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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의 제기 

현재의 시점은 한국기엽에 있어 과거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신음 

지난 40여 년 간 한국기업은 세계가 놓란 만한 눈부산 도모하는 전환기적인 사기이다 

그간의 그러나 1997년 맙 촉발된 외환위기륜 경험하면서 발전을 이룩해 왔다 경제적 

경영방식은 그 자체로 발전의 한계를 보였으며， 한국기업은 끌로벌 성공을 이끌어오던 

한국기업이 자기발전의 한계를 극복하 요구받아왔다‘ 경영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이 고 세계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엿보다도 스스로플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러한 자기인식을 바팅으로 한국경영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할 때， 앞으로 한국기업에 

있어 혼동과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닌 세계틀 향한 제 2의 도약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오늘날 글로벌라이제。l션 (globalization)의 급속한 진전으로 기업이 직면한 외부환경 

스탠다드 세계 각국은 글로별 변화속도는 그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만룹 빨라졌다 의 

(global standard)로의 전환을 위해 경쟁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으며 이 조류에 뒤쳐 

붙이익도 감수해야 한 지는 국가와 기업은 통상압력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국제거래상의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지원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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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되는 세계적 경쟁시대에서 한국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 

거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을 없애고，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았는 글로벌 경영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글로별 경쟁이 격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한국기업이 글로별 스탠다드를 따라가 

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이기는 하지만， 글로별 스탠다드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 

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작으로 서구기업들의 경영방식을 모방만 하는 것은 오히려 커다 

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진 역량을 정확히 평가하고， 환경변화에 맞게 

경쟁력 있는 경영방식을 적극 도입하되 기존의 강점윤 극대화 시키는 한국형 글로별 경 

영방식음 개발해야만 무한경쟁 시대플 맞이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강력한 경쟁 도구 

가 될 것이다-

현 단계 한국기엽뜰은 IMF 구제금융체제를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위기가 또 언 

저1 닥칠지도 모르는 불확살한 경영환경에 직변하고 있다 오늘날 경쟁이 격화되는 세게 

시장에서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일반적연 기업의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그친다 

연 한국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되고 알 것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존속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향 

후의 과재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기업이 세계의 경쟁기업들보다 더 높은 성과와 수익 

블 내게 해주는 경쟁우위플 지속적으로 지닐 수 있윤 때 비료소 기업경쟁력을 갖추었다 

고 말할 수 있윤 갓이다 이 때 기업경쟁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 

쟁우위 (sustainablc competitivc advantage)’른 뜻하는 것이다[Aakcr ， 1988) 

현재 한국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막연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다 위기룹 

당면한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고 향후 한국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현재 한국이 

이해하고 다가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설정과 철저한 대비룹 통해 미래플 낙관적으로 만둘어 나가는 것이 증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기술 및 경영분야(T&M: Technology and Management) 모 

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별 스탠다드릎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지 못하면 외국시장은 불론 국내시장마저 잃는다 ’ 국경 없는 글로별 시대에 한국 

을 먹여 살릴 먹을거리 창출은 바로 한국이 만든 기술표준플 지구촌에 섬는 일이라는 인 

식을 갖고 산업계가 세계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동통신， 방송· 

통신융함， 조션， 전자 등 대표주자들은 단순히 세계 최초의 표준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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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준을 상용화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매일경제. 2006. 11. 17J 

그러나 기술분야외의 경영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별 스탠더드’라는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기업의 경영방식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 

특히 전통문화적 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서 다양한 경영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같이 대립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우리플 흔란 

시키는 사례들’을 살펴볼 때 더욱 설득력음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스페셜리스트 인재가 절대적으로 펼요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글로별 시대에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 

또한， 보상 · 승진 사 연공주의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직급파괴 · 다 

연봉제 ·스톡옵션 등의 미국식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주장도 제기된다， 을로별 시대의 

리더십은 효율성 제고가 관건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CEO의 성과주의가 화를 불렀 

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소유경영체제의 한계와 전문경영체제로의 전환의 주장에 대해 가 

족경영기엽의 실적이 우수하다는 조사결파도 나타나고 있다〔비지니스위크. 2003 11 

10J 문어발식 경영을 지양하고 업종전문화로 나아가자는 주장에 대해， 디즈니의 순익악 

화와 맥도널드의 주가폭락에 대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요약하자면， 한국기업은 IMF 구제금융 이후 지금까지 글로벨 스탠다드에 입각한 서구 

적 경영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 대세이다 이러한 경영방식은 싱당한 효과릎 거두고 있 

는 것이 사실이나， 인사관리 · 조직운영 · 노사관계 등과 같은 문화구속적인 경영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도 일으키고 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의 장 

점을 반영하여 경영방식을 재설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 

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의 2분법적 주장 외에 한국기업의 경영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답하기 위해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 보자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II.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옹호론과 반론 

오늘날 한국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글로별 경영을 대명제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글로별 경영방식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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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작금의 현실이다， 

1 대명제로서의 글로벌 경영 

한국기업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증폭된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적대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택하여야만 했다 무한경 

쟁시대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글로벌 경영은 펼수적인 선택이었다 

1) 글로별 스탠다드의 의의와 주요 내용 

오늘날 글로별라이제이션의 천개는 국경을 초월한 끌로벌 경쟁시대의 도래를 의미한 

다 이렇듯 경제와 기업활동이 글로벌화되면서 각국의 기업들이 의거하고 있는 상이한 

제도나 규칙 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경영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영 

기준， 즉 글로벌 스탠다드가 부상한 것이다. 

(1) 글로별 경영과 글로별 스탠다드의 의의 

이처럼 글로별 스탠다드의 필요성이 촉진된 계기로는 무엇보다 초고속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을 들 수 있다 정보초고속통신망의 

발달로 인한 ’거리의 소멸‘은 세계적 무역자유화와 이에 따른 국가경제의 세계화， 즉 세 

계 도처에 존재하던 개별 시장을 하나의 세계시장으로 통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초고속 정보통신의 발전은 과거에는 거리의 장벽으로 인해 이질적이었던 소비자의 니즈 

를 점차 동절화되게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 세계의 소비자는 동일한 

매체에 노출되기 때문에 통시 다발적으로 잠재적인 니즈를 표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 

이다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각국의 무역장벽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이 

동 역시 초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국가 간의 국정은 그 의미를 잃어 가 

고 전 세계인이 ‘지구인’이라는 하나의 국적 아래 통합되어 가고 있다 정치나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세계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기업경영의 측면에서 

는 거의 완벽한 세계화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글로별 사회는 경제적 행위의 무대가 국가에서 세계로 넓어지는 세계 

경제의 전 지구적 확장을 의미한다 즉 제품개발 · 생산 · 부품조달 · 영업 및 금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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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업활동이 자국 내에서만 전개되지 않고， 국경윤 초월하여 전개되는 것이다〔김중웅， 

1998J ‘ 이를 위해 기업뜰은 활동윤 최적단위로 분화하여 세계 도처에서 경영활동플 수 

행할 뿐만 아니라， 분화된 단위를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통합한다 이러한 기업경영의 세 

계화는 글로별 기업의 전략과 행동융 통해 그 실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글로벌 사회의 대두는 기업환경의 물확섣성을 크게 증대시카기도 하였다 세게가 생 

산 · 판매 전체 기업활동의 무대가 되면서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내적인 상황변화 

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 세계경제의 변화 등 다양화되었다 이는 기업이 환정변화룹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쟁자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제까지 

경쟁자가 주로 같은 국가에서 활동하는 몇벚의 기업틀이였다면 이제는 세계적으로 경쟁 

력 있는 기업들도 자사의 경쟁자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숭의 발 

탈로 전 세계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도 같은 문화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지역별로 

독특한 특성을 지닌 고객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지역이든 어느 정도는 비슷한 성향음 

지니고 있는 고객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소비자 욕구가 공동화되었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다음에서는 오늘날 글로별 사회의 확산이 어떤 측면에서 기업의 달로별 경영을 필요로 

하게 되는지 그 예들을 살펴보자 

첫째， 범세계적인 지식인재 양성의 필요성이다 달로별 사회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업들 

은 국제적이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범세계적 지식인재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경영환경 빛 직무환경의 범위가 자국 내에서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면서 이 

러한 환경변화에 적합한 인재가 펼요해진 것이다 국제적인 인재는 국내적 사고에서 벗 

어나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구촌 가족의 일원으로서 권리릎 행사함 

과 동시에 이에 따르는 책임파 의무를 다하겠다는 사고와 자세， 국제적 김각을 갖춘 사 

람을 말한다〔北失行男. 1991: 64-66 참조〕 그러나 단순히 국제적인 마인드민을 지니 

고 있다고 해서 글로별 사회에 적합한 인재라고는 할 수 없다 국제적인 마인드와 더불 

어 전문적인 지식이 펼요한 것이다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터넷과 같은 기숭의 발 

전에 따라 사람들은 지리적 · 시간적 제한을 뛰어넘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글로별 사회에서는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가 더욱 소중한 자산 

이 된다 이에 따라 범세계적인 지식인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둘째， 글로벌 학습조직을 형성해야할 팔요성이다 기업이 세계화에 발맞추어 그 환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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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넓혀 감에 따라 그 기업 내부에 위치하는 조직 간의 거리는 별어지게 된다 지리적 

거리는 물론이며， 활동영역이 상이함에 따라 갇은 조직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 

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어떻게 하면 본사의 노하우나 경영지식을 

해외 자회사에 전해 주느냐 하는 문제와 해외 자회사에서 일어난 지식축적을 어떻게 본 

사와 또는 다른 자회사들과 공유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글로벌화플 통해 최적화된 위치 

에서 기업활동을 하더라도 자회사→본사 간의 유기적인 결함으로 지식공유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글로별 기엽활동에 정의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의 영향을 좋 우려가 

있다〔이장호， 2002J 따라서 기업은 활동과 범위의 확장과 더불어 내부조직뜰을 유기 

적으로 연결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 

서 조직학습(organization learning)을 장려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할 펼요성이 증대된 

갓이다 

셋째， 유형자원 조달 빛 관리의 국제화이다 자국 내에서만 자원을 조달하고 생산하던 

기업들은 세계화된 환경에 직면하면서 자원조탈의 범위를 자국 내가 아닌 가능한 세계의 

모든 국가들로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확장된 자원은 기본적인 생산에 필 

요한 자원들과 더불어， 금융자원·노동자윈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글로별 경영에서 효율적으로 생산자원올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외 생산입지의 선정， 생산 

에 있어서 수직적 통합의 정도， 자체생산 및 타 기업 생산 제풍의 구매， 국제적 조달의 

정도 등에 관한 것들이 펼요하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탈은 설시간으로 금융거 

래를 가능하게 해 주었고， 금융시장에 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게 하여 기업 

뜰이 금융자본을 조달 빛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넓어 

졌다 이를 통해 기업뜰은 더 싼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더 효과적인 투자플 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경영의 세계화로 물류 네트워크가 광범위해지고 복잡해짐에 따 

라 불류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글로별 경제시대에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유지룹 위한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에는 불류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에 대한 인력의 학습과 기존의 업무성과， 유연성. 호환성을 지닌 범세계적인 불류관 

리 안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시장확대에 적합한 유형자원 관리의 필요성이다 끌로별 사회가 형성되면서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활동해 오던 기업들은 사업경쟁력 제고플 위해서， 혹은 지속적인 생 

존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하게 된다 세계화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들 



신유근 203 

의 경제가 단일화되어 가고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시장도 점차적으로 확 

대일로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시장의 확대는 기업이 이전까지 판려해 오던 유형자원의 

양이 많아지고 범위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유형자원 관리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확대는 유형자원 관리에 새로운 개 

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광범위한 세계화는 공간 

에 관계없이 시간을 서로 공유하게 만든다 따라서 기업은 조직 내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해서는 물론 외부 관계자들과의 비즈니스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비용 및 시간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글로별 기엽은 시간을 경쟁력 창출을 위한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 

고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스피드 경영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지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구축의 필요성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진출을 통해 세 

계화를 지향하는 기업에서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통합된 기업문화를 개발하는 

것은 국내기업에서 이를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에서는 이질 

적인 문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으로 해서 엽무수행절차의 개발이 어협고 조직의 업무나 

과정을 일반화시키기 곤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틀 들어 경영이념 등을 

한 문화에만 기반을 두고 있어 타 문화 내의 구성원에게 쉽게 납득시킬 수 없다든지， 혁 

신의 추진과정상에서 문화의 격차로 인하여 종업원의 저항이 보다 많이 발생한다든지， 

상위문화와 하위문화 간의 이칠성이 증대된다든지 하는 문제 등의 딸생은 기업의 해외진 

출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글토별 기업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과 영향력이 커지고 규모가 커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과 각국 국민틀 

그리고 정부 간의 충돌은 극복되어야만 하는 파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은 무 

엇보다 진출 대상국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가 구축되변 경영자 및 조직 

구성원 상호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호혜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어려움 

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서로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플 갖고 지속 

적으로 상호작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글로별한 조직구조의 설계 및 운영이다 글로별 사회에서 기업조직은 국내 중 

심의 조직구조로부터 탈피하여 글로벌화된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된다. 글로별 조직화란 

종래 어떤 한 국가지역에 국한하여 전개하였던 기업경영활동블 세계 전체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활동이 진출지역에 뿌리를 내려 현지화할 수 있는 경영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다 글로벌 조직화가 펼요한 이유는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이 전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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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화하며 국가 간 · 사회 간， 시간적 · 공간적 장벽을 허물어 범세계화， 특히 글로 

벌 경제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자국 내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을 상대로 경쟁하기 위해 기업경영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 속에서 세계기업과의 시장경쟁， 세계의 소비자(global 

customers)를 상대로 한 판매활동， 세계적인 상품(universal products)의 개발， 세계 

적 규모의 공장(world-scale factories)의 건설 등을 하는 글로벌 기엽이 되어 가고 있 

는 것이다(Drucker. 1985; Orlikowski & Robey. 1991; Narayanan & Nath. 

1993). 그러한 글로별 조직화의 예로서 글로별 네트워크 조직이 많이 활용된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기능(생산， 마케팅， 재무， 회계， 인사 등)을 국경을 의식하지 않고 범세계 

적인 조직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글로벌 경영방식이 전세계 기업들에게 필요로 하게 되었지만， 글로별 경영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글로별 트랜드(global trend)이다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영방식이나 경영과 관련된 협약을 뜻하는 것이 

다 이는 ISO(국제 표준화기구) 인증과 같이 표준화 기관의 승인에 의해 규정된 공식적 

표준과 경쟁을 통해서 시장의 대세를 장악한 사설상의 표준으로 분류된다〔네이버 백과사 

전 참조〕 ‘ 글로벌 스탠다드의 경우에는 강제적인 측면이 있고， 법적 • 제도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변형해서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음으로 글로별 트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기업에서 상용하고 있는 경영방식이지만 아직까지 표 

준화가 되어있지 않거나 강제적인 규제가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예를 틀연， 기업의 

경영방식에서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Lj- 산업내 혹은 같은 산업이 아니라도 최 

고의 성과를 나타내고 많은 회사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들 수 있 

다‘ 즉 글로벌 트랜드는 실제 경영방식이 기업에 적용되었을 때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 

가 주된 평가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변형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글로벌 트랜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도존재한다 

(2) 글로벌 스탠다드의 주요내용 

다음에서는 혼히 말하는 글로별 스탠다드가 기업경영 측면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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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 몇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1 ) 

(1) 사업구조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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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의 강도 측정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몽체블 가볍게 유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엔진만 달고 나머지 부품은 모두 버리는 것처럼 경영에서도 ‘가장 짚 싸울 수 있는 무기‘ 

하나만 남겨라〔메인&컴퍼니 , 2002]"는 사업구조 조정의 

인 사업구조조정으로는 핵선업종 전문화와 M&A가 있다 

핵심을 표현한 말이다 대표적 

핵심업종 전문화는 이 사업 

저 사업으로 무모하게 확장했던 종래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가치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다 M&A는 기본적으로 두 기업 간의 결합을 

통해 생산활동에 따른 규모와 벙위의 정저l륜 추구하는 데 있다 M&A는 기업 간 상호 

보완성올 이용한 시너지효과룹 유발하며 생산원료나 부품 또는 71술 인력을 확보해줍으 

로써 기업의 생산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기업을 견제하는 방안이 되 

기도 한다 또한 비효율적인 경영자릎 교체하거나 재무적인 관점에서 경영위험을 분산시 

키기 위해서 M&A가 이용되기도 한다〔기보저널， 2003) 

ø 기업지배구조 개혁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미국식 

이사회제도는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경영감시와 정책결 

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즉 이사틀이 주주이악의 대변인으로서 현경영진인 집 

행임원의 경영의사결정을 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기업경영 전략수립에서부터 전 

략의 집행에 관한 모니터링， 경영성과의 탈성여부에 대한 평가와 그에 합당한 경영진의 

보상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전문성 있고 활성화된 이사회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먼저 

이사회 구성상의 첫번째 특정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회 멤버와 기업의 경영업무릎 담 

당하는 집행임원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특정으로， 기업 빚 

집행임원들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의 총이사 중 과반수뜰 초과하 

여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세번째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감사가 없는 

1 ) 이와 단리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주이익중시 M&A 신용거래， 계약중시， 3권분립‘ 플랫형 조직‘ 내 
부유보， 평생직업 국제회계기준르로 정의하고 투명생， 견제와 균형‘ 시장경제원리의 카테고려파 구 
분하여 보는 견해도 있다〔조영빈. 1998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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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사외이사들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경영의 감독 · 감시 업무릎 맡고 있다는 

것을 틀 수 있다 이렇게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다 객관 

적인 입장에서 경영의사결정과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확랩하고자 하는 

것이다 

@ 재무구조 개선 

미국기업의 연차보고서는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등에게 71업의 경영상황을 투명 

하게 공시한다 대공황 이후 투자자의 권익보호와 자본시장을 통한 기관투자가의 기업투 

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를 투1정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을 준 

수한 연차보고서는 투자결정에서 대학의 기업연구에 이르기까지 신뢰도 높은 경영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한다 또한 기업의 투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결합재무제표는 대기엽 그룹총수가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계열사 

를 한 개의 기업 군으로 간주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를테면 수출대행과 원자재 

납부 등 계열사간에 이루어지는 내부거래룹 상계해 작성하기 때문에 매출액과 순이익 등 

계열사 지원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미국기업들은 주주틀 비롯한 이해관 

계자의 이익증진음 목표로 내부유보릎 이용한 자금조달방식플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 

자본시장의 감시기능 발달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차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M&A대상이 되므로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가 관건이다〔조영빈. 1998 참조〕 한편， 은행 

다 

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각 국가간의 경쟁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BIS(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elments) 규제가 있다 이는 BIS가 

규정한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관한 통일규저l흘 말한다 

@ 주주이익 극대화 

주주이익의 극대화와 관련하여 주주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제도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주주자본주의의 핵심은 회사의 주인은 일부 대주주나 임직왼이 아닌 모든 주주라는 의식 

이다‘ 주주자본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미국의 경우 경영진이 가장 중시하는 경영지 

표는 제품을 많이 팔고 순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시세차익 

을 확보해주고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서 주주에게 금전적 혜택음 많이 안겨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주가치.가 기업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기업의 연례보고서에도 이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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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본주의는 바로 주주를 위한 경영인 것이다 

미국에서는 연기금이나 투자회사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올 내거나 

경영진 교체도 서슴치 않는 등 주주자본주의는 ‘주주행동주의’로 발전하는 추세다 ;ζ;ζ 

TT 

자본주의는 종업원자본주의나 은행자본주의를 누르고 글로별 스탠다드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서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것플 계기로 주주자본주의가 더욱 빨리 확산되 

고 있다〔조영빈， 1998 참조〕 

@ 인력구조 조정 

인력구조 조정은 방만하게 운용하여 왔던 인력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근로시간과 근 

로자수의 조정플 의미하는 인력구조 조정은 조직 슬림화할 위한 팀제를 도입하거나， 71 
• 1 

위와 직급을 분려운영 하는 등 직제파괴를 함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팀제는 피라미드식 다단계 계층구조로 되어 있는 관리층플 줄여 결재 라인을 신 

속하게 가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줄어든 기존 관리직원뜰을 설무에 E三
←「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 

경영환경 변호}속도가 

엽함으로써 실무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국기업의 일반적인 조직구조는 피라빗 형태의 기게적 조직으로서 

빨라지면서 조직의 환경대응력이 떨어지게 되자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유연성이 즈c._Q.. /ζ 
.n:. l..- _'--

직을 구축하게 되었다 직저l파괴가 필요한 이유는， 경직되고 과다하게 분화된 직급채계 

로는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드르 내부의 직급이 아니라 개인의 

미국기업의 경영자평가는 역 량과 시장가치가 개인의 신분을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철저한 실적위주이며， 미국기업의 직급체계는 단순한 급여등급에 불과하여 조직계층이 

적다 직급 파괴의 사례 중 대표척인 예로 GE륜 들 수 있는데， GE는 전문성을 강조하 
」

τ= 의미에서 

Professional , 

직무가치 

Lead 

등급에 따라 

Professional ’ 

〔삼성경제연구소， 2000 참조〕‘ 

@ 성과주의 도입 

14단계의 71 二2SL4 l::J-2_ 4단계 

Professional , Associate 

직급으로 전환(Senior 

Professional)하였다 

글로벨 스탠다드 또는 달로별 트랜드에 의하변 경영자와 종업원에 대한 보상은 업적주 

의와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한 연봉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발탁승진제를 확대하여 

능력과 엽적이 뛰어난 사람은 파감히 승진시켜야 한다 또한 기업의 인적자원도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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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로 양성하여야 한다 흔히들 연봉제라고 부르는 성과급제는 말 그대로 능력별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며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강점을 까지고 있다 이러한 연 

봉제는 현실에 안주하고 무사안일주의로 흐르기 쉬운 연공주의에 비하여 개인적 이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연몽제의 

도입은 단기 성과에의 집착으로 자칫 기업의 장기적 목표를 망각하고 근시안적 행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전략을 결정하는 경영자의 경우 성과에 대한 장기 인센티 

브제도인 스톱옥션제의 도입으로 이률 보완하여야 한다. 미국기업에서는 ‘어떤 회사에 다 

니느냐 보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외부 노동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 

고 기본급여가 시장임율(market price) 에 따라 결정되어 직무가 같으면 소속회사에 상 

관없이 기본 급여는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개인별 능력 · 엽적에 따라 기본급여 인상율 

과 인센티브가 달라져 동일직급 내에서도 수령액은 커다란 차이가 발생한다〔조영빈， 

1998 참조〕‘ 

2) 글로벌 스탠다드 채택의 주장근거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한국기업이 잘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 

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으며 , 그러한 근거의 예를 

들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폐쇄적이고 자족적인 단일경제체제 속에서는 더 이상 풍요를 누렬 수 없 

으므로 기업과 정부는 세계경제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별 사회의 가장 중 

심적인 특정은 세계경제가 통합된다는 것이다‘ 무역을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세계무역시 

대가 국경을 초월한 상호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투자시대로 변경될 것이다 즉， 국가 

단위의 단일경제를 전제로 이루어지던 무역보다 국경을 초월한 투자가 중심이 되며， 따 

라서 자유로운 세계투자 및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적 통합경제권 또는 경제 

블록이 형성된다 이러한 글로별경제의 경제원리는 자유무역주의나 보호무역주의와 관련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블록 간의 상호주의가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 

하는 국가들은 자선들의 기업제도와 규칙을 세계표준， 즉 글로별 스탠다드로 만들고 다 

른 기업들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 나라의 ‘닫힌 세계’에서 배양된 폐쇄적 

규범의 시대에서 세계시장을 하나의 단위로 상정한 보편적인 규범의 시대로 이행하는 길 

목에서， 세계 각국은 글로별 스댄다드로의 전환을 위해 경쟁적으로 개혁에 나서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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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새로운 시장의 확대 혹은 개척이 펼요하다는 것이다‘ 글로벌화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제가 단일화 되어가고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시장도 점차 

적으로 확대일로에 놓여 있다 점차 넓어지는 세계시장은 그간 미 · 일 의존형태의 우리 

경제의 체칠을 개선한 수 있는 좋은 기회토 작용할 수 있다 단순한 다국적기업 단계플 

넘어선 글로벌 기업이 가장 보편적인 기엄형태로 출현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 

입이 펼요하다 기업은 국내기업에서 국제기업 또는 다국적기업으로 받진하게 되며 끌 

로별 경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 세계륜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환동하는 끌로별 기업이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세계투자의 직정적인 주체가 되는 기엽들은 소액지분 참여라 

든지 합작， 연구 및 개발 컨소시염， 자회사， 득별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운영， 기숨교환 

등을 통하여 세계경제체제 속에 동합된다 이와 함께 세계화된 경제에서 글로벨 기엽의 

목표는 단순한 이윤의 극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확대 벚 유지에 두게 될 것 

이다 

셋째， 글로별 사회에서는 국경음 초월하는 지삭과 정보에 의해서 지배되며， 지식과 정 

보가 경제적 부의 창출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사회는 지식사회플 기반으로 형성 

되며， 정보통신수단의 혁신적 발전은 글로별 경제화륜 더욱 촉진한다. 왜냐하면 지식정 

보 사회의 핵심요소인 지식과 정보는 과거의 자본이나 노동보다 국가간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제의 세계화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는 정보력， 기획 

력， 기술력， 혁신력 등에 바탕을 둔 세계적 수준에서 기업 특유의 경쟁우위른 강화시켜 

나갈 것이 요청되고 있다 한국은 가구당 PC보급률 변에서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으 

며. 1 인당 월 평균 인터넷 페이지 뷰(page view)나 이용시간도 다른 나라에 비해 2-3 

배 이상 많다- 또한 정부에서도 정보화릎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연프라의 

보급 속도는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보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른 나 

라보다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자원화 하는 하드워1어적인 변에서 우위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 지역 · 기업 · 계층 간의 경쟁을 

통한 자본， 노통 등 자원의 최적 배분올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에서 그동안 한국기업이 글로벌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던 과도한 차입경영과 회계정 

보의 불투명성， 지배구조의 후진성 등의 관행이 없어지고 기업의 경영 빚 기술에 있어 



210 장使B~1系핍{究， 제 17권 

글로별 스탠다드화를 가능케 하여 앞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견인차가 될 것이다‘ 

또한， 점진적으로 글로별 경영을 위한 제도와 관행을 정비하여 급진적인 환경변화에 따 

른 위험부담을 줄이고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국 

내기업의 경영방식이 안팎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았다 정부，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의 안이한 대응이 오늘의 경제난국을 초래했다는 자성 속에 특히 경쟁과 혁신의 

당사자인 기업의 책임이 지적되고 있다 고비용 · 저효율의 경제구조 극복음 위한 경쟁력 

제고노력이 미흡했으며， 경기에 대한 낙관과 구조조정 실패， 글로벌화·정보화 등으로 

기업의 경쟁조건， 경영방식 등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으나 국내기업들은 과거의 제도 

와 관행에 머물러 위기를 자초하였다 즉， 글로벌화 되어가는 환경변화에 대응해야만 살 

아남을 수 있다는 경영의 지극히 평범한 원리를 망각하여 IMF 구제금융에 이르게 되었 

다는 것이다 IMF는 지원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차입경영， 대기업체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수정하도록 강도 높게 요구하였으며， 이는 곧 글로별 스탠다드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영빈， 1998J 

다섯째， 유교문화의 폐쇄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20세기 말 아시아의 외 

환위기는 아시아 지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설명해 왔던 유교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꾸었다“아시아적 가치’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흔에 따르면， 유 

교문화에 내재한 연고주의， 정살주의， 정경유착， 부패， 뇌물， 불투명성 등의 요소는 이 

지역의 경제질서에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해왔으며， 이라한 부변을 일소하 

고 서구식 경영모델을 따라야만 경제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교문화를 부정하고 보 

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옹호론은 김경일의 「공자가 죽어 

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의식 , 혈연적 폐쇄성 , 

권위 강조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상황이 모두 공자로 대표되는 유교문화의 결과라 평 

가하며 유교를 무너뜨리고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국제사 

회에서 살아남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홍콩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은 「동양과 

서양: 중국， 권력， 그리고 아시아의 미래」에서 유교적 전통과 아시아적 가치를 부정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아시아적 가 

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독재정권들이 현 체 

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놓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함재봉， 2000: 7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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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비판과 대안 

앞에서는 한국형 경영방식의 개발방향을 위한 대병제로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내용 빛 

주장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적 경쟁구도 하에 기업제도와 

경영시스템을 글로별 스탠다드와 부합하도록 바꾸는 것은 펴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면에 글로별 스탠다드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기업들이 글로별 

스탠다드를 준수하기 위해 각종 제도와 규범을 개혁하겠지만 무분별하게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끌로별 스탠다드 자체에 대한 비판과 기존의 전동형 경영방식을 옹호하는 

주장， 그리고 중도적인 견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달로별 스탠다드의 선 

택이 얼마나 바람직하며‘ 또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글로벌 스댄다드 자체에 대한 비판 

글로별 스탠다드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서구의 경영 모델을 무조건 도입하는 것이 반 

드시 효과적인 것이 아닌데 IMF 구제금융 이후 지나치게 서구의 경영론에만 쏠려 있다 

는 것이다 즉， 흔히 서구화와 세계화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 

양은 엽적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져 있고 한국을 비훗한 동양은 사람의 자칠에 중 

요성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 무조건 전자들 쫓는 서구화룹 추구하기 보다는 두 문화의 

장점만을 뽑아내 세계화로 나가야 할 펼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형 경영방식플 개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하나는 글로별 스탠다드-적 관점으로서， 예틀 들면 기술， 제도’중심， 급진적 (radicall 

변화， 결과(product) 중시. 합리적 (rational) 현상， 계량적 (quantitative) 의사결정， 

하드웨어 (hardware)와 관련된 방식이다 그러한 것들로서는 기술개발， 재무관리， 회계 

관리， 정보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글로벌 트랜드적 관점으로서， 사회 ·심리 

적 경영현상， ‘사람’ 중심， 점진적 (incremental) 변화， 과정 (proccss) 중시， 자연적 

(natural) 현상， 행동주의적 (behavioral) 의사결정 , 소프트웨어 (software)와 관련된 

방식이 그에 속한다 그러한 것들로서 인사관리， 조직운영， 노사관계， 생산방식， 고객관 

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후자가 한국형 경영방식의 개발을 위한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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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별 스탠다드 자체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에서는 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글로벌 스탠다드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문제점 

글로별 경쟁이 격화되는 현시점에서 그 추세에 따라 글로벌 경영방식플 추구해야 하겠 

지만 각국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용이 과연 타당한 

가에 대해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CD 글로별 스탠다드의 획일적 규제 
아직까지 학술적인 의미에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개념을 

획일적 규제를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글로별 스탠다드라 

는 것이 서구사회， 특히 앵글로 아메리차식의 기준과 이념에 밑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그대로 적용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조선일보， 2002. 7. 31 참조] 이와 관 

련하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는 IMF가 환란에 직면한 한국에 긴축정책의 설 

시를 강요한 것은 잘못된 권고였다고 비판했다 즉， 금융위기를 당한 국가에 IMF가 정 

책을 강요하는 것은 나쁜 관행이며 정책은 해당 국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회복과 관련한 IMF의 반론에 대해서도 IMF의 권 

고를 충실히 수용한 나라들보다 말레이시아， 그리고 중국과 같은 독자 노선을 택한 국가 

들이 훨씬 더 성공한 점을 예를 틀어 IMF의 주장이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한국기업들은 글로별 스탠다드를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 

나， 경영기법의 진정한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이처럼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그리고 해당 기업의 기엽 특성과 산업의 특성 등 

을 고려하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종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장하준도 r개혁의 딪」에서 세계 각국은 역사와 문화 등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고 

다른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해 왔기 때문에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제발전의 기준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그들이 우리와 비슷 

한 단계에서는 어떤 정책과 제도를 사용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장하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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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들이 IMF 관리체제 이후 끌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영미식 경영기법뜰음 

뱅꼭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이는 타 기업뜰， 타산업들의 표준으로 확산되고 았다 이려 

한 현상음 “ Managcment Fashion"이 라 하며 , 이 용어는 새로운 경영기법에 대한 외부 

로부터의 자극을 분석윤 동해 취사선태하는 갓이 아니라 무차별적 모땅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Abrahamson은 Managemcnt Fashion에 대해 fashion-setter뜰 

(컨섣팅 기엽 경영자， 매스미디어， 그리고 경영학자들)에 의해 행성된 각종 경영기법들 

플 외부로부터 받아들이고， 확산되거나 거부되는 현상음 모망으로 언한 효과포 보고 있 

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효윤적이지 않은 각종 기법둡이 고무적으로 선동되는 경우닫 단순 

한 유행으로 보고， 이러한 현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입의 효과 역시 작다 

고 주장했다[Abrahamson. 1991J 이 와 유사하게 . Staw와 Epstein은 Managcment 

Fashion올 경제학에서 말하는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cffect) 로 보고 이릎 섣증하 

였다 저자들은 유행하는 경영기법을 TQM(Total Quality Manélgement)으로 한정하 

고， 이 경영기법의 도입이 기업의 성과와 기업 및 경영자의 평판， 그러고 경영자의 보상 

에 대해 미치는 영향윤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유행하는 경영기법 (TQM)의 도입은 

기업의 성과와 관계없이 경영자 빚 해당 기업의 외부로부터의 평판을 좋게 한다는 결과 

를 보이고 있고， 경영자의 보상에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륜 도출했다 결 

국， Management Fashion으로 받아뜰인 각종 경영기법들은 해당 기업의 새무적인 성 

과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Staw & Epstein. 2000J ‘ 이러한 논의와 증거틀 

은 현재 도입되고 있는 끌로별 스탠다드가 설칠적으로 성과에 영향을 01치는지， 아니면 

단순한 모방에 그치는지에 대한 재점검을 해 볼 펼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방향성을 상실한 아노미 현상 

글로별 스탠다드 그 자체는 국내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며， 고유한 핵심 

역량을 키워야만 세계무대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과연 글로별 스탠다드 

를 도입하여 현 기업의 강점을 높일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서구의 역사와사 

회풍토에서 생겨난 방식을 다른 역사와 사회풍토에서 성장한 국가에서 아무리 철저하게 

도입한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선진기업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고， 글로별 스탠다드를 

도입한다고 해서 자국의 경영방식을 무작정 버릴 경우 ‘뿌리 없는 기업’， ‘국적 없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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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경영환경을 톨아보면 각종 

제도는 글로별 스탠다드의 기조를 갖추었으나， 사회 · 문화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어디로 

가야할지 방호t을 잡지 못해 아노마 (anomi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앵글 

로색슨식의 글로별 스탠다드 경영기법만으로는 우리 기엽의 본칠적인 문제가 제대로 해결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플 주장하는 학지들로 박철순 · 수만트라 고살이 있는데 이 

들은 한국의 미국식 경영으로 대표되는 앵글로 색슨식의 경영방식에 대한 맹목적 동경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 비판의 핵심은 한국기업이 앵을로 색슨식 경영모델에 적응하는 동 

안 미국기업의 경쟁력은 또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한국기업은 언제나 뒤처져 가는 처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글로별 스탠다드라는 미병하 다양한 서구식 경영기법들이 

무차별적으로 도입되고 각종 매체와 컨설팅 기관， 그리고 학계까지도 강요해 온 앵글로 

색슨식의 경영방식의 도입결과는 서구에 대한 종속성윤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 하에서는 앵글로 색슨 기엽의 경쟁력 향상에 가장 적합한 경영기법을 활용하 

고자 하는 시도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 

코 비앵달로 색슨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한국의 

기엽들이 영미식 경영의 진정한 의미릎 알고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영미식 제도 하 

에서 발달한 영미식 경영기법을 한국의 제도에 맞는 경영기법으로 수정 · 보완하여 도입하 

고 있지 않다는 점에 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박철순 & 수만트라 고살. 2003J 

(2) 글로별 스탠다드에 의한 시스템 운영상의 결함 

일각에서 미국식 경영에 대한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글로별 스탠다드의 실저l 

운영상의 결함들이 노출되면서 과연 미국식 경영방식만이 최선으l 방식인지와 흔히 미국 

식으로 알려진 글로별 스탠다드를 적용하자는 압력에 대해 다양한 반론이 나타나고 있 

다 다응에서는 글로별 스탠다드에 의한 시스템 운영상의 결함과 관련된 대응양상틀을 

살펴보기로 한다-

CD 주가지상주의에 대한 경고 
미국의 많은 경영자틀은 기업가치는 곧 주주가치라는 사고에 기반하여 주주가치만 높 

2) 저자플은 글로별 스탠다드는 영미식 문화와 환경에 가장 잘 맞거l 발달해온 모덴로 통상 앵글로 색슨 
모델이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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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되면 책임을 완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러한 주가지상주의는 엔론이 

나 월드컴 사건의 핵섬적얀， 그리고 미국식 가치의 원론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 

다. Drucker도 오늘날 기업 지도자틀은 자신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목표가 반드시 전날 

다우존스 주가 지수에 발표된 주식가격， 즉 주주를 위한 이익증대는 아니라는 사실을 받 

아들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주가가 기업의 상황을 장기적으로 반영하는 포괄 지 

표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 분기， 매 년 발표되는 이익 지표에 연동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주가를 기업목표로 보고 이틀 향상시키려고 경주하는 것은 근시안적 행동 

이기 때문에 맹신하면 안 될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참조〕 

@ 기업공개 제도의 폐해 

주식회사 제도는 다수를 대상으로 대규모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한다 몇 해 전 NASDAQ 

에는 기업공개 (IPO)를 하여 하루아침에 거부가 된 벤처 기업가틀이 연이어 신문지상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기업공개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주식시장의 침체에 있다 시장이 

침체해 있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장 프리미엄이 심하게 위축되기 때문에 호황기로 

기업공개를 미루는 경향이 두드러지지만， 이와는 별개로 상당한 상장 프리미엄이 기대되 

는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공개를 회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식 주식 

회사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주식을 상장하는 것의 이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 

고 있다는 증거이다 얼마 전 미국의 시사 주간지 포춘에서는 기업공개 대신에 사채발행 

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우량 기엽들을 소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굳이 기업공 

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 예를 들어 에버랜드는 향후에도 기업공개 계 

획이 전무하다고 전해지며， 엘리베이터를 생산하는 오티스 LG는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 

할 이유가 없다며 아예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를 택한 사례이다 이들 기업이 공개를 

거부하는 주요동기 중 하나로， 주주 · 기업 분석가 등 새로운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업 운 

영권을 침해당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동기로는 기업공개에 요 

구되는 까다로운 절차나 비용부담 등을 들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참조〕 

@ 업종전문화의 실패 

업종전문화는 1980년대 미국기업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핵심사업에 집중하던 일본기 

업을 배우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업종전문화의 신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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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잃어가고 있다 ‘In Search of Excellence’에서 주요 사례로 다루어진 핵심사업에 

집중하는 43개 우량기업툴 중. 30%가 넘는 14개 기업이 10년도 채 되지 않아 재정적 

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비즈니스위크가 분석한 그 원인은 변화에 

대한 반응과 대응의 실패였다. 100년의 역사틀 자랑하는 백화점 소매전문 업체인 시어 

스가 몰락하고， 할인 유통업체의 기린아 K마트가 무너졌다 필름 시장의 강자 이스트만 

코닥. 1회용 카메라로 유명한 폴라로이드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려고 한다 이러 

한 업종전문화의 실패는 유럽기업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블록 완구의 대병사인 덴마크 

기업 레고는 1998년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2004년에는 자기자본수익률(ROE) 

46.3%라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산업환경이 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전문화의 신념이 기업의 잘못된 대응을 이끌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업종전문화에 익숙한 많은 기업들은 주력 제품군 이외의 사업에 둔감 

하고， 자사 역량에 대한 확신으로 산업간 제휴를 무시하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기존의 핵심사업을 버리고 과감한 변신을 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소매기업의 

최강자 시어스는 할인점시장을 철저히 무시했으며， 폴라로이드는 디지털 카메라의 도래 

를 먼저 인지했지만 자사 기술에 대한 자만심으로 모든 것을 혼자 개발하려다 처절한 실 

패를 맛보았다[LG주간경제 2005. 8. 17 참조〕 

@ 극단적 구조조정에 대한 양극화 심화 

사업구조 조정과 인력구조 조정 등 일련의 구조조정이 너무 극단적으로 진행되면서 한 

국 사회의 양극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양호한 편에 속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불평등국 상위권을 차지하 

고 있다 IMF의 ‘노통시장 유연화’ 정책의 추진으로 정리해고가 법제화되고 미국식 구조 

조정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식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급변했다 외환위기 이후 비용삭 

감 정책으로 정규직플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상황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이 과정에 

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해 양극화를 더욱 부추겼다. 실직한 노동자들은 자영 

업으로 몰려갔고， 포화상태에 빠진 자영업은 다시 부실로 빠져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3) 지나친 성과주의로 인한 부작용 초래 

최근 미국에서도 지나친 성과주의로 인한 개인 간 경쟁격화와 내 몫 챙기기 풍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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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성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서는 성과주의 도입의 폐해에 대해 살펴보기보 한다 

@ 근시안적 경영의 폐해 

성과주의 도입 이후 한국에서도 가시적인 단기 재무성과딴윤 중시하는 추세사 강해지 

고 있다 이는 매출액， 이익， ROE 등의 재무성과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경영진 

과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무적 지표는 기엽의 역량이나 

무형자산 개선으로부터 오는 성과향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재무적 성과만으로 기 

업의 성과를 측정하게 되어 구성웬플이 단기적인 재무성과윤 올리기 위해 근시안적 행동 

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GE는 단기 성과주의에 치중한 결과 근시안적 경영의 폐해플 낳게 된 사례플 보여준 

다 1981년부터 1995년까지 GE의 사명은 "GE가 참여하는 모든 사업이 해당 시장에 

서 1등 아니면 2등을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시장 지위가 3-4위에 머무르는 사업부는 파감히 퇴출되 

었으며， 그 당시 폐쇄 혹은 매각된 사업부의 사장가치는 100억 탈랴에 달했다- 그리나 

10여 년 후 부작용이 말생했다 각 사업부의 경영자들은 해당 사업부가 구조조정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마켓 리더로서 홀륭하게 역헐음 다하고 였다는 것블 알리기 위해 전 

체 시장 규모를 축소해서 보고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부풀리게 된 것이다 에 

를 틀어‘ GE의 발전사업부는 대규모 발잔소 시장만을 자신의 시장이라고 정의하고， 성 

장 잠재력이 큰 배전 시장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GE는 

시장을 재정의 하는 ‘10x 운동’을 펼쳤다 GE의 모든 시장을 10배 확대 정의하여， 각 

시장에서 GE의 시장점유율을 10% 이하로 낮추는 작엽블 벌여야 했던 것이다〔삼성경 

제연구소， 2002.7.17) 

@ 결과지상주의의 후유증 

단기적인 결과만으로 승부하려는 결과지상주의가 정도경영음 해치고 기업의 바라와 스 

캔들을 초래하는 결과룰 낳고 있다 미국기업틀의 회계부정 파문은 결과만을 중시한 것 

이 주된 원인이었다 싱당수 미국 CEO들이 스톡옵션이나 보너스룹 놓치지 않기 위해 

회계부정과 장부조작윤 통해 자사의 실척을 부풀런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기업도 

2002년 상반기에만 257~ 상장 · 등록 법인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었다 결과지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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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해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스톡옵션제는 1990년 이후 미국경제를 장기호황으로 이 

끈 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마이크로 소프트를 시작으로 댈， 다임러 

클라이슬러， 선마이크로시스템즈 등 많은 대기엽들이 스톡옵션을 축소하고 있다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에도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 2003년 7월까지 새롭게 옵션을 부여한 기 

엽은 857R사로 2002년에 비해 40% 가량 줄었고 이마 부여한 옵션을 취소한 총 주식수 

도 2천 365만 주로 전년 동기대비 22% 감소하였다‘ 스톡옵션올 취소한 기업들의 결정 

에는 대체로 두 가지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주식시장의 침체로 스톡옵션 

이 더 이상 성과급으로의 역할음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똑옵션은 보상 

액이 주가에 맞물려 노력 여하에 따라 보상액의 상한선이 없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주 

식시장의 장기 침체에서는 옵션의 성격상 보상액이 전무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보다 작전적인 원인은 옵션비용의 재무제표 반영 움직임이 점차 현실로 다가온 

데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소프트의 경우. 2000년에 163억 달러， 2001 년에 50억 

달라 규모의 옵션을 임직원에 부여한 옵션 비용화는 자사 설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하게 된다 2002년 섣적에 스톡옵션 비용을 반영하는 경우 순이익이 32% 감소한다고 

한다〔주간경제 752호. 2003 11 5J 

c;l) 직원간의 위화감 및 팀워크 훼손 

국내기업들은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파정에서 개인별 능력과 성과에 따라 연봉과 성과 

급을 차등 지급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는 개인별 차등폭을 확대시켰으며 승자독식 방식의 

과도한 개인별 차등은 구성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애사심 저하와 근로의욕을 약화시 

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팀워크가 훼손되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왜나하면 개인별 성과급이 자신만의 성과플 챙기는 이기 

적 행동을 유발하여 구성원들 간의 유대를 해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집단협 

력을 통해 생산성이 결정되는 일괄공정작업이나 팀 작업의 경우 개별 인샌티브를 과도하 

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비록， 다운사이정이나 리엔지니어링 등 선진 경영기 

법들을 도입할 때만 해도 우리 기업들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었으나.IMF 구제금융 이후 미국식 경영을 맹목적으로 추증하연서 도 

입한 연공서열 파괴나 스톡옵션， 연붕제， 일방적인 정려해고 등은 한국적 정서나 기업경 

영 풍토와 상당부분 맞지를 않아 핵심인재가 좋은 조건을 찾아 이동하고 조직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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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앉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이코노믹 리뷰. 122호. 2002.8; 조영빈. 1998J 

二그 
」

。

"1T 신 

@ 일본의 반성과주의 논란 

일본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반론이 늘고 있다 조 시게유키(城緊幸)는 r안에 

서 본 후지쓰， 성과주의의 붕괴」에서 일본의 성과주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조 

선일보. 2004. 10. 8J 일본의 전자기업인 후지쓰(富t通)는 1993년 일본 대기업 즈
 
。

가장 빨리 성과급을 도입한 회사이다- 그러나 저자는 후지쓰에서의 성과주의 도입은 결 

과적으로 참담한 실패였다고 평가한다 후지쓰는 회사의 목표에 따라 목표량을 할당하 

고， 그것을 개인단위로 분배하는 등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했는데， 실제 평가과정에서는 

성과가 좋은 A급과 SA급의 인원 수 배분을 둘러싼 부서 간 암뚜가 별어졌으며， 이륜 만 

회하기 위해 도입한 절대평가제는 또한 전원 좋은 평가룹 받게 되는 등 설제운용이 어려 

웠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재 일본에선 성과주의를 도입한 회사의 75% 정도가 성과주의 

의 개선이나 재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호 나타났으며 초기 후지쓰에 성과주의 도 

엽을 권장했던 컨설팅 회사는 현재 후지쓰와 같은 성과주의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하고 있다며 성과주의의 폐해릎 논하고 있다 또한， 마쓰다 토시오(Masuda Tosio ‘ 增

논리， 승자의 법칙」에서 일본의 반성과주의 

。l 책에서 저자는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한 실리콘 

역시 2005년 7윌 발간된 「패자의 田俊男)

역풍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밸리의 성과주의형 인사 · 임금시스템은 현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였으며 그 원인을 일본 

일본은 경쟁의 기본단위가 가족과 

집단인 반면 미국은 개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의 경영이 글로벌화를 추구하더라도 가 

장 기본적인 역사와 문화의 차이를 무시해서는 잘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과 미국의 경쟁원리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저자 

는 우수한 일본적 경영방식을 재인식할 것을 촉구하며 미래는 일본적 경영플 지키는 기 

업， 그리고 일본인답게 일하는 비즈니스맨이 승자가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시사한다 

2) 글로별 스탠다드에 대한 대안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 

그것의 하나는 한국의 문화에 기초한 경영방식을 발전 

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서구적 방식과 한국적 방식의 접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하는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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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문화에 기초한 경영방식의 발전적 계승 

서구에서 아무리 좋은 경영제도나 기법들로 인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의 상황을 고 

려하지 않고 여과 없이 적용한다면 조직구성원들은 이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감을 

보이게 되어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 

이 무분별하게 서구의 경영기법들을 도입하게 된다면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다른 서구문 

화권 제도와의 문화적 충격을 받율 수 있으며 , 그로인해 기업내부의 이칠감 형성과 화합 

을 저해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외국의 사례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한국 고유의 

관행이나 제도에서 그 시사점을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있올 것이다 다음에서는 한국의 

문화에 기초한 경영을 옹호하는 자들의 주장근거와 사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CD 세계적인 보면가치로서의 가능성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교적 가치를 세계화에 역행하는 조류이기 때문에 단절되어야 한 

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Herman Kahn ‘ 그리고 Ezra Vogel과 같은 서구의 학자들은 

일찍이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이 모두 우연하게도 유교문화권에 속한다는 점에 착안하 

여， 유교적 가치가 이 지역 경제발전의 원통력이 되었다는 해석을 이끌어낸 바 있다 즉 

유교문화권에 내재한 강력한 리더십， 검약과 절제의식， 높은 교육열， 가족적 인간관계， 

협동과 근면 등의 문화적 요인이 이 지역 경제발전의 주요한 왼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Amsden은 한국경제가 짧은 기간에 압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의 교육 

열과 노동자들의 근변성， 그리고 공동체의식이나 위계질서를 존중하는 유교적 사고가 작 

업장에서 필요한 규율을 제공하여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며， 나아가 가족 

주의적인 사고와 행태는 거래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도’의 필요성을 덜게 하여 거래비용 

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Amsden. 1990J. Tu Waiming도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의 근거로 유교적 특성 등 문화적 요인을 들어 IMF 구제금융체 

제를 이렇게 신속히， 전 국민의 총화합 속에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 바탕에 유교 

적 가치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조선일보， 1999. 3. 16J 

송병락은 한국 등 동양에서 추구해 온 정신적인 연과 인간중심적 사고가 고려되지 못 

하면 동아시아의 경제는 결국 파멸로 치달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송병락. 1994]. 

유석춘 역시 동아시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유교적 사회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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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플 줄일 동형화에 성공하여 경제활동의 작동땅식플 조화시키는 제도의 경제적 

함재봉은 보편이라는 이명 하에 수 았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블 전개한다〔유식춘. 1997] 

득유한 동인뜰을 밝혀주는 데 심패하였기 때문에 현재 수입된 서구이룬들은 한국사회의 

는 전통에 대한 이해룹 도모하여 한국의 튜수성에 기반윤 둔 보편작인 가지룹 창춘해야 

유교와 전통문화 또는 전풍사상 등 아시아적 가치릎 증시해야 된다는 논리핀 주장 하며 

국민호는 한국의 지속석 성장을 위해서 아시아적 가치와 f「교자본 

전통플 우리의 

한다〔함재봉. 1997] 

경험과 문화적 역사적 우리는 서구의 z 가능성을 중시한다 주의론의 

수용할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의 경험과 전통윤 대신항 현실에 맞게 취사선택하여 

속에서 최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국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주정에 대한 반문으로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저서가 발간된 바 있다 이 책은 유교에 대한 예곡된 얀식플 바로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독자적인 환경 수는 없으며 

호. 2002] 

나아가 새 믹레 

찾아야 하고 유교로 상정되는 전통은 어떻게 니염을 맞아 우리 사회의 정체성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화두에 대해 공자로 대표되는 아시아적 가지가 새 전년에 더욱 생생 

저자에 따르면， 공자륜 죽이는 것은 우리 히 살아 숨쉴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서구의 기계적 사고와 합리성만으 

조화 이콘율 활용해야 한다고 

특수성을 파괴하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며， 전통문화의 

유교의 유기체적 로는 새 천년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주장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최병철 1999 참조〕 

는
 댐

 
가치플 도덕적 가치의 지도아래 경제적 분화를 원직으로 하되， 경지l와 도덕의 

유교사상의 ‘도덕목적론적 경제학’은 신자유주의적 독주틀 길틀이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유교에서 보면 개인의 룹철적 번영은 정신적 번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풀칠적 이익 그 자체만을 위한 추구는 바란직 행복을 위해 추구할 만한 갓이다 

그것은 인간의 경제행위는 도덕적 원칙의 지도릎 받아 공동체의 번영에 한 갓이 아니다 

환경플 조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의 사회 이로운 플칠적 

석 환원과 공악의 증진윤 중시하는 유교사상윤 되살려 미래의 자본주의는 유교정신에 투 

이러한 주장뜰은 한국식 유교자본주의가 우휠할 수도 있다는 주 철한 것이 되아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적 보편가치논리 가능성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한 수 있음 

이는 IlvIF 구제금융체제에 처한 상황에서도 ”경제위기는 투기적 금융자본의 교 

란어l 의한 것일 뿐 아시아적 발전모델은 유효하며 오히려 위기에 처한 세계경제에 새로 

장이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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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본주의， 공동체주의. 가족주의， 교육숭상 등 

아시아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황재봉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이승환. 2004 참조〕 

c2l 경영혁신의 길잡이 역할 

경영혁신에 성공하는 기업을 살펴보면 동양사상의 J득'-::<.101 , 0 접목되어 있음플 딸 수 있 

다 경영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의 경영방식에서 나타난 동양사상의 특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LG 주간경제 788호. 2004. 7 9]. 

첫째， 혁신기업의 대표적인 특정은 전체를 살피는 시각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들은 혁 

신활동을 부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설행하는 큰 틀에서 

본다 서양의학과 대비되는 동양의학의 득징도 이와 비슷하다 서양의학은 인체의 부분 

을 고치지만 동양의학은 인체 전체릎 종합척으로 치료한다는 차이가 있다 경영혁신을 

하는데 있어서도 기업 활동의 한 부분이 다른 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아는 것 

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혁신활동이 전체룹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CEO의 재임기간이 장기적일수록 성과가 높다는 특정을 가진다. 이는 단지 임기 

가 길어서가 아니라 일관된 전략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동양사상에는 음양오행설이라 

는 일관된 철학적 기풍이 흐른디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았다는 믿음을 지 

니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음 연결하는 끈이 바로 음양오행사상이다 동양의 가치체계는 

모두 연결되어 동얼한 규칙이 적용된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이처럼 동일한 가치체계 

또는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펼요하다 

셋째， 경영진의 솔선수범 정신이다 논어는 정치가에게 라더심으l 덕목을 가르치는 문헌 

이며， 논어의 목적은 정치가로 하여금 액성에게 모범을 보입으로써 그틀이 따르도록 하 

는 것이다‘ 논어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동양사회는 윗사람이 부하보다 항상 앞장서고 더 

힘써야 하는 가치관이 존재한다 한국의 풍토에서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 

의 역할과 헌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공동체적 실천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혁신이 성꽁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 동양사상은 관념적 인식보다는 실천플 더 중요시한다 

는 특정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예로부터 두레， 계， 품앗이 등 협동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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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공동체적 실천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공동체적 협동은 그 기저에 /신병/이라는 

우리 민족의 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이러한 특정을 

활용할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인 유교사상은 21세기 정보화 · 디지털화 시 

대의 기업활동에서도 여전히 유용한 가치틀 지닌다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해 개인의 개 

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공동션을 중심으로 개인들을 하나로 묶여주어야 하는 정보 

화 • 디지털 시대의 요구에 유교적 가치덕목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릎 들면 

예(禮)는 유교의 핵심사상으로 조선시대 이후 우리의 전통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 

쳤으며，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고전적 지혜로 말마암아 정보화 · 디지털화 시대에도 유용 

한 철학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제간 

협력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세계적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가치를 창출하며 올바른 

디지털문화를 만드는 데에는 이런 동양의 예， 즉 인간 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반드 

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이장우 · 유권종 • 김광수， 19981 

@ 한국적 오너경영 시스템의 효과성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이 

러한 논쟁 가운데 한국기업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로서 소유와 경영이 분 

리된 전문경영체제를 주장하는 사람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연구결과들을 살펴보 

면 가족소유경영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Mille은 지금까 

지 이루어진 모든 체계적 연구결과에서 마국의 가족경영기업은 매출증가율， 시장가치증 

가율， ROA(총자산수익률)， ROE(자기자본이익률) 등 모든 척도에서 공개기업들보다 우 

수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다[Mille ‘ 20051 한국의 경우 가장 많은 기업형태 

인 소유기업이 전문화된 소유/경영 분랴기업보다 더 높은 경영성과를 나타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이 r소유경영의 역할과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집단형 소유기업이 자산 

수익률의 경우 전문경영기업이나 독립형 경영기업보다 4%기량 높았으며， 주가 수익률은 

3배 이상 높았다 산업이나 기업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분석에서도 집단형 소 

유기업의 성과는 매우 높았다. 자산수익률의 경우는 타 경우에 기엽들 대비 평균 2.3% 

높았으며 주가 상승률도 월등했다〔삼성경제연구소， 2005. 3. 21 참조〕 ‘ 

유럽의 동향을 살펴보면 “오너경영 르네상스” 시대란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가족기업 



224 쨌使關f級f究 제 17권 

이 왕성하게 활통하고 있다 뉴스위크 2004년 유럽판에서 가족경영기업이 미국식 경영 

모델보다 우수하다고 보도했다 단기업적에 경영력을 집중하는 미국식 경영에 대한 경쟁 

력 있는 대안으로 가족경영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정보 분석전문기업인 톰슨 

파이낸셜사에서 지난 10년간 유럽 기업의 주가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가족경영기업의 주 

가상승률이 일반기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비즈니스위크도 

2003년 11 원 S&P 500 기업플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경영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의 경영실적에서 비가족경영기업을 앞섰다고 보도했다 시카고의 라서치사인 스펜서 스 

튜어트에 의뢰해 분석한 이 기사에 따르면 연평균배당률에서 가족기업은 15.6%로 비가 

족기업의 1 l. 2%를 앞섰다 또한 연평균 자산수익률은 5.4%대 4.1% , 연간 수익증가율 

은 23.4%대 10.8%. 이익증가율은 21.1%대 12.6%로 높았다〔내일신문 2004 7. 7J 

일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2003년 말 일본의 경제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는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실적 간의 관계」를 조사했다 미국식 경영방식을 채택한 소니 등 1567ß 

사와 일본식 경영방식을 채택한 도요타 등 215개사가 대상이였다 결과는 일본식 기업 

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식 경영의 대표주자인 도요타와 캐논은 나란히 1. 2위 

에 오른 반면， 지난 1997년 대기업 중 처음으로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미국식 경 

영에 나선 소니는 전년 1위에서 6위로 추락했다〔헤럴드경제 2004 12 6 참조〕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식 자본주의 보다 한국식 가족경영이 우윌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도나우드 아이오와대 기업윤리학 석좌교수는 오너경영 시스템이 사회적 책임 

을 실천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업의 사회직 책임을 중요시하며 오너가 운 

영하는 대기업이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변 해외 경쟁자틀이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 기업윤리의 리더로 나션 수 있블 것이라고 친단했다 

그는 한국기엽이 사회적 책임완수를 중시할 경우 초기에는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익과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특히 

한국 대기업집단틀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경쟁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책 

임의 규범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룰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매일경제， 2002 10 

15 참조J. 또 하나는 한국의 오너경영 시스템이 스피드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빠르고 신속한 속전속결식 스피드경영은 현대와 같이 빠르게 변화 

하는 시장상황에서 꼭 펼요한 장점으로 ‘빨리 빨리’로 표현되는 한국인의 민족성과도 관 

계가 있지만 오너로 대표되는 한국기업의 리더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이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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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스피드와 위험은 동잔의 양면과 같아서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재빠르게 대처 

해 나가려면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데， 오너얀 경영자가 위험을 안고 이끌어 

가는 한국기업의 오너형 리더십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 외국에서도 공감하는 ‘한국식‘ 경영 

먼저， 한국기업의 도약기나 중흥기에 지배적이었던 제너럴리스트 중심의 인재육성 망 

식은 미국의 일부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학 경영대학원장 로버트 돌란은 

오늘날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되는 인재에 대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다양한 분야 

에서 능력올 발휘할 수 있는 제너런리스트라고 정의하였다 기업은 마케팅이나 재무관리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들과 직변해 있기 때문에， 여 

러 방면에 두루 지식을 갖추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것이 중요하 

며 여기에 리더십을 갖추고， 세상을 글로별하게 보는 시각을 갖추면 금상첨화라고 주장 

2002. 11 11]. 

고용보장은 인건비 변에서 생각하면 

기업경영에 장점으로 작용할 

하였다〔조선일보 

다음으로 

장기적으로는 Jι

T 

경영음 

있다 

입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 러 한 고용보장과 관련하여 , 

Pfeffer는 ’급여에 관한 6가지 위험한 속설’에서 다수의 사례와 함께 유행처럼 번지는 무 

비판적 고용해고의 헛점을 지적한다 이 허점과 관련하여 그는 종신고용의 사수자들은 

인원축소를 통한 비용절감에 앞서 생산성이라는 정량적 요인 외에도 정성적인 요인으로 

서 사기저하， 조직문화의 유지 등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지 

석한다[Pfeffer ， 1998]. Collins는 ‘Good to Great’에서 위대한 기업 11개사 가운데 

6개가 단 한 번도 해고를 한 적이 없으며 다른 4개 회사는 1-2회의 해고를 했을 뿐이라 

고 밝힌다. 콜린스가 예를 들고 있는 위대한 기업들의 CEO들은 사람 하나를 고용하는 

데 자신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무비판적 고용해고플 지양한 결과 

기타의 기업에 비해 인력의 충원과 이탈에 일관성음 갖게 된다[Collins ， 2003]. 

이러한 주장과 함께 구조조정을 하면서 대규모 감원방식을 피하는 업체가 늪고 있다 

예를 들어 종신고용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일본의 도요타와 캐논을 살펴볼 수 았다 도 

요타는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는 ‘종신고용제’가 노사 간의 신뢰를 쌓았고， 품칠경쟁력과 

안정성을 가져왔다 캐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타라이 후지오 캐논 사장은 취임 후 

이익 중시， 부설사업 매각 등 미국식 개혁조치플 단행했지만 장기고용보장만은 고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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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신고용을 지키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캐논 정책의 근저에는 공급과잉시대를 예 

견한 지적재산 전략이 었다 공급과잉시대야말로 착실한 연구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상품 

을 개발하지 않으면 성과없는 비용경쟁에 휘말려 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기업이 기 

술을 축적해나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힘쓰는 인내도 펼요로 된다〔매일경 

제. 2005. 7. 22) 

한편，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한국의 전통적 경영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현지인들 

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현지 직원들의 가족 사망 시 유급휴가는 

물론이고 조화나 일정액의 부의금을 전달하는 것， 전 가족이 참여하는 사내체육대회나 

가족야유회를 개최하는 것， 직원들에게 명절 때 연봉 외의 일정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 시중보다 값싼 생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내구판장을 설치하는 것 등은 외국기업 

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의 독특한 경영방식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이칠적인 

문화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나 집단이기주의 등을 탈피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가능성 

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팽가된다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인 관리관행들은 특히 우리 

기업틀보다는 외국의 기업들에 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기 

업의 경우 기업이라는 제도 자체는 외국에서 받아들였을지언정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공 

동체적 특성은 그대로 남아있어 사원들 간에 경조사를 챙겨준다던가， 회식 등의 자리를 

통해 끈끈한 인간적인 유대룹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회사 내 소모임 같 

은 것도 비교적 다양하게 휠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적인 유대는 개인과 조직을 하나 

로 이어주고， 구성원들 간에 협동심과 참여의식을 높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직유효성도 

높아지게 된다 

@ 한국의 전통적 사람관리의 장점 

다음에서는 현대 경영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한국의 전통적 사람관리의 장점에 대해 살 

펴보기로 한다. 

첫째， 신바람 경영이다 신바람은 한국인의 독특한 사회섬리적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 

으로 집단초능력을 유발하는 정신적 자원으로도 일컬어져 왔다 다시 말하여 ‘전체와 부 

분’이 흔연일체가 되고자 하는 한국인의 사회섬리적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창출되는 힘 

이라고 할 수 있다 김상일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신바람의 특정을 이렇게 요약 

하였다 첫째， 한국인은 산바람이 나야 캄정이 자발적으로 발동한다， 둘째， 한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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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은 활화산과 같이 폭발력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 셋째， 신바람은 한번에 전일적 

으로 볼입하는 열정과 열광성을 갖는다〔김상일， 1986) 이러한 선바람은 최끈 산업현장 

에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 특유의 동기부여 

구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 경영관리의 핵심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서 섣득력을 얻고 있다. 이장우와 이민화는 신바람이 한국인의 양면적인 사회섬리적 속 

성에 기인한다고 한다 즉 한국인의 내변에는 선순환과 악 순환적 사회섬리 사이를이 공 

존하며， 공동체적 집단주의와 창의성이 계속하여 상승작용을 일으카는 선순환적 사회심 

리 사이콜을 통해 한국인에게 내재하여 있는 악 순환적 사이쓸음 억제하고 션 순환적 사 

회심리 사이클을 효과적으로 작동시켜 구성원들의 신바람블 환용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 

〔이장우 · 이민화， 1996)3) 

둘째， 정의 경영의 실현이다 박충환은 ‘정에 의한 경영’을 한국적 경영방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매일경제신문， 1997. 2. 15) 정에 의한 경영은 한국인 정서에 기초 

한 개념으로 이전에 제기되었던 고객만족경영이나 품칠경영플 포항하며， 또한 외국에서 

도 적용이 가능한 한국 특유의 경영방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에 의한 고객 

경영의 세 가지 특정을 제시한다 첫째， 고객 하나하나의 욕구충족음 위해 정성음 다하 

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욕구충족 노력음 구매 전 뿐만 아니라 구매 후까지도 지속적으 

로 유지한다. 셋째， 욕구충족 방법도 합리적이고 경제원리 뿐만이 아니라 고객뜰 하나하 

나의 특유한 감정과 정서를 고려하게 되는 특정이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정에 의한 

경영은 서구에서 최큰에 유행하는 여려 경영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고객집단을 개체화 

해 한 사람 한 사람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관계를 맺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mass 

customizationl , 그리고 기엽이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관계릎 수립하여 한 번 고객을 

영원한 고객으로 유지하려는 관계마케팅 (relationship markctingl의 개념까지 포함하 

고있다 

셋째， 전통관행으로부터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 과거 션조들이 실시했거나 실시하고자 

주장했던 것 중에서 현재의 관점에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제도가 여려 존 

3) 선 순환적 사회심리 사이클은 사회칠서와 개인 심리가 바람직하게 상호작용-하여 조직내부에 따뜻한 
인간적 교감과 일체감플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한(恨)의 사이클이라고도 부르는 악 순환적 사 

이륜은 우려의 사회 조직이 이기적 집단주의로 호를 때 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심바구조가 소극 
성과 은폐생향으로 흐르고 이것이 다시 천체 조직을 더욱 이기적인 분파주의로 끌고 가는 흐픔블 말 

한다〔이장우 이민호. 1996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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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사가독서제인데， 이는 조선시대 세종 때부터 관리들의 능 

력과 자질을 호냉시키고 개발시키기 위해 휴가를 주고 독서를 하게 한 제도이다 이 사 

가독서제는 오늘날의 안식년과 거의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신문고는 1402년(태 

종 2년) 관료나 권력을 가진 신하들이 권력을 남용할 때 일반 민중들의 억울함을 풀어주 

기 위해 궁궐 앞에 매탈아 둔 큰 북을 두드려 왕에게 호소하는 제도였다 신문고 제도는 

오늘날 speak up system 이나 고충처리재도와 같은 형식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12강 6목이 있다 이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것으 

로서 수령이 처음 발령을 받고 근무지에 부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낱낱이 기 

술한 것으로서 직무기술서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인사고과 방식 중에서 

선진형이라고 알려진 행위기준고과법(Bchavior-anchored Rating System)보다 우수 

하다고 볼수 있다-

(2) 서구적 방식과 한국적 방식의 접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기업의 전통적 경영방식에 대한 적합성 주장은 글로별 

스탠다드에 기초한 경영과 상반된 대안이다 이러한 두 가지 주장 외에도 제 3의 관점에 

서 한국형 경영방식의 개발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서는 그러한 예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CD 경제체제의 효율적 결합 
영 • 미형 시장경제체제와 정부주도형 경제체제를 효율적으로 결합한 체제가 가능하다 

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문건과 손민중은 이를 ’새 한국형 경제운용시스템’이라고 칭 

한다〔정문건 · 손민중， 2004J 이 논리 하에서는 한국경제 불안의 원인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영 · 미식 시장경제제도와 우리 문화， 규범， 법체제와의 ‘정합성(환合生) 부재’， 그 

리고 개혁을 추진하는 데 았어 성급한 수용 등 과거 체제와 충뜰하여 불안정한 행보를 

지속하게 만든 ‘전략의 실패’로 보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과거 우리 것을 폐기하고 

미국식， 유럽식 등 외제만 도입하면 일시에 한국경제 시스템이 선진경제 수준으로 탈바 

꿈할 것으로 믿고서 옴에 좋다는 세계적인 처방전을 모두 시도했던 것들은 성급하고 부 

적절한 행위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논리의 주장자뜰은 현재의 오도된 현실을 극복하 

고 향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위한 대안으로 한국형 기업제도를 확립하여 기업가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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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돋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가능력배양과 01래선도 산엽을 창출하는 혁신자 역할 

로서 정부의 기능도 강조하고 있다. 즉， 새 한국 경제운용시스템의 형태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과거 개발경제체제와 외환위기 이후 추진해온 시장개혁정책둡음 우리의 체잘 

에 맞게 재조정하여 국제규범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으띤서 우리만의 독특한 새로운 한국 

"'" 。 경제운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낡은 관치행태릎 버림으로써 

정부와 시장이 조화릎 이푼 한국형 자본주의룹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 중도경영의 펼요성 

한국형 경영방식으로 중도(中펴)경영의 펼요성이 거론된다 논리릎 주장하는 학자 

로서 유펼화가 있다‘ 그는 불교의 원리 중 하나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맏아야 한다는 

중도개념플 기업경영에 접목하여 조화논리에 입각한 중도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매일정저1. 2002 4 8 참조〕 기업음 경영하다 보면， 경영자는 양립할 수 있음 것 같 

지 않은 엇갈리는 주장이나 이론， 철학 등을 조정해야 할 정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경영 

자는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견해들을 잘 정리하여 양쪽이 수용할 수 있는 좋은 타협안 

을 제시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에 경영자는 양립할 수 없는 견해들플 절충해야 하는데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합주의적 중도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딴 

하는 중도경영은 안이하게 50 : 50의 타협안을 취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양쪽 철학의 이 

점을 최대한 삼라면서 각 극단의 폐단윤 텔리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어떤 상황에 맞는 이론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온은 새로운 상황에는 맞지 않을 수 

가 있으므로 유연성이 득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 능력주의와 온정주의의 공존 

능력주의와 온정주의가 공존하는 경영방삭음 제안하는 의견이 았다 이될 주장하는 학 

자로 조영호가 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능력주의와 잔풍문화룹 대변하는 온정 

주의가 공존하는 경영벙식윤 주장한다 능력주의룹 통해 진정한 의 ]]1 의 따뜻한 가족주의 

륜 부활시킬 수 있으며 정을 북돋아주는 능력주의릎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환언하면， 능력주의 시대， 해고의 시대에서도 인간존중의 웬칙은 확고히 지켜져야 하며 

이흘 위해 새로운 얀간존중의 모습을 지금부터 만뜰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플 위 

해 그는 ‘정을 살리는 능력주의’， 즉 능벽주의릎 ;살 환용한 온정주의의 강화전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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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능력주의를 강화하는 만큼 다른 한편에서는 

온정주의 역시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 둘째， 능력주의를 추구하는 과정 자체에서 인간미 

를 살려나가는 방법. 셋째， 기본적으로 온정주의의 테두리 속에서 능력주의를 가미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조영호는 한국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로 창조적 집합주의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 창조적 집합주의는 집합주의의 정과 유대를 유지하면서 지식장조형 

혁신을 추구해 나가는 문화라고 정의될 수 있는데‘ 집합주의는 종래 수작성이 강한 집합 

주의에서 앞으로는 수평성이 강한 집합주의， 다양성이 허용되는 집합주의로 가야한다 

권력격차릎 줄이면서도 개인간의 유대감플 높이고 공동체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질적인 

성장， 가치를 창조하는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능력주의 인사관행과 

다양한 인센티브， 지식장조 공동체를 운영하는 관리관행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한다〔조영 

호. 2002J 

@ 퓨전경영의 섣천 

제 3의 대안으로 퓨전경영 (fusion management)을 제안하는 주장이 있다 현대의 

경영환경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치관이 공존하는 다웬사회로 이 

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기업이 생존 내지 받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음 인정하고 융합할 수 있는 퓨전경영이 펼요하다는 주장이다 퓨전이라는 용어는 원래 

다른 장르의 음악과 읍함된 재즈음악음 섣벙할 때 주로 쓰였지만 이제는 디지털 경제시 

대를 상정하는 키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퓨전경영이란 제품 · 기술 · 서버스 등과 같 

은 경영의 제반 활동틀이 양자택일의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 상 

생의 길로 나아가려는 일련의 경영혁신활동을 의미한다[LG주간경제， 668호， 남대일， 

2002 3‘ 27 참조〕 이 논리를 지지하는 남대일은 퓨전경영의 성공을 위한 7가지 성공 

포인트로 다음 같은 점틀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너지를 창출하여야 한다 둘째， 전통과 

첨단을 조화시켜야 한다 셋째， 동 • 서양의 가치를 융합해야 한다 동양과 서양의 가치 

를 적절히 경영이념에 조화하여야 한다 넷째， 표준화에 성공해야 한다 다섯째， 보이지 

않는 경쟁자룹 주목해야 한다 여섯째， 다기능팀 (cross function team)의 적극 활용으 

로 유연성과 기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일곱째， 혁신적인 변화와 점진적인 변화를 통시에 

추구해야 한다 그는 특히 퓨전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혁신에 대한 열린 마음가짐 

으로 정의하면서 환경에 대응해 끊임없는 기업을 변화시키는 힘플 퓨전경영의 진정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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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라주장한다 

@ 글로칼리제이션 개념의 적용 

글로칼리제이션 (glocalization) 이란 globalization (세계화)과 localization (현지화)을 

합성한 신조어로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현지국가의 기업풍토를 존중하는 경영방식 

을 의미한다 이러한 글로칼리제이션은 상호접목형 경영방식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향 

후 새로운 도약이냐 실패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한국기업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적극 

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서구적 경영방식의 우수한 점을 전통적 경영방식의 

장점에 상호 접목할 펼요성이 있다. 상호접목적 경영방식은 더욱 글로별화하는 환경변화 

에 주목하면서 경영방식의 국제적 보편성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 나라의 사회문화 

적 강점을 접목하는 넓은 의미의 전략적 경영관리칠 의미한다 상호접목적 경영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와 접근법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경영방식의 강점을 발굴 

해 서구적 경영방식의 우수한 점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화시켜야 한다 또한 과거 

와는 다른 경영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문화와 가치체계를 함께 보존 ·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문화 · 교육 · 국민의식까지 볼가치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 한다띤 한국기 

업의 정체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무분별한 배외(排外) 감정은 지양하고 문화와 가치 

체계의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경쟁력 있는 세계기업 즉， 글로별형 기업을 향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네이버 백과사전 참고〕 

Ill. 경영방식의 개발방호벼1 대한 본원적 논쟁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기업들은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 

드에 의한 경영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의 경영방식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한국적 고유의 장점을 살 

려나갈 것인가? 이러한 2분법적 논쟁을 벗어나 제 3의 관점에서 한국형 경영방식을 개 

발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논리(패러다임)에 입각하여 한국형 경 

영방식올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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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원적 논쟁의 핵심 

한 나라의 경영방식을 어떻게 변화 ·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대립적인 두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본원적 논쟁의 핵심은 

경제효율논리와 사회문화논리로 비롯되었으며， 또한 비교경영학적 관점에서 보편주의와 

특수주의라는 양 구도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1) 경제효율논리와 사회문화논리 

기업에서 경영방식의 개발방향은 경영활동의 주체가 되는 기업의 본질을 어떤 논리에 

근거하여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경제효율논리와 사 

회문화논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효율논리는 기업의 본칠을 경제 • 기술적 생 

산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사회문화논리는 기업의 본질을 사회 · 심리적 협동시스템 

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전통적인 기업관은 경제효율논리 관점에 근거하고 있으나 오늘날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 기업과 구성원과의 관계 등 기업이 추구해야 할 역할과 목표의 

폭이 확대되면서 사회문화논리 관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다옴에서는 경제효율논리와 사 

회문화논리에 대해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제효율논리와 기업의 경제적 목표 

흔히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 이는 기업의 경제효율논리 

에 입각한 경제적 목표의 달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제적 목표는 전통적으로 강 

조되어 오던 기업 본연의 기능으로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칠의 재화와 용역을 효율적 

으로 공급하여 경제적 이윤추구를 행하려는 목표이다- 이와 같은 기업의 경제적 목표는 

때로는 기업의 이윤추구 목표 또는 기업의 일차적 책임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하기 

도한다-

전통적￡로 기업의 경제적 목표의 전형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능한 최대의 이윤 

을 추구한다는 이윤극대화 개념이 부각되어 왔다 이윤극대화는 초기 산업자본주의하에 

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던 기업목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자본가적 또는 기업가적 사적 

이윤의 추구가 시장경제 메커니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을 통해 전체 

사회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자유방임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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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윤이란 통상적으로 ’이윤 (profït) =수익 (revenue) 비용(cost)’이라는 식음 

통해 계산되는 것으로 주로 소유주플 중심으로 한 이익 개념이다 즉 기업의 경제적 목 

표의 대상이 되는 이윤은 기업의 소유주 또는 주주에게는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기회 

를 제공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세확장윤 위한 내부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플 뿐만 

아니라 신용의 증대륜 통해 외부자급 조탈플 용이하게 해 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윤 

을 풍해 기업은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은 곧 대규모 기엽에 이르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 

윤극대화는 진통적으로 경제적 목표의 진행으로 부각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전풍적인 

이 윤극대화와 유사한 경제적 목표의 벙주에 속하는 갓으로 기업가치의 극대화나 부가가 

치의 극대화를 뜰 수 있다 기엄가치 (firm value) 란 투자가에 의해 자본시장에서 평가 

된 주가플 지칭하는 것이며， 부가가치 (val ue added)는 소유주 및 주주·투자자·근로 

자 · 경영자를 포함한 경제적 이익 개념이다 

기업조직을 경제효율적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엽은 사회적 책임의 수행 여부릎 

떠나 경제적 목표를 유일한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 경제적 목표판 주장하는 근거 

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CD 이윤극대화 원리 

이윤극대화 원리는 Smith의 고전경제이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개인의 이기적인 경제활동이 결국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음 가 

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Smith는 각 개인이나 기업은 사회적인 목표달성에 신경음 쓰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노벽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이익을 더 증진시키는 걷 

이라고 보았고‘ 기업의 노력을 사회적인 목표에 분산시키는 것은 경제적 효윤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Smith의 이콘에 의하여 기업소유자의 이익극대화라는 

기엽목표가 정당성음 부여받게 되었으며， 자본가적 이익의 극대화라는 기업 목표도 결국 

에는 사회이익의 추구라는 기업철학을 그 진저1로 하고 있음음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전경제이론에서는 시장이 자유로울 때 자원사용의 효윷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자원사용의 효융성이 극대화된 경우 사회적 부의 극대화쓸 달성합 수 있 

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론에 따콘다면 기업뜰이 본연의 경제적 목표 이외에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도콕 요구하는 것은 효윤적인 자원사용블 불가능하게 하고， 시장의 기능윤 

왜곡시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부의 극대화릎 저해하는 결과릎 초래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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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Wood. 1990: 121-123J ‘ 예룹 들어， 어떤 기업이 공장폐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노후한 공장을 계속 가동시키기로 결정했다면， 비록 사회적 목표는 달성 

할지 몰라도 비용의 증대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하락하고， 주주가 원하는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 

니라 성장을 위해 펼요한 추가자본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Frederick et 

a l.. 1988: 35 -43J 따라서 기업의 가능한 모든 자원은 경제적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Friedma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 기업 본연의 경제적 기능에서 비롯되는 시 

장기능의 효율성을 약화시킨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지유경제에서는 기업의 유일한 책임이 그 경기규칙 (rulcs of game) 속에서의 

이윤추구이며 다만 사기나 부정수단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에 참가하는 공 

정한 경쟁 (fair play) 만이 윤리적으로 요구될 따름이고 그밖의 사회적 책임은 젊어칠 펠 

요가 없다는 것이다 Fricdman에 있어서 기업윤리는 자유경쟁에 있어서의 경쟁방법의 

공정성과 공정한 경쟁으로서， 엄격한 경기규칙의 준수에 국한된다‘ 사회에 의한 자선적 

기대행위는 바로 주주의 권리블 침해하는 것이 되고 주주에 의한 자금처분의 결정을 방 

해한다는 점에서 주주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반도덕적 처분이 되는 것 

이다 그는 역설적이지만 자유시장체제 아래서 기업이 그 이윤을 증대시킴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Friedman. 197 1] 

오늘날에 있어서도 기엽의 경제적 꽉표로서 이윤은 기엽확장플 위한 내부자금음 제공 

해 줄 뿐만 아니라 외부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조달음 용이하게 해 주는 수단이 되고 있 

다 이처럼 이윤을 통한 기업의 내부확장이나 기업합병은 기업이 성장하는 방법이고 성 

장은 곧 대규모 기업에 이르는 길이 된다 현실의 경쟁세계에서 기엽은 도태될 수도 있 

으며 성공적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에 있어 최상의 원칙은 가능한 한 성공 

적인 기업으로 남아서 정상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윤극대화라고 하는 

경제적 목표의 펼요성이 생긴다 이처럼 일단 획득한 이윤은 금융력을 증대시카고 그 성 

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새투자될 휠 요가 있다 따라서 이윤은 비록 궁극적인 목적은 아 

닐지라도 궁극적인 목표에 이프는 수단이 되고 있다[Baran & Sweczy. 1979J 

기업이 이윤의 극대화릎 추구하여 생산플 할 경 우 이틀 풍해 사회적 수요에 기여하고 

국제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생산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부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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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생산을 통해 고용을 증가시켜 사회의 안정에 기여한다 이처럼 기업은 

경제 • 기술적 생산시스템이며，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으므로 자본의 논리를 따 

르지 않는 기업 목표나 행동은 자본주의체제 속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즉， 기업은 그 

본질적 특성이 경제 · 기술적 생산시스템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펼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 

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작 목표는 시장 메 

커니즘하에서 기업이 이윤을 최대로 획득하려고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 자본조직체설과 신고전파 기업관 

기업의 경제적 목표인 이윤극대화 원리는 자본조직체설과 신고전파 기업관에 근거하고 

있다 

자본조직체설은 자본주의의 기반인 사유재산권을 통해 기업은 자본을 투자한 소유자집 

단의 소유물이라 보는 것이다 이는 기업소유자설(소유적 기업관)이라고도 한다 소유적 

기업관에서는 기업음 구성하는 주체로 당연히 자본출자자로서의 주주틀 가장 중시한다 

이러한 기업관에 따르면 주주는 기업의 공동소유자이므로 기엽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분 

배를 받을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도 원천적으로 공동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소유자인 대주주가 그의 소유권에 근거하여 

그의 공동경영권을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합리화하는 것으로 본다〔김원수 · 박오 

수. 2000 291-293J. 결국 개인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타인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릎 가지므로 자본가는 자신이 출자한 자본을 바 

탕으로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노력한 대가로서 경제적으로 극대이윤을 

추구한다-

경제 · 기술적 생산시스템(이윤극대화 원리)으로서 기업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으로 신 

고전파 기업관을 틀 수 있다 신고전파 경재학에서는 기업을 하나의 생산과정으로 인식 

한다[Coasc ’ 1988J 즉.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기업은 자윈올 푸임하여 산출물을 만 

들어 내는 블랙박스와 같은 전환과정( throuthput. transformation process)으로서 

과정(내부)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신고전파적 

관점에서의 기업의 존재가치는 규모의 경제 논리와 범위의 경제 논리에 그 뿌리를 두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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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c) 란 생산설비를 확대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어느 

한도까지는 재화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대규모 설비의 경제성， 대량구업에 따른 운임이 

나 원료비의 감축， 분업에 의한 생산요소의 전문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션을 

넘어서 설비규모를 확대해 가면 평균비용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며 이를 규모의 비경제라 

한다 한편， 규모의 경제 논리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범위의 경제 논리로 

발전하게 되는데， 범위의 경제 (economy of range) 란 통질적인 생산활동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에 근거하여 성과가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갇이 블랙박스로서의 기 

업이 규모 및 범위의 경제에 의해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기업을 경제 

• 기술적 생산시스랩으로 보는 것이다 

@주주모형 

주주모형 (stockholderism)은 기업경영의 준거모형 중 하나로서 기업이 경제적 목표 

(이융극대화 원리)를 탈성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한다 이때 기업경영의 준거모형 

(reference model)이란 기업경영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누구의 이해관계를 증진시켜야 

할 것인가， 그리고 기업경영의 주체로서 경영자는 누구에 대해 기업활동의 결과나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룹 설명해 주는 모형이다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를 

논의한 고전적 이론에 의하면 “기업의 경영진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소위 주주모형이 강조되어 왔다[Freeman & Reed , 1983: 

Buono & Nichols , 1990J. 

이처럼 주주모형이란 기업경영의 준거가 주주로서， 따라서 기업목표는 기업가치의 극 

대화라는 것이다- 즉， 주주모형이 강조하는 기업가치의 극대화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 

이 자발적인 계약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영자가 기업소유자‘ 즉 주주의 이익을 

배반한다면 그러한 기업은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현대의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은 기업경영을 전문경영자에게 맏기고 있다 따라서 전 

문경영자들은 많은 재량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량권플 냥용할 소지， 즉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을 발생시킴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전문경영자들이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해 지나친 선심을 베푸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전문경영자가 종업원과 지역사 

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버l푸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주의 이익과 기엽가치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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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시킬 정도로 그것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도 주주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범위 안에 머푼도록 하는 것이 주주모형이다 

주주모형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은 n1국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는 1950년미에 들어서면 

서 일본과 독일의 제조엽이 세계시장에 급속하게 진출하여 미국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던 

세계시장윤 잠식했기 때문이다 독일과 맏본은 선후복구 이후 새로운 기술과 생산션비에 

지속적으로 푸자함으로써 생산성을 급속히 향상시켜 나갔다 1950년니1 독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1/3이었지만 임금수준은 미국의 1/5에 불과했다 따랴시 독일과 

일본은 가격경쟁력윤 기반으료 수출플 증가시켰던 갓이다 이에 미국의 경영자단은 임급 

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부당노동행위플 증가시키게 되었으며 생산적 투자확대판 둔화시 

켰고， 이것은 결국 기업의 대표적 이해관계자인 근로자둡파의 타협기반윤 파괴하였던 깃 

이다 이와 잔아 01국에서는 1980년대의 구조재펜 과정 플 가져 주주모형윤 증심으로 하는 

현재의 준거모형이 확립되었다 주주모형은 신고잔주의적 기업생산성모형 ( neoclassical 

corporate producti vity model)과 일맥상동하는 미가 있다‘ 이 모형에 의하띤 기업경 

영의 기본적인 목표는 이윤플 남기기 위한 갓이다 그래서 기업경영의 성공 여부는 기엽 

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재무구조가 개산되는 것에 달려 있다[Chandler Jr .. 1990J 

(2) 사회문화논려와 기업의 사회적 복표 

기업조직이 단일목표토서 경제적 목표l간플 추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기업 이 사회와 

식 ·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반 

본에 부딪치게 펀다 이는 기업조직플 단순히 경제효율적 시스템으로 바라포는 이외의 

관점이 필요하며， 그러한 관점에 기반음 둔 새모운 목표의 섣정이 필요하다는 것블 강조 

한다 다음에서는 사회적 목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는지플 안아본다 

일상생힘에서 우리등은 어떤 사람이 논을- 많이 별면 흔히 ‘그 사람 성공했다라는 표현 

을 쓰곤 한다 그러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윤 번었다는 사설융 알게 되거나， 번 

판을 개인의 향략을 위해 쓴다는 것음 안게 되떤， 인생에서 성공했다라는 평가는 하지 

이와 마잔가지로 기업도 이윤윤 많이 띄득하는 기업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지 。，.→ rl 
'-ß τ=- ..， 

만， 그 이윤획득의 방법이 부당하다거나 획득된 이윤을 정의롭지 못하게 사용한다면 결 

코 성공기업이라속 평가5 받지 못한다 이는 이윤극대화라는 기엽의 경제작 카표가 유 

인한 기엽목표가 될 수는 없음을 보여주는 깃으파， 정제석 꽉표와는 다픔 맥락에서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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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회적 목표에 의해 보완될 펼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사회적 목표(또는 비경제적 기업목표)는 기업 본연의 경제적 기능 이외에 사회가 기업 

에 기대하는 역할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달성되는 복표이다 이것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목표로， 기엽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윤 

랴， 기업의 사회적 반응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복표란 소극적 의미에서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음 뜻하며，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개인과 기업， 사회와의 상호의존 

성음 인식하고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이익을 확대시키는 것을 추구함음 의미한다 

사회적 목표는 기업의 단일목표로서 경제적 목표를 지지하는 근거가 불완전하다는 측 

면을 통해 강조된다 다시 말해， 경제직 목표에서 강조했던 이윤극대화 원리나 주주모형 

등의 근거에 대한 반박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목표플 강조하는 관전이다 

α) 1간족이윈의 원리 

가정하듯 현실적으로 앞서 이윤극대화 원리활 살펴보았지만， 과연 고전경제이론에서 

기업이 극대이윤윤 추구한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극대이윤의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면 기업은 만족할 만한 경제직 이윤과 함께 다른 사회적 폭표를 동시에 추 

구하는 것은 아닌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윤극대화 원리의 한계플 인정하고 반론적 

으로 제시된 기업행동의 원리가 만족이윤의 원리이다 

만족이윤의 원리와 대비되는 이윤극대화 원리는 사람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한다 

합리적 경제언 (Homo Economicus) 가정은 조직으로서 기업이 이윤극대화틀 추구한다 

면 조직인으로서 인간은 단순하고 일면적인 동기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 

띤 사람은 경제적 유인에 따라 자극플 받으며 매우 합리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 

니1화하는 행동을 한다 즉，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견정자가 자신의 이득(이윤)을 극 

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대체안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평가해 

야 하며， 합리성에 기초한 의사견정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족이윤의 원리에서는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목표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윤극대화 원리와 달리 기업의 경제적 복표와 함께 사회적 목표플 인정하는 원리이다 

Simon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어떠한 것도 극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오직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려고 할 뿐이라고 한다[Simon ‘ 1976) 이처럼 Simon은 과거 기업가의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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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으로 생각되어 왔던 극대화행동에 대해서 경영자의 만족화행동을 대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만족이윤의 원리의 근거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개념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합리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윤극대화 원리에 

따를 수 없고 만족원리에 따르고 있다는 기업행동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설명이라는것이 

다 극대화는 완전한 합리성에 근거하고 만족화는 제한된 합리성에 관련된다 현실의 인 

간은 완전한 합리성에 기초한 최적의 결과(optimal solution) 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한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현섣적으로 지식의 불완전 

성이나 예측의 곤란성과 같은 이유로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며， 이러한 합랴성의 한계가 

바로 만족이윤 원리의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이 동일한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가격에 대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모든 생산품과 판매량에 대해서 한계비용을 예측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현살적으로도 시도되지 못 

하고있다 

결론적으로 현실에서는 한계원리에 의존하지 않고 총비용에 만족할 만한 이윤을 추가 

한 선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있다 요컨대 현설의 기업은 극대화원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균형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는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 

럼 현실의 기업은 극대이윤의 왼리가 아니라 만족이윤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Anthony. 1960 참조〕 

@ 합랴적 정제인 가정에 대한 복합인 가정 

사회적 책임수행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서 제기된 합리적 경제인 가정에 대해 직접적 

비판 대신에 반론에 갈음하여 제시된 것이 조직욕구의 위계모형을 논리적 근거로 한 복 

합'd (complex man) 가정이다 앞서의 완전한 합리성에 기초한 이윤극대화라는 전통적 

기업목표의 기저에는 인간에 대한 경제인 가정이 있었고， 이러한 가정은 경영자나 종업 

원을 비롯한 여러 기업구성원들에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경제인 관점에만 집착해 구성원 

의 행동을 관리한 결과 장기적으로는 효율성이 저하되게 된다는 것을 정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서 종업원의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가 종업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간통기의 여러 측면을 강조하는 복합인 관점은 사람을 복합적이고 변화하는 존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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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조직생활이나 업무경험을 통해 새로운 욕구를 배울 수 있는 존재로 본다 즉， 사람은 

경제적 동기나 사회적 동기 어느 하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와 개인차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기성장과 자아실현을 추 

구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마다 또는 같은 조직 내에서도 부서마다 사람뜰의 욕 

구나 동기는 저마다 다를 수 있고 한 개인이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 

으며 여러 가지 외부자극에 대해서 통시에 반응할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복합인의 가정에서 중시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자아 

실현인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성숙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며， 장래에 대 

한 전망과 관섬을 갖고 보다 높은 이상을 지향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 

이다[Tannenbaum & Davis. 1969: Friedlander. 1976: Schein. 1985J ‘ 이런 측 

면에서 본다변 인간이 경제적인 측면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경제인 가정은 그 설득력을 

잃는다고 볼수 있다 

@ 시장의 비효율성 초래에 대한 시장설패의 보완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경제적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그 결과 공공이익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회적 책임수행의 반대론자의 견해에 

는 현실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다수의 효벼자가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가능한 논리이나 오늘날과 같이 거대기업이 존재하며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이루고 있고 시장의 거래가 조직화되는 불완전한 시장상황에는 타당하지 않으며， 이폰과 

달리 현실에서는 경쟁사장의 효율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흔히 우리들은 。l 러한 상황을 

시장실패’(market failure) 라 지칭한다 

근대의 고전경제학에서 이론적으료 가정하고 있는 시장의 형태는 완전경쟁하의 자유시 

장이라 할 수 있다 수없이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한다는 완전경쟁하에서는 시장 

의 균형이 이루어지며 초과이윤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대 

의 시장형태는 독과점적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시장에서의 가래가 부분적으로 조직 

화되는 조직적 불완전경쟁시장이라 할 수 있다 독파점적 대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 

장경쟁을 제한하고 독과점적 초과이윤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독과점기업의 이윤극대화는 공공이익을 지해하며 갤과적으로 사회 자체 

에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Wood. 1990 : 124~12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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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속에서 기업이 이윤의 극대화플 목표로 행동함으로써 시장 내부에서 경제성 

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이 같은 행동결과는 시장경제의 외부에 해륜 끼치는 경우 

도 있는데， 이 것을 외부불경제 (external diseconomies) 라 한다 예플 플면‘ 기엽의 

행위가 지역사회 등 다른 경제체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초래케 하는 현상뜰이다 외부불 

경제는 국민복지수준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또한 현실의 시장에서는 일단 한번 맺어진 

거래가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거래상대자도 고정화되는 정우가 많이 있다 불돈! 장 

기적 · 계속적으로 소수의 기업과 거래쓸 하게 됨으로써 기업 간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진다 이와 같은 시장의 개념을 우리는 ‘조직적 시장’이라고 명명한 수 있는데 이러한 조 

직원리가 반영된 시장거래에서는 동일한 상대자와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형성 

되어진다 그래서 거래의 조건을 결정할 때는 자기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이기적 이익 

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깃이 아니라 공동이익의 최대화룹 기본원리르 삼고 있는 것이 

다 예를 둡어 이려한 조직적 시장의 속성은 일본 기업시스템에시 가장 잘 나타나고 있 

다〔今井賢 • • /J、宮隆太郞. 1989J 결국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독전이나 과진 또는 동업 

자뜰끼리의 기업집중 등으로 시장의 자동조섣기능이 악화되고 따라서 소비자에게 불이익 

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 

@ 다원사회의 위협에 대한 다원사회 발전에의 기여 

일찍이 Leavitt는 사회구조적 분업의 논리가 적용되는 다원사회의 사고망삭이 자본주 

의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기엽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 존속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에 요청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여러 제도적 기 

관에 의해 분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eavitt ， 1958: 41 ~49J 이러 

한 Leavitt의 주장에 의하면 기업의 경영지는 기엽 본래의 임무， 즉 사회구조적 분업화 

에 의해서 부여받은 정제적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여기에서 기업 본래의 임무란 재화와 

용역의 효율적 생산 - 배분과정에서 창판되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이 

윤플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이 자본주의의 규칙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는 이 

윤추구라는 본질적 기능윤 담당하는 정제적 집단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듭 아패 

활동의 영역플 넓혀 나갚 정우， 이는 기엽에 지나친 권력의 집증윤 가져와 견국에는 다 

원사회를 붕괴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원사회에서는 어떠한 집단도 다른 집단에 대해서 독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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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고， 각각은 여타의 다른 집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 

업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엽이 독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다양한 집단돌이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업에 영 

향을 미치는 집단들은 점차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이외에도 노동조합， 환경보 

호집단， 소비자집단 등이 이들 집단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구조적 특성에서 볼 

때 현대 기업은 각각의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경영자의 과업은 여 

러 집단들의 요구사항을 조화시키고 균형윤 유지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다원사회 

라는 사회구조상의 특성 속에서의 현대 기업은 단일목표가 아닌 다원목표룹 추구하지 않 

을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현실에서의 기업은 이윤 이외의 여러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소유와 경영이 

병확히 분리된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더욱 다양한 양상플 띠게 된 

다 기업의 살칠적인 의사결정은 전문경영인에 의해 행해지게 되는데， 그의 일차적 관심 

은 이윤보다 오히려 다른 데 있올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이윤보다는 외형， 즉 매출액， 

시장점유율， 안정， 성장 등의 목표에 더 큰 관심플 갖고 기업을 경영해 나갚지 모른다 

현실의 기업이 이렇게 다양한 목표플 추구하는 것이 사실인데도 단지 이윤극대화만을 추 

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는 정보경제학에서 섣명 

하고 있는 본인 대리인 문제 (Agent-Principal Problem)를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이준구. 2001 ‘ 308-316].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는 근거는 ‘책임의 철칙’ (iron law of responsibility). 

즉 다원사회에서 생존의 문제에서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궁극적으로 그 힘을 상설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찾아올 수 

있다[Davis. 1973 84-85) 책임의 철칙은 기업이 사회적 목표플 이행하지 않은 만 

큼 다른 집단이 그러한 책임을 떠맡게 될 것이며， 결국 기업은 그만큼 힘윤 상살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경영자듣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벽은 그들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지속되지 뭇할 가능성이 크다 

(φ 이해관계자모형 

또 하나 기업경영의 준거모형으로서 “기업은 기업주나 주주의 소유가 아니라 기엽이 소 

속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경제행위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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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holderism)이다 즉， 이해관계자모형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주주 

의 이익을 중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역시 중시해야 한다는 보다 획장된 개념이다， 이는 진정 

한 의미에서 주주의 이익 역시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시킬 때 

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Freeman & Recd , 1983: Buono & Nichols , 1990) 

이해관계자모형은 사회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사회공동제의 구성원들 간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사회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기업경영의 준거모형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모형은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에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여기 

에서 파트너십 (partnership)이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개인 간의 협력적인 관계릎 의미 

한다 이해관계자모형에 입각한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은 다음과 같은 특정을 

가진다〔주성수 · 서영진， 2000 참조J. 첫째， 기업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관계를 형성 

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지배적인 입장에서 지시를 하고 다른 주체들은 그에 무조건적 

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플 가지고 상호간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 

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중시한다 둘째，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에 서로가 다른 분야 

에서 지니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점은 서로 보완해 줌으로써 최대의 성 

과를 추구하고자 한다 셋째，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목표는 사회구성원들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파트너십의 형성을 통하여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자모형은 다양 

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이 사회적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2) 보편주의적 관점과 특수주의적 관접 

앞에서 살펴본 경제효율논라와 사회문화논리와 유사한 관점으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관점이 있다 1) 보편주의적 관점은 글로별 스탠다드를 따라 

야 한다는 주장으로 앞에서 살펴본 경제효율논리와， 그리고 특수주의적 관점은 한 나라 

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을 두어 경영방식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앞에서 살펴본 

사회문화논리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지속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다음에서는 한 나라의 경영방식을 어떻게 변화 ·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4) 보면주의는 문화독립이론(culture-free theory) 이라고도 하며， 특수주의는 문화구속이콘(culture 

bound theory)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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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상반되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보펀주의적 관점 

글로별 사회의 진전으로 국가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자국에서만 경쟁을 하변 되던 

과거와는 탈리 기업의 경쟁범위도 범세계적인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무한경쟁의 시대 

를 맞이하여 위기감을 느낀 기업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 성과와 가치 

를 높이기 위하여 선진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 

후 경제구조의 비효율성이 대내외에 크게 부각되면서 한국기업들은 국내외 이해관계자들 

의 요구에 따라 경영제도의 상당부분을 서구적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기업틀이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당변하고 있는 경영위기를 극복하 

고 동시에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경영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흔히 보편주의( universalisml 라고 불라는 

데， 보편주의의 중섬에는 경제효율논리가 깔려있고 다음과 같은 주장이나 지지근거에 기 

반한다 

CD 유일한 최선의 경영방식 수용 
보편주의적 경영방식은 서구형의 경영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한 

국에서는 IMF 구제금융 시기 이후에 글로벌 스탠다드란 미국식의 경영방식을 지칭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고， 이것이 바로 세계 공통의 보편적인 ‘믿을 수 있는 수준의 표준’을 

의마한다고 인식되어 왔다 즉， 보편주의에 의하면，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표준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대안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보편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방식은 그 기업이 속한 사회문화적 백락에 의 

해 결정된다고 보기보다는 경제기술적 환경에 의해 전략적으로 선택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유일한 최선의 경영방식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시대나 공 

간， 체제나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기업， 조직，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경영방식이 

성립 할 수 있으며， 경영의 왼칙은 어떤 지역에서든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Muller , 1994 참조〕 이러한 관접은 특히 세계경제가 글로별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기업이든 서구기업이든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경영방식을 추구해 

야한다는것을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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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자들은 전통적인 문화와 제도로부터 비롯되는 경영방식에서 

또논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다 

탈펴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보펀주의는 합리주의 합리주의란 제기1적이 

며， 정확하고， 계량적이며， 비개성적이고， 규직에 의해 지배되며， 예측 가능한 것을 존증 

하는 입장 · 시각음 말한다 합리주의는 또한 이성적 · 논리적 · 펼연적인 것을 존증하는 

것이다 Weber는 이러한 합리성이 

정신이라고 하여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의 공통적인 요인이가 바 

바 있다[Weber. 로 자본주의의 근대 서구사회의 f든c;;<.l 。 근 
「 。←-→L→ 세시한 

1934J5) 

보편주의에서 말하는 서구적 합리성은 「로마인 이야기」룰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 책 

의 저자연 시오노 나나미는 사료를 바탕으로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떨어지며 처1 력 

에서는 겔트족이나 게르만족보다 연등하며 , 기술력에서는 에르투리아인보다 낮고 경제 

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로마인틀이 광대한 제국플 이루고 번성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윤리나 정신이 아닌 법과 세도에서 찾아 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오노 나나미， 1995 참조〕 로마의 시 인 호라타우스가 “정복된 그리스가 정복자인 로 

마를 문화적으로 정복했다’라고 표현하였던 것처럼， 로마는 윤리나 정신에 있어서 독자 

성을 가지지 못하고 문학， 예숭， 사싱 등 문화의 여라 면에서 그리스 문화찰 모방하였다 

그러나 보마의 진정한 위대성은 정복한 나라뜰의 기숨플 받아뜰여서 더욱 풍요한 갓으로 

바꾸는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점 , 그리고 그것을 유럽을 뛰어넘어 진 세계로 전 

파한 빼어난 재능에 었다 로마는 멸망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예듭을 통해 우 

라는 어떤 목표의 추구를 위해 법이나 규칙 등의 규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을 점작해 불 수 있다 

21세기 들어 개방화가 진행되고 경제시장이 통합되면서 세계 각국은 사회문화착 측면 

외에도 경제 · 법륜 부문과 샅은 제도 측면에서도 세계에 통용되는 하나의 기준인 ‘글로 

유교적 

닥친 경제 

위기에 취약성음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보편적인 서구의 합리적 표준인 글로별 스탠다드 

1980년대와 1990년대 아시아는 스탠다드’를 받아들일 갓이 강요되고 있다 

가치와 국가주도형 

남l 

"" 
성장잔략으로 고도성장음 이룩한 천등이 있었지만 갑자기 

5) 역사직 관점에서 보띤， 서구석 합리주의는 기독교직 세계관에 대한 맹꽉작 산앙의 지매로부터 얀간 
의 이성올 해방시켜 。1성에 의한 자율저이고 구치1석인 합리적 행위룹 강조하는- 셰핑→주의의 산김→이다 
〔이용진 1994 송영매 199R 장조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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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상춘은 “일본， 한국， 동남아경제의 위기는 아시아적 표준 

이 서구표준에 밀린 결과로서 아시아에 글로별 스탠다드가 침식해 들어오고 있음을 얄리 

는 사간”이라고 설명한다〔한상춘. 1998 ; 동아일보. 1998. 4. 2l 즉， 아시아의 표준보 

다 서구적 합리성이 압도한 결과 자발적으로 달로별 스탠다드를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 이처럼 보편주의적 경영방식을 주장하는 이들은 합리성， 그 중에서도 특히 서구적 

합리성을 조직에 적용시키는 것이 최선이며， 과거의 전통에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cll 지지근거 수렴가설 

보편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근거로 수렴가섣 (convergence hypothesisl을 들 수 있다‘ 

수렴가설은 한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기업의 경영방식이 서로 동형화 되어 간다는 경제사 

회의 발전과정에 대한 가설이다 즉 ‘수렴가섣’이란 산업화의 일반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서 산업화가 진전되면 어느 사회이간 불가피한 구조적 변화와 이에 따른 구성원 

의 사회적 행동의 공통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비록 잔동문화에 의해 

일시적으로 저지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전통문화가 산업화의 요구와 논리에 밀려 선진 

서구산업사회를 닮아갈 것이라는 가설이다(Kerr et a l.. 1960: 33-46l 

수렴가설에서는 서구사회가 동양사회보다 앞서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후진국의 산 

업화는 ‘서구화’와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즉 수렴가설은 산업화 과정에서의 구조 

변동과 기술변동으로 조직 및 제도， 그리고 구성원의 행동방식까지도 산업화에 앞선 서 

구의 그것들과 유사하게 닮아갈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수렴가설의 관점에서 보면 

후발 산업국들의 경영기법들은 선진국의 제반 경영측면들과 유사한 발전경로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서구에 뒤친 우리나라의 경우에 서구 선진기업틀의 경영기볍들이 한국의 

기업경영에도 그대로 도입되고 있으며， 

현상이라는 것이다 

점차 서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렴가설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의 초기 비교문화론 연구에서 미국식 경영방식을 

보편타당한 경영이론 또는 경영방식으로 보아 다른 국가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 

가를 연구하는 경향에서 비롯되었다(Choi. 1995: Hofstedc. 1980l 오늘날에도 수렴 

가셜은 지역에 대한 연구와 거시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려한 증거는 

전후시기 투자패턴， 정부의 소비， 그리고 수출패턴이 수렴가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1950년대부터 1990년까지의 OECD 국가들에 대한 연구륜 통해서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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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lRassekh. Panik & Kolluri. 2001J 

지금까지 많은 연구결과들이 미국의 대기업에서 발전된 경영철학 또는 관리실천방법은 

어느사회에 적용되어도 최대의 효융성윤 나타낼 것이라고 보고하여 왔다 이러한 증가 
」

tτ 일반 경영이폰의 관리 과정 학파(management proccss schoo l) 주장과 일치하며， 

Harbison과 Myers의 127H 국가에 대한 경영섣천분석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경영발전에 관한 보편적인 논리가 존재한다는 주장과도 같은 맥락 

이다 6) Kerr 등은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회는 산영화 교육을 받은 엘리트듬이 := 
←「

도하게 되고， 이러한 엘리트들은 산업주의라는 동일한 세계관 빚 지식체계릎 가지기 때 

문에， 세계는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모든 국가가 번영과 민주화를 탈성하게 된 

다고 설병했다[Kerr. et a l. 1960 J. 한국의 경우에도 산업화의 과정에서 구조변동과 기 

술변동이 사회구성원들， 특히 산업노동자의 행동방식을 서구화시켰다는 연구보고 등이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기업 이러한 흐른음 지지한다[Form & Bae. 1988 618-643J 

의 성과를 높이는 최선의 인사정책인 고성과 작업시스템(HPWS IIigh Performancc 

Work Systcm)의 연구로 이어진다 

한편， 이려한 논의는 신고전피 경제학자7)들의 수확처1감의 i섭직올 가정하고， 동일한 산 

업부문에서는 성장모델이 동일하다는 주장파도 같은 맥락으포 볼 수 있다 과거 동아시 

아의 급성장이 아시아만의 전풍과 가치에 기반한 특별한 성장모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생산력음 결정하는 3대 요소 증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급격히 늘린 덕분이며， 따라서 

향후에는 그러한 급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듭이 위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2) 특수주의적 관점 

앞에서 살펴보았던 보편주의와 달리 한 나라의 사회문화릎 증시해야 한다는 득수주의 

6) 이들은 특정한 정영혁신제도나 기볍들이 다른 기볍이나 제도보다 항상 나은 성과플 나타내며 모든 
기엽은 이려한 최고의 제도릅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이러한 선고전파 성장모형은 경제내의 산출량 증가달→ 생산요소의 증기와 이 요소들의 결합방법으로 
서 션병한다 노동 · 자분 등과 같은 투입요소가 결합되어 소비재가 생산될 갱우 그 산출량은 이들 
투입요소가 증가할수폭 커진다 또 이둡 요소의 결합방법이 효과석안수록 산출량은 더 올마가고 성 

장률도 올라간다 그뜰은 요소둡의 생산겸합 방법듣의 집합을 총칭하여 기술이라고 설명하는데 노 
동과 자본의 부존량 그리고 이관음 견함시치는 기숭 등의 서1 까지가 그 경제내의 생산랙을 칠정하 
는 요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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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존재하는데， 다음에는 특수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것을 지지하는 근 

거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보편주의적 관점과 달리 기업의 경영방식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논리， 특 

히 전통문화적 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다양한 경영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기업의 경영방식을 특수주의 (parti cularism)라 

고 한다 특수주의자들은 기업의 경영방식을 개발하는데 있어 특정 국가의 문화적 인간 

의 사회척 동기에 주목하여 특수성을 계승하는 것이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Miller ‘ 1987J 

오히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 

CD 다양한 국가적 경영방식의 인정 

기관으로 특정 국가와사 특수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기업은 사회륜 구성하는 제도적 

문화적 특성과 역사적 전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회의 한 국가의 전통적 가치 

와 행동방식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수주의는 관행이 제도 · 조직 · 인간행동 등의 

사회현상이나 경영현상이 독←특한 사회문화적 풍토로부터 유래하는 가치 · 전통 · 관습 · 감 

정 · 기질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전플 가정한다 또한특수 

주의는 비록 성과와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경영제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뿌 

리가 되는 사회문화적 가치로부터 벗어나거나 상충될 경우 종국적으로는 적용되기 힘들 

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주의는 인간의 사회적 선리적 동기， 전통적 관습 

동기에 주목하여 사회나 국가마다 달리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경영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기엽조직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논 존재이기 때문에， 특수주의는 

특정 시대나 특정 국가의 기업경영에 적용될 수 있는 。l콘의 개발 가능성에 주안정플 둔다 

특수주의적 관점은 특히 일본의 경영현상， 이른바 일본적 경영 (J apanese Management) 

플 연구하려는 일련의 노력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일본경영의 국제적인 현상플 연구하기 

위한 연구위원회’는 일본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의 조직관리 측면과 전략적 양상을 확인 

하기 위해서 7개국의 11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론적으로는 모국으로부터 현지국으로 

경영지원의 이전이 가능하지만 인적자원관리와 같은 경영방식뜰은 사회문화적 요건에 맞 

아야 그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Naoto. 1987: 25-29J 이러한 사폐는 각 국가 

별로 최적의 경영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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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양적 합리성의 강조 

보편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종종 합리주의를 서구사회의 산물인 것처럼 주장하지 

만， 특수주의자플은 “특수주의”라는 말은 보편주의자뜰이 만든 것이라 한다 동양사회 

역사에서도 합리주의를 추구하려는 여러 가지 

11_1 
7' 

노력들올 찾아본 수 있다고 주 우리나라의 

한국사회에서의 행위규범은 명시적인 법보다는 지역사회의 규범에 의해 암 과거 장한다 

고향에 못하여 예룹 들어， 지역사회의 정당성을 얻지 묵적으로 통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도녁성 명문가(名文家)라는 것은 개인이 수치로 여겨졌으며 추방당하는 갓이 최대의 서 

과 투명성을 추구하는 큰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어느 사람이나 조직이든지 사회에서 정당성올 상싣하게 되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촌 

가치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즉사회 평가를 통해 자신의 행동 또는 자신이 생존할 권리룹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의 구성원으로서의 

공유된 정당성 (]egitimacy) 이란 전체사회의 재할 수 없다 

기대나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개인 · 집단·조직은 사회적 

있는 행동을 하며， 더 나 가치규범에 부응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에 상응 하는 책임 

도출되는 합리 이러한 정당성의 원칙으로부터 아가 전체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성 개념은 기엽가치를 사회에 대한 책임과 봉사 등의 사회적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동 

양적 합리성의 개념윤 부정할 수는 없다 

도덕적인 이 출발하여 완성으로부터 도더처 

" 
또는 이성은 개개인의 동양에서의 합리성 

따라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상사회룹 추구함으로써 사회칠서를 형성하고 유지 

근검한 도먹적 생환태도릎 강조하였고 그러한 사희생활의 출발점 개인의 성실성과 정직 

가치는 동양사회의 기업경영 더 나아가 공동체괄 중시하는 이러한 유교적 으호서 가족， 

방식을 형성시키는데 큰 영향윤 마쳤다‘ 

합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서구적 합리성에 대하여 강한 비판을 제 동양적 

합리성 합리주의라고 보는 것이다 도구적 합리주의갚 도구적 즉서구적 기하기도 한다 

수단윤선 (instrumental rationality) 이란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 

택하는 것을 말한다， 도구적 합리주의는 기계문명을 환성화시켜 개개인 이익의 최대화를 통 

큰 몫윤 하였지 만(Brubaker 사회칠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만드는데 해 서구 자본주의 

8-60 ], 인간의 사고나 행동까지도 기계적으로 통제하고 구속하려는 속성으로 인 1984 

해 인간윤 노동력이라는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수많은 규칙과 규정으로 언어매어 일정한 

정고한다〔이봉친， 있다고 /
←「발생할 으

 
E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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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해결한다는 것을 모든 속에서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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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송영배. 1998 참조J. 예를 들어. Taylor의 과학적 관리볍은 기엽의 인간적 측 

면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 주요한 이유는 인간노동을 기계화하여 노동생산성 

을 높이는 데만 치중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적， 생리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적 관리볍은 근로자가 작업을 기피하는 것은 인간 본래 

의 천성이고， 이러한 천성은 가능한 한 최대작업량을 부과하여야 하고， 그것을 완수하는 

방법을 습득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떠나거나 하라고 권력주의를 발휘하였다는 비판을 받 

는다‘ 

@ 지지근거: 비수렴가설 

특수주의의 지지근거로는 앞서 보편주의에서 살펴본 수렴가설에 대비되는 비수렴가설 

을 들 수 있다 비수렴가절 (divergence hypothesis) 또는 확산이론은 산업화가 진행된 

다고 하더라도 사회조직 및 제도， 구성원들의 행동방식은 사회문화적 전통의 차이로 인 

하여 이질적이고 독특한 성격윤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R이ek. 1986 : 25-26J 비수렴 

이론의 입장은 각국의 고유한 문화나 특이한 사회제도가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는 ‘문화구속 가설’ (Culture-bound Hypothesis)을 주장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요구와 조직특성 간， 상황요인과 조직특성 간에 기계콘적인 단선적 관계가 존재 

한다기보다는， 문화의 영향력이 개입되는 복합적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고유의 전통문화와 가치체계， 사회경제 · 정치구조가 존재 

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국가간의 문화차이가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기반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배적으로 나타났 

던 인간사회의 기반은 공동체 사회( Gemeinschaft)였다- 자본주의의 성립이후 개인주의 

가 두드러지고 노동력의 이동이 늘어나고 전문성이 중시되면서 이익사회( Gesellschaft) 

로의 이행이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 · 일본 등에서는 공동체사회의 사회 · 문 

화구조가지속되고 있다 

일찍이 Gonzalez와 McMillan Jr 는 브라질에 있어서 마국의 경영철학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연구한 후에 경영은 문화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미국의 경영철학은 보편타당 

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Pye는 앞으로도 아시아의 근대화 

는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 더욱 뚜렷한 아시아식 형태와 실천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측했 

다 Horowitz와 Odumy는 국가별 분석에서 국가별로 독특한 문화， 정치， 환경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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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한 다양한 발전경로를 가지는 것을 밝혔다 Galtung에 따르면 각 국가 및 개별 

기업들은 경쟁시장에서 자신뜰의 주제품을 전문화시킴으로써 경쟁에 대응하려 하기 때문 

에 각 국가 및 기업마다 서로 다른 발전양상을 갖는다고 한다 Clarke와 Glìnow는 기 

엽제도와 금융제도가 개발되지 않았으며 유교적 가치에 의해서 규제받는 아시아 지역에 

서는 기업인플이 합리적 요인보다도 유교적 가치와 인간관계 (Guanxì 관계적 네트워 

크)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서구의 성공적인 시장접근법플 일반화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기의 원언을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 등 전동적으로 사회적 정당성음 얻었던 경영방식으로부터 말피해 급격하게 

외래가법을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반성도 나오고 있다 

과거 유교 전통의 동아시아의 부상은 근대화 파정에서 분화 전동이 강력한 영향을 지 

속적으로 행사함을 보여준다 큰대화는 서구에서 처음 사직했지만， 동아시아의 큰대화는 

서구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문화 형태틀 취하고 있다 그렇다고 동아시아의 근대성이 

서구 근대성을 대체하거나 침해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사설 지구촌의 관점에서 본다면 

서구와 나머지 세계의 이분법은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경험적으로도 구분하 

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지금은 상호의존의 정신에 바탕음 둔 문영 간 대화플 힘써 추진 

할때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타날지도 모르는 문명의 층판은 이런 논의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축구하고 있다[Tu Weì-Mìng , 1998J 

Chìld는 환경론적 관점에서 조직의 과정 맞 구조의 편자룹 결정하는 요인으토서의 

화에 대한 문제칠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81 그려나 그는 문화의 영향력에만 한정하지 
。l ←1

L종-'-'-， 문화론의 경쟁이론들로부터 

의하고 있다 그는 이들 세 가지 

치지 。L ←1'-'ε-'-'- ’ 자본주의 체제이면서 

추출된 상황요인파 자본주의의 영향역문제플 함께 h二

요인의 영향벽 및 싱호관련성에 대한 이콘적 논의에 그 

동시에 산업화 발전수준이 엇비슷한 영국과 서독애 대 

한 비교결과를 예로 들면서 섣명했다[Chìld ， 1981J. Budde , Chìld , Francis , 그리고 

Kieser들은 Child의 연구에 기초하여 경제시스템과 상황요인， 그리고 문화의 경영 01 
x 

8) 환경론적 관점은 비교론적 관짐이나 문화론적 관점이 피가나 푼화에 주된 연구관심을 둠에 비해， 
‘조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연구의 초정을 두고 있다 즉 조직의 특성을 연구의 춤발점으로 
하여 조직의 주요특성뜰에 영향을 주는 사회때략들이 이떤 것인지뜸 찾아내고자 한다(Chcng 
1989: 신유근 1999에서 재인용〕 환경중심석 관점븐 단순한 기술이 이년 섣벙과 예 측 을 시도한다 
는 선 경험척 분석을 지향한다는 점， 사회적 여건을 조직모행에 흉합시키는 가능성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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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해 보려는 실증연구를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이블은 먼저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비슷한 발전단계쉴 보이고 있는 기업간 비교연구를 통해 문화 

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밝혀 보려고 시도했으며， 다음으로 조직구조에 대한 상황요 

인 및 문화의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 양자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차원에서 비 

교하였다(Budde et al.. 1982). Kedia와 Bhagat은 문화적 특성이 국제적인 기술이 

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간 기술이전 시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 

성은 해당 국가틀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특히 국가간 문화차이가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플의 연구는 기존 국제경영분야에서는 주로 경 

제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이틀은 국제적인 기술이전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문 

화적 요인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CKedia & Bhagat ’ 1988J 

Seror는 사회문화논리에 따랴 조직의 경영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비교경영관점에서 

연구했다 9) 미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조직통제방식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 미국기업 

이나 일본기업 모두 조직통제를 위해 역할의 공식화에 의존하는 공통점을 보이는 반띤 

통제과정의 역동성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미국기업에서는 조직규모와 

활동의 구조화간의 정의 관계플 보였으며， 의사결정의 분권화와도 정의 관계흘 보였다 

이에 비해 일본기업에서는 조직규모와 기능적 전문화간의 정의 관계틀 보였으며 , 의사결 

정의 분권화간의 유의적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Seror. 1989J 이와 유사하게 Smith 

등도 영국기업과 중국기업의 인적관리관행을 비교경영관점에서 연구했다 연구결과 인력 

계획시스템 측면에서 중국기업과 일부 영국기업간의 편차가 영국기업들 내부간의 편차보 

다도 작게 나타나 양국간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상시스템 측면에서는 

국가내의 편차는 매우 작은 반면 국가간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이 

들은 국가문화에 민강한 일부 인적자원관리 관행들은 국가간 인적자원관리 관행의 이전 

플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Smith et a l.. 1995J 

한편， 반드시 비수렴가설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수렴가설플 부정하는 연구결 

과도 많이 있다 Marco는 1197R국을 대상으로 비모수 멜도추정기법 벚 기타 방법음 통 

9) 비교흔적 관심은 틀 이상의 조식을 대성으로 각 조직체와 그 구성원들 속에 존재하는 공동집파 차이 
점을 밝혀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조직의 여려 특성듬 가운데 이떤 것듣은 그 조끽이 속한 국 
가 혹은 문화에 특유한 것이고 어떤 것들은 이에 관개없이 보편적인 갓인가플 알아내 i냐는 것이다 
(Cheng , 1989: 신유근. 1999에서 재인용〕 조직은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조직 특성의 차이가 안 
생되며 이러한 차이는 조직유효성에 영향윤 미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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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렴가설을 검증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수렴가설이 상당히 모순되는 것임플 발견하였 

다 그는 1970년. 1980년. 1989년의 국가간 GDP 밀도분포틀 살펴보면서 분포의 역 

동성 측면에서 변화가 적었다는 점에서 수럼이 빨리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편， 공급과 수요모텔의 기준에서 비롯된 신고전파 경재학에서는 소득불균형과 설업간 

에 교환관계( tradeoff)가 있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으나. Howoll과 Hucbler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득불균형과 설업간 교환관계를 거의 발견할 수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수렴가섣을 강조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적 소득불균형과 실 

업간에는 교환관계가 지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보편주의의 지지근거에서 

언급했던 거시경제학과 지역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렴가설인 신고전파경제학 

의 단일 산업부문의 성장모델을 그리스 경제에 적용해 본 것이 바로 Mavroudeas와 

Syriopoulos의 연구인데 10) 이들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수렴가설은 모두 부정되었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생적인 기술변화에 따른 신고전파 경제학의 성장모형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한다(Siriopoulos. & Astcriou 1997: 383-389: Mavroudoas 

& Syriopoulos. 1997J 이와 같은 연구틀은 비수럼가설을 지지하는 근거들로서 사회 

문화적 전통을 중시하고 보편주의적 관점에 비판윤 가하는 증거들이다 

2. 2분법적 논쟁에 대한 비판 

앞서 산펴보았던 경영방식의 개발방향은 대립적인 두 가지 관점으로 요약한 수 있다 

이러한 2분법적 논쟁은 나름대로 경영방식을 개딸하는 접근법으로서 그 유효성을 보여주 

었으나 경영방식의 개발방향과 관련하여 볼 때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택일주의적 사고 

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1) 기업경영 측면에서의 문제정 

다음에서는 2분볍적 논쟁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기업경영의 일반적이며 윈론적인 기반 

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0) 그틀이 다루 새 가지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척인 수렴효과가 있는가? 둘째， 그리스 북부 
지역과 남부지역간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그리스가 유힘연합에 속한 다른 나라단과 같이 수령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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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업은 경제 · 기술적 생산시스템이면서 사회 • 심리적 협통시스템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이루려는 다왼목표를 추구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효율논리(보편주의)와 사회문화논리(특수주의)의 두 관점은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았다 기업조직은 그 본질이 경제 · 기술적 측면뿐만 아 

니라 사회 · 심리적 측면이 동시에 공존하는 실체이므로， 한국형 경영방식은 기업의 경제 

효율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방향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 

다 즉， 기업의 사회 · 심리적 본질을 도외시하고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며， 마찬가지로 경제 · 기술적 본칠을 외면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존속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사회적 목표도 탈성할 수 없다 

둘째， 경제효율논리(보편주의)와 사회문화논리(특수주의)의 두 관점 모두 포괄적인 의 

미에서의 합리성의 개념을 대변하지 못한다‘ 경제효율논리(보편주의)적 관점은 기업경영 

을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경영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방식의 개발에 필수적인 기업이 속한 사회의 독자성을 간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 또한 사회문화논려(특수주의)적 관접은 기업경 

영의 표준을 종업원의 만족도나 사회적 형평성， 수용성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통문화에 지나치게 초점을 둠으로써 사회와 기업이 변화해 

나간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혹은 기업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쩔 수도 없이 많은 

경영방식을 인정해야 하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셋째， 경제효율논리(보편주의)와 사회문화논리(특수주의)의 두 관점 모두 정확한 의미 

에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개념을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글로별라。l제이션 

은 전체적 또는 보편적으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상호간의 장벽을 허무는 것， 인류공동 

의 가치를 인식하고， 인류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짓는 사회적 현 

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한 글로별라이제이션은 어느 한 사회나 문화권의 가치룹 다 

른 사회나 문화권이 일방적으로 추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구성원 

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경제효율논리(보편주의)와 사회문화논리(특수주의)는 진정한 글로별라이저l이션을 

지향하고 있지 못하다 

넷째， 경제효율논리(보편주의)와 사회문화논리(특수주의)는 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변화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최대한 염두에 두는 ‘통합적 변화관리’의 틀을 제공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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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현장에서 어떤 변화룹 추진할 때 범하기 쉬운 싣수증의 하나가 득정 부문의 변 

화에만 주목함으로써 여타 부문의 변화와의 상호관련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문화룹 고려 

하지 않고 제도만을 도입하는 것은 구성윈뜰의 저항을 가져오게 하며， 반면 세도룹 고려 

하지 않고 문화만을 주장하면 조직의 구조적 관성을 탈피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기업 경영방식이 개발방향음 모색함에 있어 경제효윤논리(보편주의)와 사 

회효율논리(특수주의)라고 하는 상반된 주장 증 어느 하나민을 양자택일적으로 선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었다. 원론적으로 볼 때도 보면주의와 특수주의의 어느 하나에 근거한 택 

일주의적 사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플 지니게 된다- 첫째， 어느 한쪽에 대한 편증된 목 

적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다른 한쪽을 희생하게 된다 둘째， 상충관계나 갈등에 의해 초 

래된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는 맹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 

하게 된다 셋째， 장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개념을 포함하지 못한다 넷째， 개체와 전체 

간의 상호관련성과 상호공존공영의 개념윤 갖지 못한다 다섯째 진보적얀 새로운 패러 

다임을 창조하기가 어렵다‘ 

2) 전통문화의 단절과 연속적 측변 

한국형 경영방식의 개발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앞에서 기업의 본질적 측면과 경영의 

개발방식 측면에 대한 상반된 주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외에 살펴보아야 할 또 다흔 

대립된 관점은， 전통문화가 단절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혹은 연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와 관련된 측면이다 

한 나라에 있어서 문화의 모습은 사회생활에서의 종교적 측면， 가족제도적 측변， 정제 

적 활동측면에서의 전통적 득성의 연속과 변화과정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사회의 전통문화적 배경은 유교정신， 대가족제도‘ 공동체 생활방식으로 집 

약할 수 있으며 , 이에 근거해볼 때 한국인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신유근， 2006J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간을 정신적 욕구플 중시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교육파 자 

기겨l발이 펼요한 존재로 본다 둘째， 다수의 사람틀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식을 

매우 강조한다 한국인은 이허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려더의 덕(德) , 구성원틀 

사이의 정(情)과 신바람을 중시한다 셋째， 인간을 양면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ζ 

연간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올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뜰은 분랴되어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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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표출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넷째， 한국인은 경험이나 연륜， 자 

질이나 풍성 등을 모두 갖춘 진인적(全A的) 인간을 지향한다 다섯째， 한국인은 조직과 

사회를 위한 신뢰관계플 강조함으로써 조직구성원플 간의 자발적인 규범확럽과 윤리의식 

을 중시한다‘ 

전통적 사람관리의 철학 맞 이념은 한국적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였다 여기서 한국적 

합리성이란 자본주의정신 또는 프로테스탄티즘에 기반블 둔 서구적 합리성이 아니라 한 

국인의 고유한 정서 및 감성을 바탕으로 한 진통적 합리성을 말한다 즉， 인간은 계산적 

· 도구적 · 물질적인 변에 치우치지 않는 진인격적 · 정서적 · 정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는 것이다 특히 한국적 함리성은 무엿보다도 여유와 융통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합리성과 본질적으로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전통문화가 단절되었다는 논의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Daniel Bell이 말한 탈(뼈)공업사회에서의 문화문제는， 문화가 사회구 

조에서 괴리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예컨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 

틀이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고， 따라서 세대간의 단절， 학문간의 

단절， 전통과의 단젤 등이 심하게 힐어난다 Neil Smelser는 “전통적인 행위규범은 근 

대화플 방해하는 것이므로 근대화플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는 단절론을 주장 

하였다 또한， 전통문화의 단절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일본의 

주도 하에 한반도의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한반도의 전통적인 것은 모두 

한반도의 정체와 미발전읍 가져온 것으로 치부하였고， 이러한 사고를 식민사관으로 체계 

화하였다 이러한 식민사관은 한반도의 지식인둡에게 식민지 시대의 근대식 교육제도를 

통해 전통문화는 패배한 문화， 버려야 할 문화， 개혁되어야 할 문화로 인식하게 하였다 

〔김한초. 1985: 전재호. 1998 재인용〕 하용출은 경제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전통문화 

의 탈피만이 경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박정희와 스탈린의 공통점 

조한다 

을 묘사하떤서 이들 모두 가존의 전통문화의 단철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였음을 강 

특히 박정희는 한국국민의 정서에 갚아 뿌리박힌 농엽정신과 신분의식을 탈피하 

지 않으면 절대 경제발전을 이룩젤 수 없읍을 주장하며， 전통문화의 탈피만이 경제발전 

의 지름길이라는 정책을 시행하였다〔하용출. 2004J 

그러나 한편으로 전통문화가 연속되고 있다는 논의도 있다 푼화는 연속적이다 변증법 

의 발전의 원리에 의하면 모든 사물은 부단히 발전하고 변화한다 문화도 부단히 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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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문화는 항상 연 고 전화한다‘ 그리고 문화는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진화한다 

높은 지향으 좋은 삶과 이상을 섣현하기 위한 더 

아닌 

속적인 역사의 흐픔 속에서 인간이 더 

부단한 보완과 발전에 결코 하나가 소실되고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로나타난다 

이는 사회나 회사나 모두 적용되는 보편척 현상이며 이런 문 근거하여 나타나는 갓이다 

Reinhard Bendix는 ‘진통과 근대는 상호 배타석인 

과거에도 근대적인 요소가 존재하였으며 근대라고 불리는 

요소가 존재한다’면서 연속론을 강조하였다 Bendix의 주장을 따 

속성블 잘 조화시켜야 한다.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다 

화의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르게 되떤， 전통문화와 신문화의 통합과 발전은 한 시대 공존하며 서로 영향을 준다 때 

로는 전통문화가 미덕이 되고 때로는 신문화가 조류가 된다 그렇지만 꼭 어느 하나를 

또한 한 사회에서 한 문화가 주류라고 해서 다른 택하는 양자택일을 강조할 수는 없다 

나아가 과연 어느 주장이 옳은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문화가 주류가 아니라는 법이 없다 

문화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자 ];'_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방식의 개발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전통문화는 단설되었 

다는 주장과 연속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만약， 전풍문화가 단철되였다는 

두 문화가 똑같이 영향을 주면서 사회 진보룹 끌지 

한다는 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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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를 지향하는 관점이라고 불 수 있다면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장이 

한국사회의 댄동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통적 한국사회에서는 실종된 것은 아니다 가치나 행동방식이 완전히 

적 강하게 남아서 전통적 가치의식이나 행동방식이 오늘날까지도 연속되고 있는 부분이 

지 않음을볼수 있다-

3) 이데올로기 논쟁의 종식적 측면 

이러한 2분법적 

논쟁은 자칫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데올로기적 논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기업음 

앞에서 살펴본 2분법적 논쟁은 많은 문제정파 함께 비판올 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방식의 개발방향이 

융통성 없고 시대변화에 개방성을 갖지 못하게 댁기능을 낳을 수 있다 

옹호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의 집합 이데올로기 (ideology) 란 특정 집단에 의하여 

외1 우리가 이 

이데올로기는 득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러한 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해답플 제시하여 준다 즉 

을의미한다 



258 勞f햇뼈f級{究， 저1]1 7권 

정 집단의 구성왼들이 그들 자신이나 그틀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병해 주는 근거 

를 제공해 준다. 또한 이데올로기는 옹호하고 있는 신념 · 태도 · 가치 • 이상 등에 있어서 

선택적이며， 또한 행동이나 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증거의 제시나 논쟁방식에 있어서도 

선택적이다 이데올로기의 대상인 현실은 복잡하지만， 이데올로기는 현실에 대한 직설적 

이고 단순한 견해를 제시하여 준다 이와 동시에 이데올로기는 심도있는 감정적 요소를 포 

함하기 때문에 그 옹호자뜰이 확고부동하고 헌신적인 자세룹 갖도록 해준다[Cavanagh ， 

1984 13-14J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는 특정 집단이 옹호하고 있는 가치 · 신념 또는 추상적이고 현실 

적이지 못한 이상적인 생각 등 여려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데올로 

기를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지고 있는 가치나 이상의 집합， 즉 공유이데올로기 (common 

ideology)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그것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나 목표 및 

이러한 가치나 목표플 실현하기 위한 방법인 수단적 요소들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이 

데올로기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활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교， 그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가치체계를 제공해 준다. 

경영방식의 개발방향과 관련된 사상들은 연속선상의 한 위치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각의 개염은 대립되는 관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공존하는 개념암올 이해할 수 있다 。1

에 따라 우리는 이데올로기에 관한 논쟁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라는 두 대립적인 관점을 

양 축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집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진보주의는 기존의 가치를 보존하기보다 개혁적인 변화를 통해 발천해 나가려는 

가치체계릎 말한다 경영방식의 개발방향과 관련된 진보주의는 한국기업들이 경제효율음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에 한국기업들을 지탱해 주었던 기업경영 패러다임은 낡은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비판 · 단절하고， 글로별 스탠다드라고 하는 새로운 경영방식플 적극 도입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한국기업들은 경제적 효윷논리에 따 

라서 기업경영방식을 바꾸는 것이 한국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쟁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최대의 과제이며 유일한 파제라는 것이다 

둘째， 보수주의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전해져온 가치를 지속적으토 계승 

해 나아가자는 가치체계를 말한다 경영방식의 개발방향과 관련된 보수주의는 기업의 경 

영방식은 그 기업이 속해있는 사회문화적 특성， 득히 전통문화적 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 

되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서 다양한 경영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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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증도주의는 과거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변화갚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한 

다는 가치체계이다 찬정한 증도주의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싱니1직 가치관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반드시 한 단계 높은 방향으로 이릅플 섣득하고 계몽해야 힌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박셰일， 2004J 

넷째， 신보수주의는 보수주의의 폐쇄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변화의 가능성플 열어놓는 

태도틀 취하나 여전히 그 태도의 중심은 파거의 가치에 두는 가치체계릎 란한다 

다섯째. 신진보주의는 기본적으로 변화른 지향하는 태도갚 가지되 과가의 장선도 얀정 

하고자 하는 가치체계블 뜻한다 

위에서 살펴본 이데올로기적 개념은 신념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궁어지거나 설 

대화 되면 다른 이념이나 시대적 · 상황적 변화에 상관없이 자가 이데올로기괄 무조건적 

으로 고집하는 경향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융통성이 없고 시대변화에 개방성을 갖지 못 

하고 멜어붙이기식의 이데올로기는 자기 함정에 빠칠 수 있다는 점이 역기능이라 하겠다 

진보와 보수가 각각의 배치되는 이념으로서 한 사회릎 지배하는 시대는 이재 막을 내 

렸다고 할 수 있다 그 기본적인 개념과 뿌리는 다를지라도， 이념의 갇등이 종식된 현시 

대에서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확연히 갈려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며 영 

향을 주고받는 이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보수주의와 진보주 

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봄으코서 서로 상대적 가치괄 인정하고 적철한 결 

합을 통해서 현대 이데올로기의 논쟁을 해결해 나갚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볼 수 있플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보수와 진보는 서로 상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진리룹이다 사안에 따라 보 

수 쪽 주장을 좀더 중시하여야 할 부분이 있고 반대로 진보 쪽 주장을 좀 더 중시하여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가 서로룹 필요료 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현대 

이데올로기의 논쟁에 있어서는 양자의 대립과 구분은 점차 그 절대적 의미를 잃어 가고 

있고 오직 상대적 가치만이 중요한 기준으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의 진화과정을 보더라도 모든 기업들이 단선적으로 유사한 방식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도 아니며， 전래의 것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보전되는 것도 아니다 말로만이 

데올로기를 내세우는 경영방식의 개별 방향은 그 의미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의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보수와 진보가 주장하는 시장과 국가， 성장과 분배，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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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환경 자유와 평등， 개인과 집단， 세계와 민족， 동맹과 자주， 국정운영의 전문성과 대 

중성 사이의 선태은 상대적 가치 또는 상대적 진리의 문제이고 어느 한편만이 절대적 

진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특히， 적절한 양자의 조합(combinationl을 추구하는 것이 

증요하다 또한 여기서 어떻게 적절한 조합을 찾아내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자신뜰의 문화 전통과 의식， 경제 발전 단계， 시대적 특정 1 다루 

어야 할 정책 과제 등을 감안하여 적섣한 조합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수와진보 

증 한 쪽의 선태이 아니라， 이뜰 간의 적절한 조합을 올바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N. 한국형 경영방식의 개발방향에 대한 구상 

한국형 경영방식의 개발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앞에서 살펴본 2분법적 논쟁은 많은 문 

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제효율논리(보편주의)와 사회문화논리(특수주 

의)라는 2분볍적 논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변서 동시에 각각의 장정올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한국형 경영방식을 개발할 수 있올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 

선 상반되는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올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고 이를 기딴으로 서구기업들의 경영방식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뒤따라가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문화적 가치플 가01하여 서구 선진기업들의 경영방식을 능가할 수 있는 ‘세 

계적이변서도 한국적인’ 경영방식을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통합주의적 관점에 대한 재음미 

통합주의는 문자 그대로 사회현상이나 경영현상윤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 가지만 

을 택할 것이 아니라 양지릎 통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물론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업의 경세 ·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수렴가설이 일정부분 타당성을 갖 

는 반면， 기엽의 사회 · 심리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수럼가설이 경영현상을 이해하는데 

더 적합할 수 있다 통합주의는 수렴가설과 비수렴 가설 증 어느 한쪽의 관점블 취함으 

로써 극단적으로 흐탈 수 있는 문제섣을 가능한 지양하려는 시각이다 

경영학에서의 동합주의적 관점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사회조직 시스템내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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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 ·충성 ·진설과 같은 문화적 요소들이 시장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실용적인 가치륜 

갖고 있다는 것음 인정한다[Arrow ， 1974 참조〕 이처럼 통합주의는 보편주의가 강조하 

는 경제적 요소와 특수주의가 강조하는 문화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근대화의 

과정에서 야기된 불화와 인간소외와 같은 문세접플의 주된 원인이 합리성의 지나친 강조 

였읍을 인식하고 문화적 측면에서 조직구성원뜰의 가치플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서구적 

합리성플 고려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통합주의적 관점은 구체적으로 다음 

과같은장정을지닌다 

첫째， 동합주의적 관점은 기업의 경제적 목표 또는 사회적 목표의 어느 한 쪽에 편중 

되지 않고 양자들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의 발전패턴이 상이함을 인정하고 

경제논리에만 의존한다거나 전통문화만을 고집스럽게 답습하지도 않는다 

둘째， 통합주의적 관점은 상층관계나 갈등플 초래하는 요소틀이 양립한 수 있다는 시 

각을 전제하기 때문에 보편주의와 특수주의라는 대럽적인 시각에서 각각의 강점윤 살리 

고 약점을 제거하며， 특정 관점에서 간과하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 개발하여 융합할 

수있다 

관점은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에서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양자흘 창조 

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모색하는 전략적인 개념이다 

통합주의적 셋째， 

넷째， 통합주의적 관점은 개체와 전체간의 상호관련성과 상호공존공영을 강조하여 임 

기응변적인 단순 절충안이 아니라， 상층관계나 상호갈등을 일으카는 두 가지의 상반된 

대안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융합메커니즘(fusion mechanisml음 활용하는 경영방식플 

만들수있다 

다섯째， 통합주의적 관점은 보편주의와 득수주의의 대립논쟁을 벗어나 새로운 이론음 

탐색 · 개발 · 제시하는 제 3의 패려다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앞서 언급한 보면주의 대 특수주의의 논쟁과같은 

단순한 이분볍적 혹은 대립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였다 즉 보편성만을 주장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고유하고 특이한 현상을 무시하여 반 

복적이고 일반적인 법칙만을 강조한다거나 혹은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문화적 상대 

주의나 편협한 주관주의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갓을 경고한다 이러한 풍합주의는 경제 

효율논라와 사회문화논리의 균형 , 사회경제적 관점과 상황적합이콘의 채텍 1 그리고조화 

논리의 강조라는 측면에서 지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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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효율논리와 사회문화논리의 균형 

(1) 정도경영을 통한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추구 

경제효율논리와 사회문화논리의 균형과 관련된 주장은 경영자가 기업의 경제적 목표의 

달성은 물론 기업과 사회와의 상호의존성을 똑같이 인식하고， 기엽을 포함한 사회 전체 

의 이익을 확대시컴으로써 기업이 속한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는 대 초점을 

둔다 즉， 기업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의 울타리를 넘어서 일반주주， 근로자집단‘ 노동조 

합， 공급자， 지역사회 등 여려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보호 · 증진시컴은 물론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공헌하도록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균형되게 실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의 경영을 정도경영이라 이름붙이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정도경영의 의의를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파 비교하여 설벙하고‘ 정도지향 

적 기업목표를 설정함에 따른 이점을 얄아보기로 한다 오늘날의 기업이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균형되게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목표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목표는 역사적으로 크게 3단계로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Hay & Gray. 1974)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단계인 ‘이윤극대화 경 

영’은 산업화가 시작되는 경제발전의 초기에. 2단계인 ‘수탁경영’은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제발전의 성장기에. 3단계인 생활의 질 경영’은 산업화가 무르익은 경제발 

전의 성숙기에 나타났다 이러한 변천과정올 통해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기업목표가 경 

제적 단일목표에서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포괄하는 다원목표로 발전해 왔응을 

알수있다 

CD 제 1단계 이윤극대화 경영 투명경영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가 또는 기업가 개인의 목표를 기업의 목표로 보려는 전 

통적 이윤 개념으로 인해 기업목표의 본질을 형성하는 이윤극대화 경영이 행해졌다 이 

시기에는 순수하게 사적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로부터 부여된 기업의 기능 

음 다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졌고， 이것은 자유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전체 사회의 이익으 

로 연결된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제 1단계 이윤극대화 경영은 오늘날에서 보면 기엽이 ‘투명경영’을 전제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투명경영의 대표적인 예로는 회계의 투명성을 뜰 수 있다 회계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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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유경영체제플 전문경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1998년 

까지 한국에서는 연걸재무세표4)가 기업회계기준으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우「경영 

자가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나 상호거래를 통해서 회사의 외행을 부풀린다거나 회계조작 

을 할 수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소유경영자의 독단적인 의사견정으로 인하여 땅만한 

기업경영과 소유경영체제의 고착화가 가능했다‘ 이와 같이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떤 외 

부에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의사결정이 더욱 안천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기 

업은 계열분리찰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서 전문경영자릎 육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 

다 그렇게 되면 외부주주나 내부근로자와의 이해관계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표 1 ) 기엄목표의 변화단계와 특성 

구 분 -.'1 ι ν '1 '.'1 ι ι/ • l J 제 3 단계 
1 이윤극대화 경영o 수 탁 경 영 J 생활의 질 경영 

L올멀 L • 둔벙경련 {上← 융란결영 j 정돈결호 
1 나에게 좋은 것은 우리 기업에 좋은 것은 l 사회에 좋은 것은 사회관 u '--- /~ '--- <=1 ()' _ /" '._ 

I .. ~ 우리 사회에도 좋음 l 우리 사회에도 좋응 j 우리 기업에도 좋음 

I 01 윤관 l 극대이윤 l 만족이윤 l 척정이윤 

• 사회적 기대 l 볍률직간대 l 윤리직 기디1 재량적 기대 

1 -타의 권리침해 금지 
l 성실한 조세 납부 _，~'^~，~，~，' ,,_, 1- 적극적 사회공헌활동 

수 단(예) 1 1 ”기업윤리헌장 제정 
-회계의 투명성 .:: I : __ ,v_, '~"u_ ， • 좋넉은 시민으로서의 역할 

1- 소극적 사회직 책임 

자료 Hay & Grah (J 974). p 141 빛 신유근(2001). p 76 수정 

@ 제2단계 수탁경영 윤리경영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규모가 확대되고， 그 결과 기업의 활동범위가 넓어져 기업과 이 

해관계를 잦는 이해관계자집단이 증가함으로써 기업의 복표를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목표 

만으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영자는 주주의 부릎 극대화시 

키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 · 근로자 · 공급자 · 채권자 등 여러 만족이윤의 개념에 기초해 

이해관계자집단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시켜 줄 책임이 있으며， 소유자의 단순한 대리인 

이라기보다 기업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집단들의 이해관계룹 조정하는 수탁자로서 간주 

되는 수탁경영 (trustccship management)이라는 단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재2단계 수탁경영은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기엽이 1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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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경세적 목표의 추구는 기업조직이 윤리적 

인 경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윤 의미한다 즉， 기업의 이윤추구목표릎 궁극적인 

목표로 하되 그러한 목표릎 달성하는 과정이 윤려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는 기업윤리의 실천이 기업생존에 필요한 과정이며， 장기적 이윤추구의 기반이 

만일 어떤 기업이 충분한 이윤을 확보할 만한 여건윤 갖추지도 

못했는디l 사회적 목표를 지나치게 내세운다면 그 기업은 현금 유동성 확보와 같은 정상 

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것이고 결국 이는 기업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플 미칠 것 

따라서 사회적 측면의 고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신뢰와 윤리성을 잃지 않 

도록 경영을 하면서 정저l적 목표플 추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다 

@ 제3단계 생활의 질 경영 정도경영 

현대 산업사회로 발전해 오면서 보다 광범위한 생활의 칠(QL Quality of Lifel 에 

대한 이슈가 크게 대두하고 있다 즉 공정한 기회보장， 소비자주의， 환경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단순한 경제적 차원윤 넘어선 생활의 칠의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적인 경제적 기준만으로는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보다 칠적이며 사회적인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 

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일류기업들은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균형시키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이익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계몽 

된 사적 이익 (enlightened self-interestl 의 관점， 즉 경제적 목표와 함께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균형 있게 추구하는 다윈목표틀 지향하게 되었다. 경제적 목표만큼이나 사회적 목 

표의 증요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경영음 생활의 칠 경영 (quality of life managementl 

이라고도 칭한다 

제3단계 생활의 질 경영은 ‘정도경영’을 의미한다 정도경영은 기엽윤 다원목표플 지년 

설체로 파악하고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틀 동시에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의 기업은 경지l적 생산시스템과 사회적 협동시스템이라는 양면적 속성을 갖지 않 

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마치 동천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업의 

본질을 통해 우리틀은 현대 기업에 대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사회는 기업에 대하여 과거 사회의 요구 또는 기대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여 오던 

것을 넘어서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즉 재량적인 기업행동을 기대하고 았다 오늘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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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 사회적으로 그 권력의 영향력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 

예를 들면， 이익의 사회환원과 같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는 기업행동은 좁더 

적극적 사회공현환동은 반드시 기업이 수행해야만 한다는 경제적 · 벙륜적 · 윤려직 기대 

와 별개이지만 그러한 기업행동이 사회적으포 바람직하다는 차윈에서 사회의 기대가 세 

。rc 기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재량적 기대 (d iscretionary expecta ti on) 에 해당한다 

리적 기대와 마찬가지로 새량적 기대는 당연히 요구되는 기대라기보다논 그렇게 되기블 

희망하는 기대이다[Carro l. 1979)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경제적 기대는 그 절대적 크기변에서 커져 가지만， 

기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는 경제적 

적 · 윤리적 · 재량적 기대플 포항하는 사회직 기대가 산업화가 진잔되면서 더욱 커진다는 

기대에 비해 볍활 찬체 

조
 「

• 

1「。중에서도 기업의 자윤적 의사에 의해 기대의 더욱이 사회적 기대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사회의 발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윤리적 · 재량적 기대의 영역이 커지게 된다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경제적 · 볍룹적 기대보다 윤리작 · 재량적 기대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지는 이유는 사회공중이 기업에 대하여 경제적 · 볍달적 역할은 기본적인 책임영역으로 

전제하고 기업권력에 상응하는 보다 자발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것윤 요구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경향은 예를 들면 컴퓨터 및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잔이나 세계 

화 다원사회화와 같이 사회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게 되면서 기업을 둘러싼 근로자나 노 

소비자， 지역주민 등 기존의 이해관계자집단의 요구가 고차원화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동조합， 

운동과 

같은 새로운 이해관계자 간의 연합적인 사회운동이 출현하거나 활성화되어 가기 때문이다 

갤론적으로 오늘날의 기업은 그 영향력 관계에 있는 여러 대항세력으로서의 이해관계 

등이 연합한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l 환경단체， 

자집단과 새로운 관계룹 정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표의 달성이나 사회적 문제 

경세 ·기술적 생산시 드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정당성을 얻어야만 한다 

동시에 사회 ·심리적 협통시스템으로서의 속성음 지난 기업은 결국 양면적 스템이면서 

물론 중소증견기업의 경우에는 투명경영 또 정도경영읍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땀직하다 

는 윤리경영만으로도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었다고 본 수 있겠으나， 세계적인 초일류기업‘ 

이때 정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도경영을 지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도경영을 통해 얻어진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크기( piel는 투명경영이나 윤리경영 

의 그것보다 훤씬 크게 됨은 볼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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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투명경영 · 윤리경영 정도경영의 개념적 차이 

정도경영 

투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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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목묘 
업적 책임을준수 

세계 초일류기업， 

존경받는 기업 

(2) 정도경영의 이점 

다원목표의 수립을 통한 정도경영은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며. 반기업 정서를 해소시 

킬 수 있으며， 장기적 이윤추구의 기반이 되는 통사에 이해관계자집단의 압력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었다 

CD 지속가능경영의 실현 
기업이 정도경영을 행하게 되면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경영 (CSM: Corporate Substantiality Management) 

이라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은 유엔경제개발위원회 (UNCED)가 발 

표한 “Our Common Future 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보고서는 인구증가， 공업화， 도시화. 사회경 

제의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구환경의 파괴， 자원고갈， 빈곤 문제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 

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 

고 현재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제안했다. 이러 

한 추세에 영향을 받은 기업체들은 1995년 이윤추구의 차원을 넘어 자연환경 보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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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영， 이해관계자의 권익신장， 소외계층의 지원 등 사회 및 환경과 조화하려는 노벽을 

현설화시켜 세계적인 경영조직체인 지속가능발천 세계기엽협의회 (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플 결성하였다 이후 기업플은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작 차 

원의 논의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성과룹 가져오는 현실적인 싶천대안올 모색하기 시작했 

으며， 그 대안으로 채택한 것이 지속가능경영이다〔이재기‘ 2004 참조] 

지속가능경영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세 가지 축(tri plc boltom 

lines) ~ 경제， 환경， 사회 측면에서 기엽이 지속적인 성과릎 내고 궁극적으토 경쟁우위 

를 확보하여 기업의 가치룹 증진시키는 것플 의미한다 즉， 환경자원을 보천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플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책임을 포함하여 경제적인 성과까지 장출할 

수 있는 기업이야말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다는 갓음 만한다〔이재기， 2004 참조〕 

요약해 보면 지속가능경영은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윤 바탕으로 

기업의 모든 경영환동을 지속 가능한 발전음 위한 기회릎 강화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데 

초전음 맞춰 장기적으로 주주의 가치플 창조하는 경영 패러다임이다[Hart ， 2003 참조〕 

@ 반기업 정서의 해소 

정도경영을 하게 되면 반기업 정서플 해소시킬 수 있다 여기서 반기업 정서 (anti

business sentiment) 란 일반 사람뜰이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많은 기업들은 이윤추구를 지상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기 

업목표는 개별 경제발전의 기초플 다지게 하고 경제발전은 불론 국민경제틀 질적 · 양적 

으로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대규모화， 복잡화되어 가는 사회 

는 기업의 국민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향상에도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애 따라 일반 사람들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었다 

반기업 정서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그 구체적인 원인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역시 반기업 정서는 나타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04) 선 

진국에서의 반기업 정서는 세계화와 이에 따른 기업 간 경쟁의 심화과정에서 조짐이 일 

부 나타났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NGO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환경 및 사회 문세에 대한 

요구가 절적 ·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반기업 정서가 표출되게 되었다 이러한 반기업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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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은 주로 고용 및 환경 문제에 기인한다 즉，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충족되 

지 않을 때 발생한다 예플 들어 사회주의작 성향이 강한 북유럼 국가의 경우 공장 재배 

치， 해외로부터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큰 이슈이며 노조가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NGO의 경 우도 주로 환경오염이나 얀권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밖에 기업의 불법행위 스캔틀에 의한 부정적 이마지 등도 반기업 정서가 나타나는 데 

영향음 끼쳤다 따라서 기업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당하고 모범적인 경영플 함으로 

써 사회적인 정당성블 확보해야 할 펼요가 생기는 것이다 

@，상기적 이윤추구의 기반 

기업의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 간의 관계룹 일릎적으로 규정짓기는 어렵다 때로 

는 기업이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경제적 목표플 추구하는 것과 상충되기도 하지 

만. 때로는 조화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관접에서 볼 때 기업의 경제적 목표와 

사회석 목표는 마치 서로 상충되는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양자 간 

의 상충 관계적 성격을 이유로 많은 실무경영자틀이 경제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대안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 목표플 고려하지 않은 경제적 목표의 추구는 결과적으 

로 사회적 정당성의 문제보 인해 본래의 경제적 복표조차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예를 플어， 경제적 목표룹 탈성하기 위해 기업이 소비자나 공급자， 또는 노동조합과 같은 

이해관계자집단의 협력을 긴밀히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이 경영활동에 중요 

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업에 대한 정당성 인식의 결여는 안정적인 제품생산플 위 

협 õ~는 지윈 또는 협력행동의 감소를 초래하기도 한다 장기적인 전망에서 본다면 현대 기 

업이 사회적 목표를 수행하면 결과적으로 경제적 목표의 달성에 기여히는 효과가 있다 물 

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려한 행동의 대가로 판매량의 증대나 이윤증대와 같은 어떤 가시 

적이고 측정 가능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럽다 그러나 장기적얀 관점에서도 이러한 걸과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행동은 

그 기업의 사회적 평판이나 이미지 제고， 소비자흘 포함한 이해관계자집단의 만족증대， 이 

해관계자집단과의 관계개선 등 장기적 기업이익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구성원의 사기증대‘ 투자자의 유치， 능력 있는 신입사워의 채용 등의 효과플 

기대할 수 있다lFrederπk et a1.. 1988: Murray & Montanari , 1986J ‘ 이와 같이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플의 이해를 균형지게 하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의 이익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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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이악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계몽된 사적 이 

익’ (enlightened self-interest) 이라 지칭하기도 한다[Keim. 1978 참조〕 

@ 이해관계자집단 압력의 사전예방 

기업이 사회적 목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크게 허물될 것이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 

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표와 관련된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 

다 오늘날 기업이 시장기능의 효융성의 차원을 넘어서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경제적 목 

표만을 강조하는 경우， 공익의 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윤 보호하기 위한 정 

부의 시장개입 또는 기업규제른 촉발하게 된다[Wood. 1990J. 정부의 규제는 기업경영 

에 매 우 큰 비용을 부담시키고 의사결정의 자율성이나 융통성을 제한하며， 더 나아가 시 

장의 자유경쟁 메커니즘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정부의 시장개입 또는 규제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으며， 그 결과 기업의 자율성은 불론 자율적 시장기능음 회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려한 이해관계자집단의 요구와 압력은 이제 간과하기 힘든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를 

무시했을 경우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줌은 물콘 각종 이해관계자단체의 반기업 운동이 

나 불매운동 같은 것으로 인해 기업의 존속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이 이런 압력에 대해 마지못해 순응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사전에 주도적으로 사 

회적 목표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들이 행하는 소액주주운동이나 소비자단체의 운동， 

혹은 환경보호단체들의 운동 등은 과거와 같이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만 

기업에 항의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기업의 사회적 목표의 수행을 강력히 요구하 

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들이 NGO의 형태로 조직화되어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였다 따라서 이를 무시한 기업의 활 

동이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을 사전에 고려하여 기 

업의 사회적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 경영자의 사회적 리더십 제고 

기업이 정도경영을 하게 되변 경영자의 사회적 리더심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 

다. Hilton과 Gibbons는 그들의 저서인 Good Business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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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책임은 단지 여정에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일 뿐이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선진기업들은 이미 사회적 

책임을 비즈니스의 기본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 

업 내 · 외부로부터 저항에 부딪치게 되지만 이행한다고 해서 이윤을 높일 수 있는 기회 

를 보장할 수는 없는 위생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면，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Hilton & Gibbons , 2005J. 

사회적 리더십이란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기엽의 처1철을 바꾸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을 이용하여 세상을 바꾸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발전적인 과정이며， 기업이 진실로 책임감 었다는 사살을 세상 

사람틀에게 확신시키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기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 

을 다하는 활동을 열심히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중은 기업이 자선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좋은 사례만 끄집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사회적 리 

더십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소비자의 직접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도 

움플 받을수 있다‘ 

사회적 랴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업정책에 부합하는 사회적 변화를 실현하기 위 

해서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정책이 환경문제에 대 

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기업만 그 책임을 지려 하지 말고 소비자들도 환경문제에 대 

해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유업체의 경우 보다 환경친화적인 자 

동차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거나， 소비자틀이 주유할 때마다 자전거 

혹은 버스 · 기차표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나누어 줄 수도 있다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역시， 가능하다면 휘발유플 적게 쓰는 것이 최선이고 차선책으로 휘발유가 필요 

하다면 자사의 제품을 선택해 달라는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기업이 환경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LG주간경제， 760호， 2003 ‘ 12.31J. 

2) 통합주의적 관점의 지지근거 

(1) 사회경제적 관점으로부터의 시사점 

경제효윷논리는 보편주의적 관점으로부터， 사회문화논리는 특수주의적 관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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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sociocconomic view)과 주장은 사회경제적 파생된 것이라고 본다면 통합주의적 

사회경제적 관점이란 사회와 경처1흘 동일체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딸 할 수 있다 

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제와 사회가 상호 긴맏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이들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 관정이다 

이러한 관점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사회문제의 해걷에 대한 

문제의식으로서 등장한 시기인 20세기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쓸 들어. WCbCI 

는 1904년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인간사회릎 경제현상으로만 보 

직업윤리가 근대자본주의의 형성에 

인이 되었던가를 실증적인 사례를 들어 해명하고 있다 

얼마나 중요한 요 는 것을 배격하고 프로테스탄트의 

그는 근대 자본주의 문화의 특질 

을 합리성으로 보았다‘ 인간사회는 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복잡한 제도 · 조직 · 문화 등으 

로 이루어지며 경제와 사회가 상호 긴멜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다1서 경제와 사회칠 종합 

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Webcr. 1995 참조〕 

20세기 중엽 이후에 사회경제적 관점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는데， 과거의 경제적인 현 

싱만을 연구하는 것을 단순히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과 극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Postan은 논문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역사적 방법”에서 사회상황의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고 사회적 제 원인의 작용을 밝혀낼 수 있는 해당음 얻플 수 있다 

확산되었다 

고 주장하며， 농촌사회를 연구함으로써 인구의 성장에 의한 경제적 변동을 논증할 수 있 

보편성을발 그리고 경제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윤 연구함으로써 다고 주장한다 

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Postan. 1939 잠조〕 

1948년의 저서인 「산업혁명」에서 “산업혁명은 하나의 기간에 일어난 

운동으로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산업혁명을 ‘경제적 과정의 

Ashton은 그의 

일이 아니고 하나의 

특정으로 보았다[Ashton. 

예를 

및 사상적 

1948 참조〕 학자들은 전점 사회경제적 관점으로 연구주제의 영역을 확장해 왔다 

들어. Davis와 0’Boyle은 모든 인간들은 동시에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존재라는 인간의 

특정’으로만 보지 않고 한 시대의 사회적 · 경제적 

본성음 가정하는 인간의 원리 (philosophy of personalism) 관점음 채택하여 이중적 

OBoyle. & 있다[Davis 고
 

루
 

1 다
 

t 。

。 g개입문제 정부의 문제， 직업의 문제， 빈곤의 

즉 그들은 인간을 경제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고객으로서， 그리고 1994J 

‘기업권력이 

주정하는 ‘소유 

권려를 가진 존재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고객과 원재료 공급업자로부터 합법화’되는 연구와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도먹적 노통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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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자유’의 가치가 이제는 지식과 행동’의 가치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정치적 · 

경제적 제도화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확장되었다[Stanfield. 1995 참조〕 신고전파 경제 

학은 순수한 경제적 접근법으로서 이러한 접근볍은 사회적 진공상태를 가정하여 사회현 

상을 다루기 때문에 이익창출은 오로지 합리적 요인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지만， 

사회경제적 관점에서는 현실사회를 반영하여 무수한 합리적， 비합리적 요소를 감안하기 

때문에 사회적 행동으로서의 이익창출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Zafirovski. 1999: 47-83 J. 

사회경제적 관점은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쳐 발전해왔다 즉， 사회경제적 관점을 기업의 

경영방식에 적용하변 경제적인 측면에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연계한 사회경제적 관점은 한 

국형 기업경영방식의 개발방향의 근저를 이루게 되는 통합주의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상황적힘이론올 통한 실증연구 

상황적합이론은 1960년대 조직의 개방체계적 접근이 사회과학영역에 도입되기 시작하 

면서 발천된 조직이콘이다 이 이론은 적절한 조직의 경영방식의 설계는 환경의 불확설 

성이나 불안정성과 같은 일련의 상황요인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황적합이론의 기본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체계로서의 특성플 갖는 조직은 유 

효성을 내는 데 단 한 가지만의 최선의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았다고 본다 둘째， 동일한 방식으로 경영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유효성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여러 방식이 존재할 수 

가장 적함한 최적의 

최선의 경영방식은 

있지만 상황에 

주장한다 셋째， 

방식이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조직과 관련한 경영환경의 특성에 의존한다는 것이 

다‘ 즉 조직은 이러한 상황요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성과흘 

내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한다는 것이 상황적합이론의 기본관점이다〔신유근. 1999 재 

인용〕 

이와 같이 상황적합이론은 경영방식의 개발방향으로서의 통합주의적 접근방식과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의 상황요인을 중시한다 이러한 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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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요인으로서 기업경영자자가 경영방식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으로는 법률， 규 

제， 시장의 특성， 이해관계자의 요구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과 언어， 진통， 가치 문화적 

상정 등과 같은 문화적 환경이 있다 사회문화를 환경변수로 연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거시적 사회문화를 독립변수로 조직의 구조， 과정 빛 관행틀을 종속변수로 삼는다 ;ζ 

• 1 

사회문화환경이 조직에 어떤 영향윤 주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면에서 실증연구의 가능성이 있다〔신유근， 1999 재인용〕 

하나는 사회문화가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조직문 

화가 다시 조직의 구조나 과정 등과 같은 조직특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경우에는 연구자들이 반드시 사회문화를 직접적으로 조사하지 않아도 대선 조직문화흘 

심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조직특성에 대한 영향력을 연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국가나 문화권에 속한 조직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에만 

적용된다 다른 하나는 조직문화륜 조직의 구조나 과정변수들과 동등한 위치의 종속변수 

로 생각하고 사회문화를 이들 조직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림변수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연구자들이 반드시 사회문화를 직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문 

화가 조직문화를 매개하지 않고서도 조직의 구조나 과정과 같은 특성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신유근， 1999 재인용J. 

(3) 경영방식의 개발과정에서 조화논리의 강조 

통합주의는 조화논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조화논리는 둘 이상의 대립되는 이론 

및 관점이나 학설에서 각 장접을 취하여 조화시키는 주의， 혹은 여러 가지 사상에서 진 

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결합하여 학설을 구성하려는 사상의 경향을 말한다- 다시 말해， 

갈등을 유발시키는 대립적인 시각이나 관점 혹은 이론적 논리를 양측의 중간영역에서 찾 

거나， 한 측의 일방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을 지양하려는 시각이다- 이러한 조화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주장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변증법과 패러독스 경영 

변증법적 논리는 통합주의가 지향하는 조화논리를 지지한다고 올 수 있다 변증법적 

논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시간에 따라 발전해 나가 

는 과정에서 어느 한 측과 이에 모순되는 다른 한 측간의 대럽적 관계를 극복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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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이나 현상으로 양질전환을 한다는 철학적 세계관을 말한다 여기서 한 측을 정(正) 

이라 하고 다른 측을 반(反)이라 하며， 양자의 모순관계를 극복한 새로운 모습을 합(合) 

이라고 한다 이러한 변증볍적 논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동합주의에서 강조 

하는 지양(止揚)의 개념이다 변증법적 지양이란 일반적으로는 사물에 관한 모순이나 대 

럽을， 부정을 매개로 하여 고차적인 단계에서 통일하는 것 즉 통합올 가리킨다 변증법 

적 지양은 ‘부정하다’， ‘보존하다’라는 긍정 ·부정의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Hege!은 부정과 보존을 더 나은 것을 생성(통합)하기 위한 변증법적 발전과정으로 설병 

하였다 

이러한 개념적인 인식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조화논리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함 수 있 

다 Hege!이 말하는 개념적 인식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하나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긍정한다 그라고 그 입장에 대해 김이 반성함에 따라， 그 입장이 내 

포하고 있는 모순을 자각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의 규정으 

로 사물을 파악하려고 할 때， 당연히 사물 안에는 그 규정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것， 

따라서 이 규정과 모순되는 다른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블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입장의 모순을 파악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고려된 하나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서로 모순되는 다른 규정된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보다 고차원적인 입 

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패러독스 경영 (paradox management)도 서로 모순 

되거나 상충되는 개념 • 원리 목적 등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시쳐 최적의 성과를 달성하 

고자 하기 때문에 조화논리를 강조한다고 할 수 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전통 

문화의 계승과 세계화의 추진’ 또는 ‘경제효율과 사회형평’과 같은 수많은 패러독스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들은 언뜻 보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병제 중에서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세계찰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가칠 수 있다 11) 이러한 패러독스적 관점을 기업경영에도 적용해 볼 수 있 

다(Miller. 1990: Handy. 1994: Naisbitt. 1994: 정명호. 1997: 윤세준 · 김상표， 

11) 패러독스 경영이란 양자택일식 경영을 지양하고 모순되는 요소릎 함께 추구하는 경영， 일관생보다 
는 역설적인 요안을 공존시키는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패러독스 경영은 상충되는 요소 
를 동시에 추구하여 상승의 효과릎 이끌어내려는 경영에 대한 새로운 판정 , 혹은 사고방식이다〔정 
영호 1997: p.7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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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12) 

가치관에 의해 형성된 사불 

소위 정힘이라는 렌 

근본원인은 과거의 경험 , 

에 대한 인식구조 즉， 고정관념을 타파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한다 

패러독스 경영에 따르면 실패의 

문제 제기나 새 그라고 타인의 즈로 모든 경영현상음 보고 해석하려 하는 경직된 사고‘ 

이 같은 경작된 로운 시각을 무시하는 자기 방어적 관행둡에 근본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평게 되면 급변 성공방식을 과신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만뜰며， 사고나 관념은 과거의 

종국에는 개발을 소홀히 하게 되고， 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틀의 

따라서 기업이 파거 또는 현재의 성공 요인음 발판 

으로 쇠퇴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영속 기업으로서 지속적으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직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 

고객과 유리되어 볼락한다는 것이다 

다〔정범구 · 한창수. 1990) 

ø W. Ouchi의 “Z01 론” 

Ouchi가 제시한 Z형 경영방식도 통합주의 또는 조화논리를 지지하는 관점이라 할 수 

의사결정을 하며， 속한 미국에서는 경영자가 개인적 서양문화권에 그에 따르면， 있다 

7-
T 책임소재가 개인에게 공식적인 절차를 명문화하여 구성원들의 행동방식을 통제하고，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영방식인 A타입(미국식)이 주로 나타난 어지며， 사람보다 사울에 

공식 속하는 일본에서는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반면 동양문화권에 다고 하였다 

암묵적이고 비공식적인 규범으로 행동방식음 통제하고， 않으며 적인 절차를 명문화하지 

책임소재가 집단에게 주어지며， 사물보다 사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영방식인 J 

그리고 그는 이러한 575 잠조〕 타입(일본식)이 나타난다고 하였다(Luthans. 1992 

문화를 아우르는 가장 바람직 A타입과 J타입을 결합한 Z형 경영방식이야말로 동서양의 

고용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Z형 경영방식은 장기적인 한 경영방식이라고 제시하였다， 

포괄적인 업무능력을 갖도록 또한 승진 속도를 완만하게 하고， 평가하며， 그에 따라서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통제를 하고， 제도와 비공식적 ~.t: -51- 그lλ] ;져 
나→~ 0 --, ï 직무순환을 강조한다 

12) 윤세준과 김상표는 상호모순적으로 보이는 가치 목표， 천략 관리방침 등을 동시에 추구하지 않고 
는 기엽이 생존할 수 없다고 한다 즉 모순적 요소틀이 한 체거1 내에서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하 
는 폐러뜩스 경영 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인적자원판리 측띤에서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시장 유형 관료제 유형， 가족 유헝의 세 가지 관리방식 모두가 조직 내에 공존할 때 조직의 효율 
성과 혁신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싣증연구를 통해 밝혀냈다〔윤세준 · 김상표. 200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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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 합의적 의사결정을 하며， 구성원 개인이 최종 책임을 분담하도록 한다 즉 A 타 

입과 J 타입의 조화와 융합을 통한 더욱 진일보되고 새로운 Z 타엽의 경영을 통해 더욱 

높은 경영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Ouchi ， 1981 참조〕 

〈표 2) W Ouchi의 Theorv Z 

구분 A 타업 J 타업 Z 타입 

고용계약의 성격 단기고용 종신고용 장기고용 

평가및 승진속도 빠릅 L림 완만함 

과엽의 성격 전문화，분절화 포괄적 포괄적 업무능력과 순환근무제 

경영풍제방식 명시적，공식적 암묵적，비공식적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 

메커니즘의 결합 

의사결정 개인적 의사결정 합의적 의사결정 침여적， 합의적 의사결정 

책임과권한 개인적 책임 집단적 책임 개인의 종국적 책임분담 

자료 Ouchi & Yager , 1978: pp.305-314 

(3) A. Giddens의 “제 3의 길” 

조화논리와 맥락을 같이하는 또 다른 주장으로서， Giddens의 제 3의 길’ (The Third 

Way)을 들 수 있다 Giddens는 ‘국가실패’와 ‘시장설패’를 넘어 국가와 시장의 순기능 

만을 결합시킨 중도노선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각각의 순기능은 시장을 감독 

하고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시장에 대한 감독기능은 시장의 공정성을 도모하 

는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 기초적인 복지체제의 완비를 통해 국민통합을 강화하고， 교육 

서비스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시장기능에 대한 보완을 해나갈 수 있다는 논의이다 Giddens가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임에 반해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를 념 

어 새롭게 제시하는 사회정책은 ‘적극적 복지’ (positive welfare)로 간주하고 적극적 복 

지는 자율성과 개인적 집단적 책임을 결함시킬 것을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의 논리를 따르면 고령화， 가족， 성， 노동 등 각 제도적 영역은 곧 생활정치의 실현의 

장이 된다[Giddens ， 1999 재인용J. 

Blair 영국총리가 말했듯 사상이 없는 정치는 불모이며 가치가 없는 사상은 허약하다 

Giddens와 Blair의 만남은 사상이 뒷받침되는 정치， 가치를 추구하는 사상의 한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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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클린턴의 집 

권을 시작으로 영국 블레어， 독일 슈뢰더 정권의 수립은 20세기 후반 구미 정치사를 지 

온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념의 등장을 얄렸다 그리고 배해 

자유와 평등， 시장과 국가， 개인과 공동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균행과 조화플 득정 

으로 하는 ‘제 3의 길’을 이콘화하고 전파하는 데 

부상이라는 ‘쌍퉁이 혁명’에 세계화와 지식경제의 

Giddens의 

대응하면서 

역할이 컸다 Giddens는 

사회정의·연대·평등·공 

생이라는 전통적 좌파 가치와 이상을 실현하는 길은 제3의 길’뿐이며，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정치적 

Giddens의 

의제의 õlL，서_Q_ 
--'0 준프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조선일보， 

주장은 현재 글로별 스탠다드흘 따르면서 동시에 우리의 

2002J 이러한 

문화적 장점을 유 

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재 3의 길이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조화논리를 지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로 포스트모더니즙(post-modernism)을 틀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서양과 그 밖의 것이라는 분리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따라서 

기존의 서양사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체계로 여겨졌던 동양사상을 다시 살펴보기에 이르 

게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합리성 대신 비합리성， 인과성 대신 비 

예측 필연성 대신 우연성， 통일성 대신 득이성， 약분성 대신 비약분성， 총체적 인과성， 

결합 대신 국부적 결함을 강조하는 사상적 경향 또는 태도， 인간정신에 대한 견해이며 

사물 및 현상을 파악하는 한 관점이다[Gittin. 1988J13) 포스트모더니즘은 무정형 · 무 

정부주의적 요소들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그 내면에는 통합적 감각을 찾아내려는 욕구가 

숨겨져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논리적 발전이며 계승인 동시에 모더니즘에 

이러한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 대한 비판적 반작용이며 지식적 단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은 이것이나 저것이냐의 선택적 관점이 아닌 둘 모두를 포용하려는 관점에서 。 1해된다 

〔백낙청. 1988J 

포스트모더니즘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권위주의적인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갓 

13)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예술 건축 · 문학 • 천학 - 인퓨학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t져 1 
세계를 보는 관집에서의 차이나 연구방볍론 측면에서의 차이 등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 
지만， 여기서는 동 · 서양 사상의 통합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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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서구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직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틀 예릎 들어， 

유태인 대량학살， 히로시마 원폭투하， 생태계파괴， 핵전쟁위협 등 인간성을 위협하는 이 

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서구인들은 헬레니즘 철학자들이 구축한 서구세계의 지적 인식 틀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합리주의 이성론에 대한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 이후에 계속 

된 사회문화적인 변화 역시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켰으며 오늘날 흔히 이야기되 

는 후기 산업사회， 정보화시대， 대중소비사회라는 용어들은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다각 

적으로 표현한 것듣이다 심지어 이러한 서구의 이성을 강조하는 합리주의는 비서구적인 

것을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프랑스의 철학자 J acques Derrida는 

서구 모더니티 (합리성)의 특정을 이성중섬주의(logocentrism)로 기술하였다 즉， 서구 

정신은 이성에 의한 비이성의 지배가 모더니티의 근본적 특정이라는 것이다[Llewelyn ， 

1990 재인용〕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사회에서의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0<1-

'" 
고있던 기계론적인 세계관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부인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기능만을 

중요시하는 기계적인 것보다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였으며， 그것 

을 위한 철학적 · 사회적 움직임을 통틀어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한다‘ 

오늘날 서구의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은 동양사상에 대한 관섬으로 이어지고 있 

다 동양적 사고의 가장 중요한 강점은 주체와 타자의 분리흘 병확히 하지 않고 주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타자가 개입되어 있음을， 타자의 구성에 주체가 개업되어 있음을 인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과 연간의 합일‘ 남녀의 조화 등에 대한 생각은 바로 이 양 

극의 구분 자체를 허불고자 하는 데 그 핵섬이 있다‘ 서구식 문명의 전세계화가 낳은 제 

국주의적 지배와 사회적 갈등， 자연 파괴 등의 문제에 직연한 서구는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한 대안으로 점차 이러한 동양적 전통사고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이션 

미， 2001J ,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으로부터 서구의 도구적 · 기계적 합리성과 동양적 합 

리성의 장점플 취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2 통합주의가 지향하는 바 

통합주의는 기업의 경영방식을 개발하는데 있어 제도의 사회적 정당성과 경제적 효율 

성을 획득하는 데 그 지향성을 갖는다 특히 경영방식의 사회적 정당성과 관련된 주요한 

이론이 바로 제도화 이론이다‘ 다음에서는 제도화이론이 무엇인지 그 일반적 의의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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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제도화이룬을 한국형 경영망식의 개받방향과 관떤하여 어떻게 재해석할 펴보고， 

것인지에 대해 말아보기로 한다 

1) 재도화이판의 일빈석 의미 

가진다는 조직이 세도적인 환갱과의 관런성)을 제도화이 콘(institutional theory) 은 

제도화이분이 등장하기 이전에 조직올 섣명하기 위한 많은 이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자체로서 합리적이거나 가정 효율석인 망식으보 말전해 나간다는 것음 S _Q__ ~ζ 71 ,,1 
i으[→ L→ '1 ~ I 

혹은 환경이라는 요소룹 가정한다 하더라도 과엽 또는 기숨작 환경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도화이판은 조 왔다 집증되어 (task or technical environment)에민 거의 

직을 둘러싼 환경을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 (institutional ('Dvironment)으표 구분 

1977: Rowan and 추가시 켰다[Meyer 

환경은 자원과 기숨식 

차윈을 대한 새로운 조직환경에 함으로써 

노하우플 통해서 경 여기서 기술적 198.3) Scott and Mcycr. 

제적 효율성의 제고에 초심을 두는 반면에， 제도적 환경은 개번 조직들이 그뜰이 수행하 

는 활동에 대한 지윈과 정딩성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사회적 지식과 문화 

적 규칙시스템의 증요성에 관심을 둔다[Scott. 1995J 

제도화이론에서 철서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사고나 행동에서 

의무나 과정의 실체 또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제약 

규
 

제도(institutionl 란 “특정한 상태나 속성윤 담고 있는 사회적 

1991 J 또는 패턴”을 의미한다[J epperson. 

칙과 같은 지위를 얻는 사회적 

국가기관의 

사회체제를 지배하는 규범을 말한다[Mevcr 

따라서 제도는 사회적 실제플 구성하는 과정의 산출물로서 이해할 수 

1977: Rowan. 

규칙이나 절차， 

& 

행정적·법적·규제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서， 

조-λ4 
「 。‘

하는 구조적 

조직화된 

Z ucker. 198 .3 J 

특정한 방식으로 그 일을 

형성되는 역사성과 미라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유된 역사 속에서 

정의된 행동방식을 고정시킴으로써 인간행동을 규제한다는 전에서 

특정한 유형의 인간들이 특정한 상황 하에서 있다는 전에서 

통제의 의미틀 내포 

하고 있다 

n:: 츠 J_, 운영방식 ;z. 71 이 
--'- 1-1 본때 제도에 대한 위와 같은 일반적인 정의와 개념에 비추어 

경영제도란 기업조직에서 공식화된 규정， 규제절차 그러고 확립된 행동관행을 포함한 일 

이러한 경영제도는 기업의 구성원틀에게 책임감을 부여함 

또한경영제 

반적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음 사회화시켜 이틀이 꼭표로 해야 할 것을 제시한다 



역할도 도는 조직구성원뜰의 활동을 안내하며 정체성을 유지하는 복합적인 전체호서의 

*m:~찌{자}F% ， 저117권 280 

상 

수행한다 

경영방식은 제도화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란 “특정 

태나 속성을 담고 있는 사회적 칠서나 패턴， 즉 제도플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올 수 있 

그는 조직이 제 논의한 제도와 관련시켜 제도화룹 설명한다 Jcppcrson은 앞에서 다 

즉각적인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때 통제란 즉 어떤 침서나 패턴으효부터의 이탈시 도 

J 사회적으로 구축된 (socially constructed) 일련의 처별에 의한 규제보 볼 수 있다 

이라한 제도화의 개념 1991 J 러한 질서나 패턴은 “제도화되었다”고 본다LJcpperson ， 

Selznick은 제도화를 “과업의 기술적 요구흘 초 정의는 여러 학자뜰에 의해 시도되었다 

윌하여 가치를 주입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Berger와 Luckmann은 “실체가 사회적 

의무， 또는 환통 Meyer와 Rowan은 “사회 적 과정 , 으로 구축되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이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법칙과 같은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과정”으로 정의하 

당연한 발전되고 정당화되어 Zucker는 제도화를 “조직의 관행이나 패턴들이 고 있다 

흐름에 따라 결국에 가서는 거부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시간이 

DiMaggio와 Powell은 제도화를 “제도적 힘에 순응하고자 표준이 되는 규칙과 패 

턴틀을 조직들에 확산시키는 과정”으로 보았다〔신유근， 1999 재얀용〕 

이상과 같은 제도화에 대한 다양한 개염정의에도 불구하고 이플 간에는 공통점이 발견 

즉， 제도화란 객관적인 실체뜰 뛰어넘어 가치가 부여되는 과정으로서， 그 결과 유 

있다 

된다 

이때 제도화되는 1990J 된다는 것이다[Burkhardt. 패턴을 형성하게 사성과 안정적 

합리적인 위계를 갖는 관료조직들 간에도 정도는 조직들마다 매우 다양한데， 예를 들어 

결국 제도화이론은 조직이 그를 둘 

러싼 제도적 환경이 요구하는 가치나 또는 제도적 방식뜰에 대해 순응 · 척응함으로서 사 

회적 정당성 (social legitimacy) 14)을 획득하여 지속적인 생존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역사에 따라 제도화된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조직의 

데 초점윤 둔다 즉 조직은 제도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공식적인 구조 또는 시스템을 

변화시카고 외부적 평가기준올 채택하거나 조직과 사회환경간의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 

& 것이다[Myer 형성시킨다는 내에 제도를 조직 느
 
」하

 씁
 

가치나 관행에 해 제도적 

이 과정에서 조직은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을 위해 조직 

14) 사회적 정당성이란 전채사회 속에서 기엽존재 자시1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비풋하여 기업이 행하는 

권력 빛 권한의 소유 및 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의미한다{선유근‘ 2001J 

1977: Scott. 1987J Ro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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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구해 온 애초의 합리적인 경제적 목표를 희생시키기도 한다 15) 이와 같은 제도화 

이론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제도적환경 

〈그림 2> 제도화이론의 개념 

조직의 순응· 적응 | 

J "틴깅 ’ :>ol닫I<j 
/、 r~껴 :....:; é::3 a'ö 

제도로서의 조직 

제도화이론은 제도적 요소의 원천에 따라 “제도로서의 환경"(environment as 

institutionl과 “제도로서의 조직 (organization as institutionl 이라는 두 가지 관점 

으로 구분할 수 있다[Zucker. 1987J 이때 재도로서의 환경’은 제도적 요소의 원천을 

조직외부 환경에서 찾는 반면에 ‘제도로서의 조직’은 제도적 요소의 원천을 조직내부에서 

찾는 경우이다 그러나 어떠한 관짐을 취하든지 제도화된 관행이나 패턴은 외재적 

(extcrior 1 이며， 또한 객관적 · 비인격적 (obj ecti ve/nonpersonal 1 이라는 두 가지 공통 

된 특성을 갖는다[Zucker. 1977J ‘ 즉， 제도화된 관행이나 패턴은 법칙과도 같은 사회 

적 사설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외재적‘ 속성을 가지며， 특정 행동이나 인물， 

상황과는 무관한 것이 된다는 점에서 ‘객관적 · 비인격적 속성음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제도화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은 많은 차이점을 갖는데 이 

는 다음과 같다 

“제도로서의 환경”을 강조하는 관점은 Meyer와 Rowan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들은 조직의 구조와 과정에 외부의 제도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올 다루고 있다 

[Bluedorn. Johnson. Cartwright. and Barringer. 1994J 여기에서는 특히 조직 

이 제도적 요인들에 대해 구조통일화되는 메커니즘에 관섬쓸 가지는데， 이에 관한 대표 

15) 함리적 선택이론의 관점들은 인간이 완전정보와 합리성을 갖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 
택한다는 가정들을 갖고 있다 기업의 조직구조나 경영방식의 선택은 의도적이고 합려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제도론(특히 신제도론)은 기업이 기술적 효율성뿐 아니라 
생존블 위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공동석인 가치， 인 

지 그려고 규뱀 등의 문화적 요소도 또한 강조한다[Meyer & Rowan. 197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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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연구로서 DiMaggio와 Powell의 구조동일화 과정 16) 에 관한 유형화 연구를 들 수 

있다[DiMaggio & Powell. 1983J 

제도로서의 환경을 보는 관점에서는 제도적 압력을 형성하는 요소털이 조직의 외부에 

서 생성되며， 이들에 의해서 조직변화가 야기된다고 봄으로써 제도화의 원천을 조직 자 

체보다는 조직을 물러싼 외부환경으로 본다. DiMaggio와 Powell은 제도화뜰 이룩하는 

데 았어서 특히 국가와 전문가집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편 조직이 외부의 제도적 압 

력에 직면할 때， 조직은 조직내 활동들 간의 결속관계를 느슨화시킴으로써 (decoupling) 

그들의 핵선기술을 보호하려 하지만， 그 결과 조직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다[Meyer 

and Rowan. 1977; Weick. 1976; Selznick. 1949J 

이상에서와 같이 환경이 제도로서 인식되어질 때， 주요 관심사는 국가나 주정부 같은 

제도적 원천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적 사섣들이 어떻게 조직수준에서 재생산되는지에 모 

아진다 그러므로 이때의 제도화과정은 정부의 규제나 법적인 제약조건과 같은 강압적 

압력에 대한 조직의 순응과정을 의미하며， 이것은 DiMaggio와 Powcll이 제시한 강압 

적 구조동일화 과정을 따른다 조직의 외부에서 생성된 사실들을 조직이 채택한 결과 

(즉， 제도적 환경에 대한 조직의 순응결과) . 조직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자원의 흐름이 

증가됨으로써 조직의 생존가능성과 정당성은 확보되지만 핵심기술로부터의 이탈과 효율 

성의 하락을 맞이하게 된다[Aldrich. 1992J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제도화과정은 국가권력의 성장을 통한 합리화과정을 통 

해 일어나며 이때의 제도화과정은 제약적이며 체계적으로 일어난다‘ 둘째， 제도는 일반 

적으로 국가와 관련되며 언제나 조직의 외부에 존재한다 셋째， 제도화의 결과 과업과 

관련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위와는 탈리 ‘조직을 제도로 보는 관점”은 국가와 같은 외 

부의 강압적 영향요인에 의해서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거부한다. 대신 제도화는 

유사한 다른 조직들의 모방이나， 조직들 간의 연결망， 또는 조직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 

다는 입장을 취한다[Zucker. 1977. 1983; Tolbert and Zucker. 1983; Tolbert. 

1985l. 

16) 제도화이론에 의하면 유사한 제도적 환경에서 활동하는 조직들은 동일한 구조적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를 제도적 구조동일성 (institutional isomorphism)이라고 한다[Brown. 1983: DiMaggio & 
Powell. 1983J 즉 유사한 제도적 압력이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조직들은 상호조정을 통해 서 
로 유사한 행동과 구조룹 취한다는 것이다[Clark & Estes. 1992J 이와 같은 제도적 구조통일 
성을 통해서 조직은 지속척인 생존과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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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섣 새로운 행동이나 관행에 관한 제도화룹 이룩하는데 있어서 조직은 중요한 원천이 

된다 왜냐하면 조직 내 제도화된 요소들(구조， 행동， 역할 등)은 이미 높은 수준의 성 

당성윤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조직 내 새로운 재도적 요인을 생성해 낸 뿐만 아니라 모 

방음 풍해서 조직파 유사한 다릎 조직에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다 이외 감이 제 

도화된 요소들은 매우 안정적인 속성블 갖고 있음과 동시에 새 y_운 제도착 요소블음 정 

출할 수 있다 조직 내 제도화된 요소뜰은 흔히 사회화과정윤 통해서 조석의 신입사원달 

에게 쉽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더 이싱의 정당성이나 정교화 작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도 장시간에 걸쳐 유지된다 이러한 제도화의 견과 조직의 안정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효윤성을 얻윤 수 있다 그랴나 안정성은 곧 변화에 대한 곤 저항윤 

야기시킬 수 있다 즉， 제도화의 견과 얻게 되는 안정성은 새로운 것에 대한 탐색이나 

평가 비용을 감소시킴에 따라 조직의 효율성윌- 지1고시키지띤， 만약 효과적인 대안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무시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직의 효율성에 역작용할 수 있다 

지l도화이론은 다음과 같은 측변에서 이론적인 의의릎 가진다[Oliver ， 1991) 

첫째， 우선 조직을 합리적 실체로 보는 전풍적 조직관에서 벗어나 제도로서 조직윤 봉 

으로써 조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음 제시하였다 즉1 조직과 환경 간의 관계와 제도화과 

정에 대한 조직의 반응에 있어서 여러 독특한 통찰벽을 제꽁해 주고 있다 

둘째， 제도화이론은 지금까지 전풍적인 조직이폰에서 간과되었던 다양한 조직현성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여1플 뜰띤 제도작 압력에 의해 야기되는 조직의 행동변화 

또는 제도적 압력에 대한 순응결과 얻게 되는 정당성과 생존가능성의 증가 등이 그것이다 

셋째， 제도화이론은 외부환경에 대한 수동석 순응이 어떻게 조직의 생존과 사회적 타 

당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섣명해 주며， 효윤성보다는 미신 · 의미 · 가치가 어떻게 조직 

행동플 인도하고 결정짓는지릎 설명해준다 

2) 제도화이콘의 재해석과 한국형 경영 

한국형 경영방식의 개발방향은 제도화이론음 기반으로 하되， 기존의 제도화이론을 보 

다 확장하여 적용할 펼요가 있을 것이다 제도화이론은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하 

여 조직이 제도적 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제도화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조직 그 자체의 합리성과 효율생플 간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조직이 사 

회적 정당성의 추구반을 위해서 조직경영(조직구조의 형성)플 하다보면 경재적인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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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합리성과 효율성올 잃어버펠 수 있다는 한계륜 지닌다 특히 이런 현상은 이윤추구 

라는 본질적인 목표플 지니고 있는 기업조직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같은 

제도화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 〔그런 3J 과 같이 제도화이론이 확장되어야 

할 펼요가 있다 

〈그림 3) 제도화이론의 확장 

져|도적 환경 
져|도로서의 조직 

(정당성 획득) 
경저|적 환경 

사회적 정당성 

확장된 제도화이론의 핵섬은 세 가지이다 첫번째는 조직은 제도적 환경에 부합하기 

위하여 순응하고 적응하는 동시에 경제적 환경에 부합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형성되고 개 

발하는 실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조직의 정당성이 단순히 사회적 정당성의 추구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을 함께 갖출 때 이루어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능동적인 경영의 개념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자세히 

첫째， 조직은 제도적 환경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형성될 뿐 아니라 경제적 환경에 부합 

하기 위해 형성되고 개발된다‘ 여기서 경제적 환경이란 조직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은 기숨적 환경과 제품시장 환경， 그리고 노동시장 환경으로 구분해볼 수 았 

다〔김훈 · 김동배 2005J 또한 기술적 환정이란 기술의 발전과 숙련 등이 이루어지는 

환경블 의미하며， 제품시장 환경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변화에 따라 기엽이 제공하여야 

하는 제품과 서비스륜 변화시카는 시장환경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환경이란 기업이 제품 

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펼요한 노동력과 관련된 환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 

은 경제적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직을 형성하고 개발하는 것이 증요하며 이블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합라성을 갖출 수 있어야만 한다

물째， ‘정당성’ 개념의 확장이다 기존의 제도화이룬에서는 ‘사회적 정당성’딴윤 강조하 

는 경향이 있었으나 조직은 그와 통시에 경제적 합리성과 효융성윤 추구함으로써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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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경제적인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성은 사회적으로도 인 

정받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함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능동적인 ‘경영’의 개념이 강조된다 제도화이론에서의 경영자의 

• 1 
」유 신 

역할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조직이 순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었다면 확장된 

제도화이론에서는 경영자가 능동적으로 조작을 경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영자는 

제도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기업에 사회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제도적 환경을 형성하는 

주체인 동시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제적 환경의 주체가 

되기도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은 제도적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적 정당성을 갖는 

동시에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니는 경제적 정당성을 함께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성 

의 획득을 위해 기업조직은 ‘경영’이라는 개념이 더해져야 하는데 이를 추구하기 위한 효 

과적인 한국형 경영의 개발방안이 펼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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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도화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형 경영방식의 개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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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한국형 경영방식은 기업의 목표달성에 부합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타당한 경영방식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함으로써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의 조직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서로 조화룹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 

또한 

국형 경영은 확장된 제도화。l 론의 주요 요인인 사회적 정당성과 경제적 효율성 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즉， 확장된 제도화이돈은 기업의 생존 가능성 향상에 목적윤 두고 있 

기존의 제도화이룬은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함으로써 기업은 지속적으로 생존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확장시컨 제도화이론은 기업조직은 사회적 정당성과 함께 경 

제적 합리성 · 효율성을 지녀야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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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형 경영방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와 같다 

v. 통합주의에 근거한 한국형 경영방식의 개발방안 

앞에서 설명한 통합주의적 관점은 경제효율논리(보편주의)와 사회문화논리(특수주의) 

라는 2분볍적 논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 

적의 접근법이다 그러나 통합주의는 경제효율논리와 사회문화논리에 근거한 경영방식들 

을 어떻게 융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장점을 극대화할 수도 있으며 , 문제점을 내포할 수 

도 있다 다음에서는 한국형 경영방식의 개발방안으로서 통합주의릎 기업에서 어떻게 적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시해 보고자 한다. 

1 융합형 경영방식의 조건과 문제점 

기업들이 한국형 경영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제효율논리에 따라 서구 선진국에서 

비롯된 글로별 스탠다드를 그대로 따르는 도입형 (Type I). 사회문화논리에 따라 전통 

적 경영방식을 발전시킨 계승형 (Type Il). 그리고 서구의 경영방식과 한국의 전통적 경 

영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융합형 (Type III) 경영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어느 대 

안을 택해야 한국기업의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논리 (패 

러다임)에 입각하여 한국형 경영방식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표 3) 한국형 경영방식 개발을 위한 대안 

• Type #1 도입방식 
- 글로벌 스탠다드(서구형)를 도입한 경영방식 

• Type #2 계승방식 

한국 전통문화의 강점을 계승한 경영방식 

• Type #3 융합방식 

서구의 장점과 한국의 장점을 접목시킨 경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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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기업은 특히 문화이l 구속되는 경영방식(인사관리， 조직운영， 

노사관계， 생산방식‘ 고객관리 등파 같은 것뜰)은 글로별 스댄다드 또는 전풍적인 경 

영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며， 임기응변적인 단순 절충방안도 아니며， 

상충관계나 상호갇등을 일으키는 두 가지의 상반된 대안음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융합 

메커니즘Cfusion mcchanism)을 환용해 최적의 기업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실제적용 가능한 융합형 경영방식 

효과적인 한국형 경영방식으로 융합형 경영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서구적인 경영방 

식의 장점들을 받아들이되， 지금까지 한국기업의 성공요인 중 장점을 계승하여 상호 집 

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재창조된 융합형 경영방식은 단순히 다양한 방 

식이 무계획적으로 뒤섞인 것이 아닌， 많은 사람뜰이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경영방 

식의 개발을 의미한다‘ 이러한 융합형 경영방식의 설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영 

문제들에 대해 보다 실천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합형 경영방식을 설계하기 방안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을 저l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융합형 경영방식 설계를 위한 대안 

• A형 

• B형 ‘~용 

• c형 
\ (l 
、-~--- ,./ 

(, ß 

(1) 비율배분형 

비율배분형 (cocktail형)은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에 서구의 새로운 대안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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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점과 한국의 전통적연 방식의 장점을 일정비율로 접목하는 방식이다 이때 최적의 

비율설정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비율배분형의 예로는 다음을 틀 수 있다 

한국형 인사고과는 엽적요소와 아울러 자칠요소도 중시해나가야 하므로 업적요소와 자 

칠요소를 정확히 구분하고 비율배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사고과의 

목적이 승진결정인가 보상결정인가에 따라서 그 팽가요소의 배분이 달라칠 수 있다 /
숫5 

진결정의 목적인 경우에는 자진요소와 업적요소를 7:3으로 한다든지 , 보상견정이 
.5'- ，，~ 

" 
일 경우에는 3:7로 하는 예를 들 수 있다 

(2) 단계별 맞춤형 

단계별 맞춤형( tailor-made형)은 기업이나 구성원들의 생애주기， 즉 기업이 성장기인 

가 위기기인가에 따라서， 그러고 구성원들의 경력단계가 경력초기얀가 아니띤 경력후기 

인가에 따라서 적용하는 경영방식윤 달리하는 융합형 경영방식을 맏한다 

새로운 인재육성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맞춤형 방법음 적용할 수 있다 예 

를 틀면 상대적으로 제너럴리스트의 성격이 강조되어야 할 관리직의 경우에는 인재육성 

음 위해서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의 직무를 직무단계에 따라 달리 부여하는 방안 

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초기단계에서는 여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치 빚 이동， 직무순환이나 파견근무， 각종 교육훈련 등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과장급 정도로 승진한 다음에는 포괄성의 바탕위에 트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율 갖출 수있도록 저l 한된 이동과 승진경로의 션정 집중적인 교육훈련， 7-1 
「

무수행능력을 증시하는 평가 및 보상방식 등과 같은 제반 인적자원관리 제도를 정비하 

그리고 상위직급에서는 전문성과 포판성을 동시에 겸비한 우수한 경영자플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타분야의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 

는 것이다 

만들기 위해， 

습득방식을 재섣게하는 것이 펼요하다 그 결파 조직이나 개인은 자신의 내부에 정제된 

폭넓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으며， 이륜 자신의 핵섬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것이다 

(3) 하이브리드형 

하이브리드(hybrid)형은 본사나 현장과 같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E느二 λ~E-3] 
」→ c /~rT~--ï 

또는 일반직과 같이 직종에 따라서 각각 최적의 경영제도괄 개발하여 경영방식을 탈리 



적용하는 융합형 경영방식이다 17) 

한국형 팀제는 하이브리드형 방식을 적용해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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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1 본사 

조직은 대부 · 대과형의 팀조직을 운영하고， 공장은 겨l층이 축소된 라인조직으로 운영하 

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본사에서의 대부 · 대과형 텀조직이란 몇 개의 부나 과를 하나의 

팀으로 통합하여 대부(大部)인 경우에는 계층을 팀장과 파트장， 그라고 턴원의 세 단계 

로， 대과(大課)인 경우에는 팀장과 팀원의 두 단계로 줄인 조직을 의미한다 공장에서의 

계층이 축소된 라인조직이란 생산현장에서는 업무특성상 라인조직의 장점을 벼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고 또한 상위층의 의사가 더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많은 계층을 줄이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조직구조를 하이브라 

드형으로 설계한다변 조직의 권력경영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음 것 

이다. 

2) 융합형 경영방식의 문제점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던 융합형 경영방식은 자칫 잘못하면 혼재형 경영방식이 될 위 

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혼재형 경영방식이란 전통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떤 원칙을 찾지 못함으로 

경영방식과 서구적인 경영방식이 

인하여 오히려 전통적인 경영방식의 

장점도 살리지 못하는 형태의 잡동사니식 형태의 경영방식을 말한다 

혼재형 경영방식의 예로 무늬는 서구형인 “팀”제이지만 여전허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경 

우를 들 수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장의적인 아이디어의 도출을 위하여 “팀’제를 도입 

하였으나， 여전혀 부장， 차장， 과장， 대리 등 팀 내에서 예전의 직급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이다 기존의 직급이 여전히 존재하고 팀 내에서의 모든 업무와 기존의 위계질서에 

의한다면 왼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경영의 혼선을 낳게 된다 이를 테면 팀 내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할 경우， 사원의 의견이 상급자에 의해 무시되고 팀 내에서의 업무가 

형평성을 잃게 될 경우， 팀원들은 “팀”제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불만 

은 업무의 차질로 연결 될 것이다 또한 화학공장이나， 제철공장과 같이 업무의 위험도 

17) 융합형 경영방식은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동등한 가지릎 가진 개념들플 특정 대상에 따라 발천적인 
모습으로의 재탄생블 의미한다 혹자는 이러한 융합메커니즘에 의한 경영방식을 하이브라드형 경영 
방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세 번째 유형만윤 하이드브러드형 경영방식이라고 부르도 
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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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고 철저한 감독과 지시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도 무조건적으로 서구적인 

“팀”제를 도입한다면， 안전사고의 우려나 작엽의 차칠 등파 같은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 

을것이다 

혼재형 경영방식은 1980년대부터 1997년까지의 한국기업의 증홍기에서 많이 나타났 

다 이 시기에 한국기업들은 이전의 전통문화적 경영방삭에 기업들이 하나둘씩 도엽한 

서구형 경영방식음 무계획적으로 덧붙이면서 혼재된 양상윤 보여준다‘ 이러한 흔재형 경 

영방식은 왼래의 춰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일관된 경영방식에 흔선플 가져오게 할 

수 있다 경영방식의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구성원들의 혼란과 부정적 반응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기업에서 경영방식의 전환은 시행착오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과 섣행을 위한 인력과 시간， 

그라고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그라한 시간과 비용플 투입하여 설시한 제도가 제대로 정 

착되거나 제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기업은 비용적인 손실과 시행착오로 인한 경영의 차 

질플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2. 2차원적 관점에서 한국형 경영방식의 좌표 

앞에서 융합형 경영방식의 방법과 이러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을 혼재형 예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혼재형 경영방식의 문제점응 피하 

고 한국형 경영방식의 개발을 위해 보다 정확한 좌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유형화의 조건과 G-KRP-I모형 

한국형 경영방식의 개발을 위해 유형화(typology)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유형화의 조건과 유용성， 그라고 유형화 방법의 적용을 위한 이론적 근거에 대해 설명하 

고자한다. 

(1) 유형화의 조건과 유용성 

2차원적 관점에서 한국형 경영방식의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유형화라는 방법을 사용 

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유형화란 2개의 기준이 되는 촉플 선정하여 2차왼의 평연구조. 

즉 일종의 지도를 만들고 기준이 되는 두개의 축음 양분하여 4가지 사분면으로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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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각 사분변의 싱대적 위치와 특성 을 제시함으로써 자리매김 (positioning)하는 빙법이 

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축( climcnsionl은 각 요소들이 상호배타적 (CXClllSivc) 이민시 전 

체흘 포괄(exha llsti ve) 한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각 측은 서효 다트띤서도 싱호 보완 

적이 되도록 병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예 륜 들어 세로축(중심축)은 꽉적 또는 걷고}를 

강조하며 , 가로촉(보조축)은 수단 또는 과정플 강조한다 

타당성 있는 유형화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산성(fruitflllncss)파 간칠성 (parsimony) 

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다산성(多낸따)은 유형화가 새로운 섣체의 발견윤 위해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결성(簡볍性)은 광범위한 관찰대상을 

포괄함에 있어 주요 요소들을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 

찰대상은 2가지 기준을 유형화를 통해 2차원으로 표현된 4가지 사분면은 각기 다은 4가 

지 현상에 대해 간결하지만 포괄적인 설명음 할 수 있다 

(2) 경영발전을 위한 G-KRP-I모형 

필자는 기업의 경영발전을 위한 큰 틀로서 KRP 경영론을 확장하여 G - KRP - I 모 

형을 제시한 바 있다〔신유근. 2006J 다음에서는 먼저 KRP경영， 즉 지식경영 (K) . 자 

원경영(R) . 권력경영 (P)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그리고 기업목표(G)와 기업문화 

(I)는 무엇을 의미하는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지식경영 (K) 

지식경영 (Knowledge Management)이란 ‘기업이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지식자산 

을 전사적으로 개발하고 확산되도록 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기업에 있어 새로운 방식 

을 생각해낼 수 있는 지식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지식경영의 목표 

는 지식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된다 결국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 

는 기업뜰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지식자산의 전사적 개발과 확산’이 필요하다 여기서 ‘전사적’이라는 말은 조직에 

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자산보다는 ‘회사 전체의 차원에서의 증요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발과 확산’은 지식자산을 창출 · 발굴 ·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의 확산 · 학 

습 · 축적 · 적용 · 공유 · 이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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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경영(R) 

자원경영 (Resource Management)이란 ’기업의 효율적 관리혁신을 위해 필요한 유형 

자원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경영방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애서 유형자원 

이란 가시적 자원으로써 불적 자원과 노동자원올 의미한다 그리고 ‘전략적’이란 임기응 

변적이 아닌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뜻한다 또한 1확보와 활용’이란 사장되어있는 

내부 유형자원의 발굴 및 필요한 외부자원의 확보 · 획득으로부터 그것의 분배 · 배분 · 할 

당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의 효율적 관리혁신을 위한 전략 

적 관점에서 이러한 유형 자왼을 다루는 방식플 자원경영이라 할 수 있음 것이다 

@ 권력경영 (P) 

권력경영 (Powcr Managcment) 이란 기업이 지속적 신뢰구축을 위해 정당하게 권력 

을 형성하고 행사하는 경영방식 을 말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란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관련자들의 수용성을 의미하며， ‘형성과 행사’란 권력과 관련된 패턴 · 관행 · 규 

칙 · 표준 · 기준의 설정(조성)으로부터 권력의 공유 비1분 · 사용 · 운영 · 통제에 이르기까 

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기업목표(0) 

기업목표란 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기본방향으로서 경영비전， 기업사명， 경영이념 

등과 동의어로 쓰인다 기업이 점차 가속화하는 경영환경의 변호}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히여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향후 일류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시스 

템의 각 하위시스템들이 기업목표륜 탈성하는데 공헌하도록 유기적으로 동합시켜야 한다 

이처럼 지식경영 (K) . 자원경영 (R) . 권력경영 (P)과 같은 하위 기업경영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틀을 하나의 방향으로 통합시카는 역할을 히는 것이 바로 기업목표(0: Ooal)이다 

@ 기업문화(I)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또는 조직문화(organization culture) 란 한 조직파 그 

조직 주변에 형성되고 있는 정신적 측면에서의 경영인프라(I: Infra)플 맏한다 다시 말 

하면 기업문화는 사원들이 그들의 의식 속에 공통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가치관이며， 그 

것에 기초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내는 행동습관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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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업 

신 

에서 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 이미지， 기대， 명성도 기업문화의 일부이다. 기 

업은 물론 경제주체로서 상품을 제조하고，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본엽이다 

조직은 단순히 경제적 생산시스템안은 아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플 하고， 신뢰를 보여주 

끈 
。,r 

감동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 정신적 기초가 없이는 이러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공유된 정신적 기반이 없이 기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 부서틀이 신속하게 의사소통할 

수 없으며， 개성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조직에 볼입할 수 

없다 공유된 기업문화가 없이는 KRP 경영도 그 의미가 퇴색되며 작동하기 어렵다 

고. 

KRP 경영은 넓은 의미에서의 경영제도(경영시스템) 또는 경영방식을 의미한다 그려 

나 만일 이러한 경영제도가 기업목표(G) 및 기업문화(I)와 적합한 상호작용 관계를 이 

루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경영자 

는 KRP 경영의 통합적인 경영활동을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또는 수단으로 전 

개하여야 하며， 동시에 기업문화에 바탕을 둔 KRP 경영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처 

럼 기업목표와 기업문화， 그리고 경영제도흘 통합하는 모델을 G-KRP-I 모형이라 

하며， 이는 기업문화(I)의 기반 하에 지식경영 (K) . 자원경영(R) . 권력경영 (P)음 수행 

함으로써 기업목표(G)를 이뤄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6) 기업의 경영발전을 위한 큰 툴(G - KRP - I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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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J 에서 보는 것처럼 K경영 .R경영， 그려고 P경영은 서로 상호관련성을 지니면 

서 그러한 모든 활동들이 뚜렷한 기업목표(G)를 지향하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러한 

활동틀에 적함한 기업문화(I)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발전을 성공 

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목표와 기업문화를 함께 강조한 G-KRP-] 모형을 설 

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RP 경영론에서는 이러한 모형을 기업의 경영발전을 위한 큰 

틀로서 G - KRP • I 모형이라 이름붙이고자 한다. 

2) 유형화에 의한 한국형 경영방식의 개발방향 

다음에서는 한국형 경영방식의 개발방향을 G-KRP-]모형에 근거하여 유형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1) 한국형 기업목표(G) 

한국형 기업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로축을 경제적 목표(서구형)와 사회적 

목표(전통형)로 구분한다 그리고 가로축은 극대화 논리와 적정화 논리로 구분한다‘ 

〈그림 7> 한국형 기업목표(G)의 설정방향 

경제적 목표 

극
 대
 
화
 

-E「 D。1 켜 。여 。 정도경영 

아노미경영 윤리경영 

적
 정
 
회
 

사회적 목표 

이렇게 보변 기업목표는 투명경영(이윤추구경영) . 아노미경영(사회중시경영) . 윤리경 

영， 정도경영의 4분면으로 나누어진다 이 때 한국형 기업목표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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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지향적 기업목표의 추구， 즉 。L3_-추구와 사회공헌활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2) 한국형 지식경영 (K) 

한국형 지식경영음 설계하기 위해서 세로측을 스페셜리즙(서구형)와 제너럴리즘(전풍 

형)로 구분한다. 그리고 가로축은 하드웨어식과 소프트웨어식으르 구분한다 

〈그림 8) 한국형 지식경영 CKl 으| 설계방향 

스퍼|셜리즘 

하 
스퍼|셜리스트 

~ι」

c II 

워1 E 

어 워| 
식 어 

결격직원 제너럴리스트 61 

제너힐리즘 

이렇게 보연 지식경영의 핵심대상은 스페셜리스트， 결격직원， 제너럴리스트， 뉴 프로 

페셔널의 4분면으로 나누어진다， 이 때 한국형 지식경영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새로 

운 가치창출을 위한 지식경영， 즉 스페셜리즘을 바탕으로 한 제너럴리즘을 추구하는 것 

이다 

@ 한국형 자원경영 (R) 

한국형 자원경영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세로축을 효율성 지향(서구형)과 안정성 지향 

(전통형 )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가로축은 슬랙 (slack) 감소와 슬랙 확보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면 자원경영은 조정위주형， 임기응변형， 유지지향형， 합의도출형의 4분면으 

로 나누어진다. 이 때 한국형 자원경영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효율적 관리혁신을 위한 

자원경영， 즉 스피드와 슬랙을 동시에 고려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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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한국형 자원경영 (R)의 설계방향 

효율성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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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지향 

@ 한국형 권력경영 (p) 

한국형 권력경영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세로축을 권력분산(서구형)와 권력집중(전통형) 

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가로축은 갈등논리와 조화논리로 구분한다 

〈그림 10) 한국형 권력경영 (p)의 설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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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집중 

톱 다운(Top-down) 형 , 무질서형， 

이 때 한국형 권력경영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지 

엽 (Bottom-up)형 , 

권력공유형의 4분변으로 나누어진다 

보면 권력경영은 보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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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 신뢰구축을 위한 권력경영， 즉 상향적 방식과 하향적 방식을 상황적합적으로 적용 

하는것이다 

@ 한국형 기업문화(I) 

한국형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로축을 장의성고} 자율성 지향(서구형)과 협동 

성과 책임감 지향(전통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가로축은 개인주의적 행동과 공동체적 

행동으로 구분한다 

〈그림 11 > 한국형 기업문화(1)의 구축방향 

창의성과 자율성 지향 

개
인
주
의
적
 

행
동
 

다원적 기업문화 ^"율꿇동체적 기업문활 

미성숙 기업문화 가풍적 기업문화 

공
동
체
적
 

행
동
 

협동성과 책잉감 지항 

이렇게 보면 기업문화는 다원적 기업문화， 미성숙 기업문화， 가풍적 기업문화. 자율공 

동체적 기업문화의 4분면으로 나누어진다 이 때 한국형 기업문화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 

은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의 창달(I)， 즉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한 공동체주의를 지 

향하는 것이다， 

VI ，맺음말 

1997년 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반세기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동안 세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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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한국은 남 • 북으로 분단된 좁은 국토， 빈약한 천 

연자원， 전쟁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황폐화 등의 악조건하에서도 한국언 특유의 민족적 

기질을 바탕으로 1960~70년대 경제도약기와 1980년대 및 1990년대 중반까지의 경제 

중홍기를 거쳐 195년에는 외형적으로 경제규모 세계 12위， 교역규모 11위의 경제강국 

으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경제의 고속성장은 자타가 인정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으며， 많은 후진국들에게 하나의 경제발전모델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한국경제는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봉착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l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다 1997년 12윌과 1998년 초에 

한국경제는 최악의 국가적 부도사태에 처하게 되었다- 국민 1인당 GNI는 1996년의 

11 ， 380달러를 정점으로 하여 1998년에는 6 ， 823달러로 줄어 7년 전인 1991년 수준으 

로 후퇴하였으며， 경제성장률 역시 사상 최저수준인 -5.8%를 기록했다(한국은행， 1999 

년 3월 23일)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80년에 2.7%를 기록한 

이래 18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처럼 IMF 관리체제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한국경제는 지난 40여 년간의 고속성 

장이 무색할 정도로 급속히 후퇴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 

만 그친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문화적인 충격까지 동반하였다는 점에서 그 파괴력은 과 

거의 어느 위기상황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큰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반적인 경제시스템은 물론 기업의 경영방식의 전면적인 변화가 요구되어 1990년대 후 

반 IMF 구제금융시기에는 외래，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적 경영방식， 이른바 달 

로별 스탠다드라는 이름의 경영방식이 한국기업 전반에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글로별 스탠다드에 따라 경영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 

한 반론으로서 아무리 경제적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전통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동문화의 장점을 발굴하고 계승하는 것 

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기업의 경영방식을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의 상반된 두 주장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즉， 국제화를 지향하면서 한국기업의 경영성고를 지속 

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제 3의 관점에서 한국형 경영방식을 개발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한국형 경영방식의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도입방식으로서 서구적 경영방식을 한국기업에 거의 그대로 적용하여 성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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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있거나， 설증연구 결과 시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서구형 경영방식으쿄서 한국기 

업에서 수용 가능한 서구헝 경영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괴편주의적 관섬。 

다 둘째는 계승방식 (Type II)으로서 한국 전통문화의 강짐음 게승한 성공사례나1 한국 

의 성공기업 및 경영자가 한국 고유의 방식블 겨1승하여 성공한 시리1륜 중선으로 한국직 

경영방식”을 발굴하자는 가장 엄격한 의마의 한국형 겨여바시。1 
。(j -1 .,,__._ 

C:/→ X 이자 
:二「←「←r=1'-'-j 관점이다 

그리고 셋째는 융합방식 (Typc m))으로서 서구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의 장짐을 접목한 

경영방식을 개발하자는 통합주의적 관점이다 

이 중에서 Type I 과 Type II를 선택적으로 택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들옥 유딴시킨 

다 기업의 경영방식은 경제효윤논리(보편주의)와 사회문화논리(득수주의)의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이 어떤 형태로든 필연적으포 상호침투의 과정을 동해 발진해 나갚 수박에 없 

으며 , 그 개발의 방향은 단순한 혼용이거나 잡통사니를 모아놓은 식이 아년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전략적인 상호융합과 통합의 과정을 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 

로 한국기업들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보장하는 한국형 경영벙식윤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 

로별 스탠더드륜 따트는 도입형 (Type 1) 이나 문화논리에 따라서 전통적 경영방식을 고 

수하는 전통형 (Typc II)보다는 서구의 경영방식과 한국의 전통적 경영방식 장점윤 창조 

적으로 통합하는 융합형 (Type ill) 경영땅식을 개발하는 것이 바란직하디 

이러한 한국형 경영방식올 개발하기 위해서는 섣무계와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현섣적으로 기업조직에서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경영제도플 개빌해 나가는 데 있어 

융합형의 경영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경영자뜰이다 경영자들은 내부의 복 

잡한 경영문제를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기업외부의 환경 빛 사회조직에 대해 보디 적극적 

인 자세릎 지녀야 하며， 경영자율성윤 바탕으로 21세기 한국기업에 요구되는 총치1적인 

기업역량의 강화를 위한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엿보다 한국형 경영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경영룬’이나 ‘비교경영 

론’은 적극적이떤서도 끈기 있는 연구자세를 지년 연구자들에 의해 보다 발전된 연구방 

법론과 이룬채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일과성에 그치는 연구가 되지 않 

도록 경영방식의 개발 또는 변화 대상과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선진 경영이론이나 기 

법들을 앞장서서 흡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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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ing Development of 
Korean Way of Business Management 

Y 00 Keun Shin *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most effective way of developing Korean 

way of business management. Three types can be suggcsted as a guide in 

search of the most suitable way of developing business management in 

Korea 

First. Type 1 is adopting the proven western way of business management 

in Korea. This is adopting western ways with proven track records in 

Korea or those with proven results driven from empirical studies. 1t is 

originated from universalism. insisting that it is desirable to adopt western 

ways. if applicable 

Second. Type 11 is applying Korean traditional way of business 

managcment with successful case in the past. which means applying 

successful cases that utilized strength of traditional culture to business 

management or proven past cases of Korean companies. Particularism 

insisting on traditional Korean way of business management explains the 

origin of Type II 

Lastly. Type III is assimilating western and '"Korean. ways. It refcrs to 

the integration of strength from western and Korean way of business 

‘ Emeritus Professor in Organizational Behavior & Human Resource Management 
CoU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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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verall. it has been found that Type II I. assimilation of westcrn and 

Korean way of busincss management in a crcative way. contributes most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way of business management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of Korean organizations. rathcr than Type I ol 

Type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