생 

산성 향상에 따라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경우는 자원 (R)경영의 대상， 그리고 근로자 가 

족들의 생활수준 호t상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려고 하는 경우는 권력 (P)경영의 대 

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력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 K. R. P 경영론에서는 권력의 유 

형을 크게 공식적 권력과 비공식적 권력으로 구분한다 

먼저， 공식적 권력 (formal power)이란 주로 조직이나 개인의 지위상정에 의해 표현 

되는 것으로 조직 내 · 외부의 구성원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규칙과 절차에 의한 권력 

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식’이라 함은 조직 내 · 외부의 업무가 얼마나 표준화되어 있 

는가， 또는 업무의 목적과 이러한 업무를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수단 및 행동과 관련된 사항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하는 정도를 말한 

다 즉. 조직에서 직무수행에 관하여 언제，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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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하기 위해 절차와 규칙의 명시화된 정도를 의미한다 공식화는 문자로 가시화되 

는 것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규정 및 절차도 포함한다 

(Robbins. 2000: Gibbson. et al. 1991: 461) 

반면에， 비공식적 권력 (informal power)은 공식적으로 조직으로부터 부여된 것은 아 

니지만 조직 내 · 외부의 구성원에게 추상적으로 인식되는 감정과 명예， 그리고 평가 등 

에 의해 발생하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공식’이라 함은 영시적인 목표와 일치할 수 

도， 상충할 수도 있는 어떤 비공식적 목적을 지향하면서 몇몇 특정 구성원들에 의해 자 

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흔히 비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권력을 말한 

다 특히 비공식적 권력의 경우 상황이 불확설할 때 권력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사회이 

건 기업이건 모두 조직의 구성원들은 정해진 규정과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제약 속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또 조직은 구성원들과 타조직을 그렇게 통제해야만 서로가 

공존할 수 있고 조직도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이 신이 아닌 이상 구성원들의 일거 

수 일투족 모두를 환경에 맞게 미리 준비시킬 수는 없다 달리 말하자면 실수 내지는 완 

전히 통제 못하는 부분은 항상 있기 마련이란 뜻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비공 

식적 권력수단이 행사될 수 있다〔임창희 .1995: 369-37 1). 

3) 권력 (p)경영에서의 관심사 

권력경영은 위에서 살펴본 권력을 정당하게 형성하고 행사하여 지속적인 신뢰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기업들이 권력경영을 위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 

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예를 들어볼 수 있다 

첫째， 기업지배구조의 설정과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많 

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기업지배구조를 어떻게 투명하게 형성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 

가일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 자본시장의 통합추세로 볼 때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 

주， 채권자， 종업원에게 책임 있는 행통을 하는 정도경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경영이 투명하지 옷하고 책임지지 않는 경영은 주주와 이해관계자로 

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고， 신뢰받지 못하는 기업은 기업금융에 타격을 입고 구 

성원들 협력도 구하기 힘들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그것이 ‘영미식’이든 ‘글로벌식’이든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다만 정립되지도 않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개념을 명분으로 지배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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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고치는 일만큼은 경계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l의 자문그룹이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국가나 기업이 일률적으로 따라야 할 만한 보편적이고 완결된 기업지배 

구조의 전형은 없다 기업들이 얼마만큼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운영되느냐를 돗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질 (quality)은 각 국의 문화 · 소유구조 · 사업환경 · 경쟁조건 등 다양한 요 

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유경영체제인가 전문경영체제인가의 택일적 선 

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사회가 독립적인 경영감독을 할 수 있으며 회계 

둥의 분야에서 세계 보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동}는 것이 기업의 투명성과 관련 

된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최적의 기업지배구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글로벌화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기업활동이 글로벌화하면서 해외사업의 비중이 높아지면， 과거 

자국의 기업지배구조의 제반 특성은 해외부문을 고려해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처럼 기업이 글로벌화 할수록 해외활동에 적함한 지배구조를 어떻게 형성할지에 관련된 

의사결정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관섬사는 후계자 승계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다 당대에 아무리 성공한 최고경영자(CE이라도 임기 중 능력 있는 후계지플 길러내 

지 못하면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제때에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으면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져 순식간에 몰락할 수도 있다. 기업들이 CEO 교체과정에서 위기 

를 겪는 이유는 회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물을 선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CEO가 퇴진한 뒤에야 새로운 후보를 물색하면 부적격자를 선정할 위험이 높아진다 더 

욱이 후보선정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면 후보간에 알력이 생겨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 

CEO가 자l의 성과를 빛내줄 후계자를 찾는데 급급하거나 퇴임 후에 영향력을 행사하 

는 것도 금물인 것이다. 이처럼 누구를 후계자로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과정은 어떻게 가 

져갈지를 판단하는 것은 오늘날 기업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한국의 기업들은 CEO 후계자양성 시스템이 취약하다 CEO의 퇴진이 확정되면 비로 

소 차기 CEO를 찾기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의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어떤 후계자 

육성방법이 좋을지는 각 기업이 결정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CEO 승계구도는 내부에 

서 육성한 후보 중에서 후계자를 뽑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승계가 어렵거나 비상시에는 

외부로 눈을 톨렬 수 있다 IBM 루 거스너 전 회장은 외부에서 발탁되었지만 회사를 침 

볼위기에서 구했다 이렇듯 후계자양성은 기업의 가장 큰 책무인 것이다 현대경영에서 

CEO의 능력에 대해 판단할 때 그가 얼마나 회사경영을 잘했는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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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후계자를 양성하고 물려 주었는가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이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둘째， 협력적 · 상생적 노사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이다， 건전하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는 기업발전을 위한 중심적인 대상이 된다 이에 기업들은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 

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에 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의 노조는 기 

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노동착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전통적인 이데올로기 

에 매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가 적대관계 

와 대립적인 경쟁관계가 아닌 공동체관계가 되어 상황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공존공영 

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경영자나 노조가 상생적 노사관계의 창출에 관심을 갖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식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 

종 소량생산체제 방식으로 바뀌는 등 생산방식과 기술의 변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서. 기술습득의 유연성과 동기유발의 부여 등 노조의 협력이 중요해진 것이다 또한 기 

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안정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평생직장의 개념이 이제는 많이 샤라지고 기업들은 지식 

이나 기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변 

화하는 기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의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 

며，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협럭적인 노사관계가 펼수적이다-

이처럼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기존 노사관계 방식의 특정인 폐쇄적 집단 

주의 또는 대립주의에서 탈피하여 ‘우리’의식에 기초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협력적 노사관계라 함은 노사공동이해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되 , 동시에 노사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문제를 민주적 

방식에 따라 해결하려는 노사관계의 형태를 말한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수많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 

끌어 낼 수 있는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방안이다 

노사간의 파트너쉽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기본전제는 노동조합이 조직의 경영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노조가 해당 기업경영의 한 파트 

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인되어질 수만 있다면 특별히 극섬한 경쟁과 시급한 변화 

의 압력에 직면한 조직들일수록 노동조합이 그러한 작업장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 실제로 

큰 도움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기업의 교육 훈련비 투자， 종업원 참여 프로그 

램의 지속과 그 성공 정도， 여러 가지 품질증진 프로그램들의 성공정도， 그리고 조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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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정도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Pfeffer. 1994) 그러므로 기업은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협력적 · 상생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 기업의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이다 기업이 이해 

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발전 

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이란 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원료공급기업， 유통 및 판매 담당기업， 합작기업，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협력기업. 주거래 금융기관 등의 관계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나 정부로부터의 호의 

성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서로 간의 교류도 잦아지면서 각 이해관계자와 

의 협력적 태도 유지는 기업이 사회전체에는 물론이고 산업 모든 부분에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책임 (social res

ponsibili ty) 또는 사회적 공헌활동의 수행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 

행정도는 기업이 주주， 종업원， 고객 그리고 시민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기대 

에 부합하는 활동의 정도를 의미한다. 현대기업이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 

적 이슈를 해결하고 더욱 증대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기업은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공해와 같은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 

인 활동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통해 기업이 사회적 정당성 

(social legitimacy)을 얻어야만 경영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고， 고객들로부터 계속 

적인 지왼을 받을 수가 있다〔신유근. 2000: 77) 따라서. 기업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제 

풍의 개발 등 회사의 생산활동 문제에서부터 사회적 캠페인의 전개， 다양한 방면에서의 

구호활동 등의 활통들을 함으로써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기업의 펼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기업은 또한 정부와의 올바른 관계형성에도 많은 관심을 갖는다 정부와의 관계 

는 기업이 직면하는 제도적 · 사회적 제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히 기업은 

과거에 정부와 맺어왔던 수직적 · 상향적 의존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기업의 자율논리를 강화하여 정부의 지원을 확보하면서도 사회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기업들은 정부. 그리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뼈 대화의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많은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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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K.R.P 경영론의 유용성 

이 글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K'R'P 경영론은 어떤 점에서 유용한가? 그 하나는 경 

영환경의 변화에 필수적인 대응방안이 된다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기업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큰 틀을 설계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1. 환경변화의 대응방안으로서 K'R.P 경영 

경영지들은 변화하는 환경 (E: Environment) 에 적응， 혹은 대응함으로써 바람직한 

성과(0: Outcome)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때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 K.R.P 경영이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그림 81 환경과 성과의 전환과정으로서의 K'R.P 경영 

환경(티 

성과(0) 

오늘날 기업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경영환경은 지식정보사회， 다원주의사회， 글로벌사회 

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 

에 대응할 수 있는 수많은 경영방식들을 어떻게 K.R.P 경영으로 묶어서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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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경영환경의 변화와 K.R.P 경영 

글로빌사회 

(
ψ
 
(
뭔
 
(
원
 

지식정보시회 

다원주의사회 

1) 지식정보사회와 K.R.P 경영 

오늘날 컴퓨터 및 통신을 비롯한 정보과학기술이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지식정보사회로 들어서게 되었다 지식이나 정보의 저장능력이 늘어나고， 

전달체계가 디지털로 바뀌며 , 전송속도가 빨라지면서 세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 

운 문명사회， 즉 지식정보사회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김주현. 2003) ‘지식정보(화)사 

회’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란 무형의 자산인 지식 · 정보의 보유 여부에 의 

한 개인과 기업조직의 가치가 결정되는， 그래서 새로운 지식 · 정보의 습득을 위해 끊임 

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사회이다[Holtshouse. 1998) 이에 따라 기엽들은 정보 

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조하기 위해 지식정보사회로 

이행하게 되는 커다란 사회적 지각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지 

식정보사회의 도래는 불적 자원뿐 아니라 지식자산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있게 하였다 다시 말해 물적 자원과 더불어 지식이 매우 중요한 생산요소로 대두 

된 것이다 지식기반경제라고 하는 것은 물적 자원기반경제와는 차이가 있다. 불적 자원 

기반경제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 경쟁에서 대량생산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생산 스케일을 크게 하여 원가를 절감하려 했지만， 지식기반경제 

에서는 그와 동시에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의 성능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물적 자왼만을 고려한 경제에서 수확량은 항상 생산요소를 투입하면 할수콕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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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을 지나게 되면 수확체감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오히 

려 수확체증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 외부효과와 소비자 타성효과 

때문이다 네트워크 외부효과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산풍은 한번 생산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계속적으로 사용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소 

비자 타성효과는 한번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그 기술을 잘 활용하기 위해 학습하므로 다 

른 기술이나 제품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남상조. 2004: 2-3 참조〕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각 개인의 사회적 영역을 확장하 

게 해준다 가상공간의 출현이나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탈표준화， 탈대중화의 양상이 나타나며 과거의 규격화된 대중 

매체나 영상매체들이 개인취향에 맞춰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개인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획기적으로 많아진다 인터넷과 같은 방대한 지식정보창고의 형성은 과거에 

독점적이었던 지식을 개인이 쉽게 접하는 환경을 형성했다 그 밖에도 정보 및 지식을 

장악하기 위한 정보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하는 경향이 었다 정보 및 지식은 원자재 • 시 

간 · 장소 및 자본의 필요를 감소시켜 주는 주요 생산자원 되기 때문에 이를 장악하기 위 

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측연에서 K.R.P 경영이 펼요한지 그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5) 지식정보사회와 K.R.P 경영 

• 지식인재를 기반으로 한 인사관행의 확립 

• 지식관리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 증대 

• 개발된 지식의 보유 및 유출방지 

• 분권적 네트워크 조직구조로의 이행 

• 노동조합/고객과의 신뢰구축 

•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른 유형자원 관리 

K 

K 

K 

P 

P 

R 

(1) 지식인재를 기반으로 한 인사관행의 확립 (K경영) 

산업사회에서는 제품생산능력이나 품질이 기업의 경쟁력을 주로 결정했던 반면 지식정 

보사회에서는 그러한 요소들뿐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인재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보이지 않는 지식자산을 열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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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식인재(지식근로자)를 양성하 

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특히 지식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인사관 

행의 확립이 강조된다- 선발에서부터 교육， 평가에 。l르기까지 기존에 해오던 형태와 다 

른 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인재선발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창의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개인이 소유한 지식의 가치는 곧 본인의 역량이며 무기가 된다. 따라 

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능력을 기업경쟁력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러한 자절을 갖춘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과거에 

는 조직에 순응하고 정해진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사람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었 

으나 이제는 창의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아지게 되었다 

인사평가 역시 과거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펼요하다 과거에는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 혹은 얼마나 인격적 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하였 

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면과 더불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새로운 아 

이디어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는가와 같이 지식과 관련된 지표들을 평가에 고려하여야 

한다 당장에는 현실성이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쟁 

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종업원들 개개인이 지식창출을 중요시하는 정도에 따라 

조직전반의 헥신능력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이 교육시스템 설계에서도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결국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인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의 능력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존의 인사관행을 변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2)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증대 (K경영) 

지식관리 시스템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조직차원의 지식관리 프로세스를 지 

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범은 크게 두 부분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조직구성 

원들의 지식관리에 대한 자세 • 행동방식 · 관행 등과 같은 기업문화 차원에서의 인프라와 

통신 네트워크 • 하드웨어 · 각종 소프트웨어 · 도구 둥과 같은 정보기술 차원에서의 인프 

라가 그것이다- 특히 지식을 저장하는 지식베이스는 조직의 지식구조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자들이 지식을 창출하여 입력하고， 조회 • 편 

집 • 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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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식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지식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지식은 기존의 자료나 정보에 비해 기업차원에서 높은 가 

치를 내포한 반면 사람에게서 오랜 시간을 거쳐 창출된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관리하고 

공유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방대한 양의 자 

료를 처리하고 보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간관리자나 최고경영층이 수시로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지원 목적의 비정기적 • 비구조적 정보는 쉽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1

처럼 문제해결에 적용되어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개인 및 조직차원에서의 지식은 관 

리는커녕 아예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지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지식관리 시스템은 외부의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도록 조직 내부의 지식과 조직 외부의 

지식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조직 내부의 결합은 개 

인지식， 팀 차원의 지식 및 조직차원의 지식뿐만 아니라 기존 정보시스템들과의 유기적 

인 결합을 포함하고 있다. 외부적 결합은 조직 외부의 정보 또는 지식의 주요 원천인 외 

부공개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웹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업체나 전략적 파트너， 공급업체 또 

는 고객 등과의 결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 내 · 외부의 결합이 사용자의 지식 

활용과 일치할 때 조직의 지식활용능력이 극대화된다 이를 통해 지식관리 시스템은 일차 

적으로는 조직의 지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무로 관리하고， 나아가 개인의 잠재적 지 

식을 형상화하여 조직적 지식으로 이끌어내며， 이러한 지식을 조직구성원 각자의 관심과 

필요에 맞추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양창삼. 2001 참조〕 

(3) 개발된 지식의 보유 및 유출방지 (K경영)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자산은 그 기업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이미 구미 선진국가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단순히 매출액과 부채 등의 외형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무형의 자산가치를 측정하고，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산의 가 

치가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공유 또는 활용하고 있는가， 또 최고경영자가 지식경영을 

잘 지원하고 있는가 등을 기준으로 한 지식기업으로서의 순위를 매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경영에 있어 지식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그러한 지식지-^J-의 보완관리는 

기업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다. 왜냐하면 한 번 유포된 지식은 더 이상 자산으로서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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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가지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모든 경영 및 업무 

활동이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게 되었다

즉， 기술개발과 더불어 그 기술을 지켜야 하는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된 것이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나 기업의 정보누출로 인한 피해의 발생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002년 국내의 한 휴대폰 제조기업이 삼성전자의 휴대폰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에 

팔아 넘겨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삼성전자의 피해규모를 정확하 

게 산정할 수는 없으나 삼성전자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에서 휴대폰 제 

조기술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정보공유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지식 

이라는 자산에 대한 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분권척 네트워크 조직구조로의 이행 (p경영) 

과거의 대표적인 조직의 형태였던 관료제는 더 이상 지식정보사회에서 순기능을 발휘 

하기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회는 변해가고 그 만큼 고속의 의사결정을 요구하는데 

관료체제에서는 위계구조로 인하여 완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은 지속적 

인 혁신을 요구하는데 관료적 조직은 창의성을 떨어뜨리기 쉽다 결국 기업은 기존의 관 

료적 형태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관료적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공식적 의사전달체계가 정체되어 ‘알맞은 사람에게 ‘알맞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 

에 종업원들은 그 정보량을 운반해주는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된다- 이에 적웅 

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사업단위로 분화하고 각 단위를 독립된 소기업처럼 

운영하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회사내 정보의 하부구조를 변화시키고， 이와 함께 권력 

구조 역사 변화시킨다 이익센터들을 설치하고. 위계체계를 평면화하며， 컴퓨터를 통해 

이익센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면서 회사내의 권력은 단일체적인 특정이 줄어들고 보다 

.모자이크’적으로 되는 것이다〔앨빈 토플러. 1990) 이처럼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은 조 

직 내 권력구조에 변화를 주고 결국 지식조직으로 변화하게 한다 

지식정보사회는 조직내의 구조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또한 기업 간， 그리고 산업 간 

관계구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서로 더 많은 지식을 차지하기 

위한 정보전쟁 속에서 네트워크 권력을 형성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기엽의 가치창출고리 

로 연결되어 있는 협력업체， 고객， 경쟁업체 등과 지식을 공유하는데 있어 소극적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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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그들과의 적절한 관계 형성을 통해 ’네트워크지식’(network 

knowledge)을 형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기업 간 생산 및 혁신네트 

워크에서의 협력은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또는 ‘신뢰자본’ (trust capital)에 크 

게 좌우되며 , 결국 네트워크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5) 노동조합/고객과의 신뢰구축(p경영)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업은 내부적으로는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과， 외부적으로는 고객과 

신뢰를 조성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보통신기술은 많은 

부분에서 노동을 대체할 수 있고， 고객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기업경영에 반영되기 때문 

이다.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효율성은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게 되었다. 기존 

의 자동화기술과는 달리 정보통신기술은 혁신적으로 비용을 줄이며 시 · 공간적으로 효율 

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기존의 노동수요 감소와 노동조합의 교섭력 약 

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은 이를 이유로 노동자에 관한 배려를 줄임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단순노동의 증가는 노동의 창의 

성을 떨어뜨리고 전체적인 노동환경의 악화는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충성섬을 저하시 

킬 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비단 기업이 악명 높아지는 결 

과 뿐 아니라 가장 나쁜 경우에는 임금이 줄연 소비가 줄어 재화에 대한 수요가 줄고 이 

것이 기업이 도산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경기의 김은 침체와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기업들은 솔선수범하여 노사관계 

의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국 단기적인 경쟁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전략을 

탈피하고 노사간에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권력경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고객관리에 있어서도 기존의 일방적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펼요가 있다.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며 나타난 ‘프로슈머 (prosumer) ’ 10)는 그 하나의 예이다 이러한 

프로슈머는 인터넷과 같은 통신기술의 발달과 소비자들의 의식향상이 더해져 점점 현실 

10) 프로슈머 (prosumer)란 토플러가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공급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 
를 합성한 용어로 제2의 울경 사회(산업사회)의 양 축인 공급자와 소비자간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 
면서 소비자가 소비는 물론 제품개발과 유통과정에도 직접 참여하는 ‘생산적 소비자’로 거듭난다며 
만든 말이다〔앨빈 토플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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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IBM은 자사 노트북을 구입한 소비자들 스스로 결성한 커뮤니티 

‘썽크패드 클럽’을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실제 제품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과거에 단순한 질문지 작성이나 사후 의견수렴 정도가 고작이었던 반면. 이제는 

제품의 생산과 설계와 같은 과거에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부문까지도 소비자가 영향 

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쉽게 

이어주는 기술인 인터넷이 발달한데 기인하며， 이를 활용하는 소비자들도 스스로 지식을 

소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다. 

( 6)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른 유형자원 관리 (R경영) 

지식정보사회의 등장은 기존의 시장구조를 변화시켰다 그 변화의 하나는 지식과 정보 

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대표적인 

분야로 정보통신， 멸티미디어 관련 비즈니스 등을 틀 수 있다. 이는 과거에는 그다지 중 

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유형자원들이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으며 그만큼 

중요성도 높아졌다는 것올 의미한다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인한 또 다른 형태의 변화는 지식과 정보를 통해 기존 유형자 

원 관리형태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 

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유형자원의 흐름을 완전히 변화시 

켰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해서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계산하고 그 노력의 비용과 원자재의 양， 가격 , 그리고 운송수단을 고려 

하여 최적의 거래상대방을 선택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의 등장은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드는 시간과 기회비 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그만큼 유형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범 

위가 넓어진 것이다 

또한 지식정보사회는 기업들이 기존의 물류관행을 변화하도록 유도하였다 인터넷 공 

간상에서는 도매상이나 소매상 등 중간 상인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일반 

시장에서는 생산자와 최종소비자 사이에 상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중간조직은 아무리 적 

어도 한 개 이상 많으면 대여섯 개가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존재한다 그러나 제조업 

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면 직접 상품을 안내하고 주문을 받을 수 있어서 영업의 대가로 이 

득을 취하는 판매조직이 필요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생산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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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등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생산자， 소비자로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가능하게 만든다〔김기옥 외. 2001 ‘ 145J 

그러므로 기업들은 기존의 물류흐름과 관련된 시간 · 공간적 기준을 모두 변경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에 효율적이었던 방식을 고집한다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유형자원을 조달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될 것 

이다 

2) 다원주의사회와 K.R.P 경영 

사회구조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질서와 규율이 파괴되고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는 다원주의사회 (pl uralistic society)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다원주의사 

회에서는 많은 이익집단들이 서로 다른 이해의 관점을 가지고 사회적 자유를 제고할 수 

있으며， 사회적 평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사회로 평가받기도 한다， 또한 다원주의사회는 다원적 。l해와 제도적 선 

문화에 따라서 상호의존적인 형태로 변화하여 가고 있으며 사회시스템 내 여러 집단들의 

권력이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의 의사결정은 타협 · 협상 • 합의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다원주의사회란 사회의 권력이 어느 특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집중되어 있지 않 

고 다양한 조직과 집단에 분산되어 있는 사회를 말한다[Douglas. 1971 ’ 259-276J. 

즉， ’사회 내 권력의 특정 집단에 대한 집중에 반대되는 개념이 다원주의 (pluralism) 이 

다. 이와 같이 정의되고 있는 다원주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뒷받침해주는 현대 사 

회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신유근. 1994]. 

다원주의사회에서는 정의나 형평， 도덕성과 시민정신에 대한 강조 등 도덕적 기준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사회적 윤리의 준수를 통한 윤리경영이 기업의 

존립 자체를 결정하게까지 될 것이다. 또한 다원주의사회에서 조직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다원주의사회에서는 많은 조직이 존재하므로 리더십을 획득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제공된다는 긍정적인 있는 반면 과두사회 (oligarchy)로의 변화가능성 

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다 

원주의사회에서 개인의 삶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자세가 

요구되며 인간성 존중이 보다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21세기위원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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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15) 그리고 다원주의사회에서는 기업도 다원조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조직시스템 내 여러 집단들의 권력이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은 서 

로 다른 이해의 관점을 가지며. 자유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다원주 

의사회에 대웅하기 위하여 어떤 측면에서 K.R.P 경영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표 6> 다원주의사회와 K'R.P 경영 

• 민주척 의사결정 권력구조의 확립 

•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조정 

P 
P 

•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의 변화 ‘ ............................. ‘ P 
•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재무적 성과의 공정한 분배 ‘ ... ‘ ............... R 

• 새로운 수요창출에 적합한 보유자원의 관리 .................................... R 

•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보의 제공 .......................... ‘ ............ K 

(1) 민주적 의사결정 권력구조의 확립 (P경영) 

다원주의사회는 기업조직 내 구성원들 간， 부문집단 간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민주적 경 

영시스템 (truly democratic system of management)을 펼요로 하게 되었다[Manville 

& Ober , 2003)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기업도 조직시스템 내 여러 집단들의 권력이 분 

산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며. 더 높은 수준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개별집단의 이익이나 목표에 집착한 나머 

지 파당적 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조직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었다. 따라서 다원적 

조직에서 경영자는 의사결정을 할 때 타협 · 협상 · 합의 등과 같은 보다 민주적인 방법을 

통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원적 조직에서 경영자는 다양한 조직구성원들의 이해를 조 

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공동체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조직구성원들을 의 

사결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한 사람의 경영자가 독단적으로 경영의사결정을 내리는 엘리 

트주의 경영은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다- 이처럼 다원주의사회에서 조직은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조직의 민주화를 촉 

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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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둥조정 (p경영) 

다원주의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기업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종래의 피규제자로부터 사 

회적 기능의 적극적 수행자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들에게서 

상당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 자본주의 초기에 주된 이해관계자들이었던 정부와 노통조 

합 외에도 환경보호집단， 소비자집단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집단들이 새로이 나타나게 되 

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구조적 특성에서 볼 때 기업은 각각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이 있으며， 동시에 경영자의 과업은 여러 이해관계자집단들의 요구사항을 조화시키고 균 

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즉. 다원주의사회 속에서의 기업은 경영자는 경제적 성과만을 추 

구하는데 볼입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고려하는 다원목표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관리해나가는데 있어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정도경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적어서 사회적 판단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다원주의사회에서는 특정 정보가 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어〔김성구 역. 1995: 

226) .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민감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 

서 경영자들은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경영이념이나 가치를 사회의 도덕적 표준 

에 맞게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게 된 것이다 

(3)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의 변화(p경영) 

다원주의사회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정보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는 속도도 빠를 뿐 

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들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도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와 의사결정구조를 확 

립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업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경우 의사결정에 몇몇 예외적인 

사람들의 영향력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고， 이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해관계자들과 

의 마찰을 불러일으켜 기업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많이 나타나 

고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주주총회는 경영진이 의도한 대로 치러지는 통과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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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이 강했다. 때문에 주주총회를 내부 임직원들과 일부 총회꾼이 참석하는 일과성 

이벤트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주주총회의 제 모습을 되찾으려는 노 

력이 시작되고 있다 정부가 기업개혁 차원에서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주주총 

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외국투자가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여 과거의 경영관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영진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사례 

가 늘고 있다. 기업들도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수용하고 법적 절차를 존중하 

는 퉁 주주총회의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채 이사들이 기업을 소유한 지배주주의 꼭두각시 역할을 

해 온 관행이 그 일차적인 배경이다. 잘못된 기업운영과 이사들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감 

사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 자신들의 의견을 반 

영시키려 하는 것이다 또한 주주들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신장되어 기업의 주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 함이 또 하나의 배경이다 이처럼 점차 기업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많고 강해짐에 따라서 기업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확립해야 할 것이다. 

(4)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재무적 성과의 공정한 분배 (R경영) 

다원주의사회에서는 자본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하여 주주들은 그들의 투자 

수익에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경영권은 전문경영자에게 넘겨주는 경향을 보이게 된 

다 이들의 관심은 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집중된다. 따라서 

전문경영자들이 자신을 뽑아 준 주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합리 

적이고 공정하게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배분해야 한다 이러한 경향은 주주뿐 아니라 노 

동조합에서도 나타난다 노동조합은 예전과 달리 파업이나 폭동 대신， 종엽원지주제와 

이익분배 프로그램 등의 올바른 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자신들이 노력한 대 

가로 나타난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는지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감시자 

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경영환경에서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다 시민단체가 주주총회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사외이사 문제， 집중투표제. 기업지배구조 문제 동 다양한 문제들 

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성과배분의 문제이다. 주가수준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에 

대한 보상대책의 수립을 요구하고， 또한 임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스톡옵션 부여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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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 종업왼으로의 확대실시 등 성과배분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현상이 성과배 

분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또한 노동조합 역시 기업의 자왼배분 문제에 항상 관심을 기울 

이고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 내부자들에 대한 지원배분， 혹은 정부 

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자원배분 문제 등만을 주로 다뤄오던 기엽들도 이제는 다 

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자원배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5) 새로운 수요창출에 적합한 보유자원의 관랴(R경영) 

예전에는 특정 계층이나 연령층이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경향을 보였다 몇몇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스타일이나 취향에 다른 사란들도 동일시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하 

지만， 다원주의사회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편중현상이 점차로 완화되고 개개인이 자신만 

의 독특한 욕구를 분출시키고， 이의 충족을 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의 획일적 대 

량생산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요가 장출되고 있다 특히 여가의 증가와 적 

극적 활용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아마추어 준 전문가집단의 등장， 노령층의 증가와 적극 

적인 소비활동 등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세분화되고 끊임없이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시 

장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다양한 요구에 맞추기 위한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업은 개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향후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유 유형자원의 규모와 특성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펼요가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예전과는 탈리 이제 소비지들은 가격에 의해서만 

구매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욕구는 다%E하며 그러한 욕구에 맞는 제품뜰을 선호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자동차회사들은 한 가지 제품라인만으로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기가 어 

려워졌다 또한 소비자들이 새로운 모델을 요구하는 사이클이 갈수록 짧아져 막대한 투자 

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졌다 이러한 결과로 실제로 세계 자동차산업은 한바탕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또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었다 막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선 하나의 제품라인이 아니라 소형승용차 모델， 중형승용차 모텔， 대 

형승용차 모델， 스포츠모델. scv 모델 등 여러 제품라언을 보유해야 수익성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자동차 메이커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합병을 하였고 여러 기업들은 도산 

을 맞게된 기업들도 생기게 된 것이다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화된다는 점은 기업이 생산 



248 勞使뼈係R究， 제 15권 

해내는 제품 자체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제품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기업은 효율적인 투자를 하여야 하는 동시에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필요한 R&D 예산을 책정해 

서 기술연구를 지원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6)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보의 제공(K경영) 

다원주의사회에서 기업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의 특성을 파악 

하고 알맞게 대응하는 것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다원주의사회에 

서 고객들은 기존의 고객들처럼 가격과 품질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웰 

빙， 생애주기 등 여러 이슈에 대해 관심을 둔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여 그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경영에 있어 고객과 같이 기업과 직접적으 

로 관련 있어 보이는 집단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나 종교집단 등 기존에는 기업과 관 

련이 없어 보이던 집단도 기업경쟁력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엽은 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할 펼요가 있다. 다원주의사회에서의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 

다 다원주의사회에서 시장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저마다 펼요한 À}원을 얻고자 경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기업들은 싼 금리의 자본， 양질의 노동력， 양질의 원재료나 

생산설비를 얻는 반면， 어떤 기업들은 그렇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아예 자 

원조달이 막히고 심지어는 도산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이처럼 경쟁적인 시장에서 우위 

를 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우월성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 외부이해관계 

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원주의사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보이는 

뚜렷한 특정 중의 하나는 거래대상 기업플 잘 알지 못하면 선뜻 지원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다원주의사회에서 존재하는 기업의 양과 질이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다원주의사회에서의 경영자는 

시장의 확대 가능성， 충분한 생산능력， 안정적인 노사관계 등의 다양한 경영정보는 물론 

모든 양호한 기대를 포괄적으로 집약하고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회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자기기업의 우월성을 널리 얄려야 할 것이다〔신홍철 외， 199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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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사회와 K'R'P 경영 

오늘날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글로별화(globalization)되어 가고 있다 글로별사회란 경 

제적 · 사회적 행위의 무대가 국가에서 세계로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사회가 촉진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 초고속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wrO(World Trade Organization) 

의 출법을들수 있다. 

정보초고속통신망의 발달로 인한 ’거리의 소멸’은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과거에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의 소식을 알기 힘 

들었고 이동하기 위한 직 · 간접적인 비용도 많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러한 비용이 혁신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나라와의 교류 

가 활발해지게 되면서 사회가 통합된 것이다. 또한 WTO 체제의 출범은 글로별사회의 

등장을 가속화시켰다 wro체제로 인해 각국의 무역장벽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본 

의 이동 역시 초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국가 간의 국경은 그 의미를 

잃어가고 전 세계인이 ‘지구인’이라는 하나의 국적 아래 통합되어 가고 있다 정치나 외 

교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완벽한 세계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히 기업경 

영의 측면에서는 거의 완벽한 세계화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글로별사회는 경제적 행위의 무대가 한 국가에서 전지구적으로 확장 

된 사회를 의미한다 즉 제품개발 · 생산 · 부품조달 • 영업 및 금융활통 등 기업활동이 자 

국 내에서만 전개되지 않고.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되는 것이다〔김중웅. 1998 참조J. 이 

와 같은 글로벌사회의 대두는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세계가 기업활동 

의 무대가 되면서 국내적인 상황변화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 세계경제의 변화 동을 

모두 고려해야 하게 된 것이다 이는 기업이 환경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며， 경쟁자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경쟁자가 주로 같은 국가에서 활통하는 

몇몇의 기업들이었다면 이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틀도 자사의 경쟁자로 떠오 

르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같은 경우 예전에는 국내에서 삼성， 현대 등 국내 

기업들끼리만 경쟁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얄리안츠， 푸르멘셜. ING생명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도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글로벌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떤 측연에서 K'R.P 경영이 필 
요한지 그 예들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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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글로벌사회와 K.R.P 경영 

• 범세계적인 지식인재의 양성 ---

- 글로벌 학습조직의 활용 

• 유형자원 조달 및 관리의 국제화 

• 글로별시장에 알맞은 유형자원의 관리 

• 현지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구축 

• 글로별 조직구조의 설계 및 운영 

(1) 범세계적 지식인재의 양성 (K경영) 

_K 

K 

R 
R 

글로벌사회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국제적이연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범세계적 지식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경영환경 및 직무환경의 범위가 

자국 내에서 전세계로 확장되면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함한 국제적 인재가 필요해진 것 

이다 여기서 국제적인 인재는 국내적 사고에서 벗어나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 

을 가지고 지구촌 가족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를 다하겠다는 사고와 자세 . 언어적 · 문화적 감각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국제적 인재의 

양성을 통해 기업은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출 수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현지사회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 

을 가지는 한편 외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활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들 역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 단순히 국제척 마인드만을 지닌 인재가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 

적 마인드와 더불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디지혈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터넷과 

같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은 지리적 · 시간적 제한을 뛰어넘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지식이나 정보의 국가간 이동이 과거의 자본이나 노동보다 훨씬 용이 

해진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사회에서는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가 더욱 

소중한 자산이 된다. 그리고 더욱 복잡해지는 글로벌사회에서는 협력과 경쟁을 함께 추 

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Brandenburger. 1996J_ 21세기의 치열한 세계적 

인 경쟁 속에는 가상 네트워크(virtual network)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 끊임없는 기 

술혁신과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자본력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Frost & Sullivan. 1999 참조〕 이에 따라 국제적인 지식인재의 중요성 

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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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학습조직의 활용(K경영) 

기업의 활동범위가 세계로 넓어지면 지리적 거리뿐 아니라 활동영역이 멀어지면서， 통 

일 조직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어떻게 하면 본사의 노하우나 경영지식을 해외 자회사에 전해주느냐 하는 문제와， 

해외 자회사에서 축적된 지식을 어떻게 본사와 또는 다른 자회사틀과 공유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은 조직학습(organization learning)을 장려하고 유발 

해야하며， 나아가 기업이 학습조직화 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조직학습이란 환경영향 

에 대한 조직 내의 지식창조 또는 정보창조 과정을 말한다- 즉， 조직이 환경변화를 탐지 

하며 기업경영에 유용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 능력을 지속적으로 산출하고 조직전체에 

전달하며 이용하는 과정인 것이다 글로별 기엽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학습조직의 형성을 

통해 조직간 거랴감을 상쇄시키고， 이에 따라 긴밀한 관계의 형성을 목표로 해야한다‘ 

또한 조직학습을 통해 기업에 가치를 제공하는 지식의 공유와 확산 뿐 아니라， 기업의 

이념 · 철학 · 신념이 기업 전체에 상호 공유되고 확산되도록 하는 노력이 펼요하다 

글로별 학습조직을 설계하고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넓은 범위에 있는 조직들간의 직 • 

간접적 거리를 줄얀다는 의미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와 함께 학습조직의 형성을 통해 

기업은 글로벌사회에서 활동범위를 넓히면서 더욱 다양한 원천을 통해 지식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즉， 글로벌 사회의 기업들은 현지의 기술능력과 기술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생산의 국제화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기보다는 

R&D활동을 국제화하게 된다 R&D의 국제화가 이루어지면 기업들은 이전의 지식보다 

더욱 확장된 원천으로부터 기술에 관한 지식을 얻고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려 할 때 기술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우리나라에 

서 연구개발이나 시제품의 시장성조사 등을 하고， 인도의 정보통신 분야의 우수인력들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산업들이 모여 있는 거점을 선 

택하여 연구개발 및 그 밖의 활동틀을 수행함으로써 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얻은 지식들은 현지국에서 

의 생산 및 판매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해준다 

(3) 유형자왼 조달 및 관리의 국제화(R경영) 

자국 내에서만 자원을 조달하고 생산하던 기업들은 글로벌화된 환경에 직면하면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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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자원의 조달범위를 자국 내가 아닌 가능한 세계의 모든 국가들로 확장시킬 수 있게 되 

었다. 이와 같이 확장된 자원의 조달은 기본적인 생산에 필요한 유형자원들과 더불어， 

금융자원， 노통자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물적 자원의 경우 이전에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고 본국에서 생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에 생산공장과 판 

매처를 모두 둠으로써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판매까지 현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되 

었다. 그러므로 글로벌 경영에서 효율적으로 유형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외생산업 

지의 선정， 생산에 있어서의 수직적 통합방식， 자체생산 및 타기업 생산제품의 구매， 노 

동력의 국제적 조달방법 등에 관한 것들이 다루어지게 된다. 

과거에 기업이 자본조달을 하거나 보유자본의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보통 자국 내에서 

그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며 국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실시간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해 주었고， 또 

한 금융시장에 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게 하여 기업들이 금융자본을 조달 및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넓어졌다. 이를 통하여 기업들 

은 더 싼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더 효과적인 투자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자원의 국제적 관리는 국내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환율변동， 불가수준， 

자본비용， 자본조달원， 그리고 각국의 정치 · 경제적 환경과 법률， 세무구조， 상관습 등과 

같은 이질적인 요소들을 추가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하게 되었다 

또한 노동력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자국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국제화된 사회에서는 더 저렴한 노동비로 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저렴한 노동비를 통해 성장해오던 국내의 제조기업들이 최근 국내의 노통비가 

높아지는 반면 중국의 노동비는 아직도 낮은 점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으로의 진출을 크 

게 확대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나이키나 베네통과 같은 기 

업들 역시 노동비가 비싼 자국에는 핵심 부서만을 남기고 세계적으로 노동비가 저렴한 

국가에 생산거점을 두어 오히려 자국에까지 역수입을 하는 것 역시 그려한 현상이다 즉 

세계적으로 가장 싸고 효율적인 노동력이 있는 곳에 생산거점을 둠으로써 더 저렴한 비 

용으로 생산하고 기업의 핵심역량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처럼 국제적 수준에서의 노동력 관리가 매우 펼요로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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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시장에 알맞은 유형자원의 관리 (R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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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회의 형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이와 같은 시장확장으로 인해 기업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적인 유형자원 관리방식을 

세계시장에 알맞게 변화시격야만 하게 되었다 다시 뀔H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설비에 

서부터 생산하려는 제품의 특정 등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얼 

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기업들은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을 국내시장과 미국 및 일본시장을 염두에 두고 계 

획하였다 하지만， 점차 미국과 일본 이외의 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연서 기존의 자원관리 방법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예를 틀어， 중국이라는 시장의 

등장은 중국인에게 알맞은 제품의 개발을 펼요하게 하였다 지금까지 관리하던 제품들을 

중국인의 특성에 맞게 변형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으며，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을 개발하 

여야 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세계화는 공간에 관계없이 시간을 서로 공유하게 만든다 그러 

므로 기업은 조직 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물론 외부 관계자들과의 비즈니스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시간개념을 고려해야 한다 그려므로 글로벌 기업은 시간을 경쟁력창출 

을 위한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시간관려를 하 

여야한다 

(5) 현지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구축(p경영) 

글로별기업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커지고，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 

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글로별 기업과 각국 국민들， 그리고 정 

부간의 충돌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은 무엿보다 진출 대상국과 신뢰 

를 구축하는 것이 펼요하다 신뢰가 구축되면 본국과 현지국 구성원들 상호간에 장기적 

인 관점에서 파트너십 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어려웅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서로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 

게 되는 것이다 신뢰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해 주기 

를 바라고 의지하려는 의타적 개염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과 실력을 갖추고서 상호간에 도움을 주는 협력적 의존관계를 맺고자 서로가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가 형성되면 조직은 해외로 진출할 때 직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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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어려웅을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또한 일단 진출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해외진출을 통해 세계화를 지향하는 기업에서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조직분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국내기업보다 훨씬 어렵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에서는 이질적인 

문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으로 해서 업무수행절차의 개발이 어렵고 업무수행과정을 일 

반화시키기 곤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영이념을 한 문화에만 

기반을 두고 있어 타문화 내의 구성원들에게 쉽게 납득시킬 수 없다든지， 혁신의 추진과 

정상에서 문화의 격차로 인하여 구성원들의 저항이 보다 많이 발생한다든지， 상위문화와 

하위문화 간의 이질성이 증대된다든지 하는 문제 등의 발생은 기업의 해외진출을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왼활히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엿보다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6) 글로벌 조직구조의 설계 및 운영 (p경영) 

글로벌사회에서 기업조직은 국내중심의 조직구조로부터 탈피하여 글로벌 조직화 된다. 

여기서 글로벌 조직화란 종래 어떤 한 국가지역에 국한하여 전개하였던 기업경영활동을 

세계 전체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활통이 진출지역에 뿌리를 내려 현지화할 수 

있는 경영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조직화가 펼요한 이유는 정보통신기술 

과 교통수단의 발달이 전 세계를 네트워크화하며 국가간 • 사회간， 시간적 · 공간적 장벽 

을 허물어 범세계화， 특히 글로별 경제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기 

업들이 자국 내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을 상대로 경쟁하기 위해 

기업조직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 속에서 세계기업과의 

시장경쟁， 세계의 소비자(global customers)를 상대로 한 판매활동， 세계적인 상품 

(universal products)의 개발， 세계적 규모의 공장(world-scale factories)의 건설 등 

을 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Robey ， 1991; Narayanan & Nath , 

1993J 

글로벌 네트워크 조직은 대부분의 기업기능(생산， R&D , 판매， 마케팅， 재무， 회계， 

인사 등)을 국경을 의식하지 않고 관계를 형성한다 오늘날에도 플랜트의 동력장치 및 

발전설비업체인 스웨벤의 ABB사， 미국의 General Electric사， 일본의 혼다(Honda) ，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이런 조직구조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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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회사에 기술용역을 주 

하고， 호주의 판매전문회 

글로벌 사회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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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미국계 

광고전문회사에 용역을 주면서 , 생산은 브라질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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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해서는 글로벌 조직구조의 설계와 운영이 또 하나의 펼수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다 

4) 환경요인의 상호관련성과 K.R.P 경영 

앞에서 언급한 지식정보사회， 다원주의사회， 글로별사회는 각각이 나름대로 기업의 경 

영환경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상호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오늘날 증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호관련성은 기업이 K.R.P 경영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그림 1 이 환경요인의 상호관련성과 K.R.P 경영 

‘--;‘ 

----

글로힐사회 다원주의사회 

(1) 지식정보사회와 다원주의사회의 상호관련성 

지식정보사회는 일반대중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켰다- 정보화기술의 

인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싼 가격에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자， 과거에는 소수만이 누릴 

수 있던 고등교육의 기회가 일반대중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기회의 

확대는 지금까지 이어졌던 자본의 소유정도에 의해 암묵적 , 혹은 실질적으로 구분되던 

신분이 무너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다원주의사회와 멸접하게 관련된다. 즉， 과 

발달로 

거에는 소수의 지식인들이 대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중이 이들의 선동에 맞춰가던 

사회에서 모두가 충분한 교육을 받고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이러 

한 목소리가 인정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처럼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은 다원주의 



256 勞使빼係R究， 제 15권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지식정보사회와 다원주의사회의 상호관련성은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내에 한정된 로컬 기업일 경우 그 회사의 제품이 전 세계에 한 종류 밖에 

없는 단일 품목이 아닌 이상. 세계 다른 제품들과 비교대상이 된다 만약 이 회사가 국 

내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뼈 가격을 과도하게 상숭시킨다면 국내 소비자는 발달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를 비판하며 소비자들 스스로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다 

른 공급자를 통하여 스스로 물건을 주문할 것이다 이렇게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제품을 

비교하고 또 그 소비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회사에 가격은 물론이고 제품의 품질， 생 

산공정 동에 직 ·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다원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고려해 

야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실시간으로 타사의 제품과 성능 

과 가격비교가 가능해졌고， 다원주의사회의 도래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상황에서 기업은 이들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야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2) 지식정보사회와 글로벌사회의 상호관련성 

지식정보사회와 글로별사회도 상호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국경없는 사회를 

이상적인 글로벌사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식정보사회를 가능케 한 정보화기술은 이 

미 시공간을 뛰어 넘는 가상의 공간을 만옮으로써 국경 없는 공간을 만들었다- 전 세계 

로 뻗어 있는 전화와 인터넷 망. 컴퓨터와 전자기술 등은 이미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 

크로 묶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개인간의 정보교환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간으 

로 이루어짐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요구하고 전송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 개개인의 국적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지식과 정보가 사회의 핵심 요소인 기삭정보사회 

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 이유는 개인의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전 세계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식과 정보가 전 세계적인 힘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 

를 갖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일어나고 있으며 , 이를 통 

해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검색사나 옹라인 마켓 퉁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비즈니스 모델 

마저 생겨나고 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자원이 되면서 세계적인 전략적 제휴 등에 

있어서 이것들이 하나의 제휴조건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진출하려 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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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현지사정에 밝은 현지업체와 합작을 한다든지， 반도체에 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 

체가 동남아 국가의 생산업체와 제휴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에 속한다 이처럼 무형 

의 자원인 지식과 정보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류되고 

있는것이다 

또한 글로벌사회의 도래에 의해서 기업들의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진출국에 대 

한 지식과 정보는 기업에게 큰 영횡t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지의 문화나 국민성향， 

소비자의 기호와 니즈 등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기업의 진출 전략을 바꾸는 것은 기업 

의 세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현지 국가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으면 그 곳에 

진출한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기업들은 어떤 국가에 진출하기 앞서 현 

지 국가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정보화 • 지식화하여 기업 내에 축적한다. 

이는 그 기업의 중요한 지식자산이 되어 현지 진출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러 

한 정보와 지식이 값비싼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할 때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이러한 현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지식과 정보가 가치를 지니는 

지식정보사회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사회화와 지식정보 

사회는 각각 서로를 촉진시키는 밀접한 상호관계를 형성한다. 

(3) 다원주의사회와 글로별사회의 상호관련성 

다원주의사회는 또한 글로벌사회와 상호관련성을 지닌다 글로벌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배경에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있다. 실시간으로 정보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한 국가의 변화가 주변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치 ·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사회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이 속한 국가 내에서만 영 

향을 주는 정도에서 벗어나 그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그와 같은 의견을 갖는 

사람들과 세계적인 수준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단체의 역할 

은 과거에는 자국 내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그 밖의 오존층 파괴 

나 자연의 무분별한 개발 등은 UN과 같이 각국의 대표지들이 모여 문제를 논의하고 해 

결방안을 모색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글로별사회와 다원주의사회의 확산에 따라 세계적 

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집단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들의 영향력도 

함께 증대되었다 



258 勞使빼係R究， 제 15권 

글로별사회와 다원주의사회의 상호작용은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 

글로벌사회의 대두로 인하여 과거에는 대기업에만 가능했던 해외로의 진출은 이제 중소 

기업에게도 가능한 일이 되었다 따라서 각 기업활동에 최적인 국가를 찾아 진출하여 여 

러 국가에서 통시에 경영을 하는 것이 활성화되었다 이려한 글로벌 경영은 펼연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수를 증가시킨다. 게다가 다원주의사회로 인하여 그러한 이해관계자의 영 

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었다 또한 세계가 기업의 활동영역인 만큼 

각 국의 고객의 구미에 알맞은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글로벌사회와 다원주의사회의 상호작용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중 

요한 영향을미친다 

위에서 예시한 상호관련된 환경변화는 기업의 K.R.P 경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여러 예를 통해 보여주었듯이 각각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수행하 

여야 하는 활통들은 결국 지식 (K)경영， 자원(R) 경영， 그리고 권력 (P)경영을 통해 범주 

화될 수 있다 또한 환경변화는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K.R'P 경영 역시 역동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기업발전을 위한 큰 틀의 제시 

K.R'P 경영론은 기업발전을 위한 큰 틀을 제시해주는데 그 유용성이 있다-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펼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절대 간과되 

어서는 안될 부분이 미래를 위한 큰 틀을 설계하고 그것에 따라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수 

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눈앞에 놓여있는 과제들만을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 그 기업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경영자는 기업경영을 위한 명확한 목표의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방향으 

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전체 경영시스뱀의 큰 틀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1) 큰 틀이 의미하는 바 

경영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경영활동들과 앞으로 수행동}여야 할 활동들을 체계적으 

로 정리하는 i큰 틀’이 펼요하다. 우리는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활동들을 포괄하는 큰 틀 

을 “ G-K'R'P-I 모댈”이라고 이름 붙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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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업발전을 위한 콘 틀 

기업목표(G) 

짧강1; ;;;;;;젠;;?{」; 

기업문화( 1) 

즉. K.R.P 경영론에서 말하는 기업발전을 위한 큰 툴온 〔그렴 1 1]에서 보는 것처 

럼 크게 기업목표(G: Goal). K. R. P 경영， 그리고 기업문화(I: Infra)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우리는 앞에서 K.R.P 경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유용한지 

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단순히 K.R.P 경영만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기업발전 

을 위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기업목표와 기업문화를 고려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기업목표와 기업문화가 왜 큰 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1) 기업목표 

우리가 기업경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목표(business goal. objective) 란 기 

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목표(purpose) 및 방향( direction)을 기술한 것으로서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산물이다 11) 이러한 기업목표는 기업이 미래지향적으로 달성 

하려고 하는 경영비전， 기업사명， 경영이념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그 의미하는 바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목표， 특히 경영비전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기업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와 

11) 기업의 목표(objective)와 목적 (goal)을 학술적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동의어로 보기 

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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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을 안내해 주는 이정표 역 

할을 한다[Quigley. 1994) 그러므로 언뜻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이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일종의 이상적인 모습(ideal picture) 또는 기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청사진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기업목표를 통해 기업경영 시스탱의 

각 요소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경영환경의 변화애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한다 기업목표는 시간 측연에서 보면 장기 지향적이고 범위 측면에서 보면 포괄적 

으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21세기 초일류기업’이라든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 

든가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업목표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경영성과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기업목표는 크게 두 가지의 경영성과， 즉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균형 있게 설정하는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은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으므로 자본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기업의 행동 

은 자본주의체제 속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즉， 기업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 

역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성과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했는가는 기업활동의 결과로서 기업이 획득한 이윤에 의해 측정 

된다. 기업의 경제적 성과로서 추구되는 이윤은 기업확장을 위한 자금의 내부조달을 용 

이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외부조달시에도 용이하게 해 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처럼 

이윤을 통한 기업의 내부확장이나 기업합병은 기업이 성장하는 방법이고 성장은 곧 대규 

모 기업에 이르는 길이 된다 여기서 경제적 성과의 구체적인 지표의 예로는 이윤 외에 

도， 매출액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부가가치 등을 들 수 았다. 

그러나 과거에 간과되어 왔던 또 다른 기업의 목표가 있는바， 그것이 바로 사회적 성 

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사회적 목표는 본연의 경제적 기능 이외에 사회가 기 

업에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시장메커니즘에 의 

해서 자통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외부의 압력에 의 

해서， 또 때로는 기업의 자발적인 의도에 따라 추구된다. 

기업의 사회적 성과란 소극적 의미에서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 

력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기업과 사회와 

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기업을 포함한 사회전체의 이익을 확대시킴으로써 기업이 속 

한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의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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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를 넘어서 일반주주， 근로자집단， 노동조합， 공급자，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보호하고 증진시킴은 물론 사회전체의 보편적인 가치의 실현에 공헌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사회적 성과의 구체적인 지표의 예로는 기업이미지， 사회적 공헌， 

노사안정， 소비자 만족， 종업원 만족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2) 기업목표와 경영성과 

+ 

(경저|적 목표) (사회적 옥묘) 

<D 경제적 성과(경제적 목표) : 
이윤， 매출액.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부가가치 등 

@ 사회적 성과(사회적 목표) 

기업이미지， 사회적 공헌， 노사안정성 소비자 만즉도， 

종업원 만즉도 등 

결국 오늘날 기업은 경제 · 기술적 생산시스템 (economic institution)인 동시에 사 

회 • 심리적 협동시스템 (social institution)의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의 옥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함께 균형 있 

게 달성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2) 기업문화 

문화(culture) 란 용어는 인류학의 선구자인 타일러(E， Tylor)에 의해 전문용어로 처 

음 사용된 이래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란 한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에 의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공유되고 학습 

되는 가치， 규범， 사고방식， 관습이나 행동방식 등을 지칭한다‘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관 

계없이 고정불변인 것이라기보다는 경제발전단계나 기술변화， 정치상황， 경기변동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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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Schein ， 19921 ,12)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또는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는 일반적인 

의미의 문화라는 말에서 연유되었다. 따라서 기업문화에 대한 정의는 문화에 대한 정의 
만큼이나 다양하지만， 이들 정의가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기업문화란 특 

정 기업에서 최고경영자와 일반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는 조직전체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 

된 가치의식，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행통방식. 그리고 조직차원에서 표출 

된 상정특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신유근， 2005: 5481. 

결국 기업문화는 사원들이 그들의 의식 속에 공통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이념 또는 가 
치관이며， 그것에 기초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내는 행동습관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변에서 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 이미지， 기대， 명성도 기업문화의 

일부인 것이다 물론 기업은 경제주체로서 상품을 제조하고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본업 

이다 그러나， 한편 기업조직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신뢰를 보여주고， 감동을 시켜 

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 정신적 기초가 없이는 기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 공유된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연， 기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 부서들이 신속하게 의 

사소통 할 수 없으며 , 개성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조직에 

몰입할 수 없다 물론 공유된 기업문화가 없이는 K.R'P 경영도 그 의미가 퇴색되며 

작동하기 어렵다. 

제도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에통가 망겔(D. Etounga-Manguelle)은 “문화는 어머 

니요， 제도는 자식이다”라고 하였다(Harrison ， 2000 재인용1. 이렇게 볼 때 제도(이 

글에서는 K.R'P 경영)나 문화 (이 글에서는 인프라로서의 기업문화)중의 하나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이분법적 시각을 갖고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택일적 관점 

을 취하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제도만을 주장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고유하 
고 특이한 문화현상을 무시하고 반복적이고 일반적인 법칙만을 강조하거나， 아니연 문화 

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문화의 상대적 우월성이나 면협한 주관주의로 합볼되는 경우가 많 

다- 그러므로 기업문화와 경영제도는 연계 (link)되어야만 한다[신유근， 2001) 

기업문화와 경영제도가 연계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일례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12) 어떤 연구에 따르연 문화에 대한 정의는 모두 1647>>나 될 정도로 다양하다고 한다(Krober & 
Kluckhohn , 2001: 77-142) 이러한 문화개념의 다양성은 기업을 보는 시각차이와 결부되어 다 
양한 기업문화의 정의를 파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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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던 경영혁신 기법들， 예를 들어 리스트럭처링 

(Restructuring)이나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BR: Business Reengineering) 등과 

같은 혁신적인 경영기법들을 도입하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중요한 

이유로는 밑바탕이 되는 기업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혁신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점 

을지적할수 있다 

〔그림 13) K.R.P 경영과 기업운화의 연계모형 

기업문화와 경영제도는 〔그림 13)처럼 벙산에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다， 기업문화는 

수면 밑에서 경영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빙산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며. K.R.P 경영 

과 같은 경영제도는 빙산의 수연 위에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제도 

와 문화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나간다. 제도는 문화적 토양에서 생성되고 또 문 

화는 새로운 제도의 창출에 의해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즉 기업의 경영제도도 문화적 

토대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기업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업문화에 기반을 둔 경영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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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수기업의 예 

다음에서는 기업발전을 위한 큰 틀， 즉 G-K'R'P-I 모델을 실제로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장수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윌리엄 오하라(William. T. 0’Hara)는 2004년 “ Centuries of Success: Lesson’s 

from the World Most Enduring Family Businesses"를 출판하였다 그는 서 기 

578년에 창업한 일본의 사찰복원 회사인 공고구미(金剛組)에서부터 서기 1789년에 창 

업한 미국의 베이커리 공급업체인 George R. Ruhl & Son에 이르기까지 20개의 장수 
가족기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그 성공비결을 밝히고 있다. 오하라는 장수 가족기업의 성 

공요인으로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가족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의 저서를 토 

대로 하되 그 관점을 경영전반으로 확대하여 장수기업의 성공비결을 찾아보자 

무엇보다 장수기업들은 뚜렷한 기업목표(G)를 설정하고 있다 오하라는 그의 저서에서 

기업목표를 특별히 ‘Company Motto 라고 부른다 그가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장수기 

업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목표의 추구를 통해 사회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즉 

기업의 경제적 목표와 사회척 목표의 균형을 도모하는 정도경영을 통해 장기적 번영을 

추구한다. 또한 장수기업들은 인간존중경영에 초점을 두고， 자본과 이익은 그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그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지속해온 회사의 

병성과 안정성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기반으로， 우수한 제품의 생산을 

통하여 기업의 명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러한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수기업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영활동을 지속적 

으로 전개해 왔는데， 그것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이다‘ 장수기업들의 지식경영과 관련 

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장수기업들은 장인정신을 계숭하기 위해 도제식으로 기술을 전수하고 각 구성원들은 

맡은 바 과업에 최선을 다한다 1526년 설립된 이태리의 총기제조업 회사인 

Fabbrica d’Armi Pietro Beretta는 작은 별채에 도제학교를 두어， 다음 세대를 

이어갈 고도로 숙련된 기능공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신자동생산 기술을 도 

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총기는 직접 만틀고 있다. 1785년에 설립된 

미국의 보석 소매업체인 Bixler’s Jewelers는 창조성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이 회사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숙련공을 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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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재 후계자 양성을 위한 경영자의 교육과 경험을 중시한다. 새로운 아이디어 

와 지식， 효파적인 종업원 훈련방법 등을 익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고구미의 CEO는 반드시 사찰과 성서복원 기술의 영수가 되어야만 하 

며， 또한 산수에 능하고 항상 기술연마에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166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무역업체인 Van Eeghen International B. V.는 가족구성원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년 동안의 직장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 

고있다-

@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리고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능한 자 

질을 지닌 외부경영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1591년에 설립된 영국의 건설업 

체인 R. Durtnell & Sons Ltd.에서는 1911년 첫 외부경영인을 임명하였다. 그 

리고 1786년에 캐나다의 맥주 제조회사 Molson. Inc.는 1960년대 말 사업이 다 

각화되고 국제화되면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최고경영자를 영입하였다 

@ 새로운 아이디어를 진취적으로 수용하며 새로운 기업가치를 창출한다. 1385년에 

시작된 이태리의 와인 회사인 Marchesi Antinori Sr L는 보다 효과적인 포도재배 

를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숙성을 위한 혁신적인 방식을 적용하 

는 동시에 꾸준히 와인 생산섣험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방식의 적용은 처음으로 안티노리 삼페인 방식의 스파클링 와인이 생산될 수 있게 

하였으며. 1971년에는 기존의 DO C/G법에 의해 정의된 키안티 생산 기준을 모 

두 무시한 새로운 블렌딩 방식을 사용하여 전혀 새롭고 훌륭한 와인이 탄생될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는 자원경영 (Resource Management)이다- 장수기업들의 자원경영과 관련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D 장수기엽들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역량에 전사적인 자원을 집중투입하 

고， 위험한 콧에 투자하거나 무모한 다각화를 행하지 않았다 공고구미는 사찰과 

성의 건축과 유지보수의 고도로 특화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1639년에 설립된 

프랑스 와인 제조업체 Hugel & Fils는 대량생산으로 인한 저가의 와인들에 대응 
하기 위해 고품질 소량와인의 생산에 집중하여 제품의 희소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한 Molson. Inc.는 1997년 비핵심분야의 회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맥주제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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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을 다시 매입하면서 핵심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 보수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내실경영을 추구한다 R. Durtnell & Sons Ltd 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재정의 독립성이다 무차입 경영을 지향하는 안정적 재정 

운용은 이 회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1736년에 설립된 북아일랜드의 린넨 

회사인 William Clark & Sons. Ltd.도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며， 경기가 

호황일 경우에서도 방어전략을 취해오고 있다 

@ 최신기술의 도입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Fabbrica d’Armi Pietro Beretta 

는 1980년대 후반 최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시설의 자동화를 통해 기존 생산 

성을 3배 가까이 향상시켰으며， 이로 인한 노동력의 극적인 감소로 인해 노동비용 

을 절감시켰다 1743년에 설립된 남아프리카의 농장 Boplaas는 다른 농장들이 대 

규모의 직원들과 관리자들을 고용뼈 경영하는 것과는 달리 잘 짜여진 실행플랜을 

통해 최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직원들을 운용 

함으로써 노동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 여유자원을 항상 보유하고 보유수준에 따라 관리조정을 행한다 William Clark 

& Sons , Ltd.는 전후 아마(f1ax) 자원의 부족으로 5주 동안 3주만 공장을 가동 

할 수 있었는데， 이 때 발생한 여유시간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발전과 공장설 

비 배치를 위해 사용하였다 

세 번째는 권력경영 (Power Management)이다- 장수기업들의 권력경영과 관련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D 장수기업들은 끈끈한 우애를 바탕으로 가족관계의 강한 결속력을 유지한다‘ 다른 
기업들과는 탈리 혈통을 중시하는 강한 가족관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족기업은 

의사결정과정이 단순하며， 안정성 있는 경영이 가능하다. Hugel & Fils는 월요일 

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사업문제에 관해 가족전원이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만장일치가 아닐 시에는 의사결정이 통과되지 않는 둥 가족관계의 결속력을 중요시 

한다-

@ 투명한 승계과정을 거치며， 후계자간에 갈등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해결한다 즉， 

부모가 자식에 대한 확고한 통제권을 가지고 상속문제에 있어 형제들 간에 공평한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 장수기업들은 장자가 가업을 물려받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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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에 설립된 이태리의 사탕과자 제조업체인 Confetti Mario Pelino는 오직 

장자만이 사업을 물려받도록 미리 규정해놓고 실천하고 있다 

@ 종업원 복지 향상에 주력해 내부신뢰를 구축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갈등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William Clark & Sons. Ltd.의 경우에는 1996년에 회사 

가 화재로 문을 닫은 동안에도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하였으며 , 회사 

가 다시 준공되었을 때 천원 재고용할 정도로 종업원에게 세심한 배려를 베풀고 있 

다. Hugel & Fils는 정기적인 가족모임과 함께 비가족 조정자를 통해 갈등을 중 
재하는 등 효과적 인 갈등관리를 한다-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거래 파트너들과도 지속적으로 신 

뢰를 구축한다 Fabbrica d’Armi Pietro Beretta는 그 지역 학교학생들을 대상 

으로 주말캠프를 열고， 유치왼과 양로원을 만들었으며 , 또한 암 연구재단을 설립함 

으로써 주목받게 되었다 Boplaas는 지역사회봉사를 강조하고. 1949년에 이민 온 

농장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셜립하였으며， 지역 우체국과 같은 공공건물을 

짓기도 하였다 

장수기업들의 성공비결은 기업목표 달성을 위해 위와 같은 지식 (K) 경영， 자원 (R)경 

영， 권력 (P)경영을 실행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K'R.P 경영과 같은 경영제도 

는 문화적 토양에서 생성되고 또 문화는 새로운 제도의 창출에 의해 변화해 나가는 것이 

다- 장수기업들은 거의 한결같이 나름대로의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바람직 

한 방향으로 기업문화를 창달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D 장수기업들은 가족주의적 문화를 조성하고， 평등과 사랑을 목표로 가족 구성원들의 
발전을 도모한다- 가족문화는 기업의 성공이 곧 종업원의 성공으로 귀결된다는 운 

명공동체적 믿음으로 나타난다 장수기업들은 종업원을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 

하기 위해 노력한다 종업원틀은 기업의 전통과 핵심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강한 일체감과 소속감을 느낀다-

@ 최고를 지향한다. 장수기업들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는 회사로서의 신뢰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수세기 동안 노력하였다.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 문화에서 최고의 기 

업에 필요한 창조성과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외부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 

게 해주는 열린 문화로 변하고 있다- 또한 개척자로서의 기업가정신과 성공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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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구축하는데 혼신을 기울인다 

a 고객중심주의， 고객만족의 극대화 추구， 서비스 정신을 기업문화의 요체로 삼고 있 
다. 1672년에 설립된 영국의 C. Hoare & Company 은행은 세계대공황 당시 합 

병 퉁을 통한 방법으로 불황을 타개하려던 타 은행과는 달리， 무한책임회사로의 전 

환을 통해 고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고객의 예금손실에 대한 불 

안을 해소시켜줌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쌓고 불황을 타개할 수 있었다 

〈표 8) 장수기업의 성공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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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경영 I R 경영 P 경 영 

• 장인정신흩 계승하기 위한 I .획싱억형예 정시적 지g의 
도쩌|여 기슐전수 l 집중투입 

• 지식잉재 후계자 앙성율 휘한 I .보수적인 재정운용를 통한 
경영자의 교육과 경g 중시 l 내실경영의 추구 

• 유능한 지월흩 지닌 외부경영 I .최신기술의 도입을 륭한 시 
민의 뭘요성 인식 | 간과 비용의 월강 

• 새로롤 이이디어의 전취쩍 수 I .여유자윈의 보유와 
용과 새로운 기엉기치의 칭흩 l 보유수훈에 따른 관리조정 

·가족관계의 강한 길속력 유지 

·투 명한 술계과정과 *계자간 

링등의획싫힌!뻐곁 

·흥업원 륙지 항상훌륭한 

내부진뢰의구혹 

·지역시회 밭전률 위힌 사회적 

쩍임의수행 

T 
기업문화 

• 가족추의적 용화의 조성 

• 최고가치의 지양 

• 고끽만쪽의 극대확 추구 

이처럼 장수기업들은 바람직한 기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K.R.P 경 

영을 행하며， 그 밑바탕이 되는 기업문화를 중시한다. 또한 K'R.P 경영 각각을 분절 

적으로 행하지 않고 상호간에 관련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역동성을 제고시켜 왔다 

큰 틀을 통한 설명은 비단 오하라가 제시하고 있는 외국의 장수 가족기업에만 적용되 

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수기업이라고 



신유근 269 

할 수 있는 기업들도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변신을 도모해 왔으며， 그 상위개념 

으로 기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한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장수기업 

들은 @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대하다(K경영). c2l 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결제를 하 

는 등 탄탄한 재무구조를 유지한다(R경영). @ 노사신뢰 속에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끊 

임없이 변신한다(P경영) 등과 같은 K'R'P경영을 해왔음을 알 수 있으며 13) 바람직 

한 기업문화를 창달해 왔다. 

또한 경영발전을 위한 큰 틀이 외국의 장수 가족기업이나 우리나라 장수기업의 경우에 

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업목표. K'R'P 경영， 기업문화의 성격과 

내용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틀 

은 Wal-Mart. GE. Microsoft. Toyota.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 초일류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영발전 모델인 것이다. 

3) 큰 틀의 유용성 

앞에서는 큰 틀의 구조를 설명하고 장수기업의 예를 통해 그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렇다면 이러한 큰 틀을 적용하면 기업에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다음에서는 두 가지 예를 틀고자 한다. 

하나는 큰 틀(G - K. R. P - I 모델)이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의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마스터 플랜은 기업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발전계획을 체 

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장기에 걸쳐(적어도 5년 이상) 단계(기간)별로 제시 

된 기업의 청사진(기본방향， 핵심목표， 핵심전략 등)이다.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려고 하는 경우 만일 〈표 9)에서처 

럼 세로 축이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고 단순히 시기별 구분만을 중심으로 그것을 수립한 

다변 경영의 중요한 전반적인 부분을 포괄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결국 그때그때 유행하거 

나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부분적인 과제들만을 골라 형식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만든다. 하지만.G-K'R'P-I 모텔에서와 같이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한 후에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다. 

13) 동아일보. 2004년 10월 12일자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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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마스터 플랜의 수립에 도움이 되는 콘 툴 

J늪〈[t 1단계 확립기 2단계: 도약기 3단계 완성기 

(2005년 - 2007년) (2008년 - 2010년) (2011년 - 2015년) 

기엽목표(G) 

지식 (K)경영 

자원(R)경영 

권력 (p)경영 

기업문화(I) 

추진전략 

예를 들어 아래 〈표 10)과 같은 삼성전자의 마스터 플랜은 G-K.R.P-I 라고 
하는 큰 틀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10) 마스터 플랜의 예시 삼성의 저12 신경영 선언 

삼성의 신경영 시대별 전략 

구 룬 신경영 1 기 신경영 2 기 신경영 3 기 신경영 4 기 제 2 신경영 

기 간 93.6-96.6 96.6-98.12 99-2001 2002 .4-2003.6 2003.6-2010 

·세계에서 가장 

존영믿는기업 

기본방항 질 경영 스m드경영 
글로얼 경쟁력 

준비 경영 
·세계 초잃류 

확보 초국직 기잉으로 

“’전 

.5-'0녕 뛰 주역사 ·민재 경영 
·용& 서비스 ·시이 i티잉 단톨 ·가정훌게 

얼 육성 ·셰계 1 를제용서버스 

획심목표 • CS , ES ·경비 흩감 ·가장씨거1 
·우수인역 채용 ·싣*흥사엉 앙물육성 

·사회신뢰 ·인럭 조직 짝쇼 ·가장 빠르게 
·용딘기술 개양 

·정도투명경영‘ 
브랜드가치 에고 

획싱전략 .01의 1 만달러 률경 

월드베스트 싣 월드베스트 셰계 g브랜드 친일 기극특 

(，시 1 용욕 확보) (1 ^'업부 I 륭혹 11 보) ·나리위한헌재키 

우기 

*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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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큰 틀은 특정 기간에 있어서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도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다 일반직원들에 비해서 관여해야 할 의사결정의 범위가 매우 

넓은 CEO의 경우는 경영활동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곤란하다 최근 스톡옵션 

이 CEO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제도로서 각광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단순히 주가와 

연동하여 CEO를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주식가치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주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 밖의 기업의 성 

장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 

하고 CEO가 수행하는 수많은 업무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딱 

히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CEO를 평가하는데 있어 목표관리제도(MBO: Management by Objectives)가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표관리제도는 천통적인 인사고과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 

는 대안으로 드럭커 (P. F. Drucker)에 의해 처음으로 그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원래 

목표관리제도란 직무담당자가 사전에 상사와 협의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사후에 이룰 기 

준으로 서로가 신뢰와 참여를 통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목표관리제도는 CEO의 평가에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때 유의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을 평가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G

K.R.P • I 모델이라고 하는 큰 틀은 CEO의 평가가 좀 더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큰 틀은 CEO에 대한 평가가 어느 한 가지 측면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경영자가 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식 (K)경영， 자왼 (R) 

경영 , 권력 (P)경영 , 그리고 기업문화(I)로 볍주화하여 파악함으로써 평가의 유용성을 도 

모할 뿐만 아니라 CEO 역할의 주요한 모든 측면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어느 한 가지의 

요소만을 통해 CEO를 평가하는 단순함을 벗어나게 도움을 준다- 그렇다고 항상 각 경 

영활동이 동일한 비중으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라이 

프 싸이클이나 전략적 상황에 알맞게 CEO 평가를 위한 각 경영의 비중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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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CEO의 역할평가에 도움이 되는 큰 틀 

우선순위(비중) 중점과제 
셰부과제와일정 

명 가 
1 기 2JI 3기 4기 

지식 (K)경영 

)% 

자연 (R)경영 

)% 

권력 (p)경영 

)% 

기업문화 

)% 

* 경영성과 달성에 관한 평가는 제외한 것엄 

V. K.R.P 경영론의 이론적 배경 

K'R'P 경영론이 하나의 학문적 분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 뒷받침이 되는 

이론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K'R'P 경영론의 이론적 배경을 시스템이론에 두 

고자 한다 다음에는 이러한 시스템이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K'R.P 경영론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 

을 것인지를 알아본다 

1. 시스램이론의 의의와 평가 

지금까지의 경영학 연구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론(systems theory) 

또는 시스템적 접근법 (systems approach)을 재음미 해 볼 펼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시스템이론이 어떤 것인지， 그 유용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이론이 현 

단계에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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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이론에 대한 이해 

복잡하고 다양한 기업의 경영활동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 

는. 즉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이 ‘시스템’ (system) 개념이다. 우리 

는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고 그만큼 친숙해져 있다. 하 

지만 막상 시스탬이란 무엇이며， 이런 시스템의 개념에 기초한 기업경영시스템이란 무엇 

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쉽게 대답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기업경영시스템의 기초로서 

일반적인 사스댐의 개념 및 그 속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펼요하다. 

시스템이란 그리스어 synhistanai (한데로 모아놓다)에서 유래된 말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구성인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것’ 

을 말한다[Miles ， 1971J. 철학사전은 시스템의 의미를 ‘어떠한 왼리에 의해 조직된 통 

일적 전체’로 정의하고 있다 즉 부분이 단순하게 모여서 만들어진 집합이 아니라， 전체 

는 부분과， 부분은 부분끼리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조직적 구성이 시스템이다 14) 

이러한 시스템의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는 매우 넓다. 예를 들어 은하계나 태양계와 같 

이 우주의 생태를 지칭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의 개념이 적용되며，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시계， 자통차， 자통온도조절장치. 컴퓨터 등과 같은 기계장치에도 시스템의 개념 

이 적용된다. 또한 다양한 식물이나 동물 • 인간 등과 같은 유기체 또는 생물에도 시스템 

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시스템의 개념은 수많은 개인들과 집단들로 구성 

되는 사회에도 적용되며， 기업 • 교회 • 병원 등과 같은 조직에도 적용된다 이렇듯 시스 

템이라는 개념은 그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지만. 이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시스템 개념이 존재한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투입-전환-산출”의 구조를 갖는다. 즉 시스빔 구조는 〔그림 14J 

처럼 일반적으로 외부환경으로부터 투입물(inputs)을 받아들여 내부 전환과정 (transfor→ 

mation process)을 거쳐 산출물(outputs)을 만틀어 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물의 경우 빛과 이산화탄소와 물을 투입물로 받아들여 광합성이라는 전환과 

정을 거쳐 필요한 에너지와 산소라는 산출물을 만들어 낸다- 기업이라는 시스멍도 원자 

재， 사람， 에너지， 재무자원， 정보 등의 투입물을 받아들여， 여러 가지 전환과정(경영활 

동)을 통해서 제품 또는 서비스 형태의 산출물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외부로 배출된 

14) 김용환.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시스템 사고 , http://www.usP.co.kr 



274 勞使關係Iifm. 제 15권 

산출물은 피드백 (feedback) 과정을 통해서 시스뱀의 다음 번 순환과정을 위한 투입물 

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시스템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된다 

(Bateman & Zeithaml. 1991: 63J. 

(그림 14) 시스템의 기본모형 

투입올 배 전환과정 신훌올 

m 드액 

이러한 시스템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시스템의 주요 속성틀이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시스템의 목표지향성， 환경적응성， 그리고 분화와 통합성 

의 속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 목표지향성 

어떤 시스뱀이든 그것이 시스템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 

야 한다. 시스템의 기본구조에서 투입물을 전환시키는 과정은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서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산출물은 시스템이 지향하는 목표가 된다. 예를 들어 식물이 

나 동물 등 생물시스템의 목표는 생존과 번식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의 경우 생리적 

생존의 욕구에 덧붙여 안전의 욕구， 소속 및 애정 욕구， 존경의 욕구， 그리고 가장 고 

차원적인 욕구로서 자아실현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존재로 이해되고 있는 것 

이다(Maslow. 1943: 370-396J 또한 시계나 자동차， 컴퓨터와 같은 기계시스템들도 

비록 인간에 의해 부여되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고유한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방 

향에서 시스템의 각 하위부분들이 기능하고 있다. 기업조직에 해당되는 기업경영시스템 

역시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나 사회적 공헌 둥과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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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부단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 

들은 식사라든가 호흡을 하여 끊임없이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환경의 영향 

을 받으며， 반대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만약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시스템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시스템으로서의 발전 

이 저해되고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시스템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적응하기 위한 환경적응성을 지녀 

야 한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자기보존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환은 시스템의 생 

명과 형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처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시스랩을 

우리는 개방시스템 (open system)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기업조직을 개방시스템이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업을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열려 있는 조직체로서 

인식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폐쇄시스템 (closed system)은 환경으로부터 시스빔이 

격리되어 외부의 영i>J을 받지 않는 시스템을 말한다， 폐쇄시스템의 예로는 타워 (tower) , 

교량， 그리고 미라 정해진 동작만을 되풀이하는 시계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반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내부적인 작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계는 부분적인 개방시스템으 

로볼수있다 

개방시스템이 존속 •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여건과 상호작용하면서 동태적인 균형 

(dynamic equilibrium)을 유지해야 한다 환경변화의 예측이 가능했던 산업사회에서 

는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정적인 시스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 

식정보사회， 다원주의사회， 글로벌사회의 진전에 따라 시 · 공간간의 물리적 벽이 허물어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태적인 균형의 유지가 시스템의 존속 · 성장에 필수적인 과제 

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은 안정과 적응을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시스템은 자신이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임으 

로써 시스템이 해체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부(負) 

의 엔트로피 (negative entropy)라고 한다. 이와 같이 시스템은 당연한 외적인 환경과 

부단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환경적응성을 통해 동태적인 균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분화와 통합성 

시스템은 일정한 경계 (boundary)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계에 의하여 관련된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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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영역을 갖게 된다 다시 웰H 시스랩은 그보다 작은 독자적 

인 영역을 갖춘 하위시스댐들(subsystems)로 구성되며， 이러한 시스댐의 여러 하위구 

성부분들은 서로 상호작용적 관계가 있어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듯 하나의 전체시스랩 

은 각기 하위시스랩으로 분화되는 속성을 지닌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시스템의 모형을 

통해 볼 때 시스템의 분화와 통합성은 투입물을 받아들여 산출물을 내기 위한 전환과정 

에서 나타난다， 어떤 산출물(목표)을 위해 투입물을 분화하고 다시 통합하는 전환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엔진이라는 동력장치， 차축과 타이어라는 구동장치， 핸들이라는 조 

향장치 동의 하위시스탱으로 구성된 기계시스템이다 그리고 인간은 골격 및 근육기관 · 

신경기관 • 소화기관 · 순환기관 등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하부기관들로 구성된 시스 

템이다. 그렇다고 이들 각 기관의 단순한 합이 인간이 되지는 않는다. 하나의 전체로서 

의 인간은 단순한 합 이상의 의미인 사고능력을 지닌 생명체， 또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식된다. 이처럼 전체로서의 하나의 시스템은 여러 개의 하위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이 때 하위시스범은 전체시스템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며， 또한 다른 하위시스템들 

과도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인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전체시스템이 여러 개의 하위부분， 즉 하위시스템 

으로 분화된다는 속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하나의 전체로서 통합된다 

는 속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즉 시스템은 단순히 부분의 집합이 아닌 전체성을 띤 개체 

이다. 여기서 전체는 단순히 부분의 합 이상의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은 시스템 내부의 

분화에 따른 통합의 중요성을 나타낸다[Schoderbek & Kefalas. 1990) ‘ 다시 말해 

부분의 수준에서 결정된 것은 항상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상호작용하는 다른 부분의 영 

"J을 고려하여 전체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속성은 시스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너지 (synergy) 15)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2) 시스뱀이론에 대한 평가 

사회는 여러 가지 요소들， 혹은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언뜻 보기에 

는 독립해 있어서 서로 무관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유기적 

15) 여기서 시너지란 시스템 내 부분(하위시스댐)들이 결합되거나 조정된 행동이 부분들 각각이 독립적 
으로 행동한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성취하는 상태를 지칭한다(Higgins. 1994: 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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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각 요소들이 사회 전체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규 

명하는 것이 펼요하다. 인간사회를 예로 들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각각의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의 구성요소들은 서로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에 각각이 서로에게 어떠 

한 영Õ"J을 주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함께 요구된다 결국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요소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그와 동시에 각 

요소들간의 동태적인 상호관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흔히 기능주의 (functionalisml 라고 부른다 16)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는 각각의 기능을 가진 개체들로 분화되어 있는 동시에 그들이 모두 통합되어 

하나의 커다란 실체(사회)를 형성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즉， 사회에서 끊임없이 분화와 

통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회체계는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균형이 파괴되는 경우는 다시 균형상태로 회복하려 한다 

시스템이론은 기능주의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시스템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는 각각의 기능을 가진 개체들이 분화되어 있는 한편 이들이 모여 하나의 사회 

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스템의 개념에 기초해 기업의 경영현상을 연구하게 

되면. 전체 기업경영시스템을 몇 개의 분석 가능한 하위시스템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전 

체시스랩을 분화 내지는 분할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복잡한 경영현상을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해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간의 인지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와 같은 분류기준이 없다연 복잡한 경영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연구되고 있는 시스템이론은 긍정적인 변과 동시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해결과제는 시스뱀의 분화적 속성을 넘어서서 통 

합적 속성을 설득력있게 규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조직의 각 부분들이 운영되는 경우는 정상적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예외 

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경영환경이 복잡해점에 따라 조직시스빔을 구성하고 있 

16) 기능주의 패러다임은 사회의 질서 균형， 안정을 강조하며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지향하 
며 조직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 보고 조직구성원을 경제적 · 사회적 · 합리적 인간으로 가정 
한다 이밖에도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정들로는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급진적 구조주의 패러다임 
(radical structuralist paradigm) , 사회가 주관적으로 구성되고 잘 변하지 않는 안정된 질서라 
는 해석학적 패러다임 (interpretive paradigm) , 사회가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무질서의 세계로 
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급진적 인본주의 패러다임 (radical humanist 
paradigm) 퉁이 있다[Burrell & Morgan , 1979: 25: Warner ,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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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기능)이 더욱 전문화되고 기능간의 차이가 커짐으로써 하위시스템간들의 분화가 

심해지고 있다. 학계나 실무계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분화 또는 전문화 구조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통합시켜 나갈지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물론 오랜 기간을 통해 보면 분화와 통합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 

은 수많은 시행착오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마케팅활동에서 예를 들어보연. 원래는 통 

합적 마케팅을 지향하다가 그것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분화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다시 

분화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과거의 

마케팅은 전체 고객들을 대상으로 통일한 광고나 메시지를 전하는 매스마케팅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동일한 광고를 가능한 많은 고객이 접할 수 있게 하여 판매를 유도한 것이 

다.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TV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TV광고를 하는 것과 같은 경우 

가 매스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매스마케팅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다 

양한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맞춰주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고객을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마케팅 기법들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업들은 

고객층을 세분화하여 각 고객에게 적합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동일한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는 경우 두 사람의 구매패턴을 분석하여 각각의 사 

람들이 좋아할 만한 웹페이지를 보여주게 된 것이다- 이처럼 대상고객이 점차 세분화됨 

에 따라 ‘일대일 마케팅’과 같은 개념도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분화된 마케팅은 고 

객 개개인의 특성별로 니즈를 맞춰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연 기업의 입장에서 관리 

효}여야 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지게 하는 단점을 낳았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나 

치게 세분화된 고객층을 다시 통합시키는 OJ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시스템의 하위시스템에 초점을 둠으로써 시스탱의 양면적 속성을 간 

과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조직의 상이한 부문틀은 대개 독립적인 활통을 영위할 수 있 

는 능력이 있고， 또 흔히 그렇게 영위하기도 한다. 이처럼 상이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전체를 위해 희생적으로 일하면서 조직이 고도로 통합되는 경우도 때때로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조직은 혼히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되어진다. 예를 들어 조 

직구조의 지나친 수직적 또는 수평적 분화가 기업 전체가 부담해야할 위험 및 비용을 개 

별 담탕자 또는 담당 부서에 전가하는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분열과 갈등을 유도하고， 기 

업 전반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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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분화 

와 통합을 통한 시스템이론의 실제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물론 

하위시스템들을 하나로 묶어 연결해 주는 통합모형을 완벽하게 구성하고 실제로 적용하 

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설증연구나 현실에서 하위시스템인 경영요소들을 통 

합적인 상호관련성을 갖는 기업경영시스템 모형으로 설명하는 모범사례를 발견하기란 쉽 

지 않다. 왜냐하면 분화의 근거와 주요한 분화의 요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진행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분화된 경 

영방식(하위시스템)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게 하고 통합할 지에 대한 통찰벽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 K.R.P 경영의 상호관련성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K.R.P 경영은 각각이 분절적이기 보다 상호관련된 통합성을 

가져오는데 그 의의를 지닌다- 다음에서는 아메바와 허브 개념을 통해서 K.R.P 경영 

의 “분화와 통합의 순환논리”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아메바로부터의 교훈 

오늘날 몇몇 학자들은 미래의 조직이 생물학적인 의미와 논리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케빈 켈리 (Kevin Kellyl에 따르면， 현대기업은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 

이며 이 시스템은 사람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생물체의 특정을 지닌다고 한다 조직이 통 

제를 벗어난다는 말은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을 지닌다 즉， 통제를 벗어난 조직은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조직에 접근 

하고 상호작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Kelly. K.. 1994). 이러한 생물학적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로 아메바(amebal를 들 수 있다. 아메바는 연체동물이 그러는 것처럼 필요 

에 따라서는 분리될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으므로， 현대경영의 분화와 통합의 논리를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아메바를 살펴봄으로써 K.R.P 상호 간의 분화와 통합을 위 

한 새로운 구상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아메바(amoebal란 원생동물 아메바목에 속하는 원생동물이자 연체동물 

의 총칭으로서， 그 속성은 다음과 같다〔브리태니카 백과사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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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메바는 원형질의 유통에 따라 몸의 일부인 1-수십 개의 위족을 형성하여 。l

통하는 아메바 운동을 한다 그리고 이 운동을 통해 아메바는 먹이(목표)를 향해 한 방 

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둘째， 아메바는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력이 굉장히 좋다‘ 이는 자연에서 하나의 약한 존 

재로서의 아메바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 것이다 한가지 예로， 하 

나의 아메바는 자신보다 큰 벅이가 나타나면， 그래서 하나의 개체로서 그 먹이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아메바들과 붕쳐서 마치 하나의 큰 ‘아메바와 같은 형태를 만든 

다음 그 먹이를 잡아 소화한다 

셋째. 유사분열과 유성생식을 통해 분할과 증식을 한다 아메바는 외부로 종족을 확장 

시키고자 하는 경우 유성생식을 통해 세포를 분열시켜 증식한다- 이처럼 아메바는 생물 

학적 특성에 따라 분열과 증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메바가 원생대부터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절하게 분열과 통합을 함으 

로써 주위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메바의 속성을 기업에 

적용하면 연체동물처럼 필요에 따라 분리될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는 조직구조를 생 

각할 수 있다 실제로 아메바의 속성을 적용하여 아메바 기업이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하 

였으며 일본기업들인 교세라나 시스텍 등의 조직이 이러한 개념을 적용한 바 있다. 그리 

고 서유럽에서 나타난 ‘mini profit center’는 기업조직을 이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어 스스로 운영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구성원의 창의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하였다〔두산세계대백과 Encyberl. 이처럼 아메바의 속성을 기업에 적용하면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열과 결합이 자유로운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구상할 수 있다 다 

시 빨R 아메바의 개념을 적용하면 조직은 필요에 따라서 분화하기도 하고 기업 전체 측 

면에서 힘을 합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통합하여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메바의 속성과 기업조직의 관계는 K.R.P 경영론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K'R'P 경영론의 관점에서 아메바의 개념을 적용한 조직은 K 경영 .R 경영， 그리고 

P 경영의 각각의 요소로 분화되어있는 동시에 각각 상호작용하면서 경영성과(목표)를 

추구한다- 이러한 상호관련성을 기반으로 때로는 분화하고 때로는 통합하면서 적절한 수 

준을 유지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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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아메바(amoeba)와 K.R.P의 개념 

※ K‘ Knowledge. R: Resource. p: Power 

아메바의 생물학적 특성을 K.R.P 경영에 적용함으로써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 

는지를 요약해보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아메바의 시사점 

생물학적 특생 K.R.P 정영얘의 시사정 

。 먹이를 향해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 。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K.R.P 경영을 
직임 통한 책임경영을 수행함 

。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적합 。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K. 
한형태로 변화됨 R.P 경영을 수행함 

。 신축이 지-유자재이며. 세포의 분열 · 소멸이 。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경영 

일어남 활동을 K.R.P 경영으로 분화하고 통합함 

첫째. K. R.P 경영은 명확한 기업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한다 단순히 K경영 .R경 

영 .P경영을 수행하는 것은 K.R.P 경영론에서 그다지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떤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 각각의 경영활동이 그 목표달성에 기여할 때 효과적인 K.R. 

P 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아메바의 특성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된다. 아메 

바는 벅이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행동한다‘ 

둘째. K. R.P 경영은 기업의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을 강조한다 아메바 

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정형화되어있지 않고 주변의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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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화되기 때문이다 K.R.P 경영론에서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이다 

셋째. K.R.P 경영은 각 경영요소의 분화와 통합성을 강조한다 K.R.P 경영을 

수행하는 조직은 K 경영 .R 경영 .P 경영이 각각 책임을 지는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상호관련성을 갖고 역동적으로 운영된다 아메바는 세포의 분열 · 소멸이 일어나며， 주어 

진 환경에 적함한 형태로 변화된다. 

2) 허브와 K.R.P 경영 

아메바의 예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았던 K.R.P 경영이 갖는 상호관련성의 의미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허브개념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구체화할 수 었다 

(1) 허브의 의의 

허브(hub)의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허브.7} 등조ν하게 된 배경인 네트워크이론(network 

theory)에 대해 알아볼 펼요가 있다 

20세기 실용학문은 .단순화를 통하여 자연과 경제 · 사회현상의 기본원리를 규명하고자 

노력해왔다 예를 들어，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것의 구성성분을 해독해야 하고. 

각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전체를 이해하기 훨씬 쉬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 

명을 이해하기 위해 분자와 원자를 규명하고， 복잡한 인간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개별 유 

전자를 연구하도록 이끌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환경파괴 등 더 이상 기존이론으 

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고， 하나의 전체로서의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 (paradigm)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패러다임에의 요구에 의해 나타난 

것이 네트워크이론이다. 

네트워크(network)는 단어 뜻 그대로 ‘網(net)이 작용하는( work) ‘ 관계 또는 조직을 

가리킨다 기존의 네트워크이론이 주로 공학적으로 설계되고 구현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의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었던 것에 반해， 최근의 네트워크이론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고 진화하는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있다 사회과학에 적용된 네트워크 

이론의 요지는 다음 〔그립 16)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 유 

(그림 16) 네트워크이론의 요지 

• 노드(node)와 링크(link)를 통한 연결관계 형성 

• 네트워크 내의 각 요소들간의 연결은 규칙적이지 않으며 (sparse) , 서로 군집 

화되어 있는 경우(c!ustered)에도， 서로간의 거리는 짧아질 수 있다(small 

diameter) 

•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에 따른 허브의 형성 

근 

* 자료 Brian Hayes(2000) , ‘ Graph π1eory in Practice 

88 (1), March-Apri l. pp. 104-109 

Part Il," American Scient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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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드’ (node)와 ‘링크’ Oink)의 개념을 알아두 

는 것이 중요하다 노드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기반이 되어주는 ‘점’을 의미하고 링크는 

그러한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개인 

과 개인간의 인간관계를 설명하려는 경우 각 개인은 노드가 되고 그들간의 관계를 설명 

해주는 선이 링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이론은 초기에 나타난 ‘무작위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에서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연구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개념이 발 

전한이유는다음과 같다 

무작위 네트워크(random network)는 대부분의 노드들은 같은 수의 링크를 가지며 

아주 많은 링크를 갖는 노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 도시들을 노드라고 하고 그러한 도시들을 연결해주는 고속도로들을 링크라고 보자 

도시들은 고속도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무작위 네트워크에 따르면 대부분의 도시들이 

거의 같은 수의 고속도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회현상에서는 무작위 네트워크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의 도시가 증 

가되면 그 도시 역시 다른 도시들과 같은 수의 고속도로를 갖는 관계만이 형성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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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즉， 고속도로가 없더라도 인접되어 있는 도시에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관계가 형성 

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도시라 할지라도 통신시설의 발달로 물리적인 거리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면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모든 도시들이 같은 수의 고속도로를 갖지 않고 다른 도 

시들에 비하여 더 많은 고속도로를 갖는 물리적， 혹은 가상적 거대도시를 형성하게 된 

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노드와 링크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척 

도 없는 네트워크(sca!e free network)이다 결국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서는 다수의 

렁크가 있는 몇몇 큰 노드와 소수의 링크가 있는 다수의 작은 노드들이 공존한다 이러 

한 불균등성 ( unevenness)이 바로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특징이 된다， 작은 노드들을 

상호간 연결하는 소수의 링크로는 네트워크 전체를 연결시키기 힘들다 전체 네트워크가 

분절되는 것을 막는 기능은 몇몇 큰 노드의 몫이다 이처럼 많은 노드들과 링크되어 전 

체 네트워크가 분절되는 것을 막는 있는 소수의 노드들을 ‘허브’라고 부른다 

허브개념의 등장과 더불어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서 주장되는 것은 ‘세상이 좁다’는 것 

이다 미국의 하바드 대학 밀그램 (C. Milgram) 교수는 미국에 존재하는 임의의 두 사 

람은 평균 5. 5 다려만 건너면 서로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험으로 밝혀내었고 

[Milgram 1967). 이는 뒤에 ’여섯 단계의 분리’ (six degrees of separation) 이론이 

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무한한 네트워크인 인터넷도 평균 19변의 클릭만으로 

링크를 통해 다른 모든 웹 페이지와 연결된다고 한다 이처럼 사람이나 웹 페이지와 같 

은 노드들은 링크를 통해 서로를 연결하여 한 네트워크， 즉 하나의 세상을 이루어 나간 

다 이처렁 웹의 구조는 연결선 수가 매우 많은 극소수의 허브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 밖에 핫츠(D. Watts)와 스트로가츠(8. 8trogatz)는 모든 노드가 많지 않은 일정한 

수의 링크를 가지는 네트워크이면서. 더구나 그 노드들이 끼리끼리 군집화 되어있는 경 

향을 가지는 네트워크에서도 .좁은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 보여주었다[Watts & 8trogatz. 

1998). 즉. 관계가 긴밀한 노드들이 서로 강한 링크로 하나의 군집 (cluster)을 이루고， 

이 군집들을 약한 링크들이 서로 연결하여 지름길 역할을 함으로써 노드간의 평균 거리 

를 급격히 단축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허브는 엄청나게 많은 노드와 링크를 갖고 있어서 

그 시스템 내에서 두 노드간의 연결경로를 아주 짧게 만든다 그러므로 허브의 존재는 

무작위 네트워크보다 ·작은 세계 효과를 배가시킨다-

그러면 네트워크이론에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허브의 의의를 좀 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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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hub) 란 용어의 원래 의미는 활동의 중심， 중추라는 것이며 기계분야에서는 자전 

거 등에서 바윗살아 딸려 나오는 휠의 중심부를 가리킨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즉， 바 

윗살이 모여 축과 연결된 부분이 허브가 되고 이러한 바헛살들은 링크가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링크를 통해 허브와 연결된 것들이 노드라 할 수 있는데 , 허브는 다른 

노드와는 달리 수많은 렁크가 연결된 노드라는 특정을 가진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허브라는 개념이 중심과는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심’이 위치의 개념이 

라면 ‘허브’의 주된 개념은 흐름(f1ow)의 개념이다 중심은 중앙에 위치하며 따라서 대표 

적이며 강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허브는 흐름이 교차하는 곳이므로 대표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허브개념을 쉽게 예로 들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물류분야이다‘ 장거리운송이나 항공운 

수의 경우에는 어느 한 허브로 큰배나 비행기를 띄우고， 거기서 주변의 작은 지역에 물 

동량을 나누어주는 시스템이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17) 특히 21세기에는 항공이 국가 간 

교통의 중심 축이 되며. 그 중에서도 허브공항의 증요성이 부각된다 허브공항은 항공노 

선에서 중심이 되는 공항을 말하는데， 허브공항은 국가 간 교통네트워크의 연결정(노드) 

으로서 핵심역할을 하며 국가상징으로서의 국가관문의 역할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물 

류부문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등 대량 초고속 대형항공의 시대가 주는 기회를 선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CEO Information. 2001 참조〕 현재 동북아 지역이 세계문명 

의 중심축， 세계경제의 성장축， 세계 정치 • 외교의 중섬지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가 지 

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아시아의 증심국가‘ 허브코리아가 되기 위하여 이러한 동북아 지 

역의 물류중심지， 허브공항과 허브항구의 건설의 개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척도 없는 네트워크 개념에 기반한 허브를 실제경영에 활용한 또 다른 예를 들어보기 

로하자- 데이터 통신에 활용되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도 허브가 등장하는 것은 마찬가 

한 데이터 통신에서 허브는 데이터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곳으로 모이는 장소로서， 틀어온 데이터들은 다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먼저， 지이다‘ 방향으로부터 

방향으로 전달된 

다. 허브는 보통 어떤 종류의 스위치를 포함한다(스위치라고 불리는 장비는 보통 허브라 

고도 불린다) . 허브는 데이터가 모여드는 콧이고 스위치는 모여든 데이터를 어떻게 그리 

17) 정구현，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의 개념상의 문제와 대안끼 http://kasba dure.net/pds/confere 
nce/2003_spring/ session3.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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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디로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두 장비의 차이점이다[CEO Information , 

2001 참조〕 일단 인터넷상에 정보가 제공되연 그 정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순식간에 

확장된다. 여러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정보의 흐름을 

매개하는 서버(허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허브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허브 

자체가 연결된 모든 컴퓨터들을 대표하거나 일반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서버(허 

브)는 흐름을 통제하기 보다 흐름을 원활하게 조정해줌으로써 자신과 연결된 컴퓨터 모 

두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킨다〔바라바시， 2002J. 

허브개엽이 물류나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만 동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등장한 

허브족이라는 개엽의 등장도 홍미로운 현상 중 하나이다. 허브족은 미국 포춘 그룹의 홍 

콩런던 사업부 마케팅 이사인 스탠 스툴네이커 (Stan Stalnaker)가 2002년 출간한 저 

서 “비즈니스 정글， 허브(Hub Culture)'’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이 책에서 ‘허브족’ 

은 글로벌 시대의 중심축을 이루는 허브도시를 기반으로 문화의 주류를 만들어 내고. 새 

로운 유행을 창조하는 일련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탈국가적 마 

인드를 바탕으로 세계 곳곳의 허브도시에 거주하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 취미 • 가치관 

등을 공유하는 한편， 여러 곳의 허브도시를 오가면서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 낸다 이 사 

랍들은 “누군가를 소개받고 싶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사람을 찾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해결사 역할을 해내기도 한다 18) 

(2) 허브의 K'R'P 경영에의 시사점 

기업에서 행하는 수많은 경영활동들은 네트워크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각각 하나의 노 

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활동들은 단순히 하나의 활동으로서의 의미 뿐 

만 아니라 다른 활동들과 상호관련성을 지니는 링크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노 

드간의 연결관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때 각각의 노드들은 통일한 수의 링크를 

갖지 않는다- 즉， 다른 노드들에 비해 더 많은 수의 링크를 갖는 몇 개의 큰 노드들이 

형성되며 이들을 허브라 한다. K'R'P 경영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큰 노드들이 

바로 지식 (K)경영， 자원 (R)경영， 그리고 권력 (P)경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K.R. 

P 경영론에서는 K경영， R경영， 그리고 P경영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각각의 경영 

요소를 그 노드로 보며， 각각의 요소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요소에 유기체적인 

18) 한국일보 2003년 3월 9일 기사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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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며， 이 영호t들이 전체 네트워크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K.R.P 경영을 네트워크로 파악할 때 상호연관성의 존재는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 네트워크 형태로 파악하는 것에 

는 무리가 있다. 무작위 네트워크는 각 노드간의 연결에 있어 모두 같은 위상으로 파악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K 경영의 요소에 들어가는 ‘팀장의 팀워크 증진을 위한 지식 

습득’은 P 경영으로 파악되는 ‘팀 멤버들 간의 화합능력 제고’와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 

는 것이지만 R 경영의 요소인 ‘근무시간 조정대책 마련’과는 그만큼의 큰 연관성이 없다 

그러나 하나의 유기체적인 조직에서 일어나는 경영현상이므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연관성의 위상이나 비중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연관성의 위상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면서 K.R.P 경영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았기 위해서는 허브개념 

을 응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림 17) 허브(hub)와 K.R.P 경영 

.- 지역공항(node) 

거정공g 

/~~ 

초고속대~!I공기운g 

〔그림 17J에서 보는 것처럼 허브개념에 기초한 K'R'P 경영의 모형은 각 거점을 K 

경영(공항l. R경영(공항l. P경영(공항)이 맡고 그 거점공항간의 신속하고 긴밀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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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고속 대형항공기 운항으로 그려놓았다 ‘초고속 대형항공기 운항’이라는 말처렴 신 

속하게 웅직일 것. 될 수 있으면 많은 양의 정보를 교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 

형거점뿐 만 아니라 대형거점과 지역거점을 오가는 연결축도 유심히 눈 여겨봐야 할 것 

이다. 대형거점과 지역거점간의 연결은 초고속 대형항공기는 아니더라도 신속하고 긴밀 

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K.R. P 각각의 허브는 여러 개의 더 작은 지역거점 

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거미줄과 같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수직，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는 화살표들의 흐름이 원활하고 허브개념의 원래 의 

도를 잘 살리려면 각 거점들간의 원활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은 주 

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K.R. P 각각의 경영이 허브 모형의 중심축이 된다연 조직 

내 · 외부 정보흐름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어 새로운 사업기회나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는 사업전반 혹은 기업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정 

보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경영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K.R.P 경영의 효과를 판단하는데 적용해 보연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수 있다 

〔그림 18J K. R. P 경영효과의 측정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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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K'R'P 경영 각각의 세부요소들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K. R. P 경영의 효과판단을 위한 제 1 조건) 네 

트워크 체계 하에서 지식 (K)경영， 자원 (R) 경영， 권력 (P)경영은 우선 각자가 독립적인 

고유영역을 가진다. 이는 경영활동의 분화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K.R.P 

경영을 허브개념과 연결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K'R'P 경영 각자가 얼마나 기업의 

공통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느냐 하는 것이다 허브시스댐의 가장 구체적인 목표는 

K.R.P 경영의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작동을 통해 경영성과를 횡탱시키는 것이다. 

또 하나는. K.R.P 경영 각각의 요소들이 얼마만큼 독립적인 활동인지 또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연관된 활동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호관련성을 측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K' R. P 경영의 효과판단을 위한 제 2 조건)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링크에 주목해야한다 K'R'P 경영의 유기척이고 역동 

적인 상호작용 없이는 경영성과가 향상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K'R'P 경영으로 

재분류하여 연구한다고 해서 경영방식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경영현 

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K.R.P의 각 구성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관련된 관계를 

갖는가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서 전체를 보는 시각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K.R.P 경영의 역통적 관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허브개념을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K.R.P 경영과 관련된 현재의 모 
습과 미래의 방향을 예를 틀어 살펴보기로 하자-

오늘날 경영자들 사이에 기업의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있다 

많은 기업들이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예를 들 

면， 인트라넷 기반의 그룹워1어 시스템이나 지식도서관， 화상회의시설 등과 같은 정보통 

신기술을 활용하는데 투자를 하게되면 곧바로 경제적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 

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성과 

와 연결이 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림 19J는 앞으로 한국기업이 경영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K'R'P 경영을 어떻 
게 하여야 하는지를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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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 효k국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K.R.P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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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향후 한국기업은 기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 가 

지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되며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과도 함께 제고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K.R'P 경영이 모두 필요하다. 이 때 두 가 

지 조건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지식 (K)경영. 자원(R) 경영， 그 

리고 권력 (P)경영이 각각 경영성과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사 

간의 불신이나 지배구조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권력경영이 경영성과에 기여하는 정도 

가 지식경영이나 자원경영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면 이를 파악하고 부족한 요소를 보완하 

여 균형을 이루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K.R.P 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각각의 경영활동들이 서 

로 상호관련성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식경영은 자원경영과. 자원경영 

은 권력경영과， 그리고 권력경영은 지식경영과 긴밀한 상호관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지식경영과 자원경영이 동떨어져서 이루어지고 었다변 이는 기업조직이 하나의 유 

기체와 같이 작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경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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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나오며 

이 글은 일단 ‘K.R.P 경영론’의 큰 흐름을 제안하기 위한 의도에서 쓰여졌다 따라 

서 이론적으로나 설증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미홉한 부분이 많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 

들은 향후에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첫째， 사회의 발전사를 K.R.P 경영론적 관점에서 정리한 부분이 타당하게 전개되었 

는지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사회의 발전은 어느 한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기는 힘든 측 

연이 었다 예컨대， 인류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와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의 사 

회의 발전사는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다 결국 사회의 발전사를 통해 성장의 원동력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이 적절한지 , 다시말해 이 글에서의 

K.R.P 요소를 통해 바라보는 관점이 타당한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l

러한 측면은 정부조직과 대학조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의 경영에 대한 정의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로서 K. 

R.P 경영론의 설득력을 더욱 제고하여야 한다 기존의 경영에 대한 정의가 문제가 있 

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왔던 사항이기에 굳이 새롭게 강조하지 않아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대안의 제시가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를 반증하고 있 

다. 이러한 문제는 K.R.P 경영론의 의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학문적 ·실무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인 연구를 해나간다면 논리적 타당성이 더욱 커지리라 기대한다 

셋째， 지식 (K)경영， 자원 (R)경영， 권력 (P)경영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각각의 의의와 

구분， 그리고 관심사를 살펴보았는데 그 설명이 적함한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관심사들은 현실적으로 그 포괄내용이 적절한지를 재검 

토해 보아야 한다 K.R.P 경영에 대한 각각의 세 가지 관심사들은 실무자들과 학계 

에서 중시하는 과제 중 각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뽑은 것이다 하 

지만， 경영자들의 관심사는 환경과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므로 장시라도 

연구를 게을리 하면 이미 흘러간 과거의 이슈를 연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K.R.P 경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측정할지， 그리고 그들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실례제시와 역동성 증진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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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K.R'P 경영론에서 언급한 지식정보사회， 다원주의사회. 그리고 글로벌사회라 

고 하는 환경변화와 그 대응방안으로서의 K.R.P 경영이 적절한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각 환경변화에 따른 이슈들이 매우 중요한 것들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 역시 

그러한 예들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 중복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좀 더 많은 사례연구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밖에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K.R.P 경영 

방식을 제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기업발전을 위한 큰 틀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기업목표와 기업문화의 의의를 

간단하게 설명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매우 많다. 기업목표와 기업문화의 중요성은 아무 

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이 글에서 설명한 부분들은 설득력을 얻기에 부족 

한 면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에 G-K'R'P-I 모형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 

인 설영과 모범사례를 통하여 보완해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이 글에서는 K.R.P 경영론의 이론적 배경으로 시스템이론을 들고있으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화와 통합 측면을 짚어보았으나 그 설득력이 아직 부족하다 

특히 분화의 측면에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시스템이론에서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통합적 

측면， 즉 기능주의적 관점의 약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분화와 통합 

의 양자를 묶어주는 “분화와 통합의 순환논리”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명확 

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설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아메바와 허브 개념을 통해 알아본 K.R.P 경영론에 대한 시사점 역시 보완 

할 펼요가 있다. 아메바(amoeba)와 허브(hub)는 시스템이론에서 지적하였던 분화와 

통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호관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과 관련해 많은 교훈 

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 두 가지에 관한 설명이 설득력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면 

이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시사점과 근거를 찾기 위한 시도가 꾸준히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K.R.P 경영론이 실제로 적용된 모범사례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일류기업 

의 모범사례를 통해 K.R.P 경영론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봄 

으로써 시사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K.R.P 경영을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 어 

떤 상황에서도 항상 같은 방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이에 대 

한 예시가 부족하다- 예를 들연 균형론적인 시각에서 K'R.P 경영을 수행할 수도 있 

을 것이며， 상황론적인 시각에서 K'R'P 경영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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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관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에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을 보완함으로써 K.R.P 경영론을 단순히 개념적으로 

제시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더욱 견고한 형태의 이론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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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s for KRP Management Theory 

Y 00 Keun Shin '" 

ABSTRACT 

In this paper , to provide suggestions for the KRP Management Theory from a 

broader perspective we attempt to discover what the core factors are in society's 

developmental process. In addition , we examine the core factors that develop an 

organization , the most representative form making up society , and afterwards in 

order to concentrate our efforts on KRP Management Theory we study in depth 

modern dais representative organizational form. the "firm 

Based upon our study of society and organizations , and particularly when we 

recognize that the three core factors in firm's development are Knowledge(K) , 

Resources(R) , and Power(P) , we can redefine the concept of firm management 

Here , Knowledge(K) Management is defined as “ a management method in which 

to have new value-creation occur , firms need to develop and spread knowledge 

assets ," and Resources(R) Management is defined as ‘a management method in 

which to achieve efficiency management innovations firms should strategically 

acquire and utilize needed tangible resources." And , Power(P) Management is 

defined as a management method in which to build continuous trust , firms 

should acquire and exercise power through legitimate means." Based upon these 

definitions , we will further study how we can explain the foundations of KRP 

Management and precisely what is meant by knowledge assets , tangible 

resources , and power. Studying the focus of each management method will help 

us in building understanding of 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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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we examine for practicality in KRP Management Theory. We will see how 

useful KRP Management is as a response to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plural society. and 링obal society. which characterize todays ch밍밍ng environrænt. 

In addition. in order to discover how 1않P Management can contribute to 

desi밍1Îng a framework for long-term management development. we will look at 

the meaning of the firm's whole picture (G - KRP • 1 Model) and its usefulness in 

establishing firm’ s master plan and evaluating top management ‘ 

Lastly. in order for KRP Management Theory to secure its place as a scholarly 

discipline. we will examine its theoretical aspect. We intend to place theoretical 

setting of KRP Management Theory in systems theory. Therefore. after examining 

further the systems theory. we will analyze problems associated with it and what 

needs to be resolved in the future. and through the concept of amoeba and hub. 

we will attempt to find solutions to those proble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