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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는 한국기업이 현 단계에서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 환경의 변화에 적극 응하

기 위한 한국형 경 방식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요즘 사회에서는 한국기업이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경 방식 즉,

경제효율논리에 충실한 로벌 스탠더드에 의한 경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있다. 그

러나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 방식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적 특성, 특히 전통문화적 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서 다양한 경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업의 경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반된 두 주장 외의 다른 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

다. 

둘째, 한 나라의 경 방식을 어떻게 변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개발방향에 해서는

일찍부터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제시되어 왔다. 그 하나는 경제효율논리에서 비롯된 보편주의적 관점이

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논리를 강조하는 특수주의적 관점이다. 보편주의는 경 방식의 개발을 위해 기

본적으로 제도에 기반을 두고자 하며, 특수주의는 문화에 기반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제도주의나 문화주의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

도와 문화를 통합해 보는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경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부분인 기업문

화와 경 제도는 양자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경 성과를 낼 수 없고, 서로 조응하는 상호작용적 관계

를 이루어야 경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 제도와 기업문화를

접목시켜 기업경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관점을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culture-system linking
model)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넷째, 한국형 경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 제도의 토 가 되는 기업문화를 변화시켜야 한

다. 기업문화는 기업조직에서 전구성원들의 가치관과 행동방식을 가늠해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제

반 경 제도의 현상을 설명하고 개발방향을 모색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향후 한국기업이 지향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기업문화의 변화방향은 현재 표류하고 있는 미성숙 기업문화(We/I 갈등형 기업

문화)로부터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We-I 추구형 기업문화)로 이행하는 것이다.

다섯째,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에 토 를 둔 바람직한 한국형 경 방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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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한국기업의 성공요인 중 장점을 계승하여 세계화하고, 한국기업이 부족한 것은 서구의 것들을 폭넓게

수용하는 융합형 경 방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에서는 이러한 기업문화와 경 제도를 연계하는 바

람직한 한국형 경 방식을 사람관리방식, 조직운 방식, 그리고 한국형 기업경 인프라의 구축방식으로

나누어서 시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끝으로, 앞서 살펴본 바의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에 의해서 개발된 한국형 경 방식이 보편

주의와 특수주의적 관점을 뛰어넘어 그 우위성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인가를 반드시 검증하여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제시하려고 하는 한국형 경 방식이 지식경 , 권력경 , 자원경 을 용이하

게 촉진할 수가 있느냐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형 경 방식은 부분적인 경 제도 자체의 개

발과 적용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이 에

서 예시한 여러 가지 경 방식들을 통합시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총체적인 기업경 방식을 구상하여

야 한다.

I. 문제의 제기

1. 한국기업이 당면한 상황

1997년 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경제는 반세기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세

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 왔다. 남∙북으로 분단된 좁은 국토, 빈약한 천연자

원, 전쟁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황폐화 등의 악조건 하에서도 한국인 특유의 민족적

기질을 바탕으로 60∙70년 경제도약기와 80년 및 90년 중반까지 경제중흥기

를 거치는 동안 1995년에는 외형적으로 경제규모 세계 12위, 교역규모 11위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은 한국경제의 고속성장은 자타가 인정할 만큼

단한 것이었으며, 수많은 후진국들에게 하나의 경제 발전 모델로 논의되기도 하

다. 

한국경제는 196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1인당 GNI가 1961년

의 82달러에서 1979년에는 1636달러로 연평균 19% 정도 성장하 고 상시고용율(정

규피용자수/피용자수)도 1963년 60%에서 1979년에는 78.1%로 증가하 다[통계청,

2000]. 그러나 1960~70년 한국기업의 경 방식은 근 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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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기업의 초기발전 단계에서 전통문화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행해진 전통형 방식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한국기업에서는 오늘날에 말하는 현 적인 경

방식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로 유교정신∙ 가족제도∙공동체 생활의 전

통문화에서 비롯된 가부장적인 방식의 경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980년 에 들어와 한국경제와 한국기업은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둔화되

었지만 여전히 그 추세가 지속되는‘경제중흥기’또는‘지속성장기’를 맞이하 다. 1

인당 GNI는 1981년 1749달러에서 1996년 11380달러로 연평균 13.3%로 여전히 고

도 성장을 거듭하 고, 고용 규모도 상시고용율이 1980년 79.9%에서 1996년에

86.2%로 더욱 증가하 다[통계청, 2000]. 이 시기에 한국기업의 경 방식은 몇몇

기업들 중심으로 외래의 경 방식들이 산발적으로 도입되기는 하 지만 여전히 전통

적인 경 방식을 탈피하지는 못하 다. 주로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외래의

경 방식들을 사회문화적 토 가 다른 한국기업 상황에 그 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도 기업들이 채택한 경 방식은 유행처

럼 다른 기업들에서도 도입하게 되었다. 이처럼 1980년 와 1990년 후반 IMF 구

제금융 이전시기까지의 경 방식은 외래 경 방식과 전통형 경 방식이 충돌하면서

어떤 일관된 기준을 찾지 못하고 혼재된 상태를 보 었다.

그러다가 한국경제는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봉착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

tional Monetary Fund)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 다. 1997년 12월과 1998년

초에 한국경제는 최악의 국가적 부도사태에 처하게 되었다. 국민 1인당 GNI가 1996

년의 11,380달러를 정점으로 하여 1998년에는 6,823달러로 줄어 7년 전인 1991년 수

준으로 후퇴하 으며, 경제성장률 역시 사상 최저수준인 ‐ 5.8%를 기록했다[한국은

행, 1999년 3월 23일].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80년에

‐ 2.7%를 기록한 이래 18년 만에 처음이었다. 성장률만이 아니라 역 한번도 감소

한 적이 없었던 민간소비증가율이 1998년 상반기에는 무려 11.8%나 감소하 다. 투

자감소는 더욱 심해서 1998년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46.7%가 감소했다. 명목

GDP(Gross Domestic Product) 기준 경제규모도 1998년에는 세계 17위로 1997년의

11위에 비해 6단계나 려났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세계 42위로 1997년의 33위에

서 9단계나 하락하 다.

이와 같이 IMF 구제금융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한국경제는 지난 30여 년간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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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장이 무색할 정도로 급속히 후퇴하 다. 더욱이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어

려움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문화적인 충격까지 동반하 다는 점에서 그

향력은 과거의 어느 위기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큰 것이었다. 한국이

IMF 구제금융에 처하게 되면서 기업경 의 위기 증상은 주로 경제∙기술적 측면에

서 표출되었으나 본질적으로는 사회∙심리적 증상과 상호 작용하여 나타났다. 여기

서 경제∙기술적 위기증상이란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이나 리추구활동을 수행

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으로 한계 기업의 급증, 실업률 급증, 공장가동률 저하,

매출액 급감, 시장점유율 격감, 수익성 악화와 적자 누적, 부채의 증가, 거래처의 이

탈 가속화, 변칙적 자금운용 빈도의 증가, 설비투자 위축 등과 같은 양적 지표를 통해

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심리적 증상이란 기업구성원들의 해고에 한 불안 심

리의 확산, 구성원의 협동정신 및 참여자세의 위축, 직원들의 비윤리적 행동의 증가,

조직기강 및 도덕적 해이의 심화, 조직 내 무기력감 및 패배의식의 팽배, 경 층의 동

요 및 심리적 위축, 경 층의 과거 성공시절에 한 자기만족, 경제위기의 책임이 족

벌 경 체제에 있다는 비난 여론의 확산,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업에 한 냉소적 태

도의 증 등과 같은 질적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기존의 전반적인 경제시스템은 물론 기업경 시

스템 역시 전면적인 변화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90년 중반까지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던 인사변혁을 계속하는 한편

조기퇴직 및 정리해고제의 시행, 연봉제 및 스톡옵션제도의 도입 등 과거의 전통문화

적 특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서구지향적인 경 방식을 시행하도록 내외적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 시기에 도입되기 시작한 업적주의적 인사관리는 연봉제의 기준과 운

면에서 혼선을 가져오기는 하 지만 월급제를 청산하고 연봉제와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급여체제에 큰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연공서열식 승진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 업적과 능력에 따라 파격적으로 승진

시키는 특진∙발탁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났다. 이 같은 발탁인사

제도는 종래 우리나라 기업의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에서 능력본위의 인사관리로의 이

행을 가속화시키는 중 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기도 하 다. 그러나 한편 이로 인해 노

조의 반발과 종업원의 혁신에 한 저항 등과 같은 내부갈등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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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리체제 전까지 한국기업은 사업운 방식 면에서 기업의 관련다각화 비율이

매우 낮았고 비관련 다각화의 비중이 높아서 다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얻기 어려

운 실정이었다[정세열, 1998].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많은

계열기업들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IMF 구제금융에 처하기 전까지 한

국 재벌기업들은 계열사 사장단을 중심으로 한 의제사업부식으로 운 을 해왔으나

IMF 구제금융 시기를 겪으면서 전문경 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려고 하는 책임경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이기도 하 다.

IMF 구제금융 시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

다. 이제까지의 재벌의 혈족승계에 한 부정적인 인식은 IMF 구제금융의 경제현실

에서 다시 한 번 크게 부각되어,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책임이 재벌기업에

일부 있으며, 그것은 바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되

었다. 그래서 IMF 구제금융체제를 겪으면서 사외이사제와 감사제의 도입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과거 한국기업에서는 소유경 자가 이사와

감사의 선임에 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사회가 경 관리를 담당하는 집행임원들로 구성됨으로써

업무집행 및 감시와 평가를 동시에 담당하 기 때문에 경 감독기능을 제 로 발휘

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주식이 주주인 최고경 자에게 집중된 소유경 체제 고

법적으로도 소수주주의 권한행사가 많이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 및 주주총회

도 경 감시 기능을 제 로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IMF 구제금융체제에 처하게

되자 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1998년부터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의무적으

로 25%를 임명하도록 하 다. 또한 1998년 들어서 부분 그룹들은 그 동안 총수 1

인 경 및 선단식 경 의 온상으로 평가받았던 기조실을 해체하고 사장단 회의를 폐

지하는 신 이사회중심의 계열사 독립경 을 하기 시작하 다. 

최근에 이르러 위에서 살펴본 한국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방

어적 전략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급격한 경 환경의 변화에도 기업들은 응해나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한국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환경변화로는 지식정

보화, 사회구조의 변화, 시장구조의 변화, 제품 및 사업프로세스의 변화, 로벌라이

제이션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초고속 정보망의 출현으로 지식정보 사회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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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발적 성장, 데이터 통신망의 급증, 강력한 컴퓨팅의 증가와 셀룰러 폰 가입자의

급증, 지식정보의 세계적 네트워크화, 전자상거래와 전자화폐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

러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기업정보가 사내 데이터 베이스에 모이게 될 터

인데, 이러한 사내의 지식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적자원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을 경우 인적자원의 정보가 유출된다면 경 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게다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핵심자원의 보유정도와 기

업의 핵심 능력을 배우고 활용하는 능력이 경쟁우위 조건이 됨에 따라 기업은 지식창

조시 에서 경쟁하는 전략유형을 창출해야만 하게 되었다.

둘째,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다원화하고 있다. 현실사회는 과거의 전통적인 질서와

규율이 파괴되고 신규범이 등장하는 다원화사회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다원

주의 사회는 기업에게 다양하고 급격히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강요한다. 즉, 빠

른 의사결정, 생산과 동시적인 품질관리, 판매와 동시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의 다원화는 가치관의 다양화와 결합하여 집단간의 이해 갈등이 과거보다

도 훨씬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한다. 따라서 다양한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모

두 공정하게 표출되고 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경 방식의 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

하게 되었다. 

셋째, 시장구조가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은 제품의 기능보다

는 감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변화가 빠

른 속도로 진행중이다. 따라서 향후 제품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궁극적

으로 제품에서 얻고자 하는 가치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반 하는 일이다. 이와 같

은 다양한 소비자의 소비패턴은 그러한 시장변화의 당연한 귀결로써 기업으로 하여

금 소품종 량생산체제로부터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따

라서 앞으로 기업들은 최근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 Management)와

같은 전략을 통해 고객의 정보, 생활 패턴 및 구매 내역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들과 좋

은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제품 및 사업프로세스 기술이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네크워크 사회가 도래

함에 따라서 네트워크 기술이 진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접속체계 표준화가 촉진

되고, CALS(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가 확 되고 있다. 정보

화∙소비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서 제품이 소프트화되며, 또한 구성부품이 더욱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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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되고 있으며, 사실상 표준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리고 즉시 처리기

술의 발전과 기업간 협력의 증 , 인트라넷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출현,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심화,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아웃소싱이 확 됨에 따

라 사업프로세스 기술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생태환경이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환경

친화형 제품을 개발하여 성숙된 사업 역의 상 적으로 열세에 있는 제품군에서 돌

파구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다섯째, 기업의 경쟁환경이 로벌화되고 있다. 2001년 신흥 경제 국으로 급부상

하면서 국제사회의 주시를 받고 있는 중국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

및 WTO 뉴 라운드의 출범은 로벌화하는 한국기업에게 아주 큰 기회와 함께 위협

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제 한국기업은 중국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경 방식을 개발하

여 이에 처해나가야 한다. 또한 최근의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서도 볼 수 있

듯이 로벌화 과정 중 세계도처에서 문명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명충돌의 향으로 미국경제 부문에서 제조업 침체와 IT 부문의 투자 급

감으로 인해 전세계가 경기 후퇴에 진입할 것이며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지출이 급

격히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해외에 진출하여 경 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는 문화권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며 지역간 문화를 통합할 수 있도록

로벌한 기업문화의 정착과 새로운 경 방식의 개발이 요청된다.

2. 한국기업, 어떤 경 방식을 택할 것인가?

한국기업은 현단계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 환경의 변화에 적극 응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경 방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

한 방식으로 IMF 구제금융 기간 동안 한국기업들은 그간의 고속성장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행해온 경 방식을 버리고 이른바 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라는 새

로운 경제운 방식과 경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았다. 즉 한국기

업은 경제적 효율논리에 따라서 기업경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 한국기업이 당면

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쟁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최 의 과제

이며 유일한 출구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한국기업들을 지탱해 주었던 기업경 패러다임은 낡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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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비판∙단절되어야 하고, 서구형의 경 방식으로 체하든

지 또는 그것을 적극 유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IMF 구제금융 시기 이후에는

로벌 스탠더드라 지칭한 미국식의 경 방식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세

계 공통의 보편적인‘믿을 수 있는 수준의 표준 또는 요건’을 의미한다고 이해되어왔

다. 이제는 세계에서 로벌 스탠더드라는 하나의 잣 만을 추구하는 것은‘ 안 없

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마치“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식의 주

장이나, 일본에서“다시 미국을 배우자”라는 구호가 등장한 것,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인 시오노 나나미 여사가“로마가 융성하고 쇠퇴하게된 원인을 문화적인 것이 아

니라 제도에 있다”고 보는 것과 유사하다. 

오늘날‘ 로벌 스탠더드’, 흔히 미국식으로 알려져 있는 경 방식은 뉴스위크지와

비즈니스 위크지의 에서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제 신경제

(New Economy)는 더 이상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다”[Thomas & Naughton,

Newsweek, 2001년 1월 18일자]. “새 천년 벽두부터‘정보혁명-지식산업’의 명사

인 신경제를 놓고 미∙유럽∙아시아가 서로 맹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세계 각 국은

미국이 지난 94년 이후 평균 4% 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실업률이 사상 최저 수준인

4%로 급락하자 최근‘성장의 엔진’으로서 신경제체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눈부신 성적표는 미국이 지난 10여 년간 혁신적인 정보기술(IT)에 한 엄청난

투자를 비롯해 금융기관, 정부,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분석했다. 유럽과 아시아 기업인들과 정부정책 담당자들은

한때 미 경제의‘나홀로 호황’을‘반짝 효과’라며 무시했지만 이제는 교훈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Business Week 2001년 1월 8일자 참조]. 

그러나 한편 이러한 로벌 스탠더드를 따라 경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

에 한 반론으로 아무리 경제적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전통은 변하

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경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의 장점을 발굴하고

계승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두되고 있다. 지난 30년 간 한국에서

진행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부 학자들은 종종‘유교자본주의’라

는 개념을 사용해왔다. 이와 같이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주요 요인으로 유교를 지목하

는 입장은 경제발전의 요인을 유교라는 문화적 변수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

제학적 설명 방식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설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자본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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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유교문화의 요소로 가족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들곤 한다[유석춘, 1997]. 

이와 같은 주장은 비록 유교사회는 전근 적인 산물이지만, 유교 정신은 성찰적 진

보를 위한 잠재적 안의 한 방향으로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교

의 정치 이상에서 본다면, 국민에게 이롭지 않은 경제활동은 국가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며, 사회의 제반 가치 역에 한 시장의 압제 역시 극복되어야할 사항이다. 유교

의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와 시장의 자율성은 분리에 초점을 둔 배타적 자율성

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상호의존적 호혜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국가는 경제 역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삶의 역에서 조화로운 자율성과 연

적 의존성을 결합시키는 조정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유교정신은 경제논

리의 독주를 견제하고, 문화논리와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최병철, 1999 참조]. 

한국은 지난 30여년간의 경 활동의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 다. 이 과정에서 전통문화적 요소들을 적극 계승한 경

방식들이 크게 적용되었으며, 전통문화적 제도와 관행들이 기업의 하부 경 시스템

에 내재되어 있어서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다른 나라의 제도와 관행은 한국의 기업에

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

탕으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수행해온 서양과는 달리 한국은 정신적인 면을 강조

하고, 사회적 합리성과 전통적인 유교∙불교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활동과 사회

활동을 수행해 온 전통 때문에 서구적 경 방식과는 상당한 마찰을 일으키곤 하 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개인의 성실성과 정직, 근검한 도덕생활 태도를 강조한 유교적

전통가치나 사회생활의 출발점으로서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주의, 사회집단을 우선시

하는 공동체주의나 인본주의와 같은 한국의 전통사회 문화의 강점에 기초한 경 관

행을 계승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의 경 방식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 특히 전통문화적

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서 다양한 경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유교적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기업의 경 방식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 방식 중 사람과 관련된 경 방식은 여타의 방식과는 달리 그것이 토 를 둔 사회

신 유 근 145



문화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경제효율논리에만 입각할 수 없으며, 한국의 전통문화적

강점을 살려 한국만의 독특한 경 방식을 계승∙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인사관리에 있어서 연공주의가 그 본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기보다 이것

을 운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으므로 이의 약점을 개선∙보완하면 된다

는 주장이나 기존 한국식의 온정주의형 경 방식도 가치가 있으므로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처럼 한국기업이 당면한 경 위기를 극복하고 경 환경의 변화에 응하기 위해

서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경 방식, 즉 경제효율논리에

충실한 로벌스탠더드에 의한 경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의 경 방

식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적 특성, 특히 전통문화적 특성에 의해 크게 좌

우되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서 다양한 경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 사이에 논쟁

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기업의 경 방식을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서 위의 상

반된 두 주장 외에는 다른 안은 없는 것인가? 즉, 제3의 관점에서 국제화를 지향하

면서 한국기업의 경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한국형 경 방식을 개발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논리(패러다임)에 입각하여 한국형 경 방식을 개

발할 수 있을 것인가?

II. 경 방식의 개발방향에 한 논쟁

한 나라의 경 방식을 어떻게 변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개발방향

에 해서는 일찍부터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제시되어 왔다. 그 하나는 경제효율논리

에서 비롯된 보편주의적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논리를 강조하는 특수주의

적 관점이다.

1. 보편주의적 관점

1) 보편주의가 지향하는 바

최근에 들면서 세계경제는 범세계적 경쟁체제로 재편되고 모든 국가와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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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자국에서만 경쟁을 하면 되던 상황에서 이제는 무한경쟁을 해야하는 상황

으로 변화하 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그동안 비효율적이라고 인정되던 경 방식들

로서는 이런 무한경쟁시 에 생존하기가 어려우므로, 기업의 가치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경 방식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특히, 한국도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경제구조의 비효율성이 크게 부각되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

라 경 제도와 관행들을 급격히 바꾸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 단계 한국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변화에 응하면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로벌 스탠더드에 의한 경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이러한 주장은 흔히 보편주의(universalism)라고 불려왔는데, ‘보

편주의자’들은 기업의 경 방식이 그 기업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 있다고 보

기보다는 경제∙기술적 환경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선택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오직 유일한 최선의 경 방식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Muller, 1994]. 

즉 보편주의는 시 나 공간, 체제나 문화적 차이를 관류하여 모든 기업, 산업, 조직

에 적용할 수 있는 경 방식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며, 그러한 보편주의적 경 방식

이나 이론은 어느 곳에서도 똑같은 것이며 보편적 전문성으로서 경 의 원칙은 어떤

지역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논리이다[Austin & Tobin, 1986; Muller, 1994 참

조]. 특히 세계경제가 로벌화하는 시점에서 보편주의는 한국기업이든 서구기업이

든 공히 적용되는 경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보편주의는 합리주의 또는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다. 합리주의란 체계적이며, 정확

하고, 계량적이며, 비개성적이고, 규칙에 의해 지배되며, 예측 가능한 것을 존중하는

입장∙시각을 말한다. 합리주의는 또한 이성적∙논리적∙필연적인 것을 존중한다.1)

합리주의에 해서는 학자마다 제시하는 개념이 상이하지만, 합리주의란 본질적으로

양적인 개념에만 국한되지 않는 질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며, 개별적 주체에 한정되

지 않는 포괄적인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합리성을 사회적 합리성[Etzioni,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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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버(M. Weber)는 이러한 합리성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의 공통적인 면으로서 자본

주의의 정신이라고 하여 근 서구사회의 특징으로 제시한 바 있다[Weber, 1934]. 역사적 관

점에서 보면, 서구적 합리주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한 맹목적 신앙의 지배로부터 인간의

이성을 해방시켜 인간 자신의 이성에 의한 자율적이고 구체적인 합리적 행위를 강조하는 계

몽주의의 산물이다[이봉진, 1994; 송 배, 1998 참조]. 



185~198]이라 하기도 한다. 또한 합리성을 M. Weber는 형식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

으로 나누기도 하 다. 경제행위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실제적으로 계산이 가능

한 것을 경제행위의 형식적 합리성이라고 한다. 그에 반하여 실질적 합리성의 개념은

사람들이 그것을 윤리적, 정치적, 공리적, 쾌락적, 신분적, 평등적 혹은 다른 어떤 요

구들을 제기하고 그에 따라 형식적으로도 역시‘합리적인,’즉 계산적인 경제행위의

결과를 가치 합리적 혹은 실질적 목적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위르겐 하버

마스, 1995: 207]. 

이와 같이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이나 경 학의 많은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합

리적으로 행동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를 설명하려고 시도해왔다[Brubaker,

1984 참조]. 예를 들어 경 자가 비용을 조금만 들이고도 고객에게 어필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행동이나, 종업원들이 노동을 가능한 한 적게하고 성과를

높이도록 기술을 개발하려는 행동 등은 바로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기업조

직에 한 합리적 논리는 기업을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기관으로 보아 조직의 효율

성을 본질적인 추구가치로 중시하며, 그러한 경 방식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보편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기업은 경제∙기술적 생산시스템으로서의 본질

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통적으로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 의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 내야하는 경제적 시스템으로, 그리고 자본∙원료∙인력∙기술 등의

투입요소를 받아들여 재화나 용역과 같은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기술적 생산시스템

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 같이 기업의 경제∙기술적 생산 시스템으로 보는 전통적

기업관을 뒷받침하는 관점으로는 먼저 기업의 독자성 내지 실체성과 관련하여 논의

되고 있는 자본조직체설을 들 수 있다.2) 자본조직체설은 자본을 투자한 소유자집단

의 소유물로서 기업을 보는 것이다. 이는 기업을 바로 자본의 소유자로 보므로 기업

소유자설(소유적 기업관)이라고도 한다. 소유적 기업관에서는 기업을 구성하는 것으

로는 당연히 자본출자자로서의 주주만을 상정한다.

경제∙기술적 생산시스템으로서 기업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은 신고전파 기업관을

들 수 있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기업을 하나의 생산과정으로 인식한다[Co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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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반 되는 기업관으로 노동조직체설이 있다. 자본조직체설과 노동조직체설을 합하여 기

업도구설이라고 하는데, 노동조직체설은 기업을 구성하는 주체를 곧 노동자라고 보는 것이

다.



1988]. 이러한 신고전파적 관점에서의 기업의 존재가치는‘규모의 경제’논리와‘범

위의 경제’논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란 생산설비를

확 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어느 한도까지는 재화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평균적으

로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범위의 경제(economy of range)란 동

질적인 생산활동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에 근거하여 성과가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기업의 경제∙기술적 생산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목적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이다. 경제적 목적은 시장메커니즘 하에서 기업이 이윤을 최 로 획득하려고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기술적 생산시스템으로서 기업을 본

다면 기업은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

즉, 경제적 기능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기업관은 오늘날

에도 그 로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기업의 적정성을 넘어선 리 추구활

동은 때로는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하 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사회의 경제

적 번 을 도모하고 인간의 풍요로운 생활과 발전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요컨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기업경 방식의 개발방향은 인간의 행동이나 조직의

운 방식이 효율성을 중시하고 추구하는 즉 경제논리에 입각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주의적 관점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 의 효과를 얻어내려고

행동한다는 경제논리로 인간을 본다. 도구적 합리주의에 의해 더욱 명확해진 경제논

리에서는 인간들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려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라고 설명한다. 즉 인간들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메

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의 신호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결정과 선택을 행하며,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중시한다는 입장인 경제논리는 시장내 경쟁논리를 의

미한다. 이 논리는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경 방

식을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2) 보편주의의 지지근거

보편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근거로서 수렴가설을 들 수 있다. 수렴가설은 한 국가사

회의 발전과정에서 기업의 경 방식은 서로 유사하게 닮아간다는 경제사회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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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한 가설로서 제기되었다. 즉‘수렴가설’(convergence hypothesis)이란 산업화

의 일반적 향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서 산업화가 진전되면 어느 사회이건 불가피

한 구조적 변화와 이에 따른 구성원의 사회적 행동의 공통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

고, 이러한 변화는 전통문화에 의해 일시적으로는 저지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전통문

화가 산업화의 요구와 논리에 려나 선진 서구산업사회를 닮아갈 것이라는 가설이

다[Kerr et al., 1960: 33~46].

수렴가설은 산업화논리(industrialization logic)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제도∙조직∙

인간행동의 사회현상이 경제적 합리성의 원칙에 의해 진보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제적 합리성의 원칙은 산업화∙과학기술화∙

정보사회화 등의 사회적 구조변동에 상응하는 제도, 인간행동 등의 사회현상 또는 경

현상이 가장 합리적인 하나의 유형으로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합

리성의 원칙에 따를 경우 어느 국가나 유사한 제도 조직, 인간행동의 사회현상이 일

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수렴가설에서는 서구사회가 동양사회보다 앞서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후진국

의 산업화는‘서구화’와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즉 수렴가설은 산업화 과정에

서의 구조변동과 기술변동으로 조직 및 제도, 그리고 구성원의 행동방식까지도 산업

화에 앞선 서구의 그것들과 유사하게 닮아갈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들은 소

위‘산업인 가설’(industrial man hypothesis)이라고 축약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산업

노동자들은 그 사회의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속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렴가설의 관점에서 보면 후발 산업국들의 경제∙기술적 경

기법들은 선진국의 제반 경 측면들과 유사한 발전 경로를 거치게 된다고 본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서구 선진국 기업들의 경 기법들이 한국의 기업경 에도 그 로

도입되고 있으며, 점차 서구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수렴가설은 아시

아의 기업들이 초기에는 아시아식이라는 경 패턴을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시간이 흐

름에 따라 서구와 동일한 자본주의적 특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김성환, 1999

참조]. 

수렴가설은 1950년 부터 70년 의 초기 비교문화론 연구에서 미국식 경 방식을

보편 타당한 경 이론 또는 경 방식으로 보고 다른 국가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연구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Choi, 1995; Hofstede, 1980]. 오늘날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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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은 지역에 한 연구와 거시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증거

는 1950년에서 1990년까지의 OECD 국가들에 한 연구결과 OECD 국가들에서 전

후시기의 투자패턴, 정부의 소비, 그리고 수출패턴이 수렴가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Rassekh, Panik & Kolluri, 2001].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수확체감의 법칙을 가정하고 있어서 단일한 산업부문에서

는 성장모델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한다. 이러한 신고전파 성장모형은 경제 내의 산출

량 증가를 생산요소의 증가와 이 요소들의 결합방법으로써 설명한다. 노동∙자본 등

과 같은 투입요소가 결합되어 소비재가 생산될 경우 그 산출량은 이들 투입요소가 증

가할수록 커진다. 또 이들 요소의 결합방법이 효과적일수록 산출량은 더 올라가고 성

장률도 올라간다. 그들은 요소들의 생산결합 방법들의 집합을 총칭하여 기술이라고

설명하는데,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과 이들을 결합시키는 방법인 기술의 세 가지가 그

경제내의 생산력을 결정짓는 3 요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후진국에서 보편적으로 따를만한 효과적인 성장모델이 있다고 주장한다. T.R. Michl

와 D.K. Foley는 유산상속을 목적으로 저축을 했던 리카도학파의 자본주의자들과 생

활을 위해서 저축을 했던 노동자 세 간에 공통 분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수렴가설에 근거한 성장모델을 지지하고 있다[Michl & Foley, 2000]. 

그리고 경 학 분야에서도 미국의 기업에서 발전된 기본적인 경 철학 또는 관

리실천방법은 그것이 어디에서든지 적용된다 할지라도 최 의 효율성을 나타낼 것이

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일반경 이론에서 이른바 관리과정

학파(management process school)의 주장과 상통하는 것으로서, 일찍이 Harbison과

Myers는 12개 국가에 한 경 실천분석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양쪽에 다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경 발전에 관한 일반적인 논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Harbison

& Myers, 1959]. 또한 일단의 연구자들은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최선의 인사정책이

나 고성과 작업시스템(HPWS: High Performance Work System)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이들은 특정한 경 혁신제도나 기법들이 다른 기법이나 제도보다 항상 나은 성과

를 나타내며, 모든 기업은 이러한 최고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elery &

Doty, 1996; Pfeffer, 1997]. Kerr 등은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산업화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사회를 주도하게 되고 이러한 엘리트들은 산업주의라는 동일한 세계관

및 지식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세계는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모든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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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과 민주화를 달성하게 된다고 설명하 다[Kerr et al., 1960]. 한국의 경우에 있어

산업화의 과정에서 구조변동과 기술변동이 사회구성원들 특히 산업노동자의 행동방

식을 서구의 그것과 유사하도록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Form and Bae,

1988: 618~643]. 

2. 특수주의적 관점

1) 특수주의가 주장하는 바

기업의 경 방식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 특히 전통문화적 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서 다양한 경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

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기업의 경 방식을 특수주의(particularism) 관점에서 개발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수주의자’들은 기업의 경 방식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인간의 사회적 동기에 주목하여 특정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계승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Miller, 1987]. 

특수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기업은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적 기관으로 특정 국가와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역사적 전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한 국가의 전통적 가치와

행동방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특수주의는 제도∙조직∙인간행동 등의 사회현상

이나 경 현상이 독특한 사회문화적 풍토로부터 유래하는 가치∙전통과 관습∙감

정∙기질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조직이 지배적인 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 특수주의는 인간의 사회적∙심리적 동기, 전통적 관습동기에 주목하

여 사회나 국가마다 달리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경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본다. 특수주의는 성과와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경 제도라고 할지라도 그

뿌리가 되는 사회문화적 가치로부터 벗어나거나 상충될 경우 종국적으로는 탁상공론

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특수주의는 인간의 사회적 동기에 주목하여야 하는 경 방식들은 특정 국

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계승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경 방식은 그 기업이 속한 사회문화적 본질에 입

각하여 인간의 행동이나 조직의 운 방식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조직구성원들의 만족

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에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경 방식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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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문화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합리주의는 서구사회의 산물인 것처럼 종종 주장하

지만 동양사회 및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합리주의를 추구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

을 찾아볼 수 있다.3) 어느 사회에서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없다. 정당성(legitimacy)이란 전체사회의 공유된 가치에 의한 평가를 통해

자신의 행동 또는 자신이 생존할 권리를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의 구성원

으로서의 개인∙집단∙조직은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사회적 기 나 가치규

범에 부응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행동을 하며, 더 나아가

전체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러한 정당성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합리

성의 개념은 기업가치를 사회에 한 책임과 봉사 등의 사회적 가치로 평가하며 이러

한 합리성의 논리는 동양적 합리성의 개념을 부정하지 않는다.

동양적 합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서구적 합리성에 한 강한 비판을 하기

도 한다. 즉 서구적 합리주의를 도구적 합리주의라고 보는 것이다. 도구적 합리성

(instrumental rationality)이란,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 수단을 선택

하는 것을 말한다. 도구적 합리주의는 기계문명을 활성화시켜 개개인 이익의 최 화

를 통해 서구 자본주의 사회를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만드는데 큰 몫을 하 다

[Brubaker, 1984: 8~60], 하지만 인간의 사고나 행동까지도 기계적으로 통제하고 구

속하려는 속성으로 인해 인간을 노동력이라는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수많은 규칙과

규정으로 얽어매어 일정한 틀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문제를 드러낸다[이봉진,

1994; 송 배, 1998 참조]. 기업조직은 물론 그것을 움직이는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

의 제약 속에서 존재하게 마련이므로, 제한된 도구적 합리주의가 주장하는 바의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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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구적 합리성 또는 산업화의 논리 관점에서는 동양적 사회문화논리를 강조하는 것은 비합리

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신유근, 1992 참조]. 그러나 소위 보편성이라 하는 것, 즉

서구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서구사회의 우월성이나 서구이론의 이전을 전제하는 것일

수도 있다[허철부, 1988: 296~302]. 동양적 합리성이란 동양사회로부터의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는 원칙과 유사하다. 이처럼 동양에서의 합리성 또는 이성은 개개인의 도덕적 완성으로

부터 출발하여 도덕적인 이상사회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

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성실성과 정직, 근검한 도덕적 생활태도를 강조하 고 그러한

사회생활의 출발점으로서 가족을 중시한다. 이러한 유교적 가치는 동양사회의 기업경 방식

을 형성시키는데 큰 향을 미쳤다. 



무이한 최선의 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 나 특정 국가마다 기업경 에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 학과 같은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론의 보편주

의를 획득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여겨졌던 서구식 사회과학의 이론들

이 문화적 풍토가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Kerr et al., 1960 참조]. 즉 한 국가에서 성공한 경 방식을 인적자원과 기업

간 협력방식, 그리고 기업문화와 같은 시스템적 요소가 다른 나라에 적용시킨다면 제

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Raphael, 1995: 57~72]. 

이와 같이 특수주의는 비단 경 학 분야에 국한되어서 제기되는 논쟁이 아니라 서

구식 사회과학의 한국적 토착화란 점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즉 한국의 사회과학이 단

지 한국의 고유성만을 고수하는 폐쇄되고 고립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토착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토착화는 또한 과거 지향적인 것은 아니며, 어

떤 사회 현실 속에 정지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서구식 사회과학을 한국에 토착화한다

는 것은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적응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수주의적 관점은 전통적인 기업관에서 중요하지만 간과되어왔던 기업의

또 다른 측면인 사회∙심리적 협동시스템으로서의 기업의 속성을 강조한다. 개개인

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협동을 통해 극복하기 위하여 모여진 것을 조직이라

고 본다면, 기업 역시 동일한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체인 것이다. 이때 사회적 협

동시스템은 주로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에, 심리적 협동시스템은 주로 기업과 구성원

과의 관계에 적용된다. 이런 점에서 기업은 재화와 용역을 산출하기 위해 주주∙경

자∙종업원∙소비자 등 전체사회시스템의 주요 구성집단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기업을 사회∙심리적 협동시스템으로 보는 기업관에는 기업주체설과 사회적 기업

관을 들 수 있다. 기업주체설이란 기업을 도구가 아닌 하나의 주체적인 실체로서 이

해하는 것으로 기업 그 자체를 어떤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실현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하나의 사회목적을 달성하는 주체로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기업주체설의 표적인 관점으로는 협동적 생산실체설을 들 수 있다.4) 협동적 생산

실체설이란 기업을 노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 집단의 협동에 의해 생산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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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위해 조직화된 독자적인 행위주체로 보는 관점이다[Schmalenbach, 1919~

1956]. 즉 기업이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의 협동관계의 바탕 위에서 성립∙존속∙성장

해가는 하나의 협동시스템이라는 특성과 생산기능을 수행하는 특성, 그리고 독립적

실체로서의 기업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협동적 생산실체로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관에 의하면 현 기업의 가장 표적인 형태인 주식회사에서 기

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단지 주주만이 아니다. 오늘날 주식회사는 국민재

산의 중요한 관리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관은 회사의 채권자는 물론이고 회

사에서 일하는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생활은 기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의하여 매일매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일반소비

자 역시 기업의 존립에 중 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사회적 기업관

에서는 소비자와 시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에서

만 기업의 자유와 외부 비경제 등의 시장실패를 인정하여야 하며, 그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기업의 자율규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탁자로서의 이해조정 책임으로 한정하기보

다는 기업이 사회에서 기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기업경 방식을 개발한다 함은 인간의 행동이나

조직의 운 방식이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심리적 만족과 전통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수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의식적인 목적

보다는 전통문화적 요인이나 행위자의 감정 또는 기질로부터 상당한 향력을 받는

다는 면에서 비합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Brubaker, 1984: 49~60]. 그리고 인간관

계 또는 사회관계를 매우 중시해 감정이 앞서거나 인정과 의리가 지배하는 윤리와 도

덕을 바탕으로 행동과 태도를 형성하여 특유의 문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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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기업주체설로는 기업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형성하는 공동체로 보는 기업공동체설,

노사가 자주적인 입장에서 계약에 의해 손익을 부담하는 파트너십으로 보는 기업동료체설,

노사의 협동에 의해 형성되는 기업협성체설 등이 있다[김원수, 박오수, 2000: 291~293 참

조].



2) 특수주의의 지지근거

특수주의의 지지근거로는 앞서 보편주의에서 살펴본 수렴가설에 비되는 비수렴

가설을 들 수 있다. 비수렴가설(divergence hypothesis) 또는 확산이론은 산업화가 진

행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조직 및 제도, 구성원들의 행동방식은 사회문화적 전통의 차

이로 인하여 더욱 이질적이고 독특한 성격을 보이게 된다는 가설이다[Rojek, 1986:

25~26]. 이는 현 화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고유의 전통문화와 가치체계, 사회경

제∙정치구조가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국가간의 문화차이가 미치는 향력을 중시

하는 관점이다. 

비수렴가설은 새로운 기업조직형태의 창출이 사회문화적 요인과 접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극심한 경쟁상황에서 뛰어난 적응능력을 보일 수 있는 경

방식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향에 의해 형성되며, 그 결과

특정 국가의 경제성장은 물리적 자본 외에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게 되며,

특히 최근에는 사회심리나 도덕성과 같은 요인들이 개인의 창의성을 높이고 집단의

행동을 정당화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Aupperle, 1996; Fukuyama, 1996; 이장우∙유

권종∙김광수, 1998 재인용].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인 유교사상은 21세기 정보화∙디지털화 시 의 기업활동에

서 어떠한 가치를 갖는가? 유교적 가치덕목은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해 개인의 개성

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공동선을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주어야 하는 정보

화∙디지털 시 의 경 관리적 요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

면‘예’는 유교의 핵심사상으로 조선시 이후 우리의 전통문화 형성에 지 한 향

을 미쳤으며,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고전적 지혜는 정보화∙디지털화 시 에도 유용

한 철학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터넷을 이용한 세계화 추세에 응

하여 국제간 협력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세계적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가치를

창출하며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만드는 데에는 이런 동양의‘예’즉, 인간 및 상호간

의 존중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이장우∙유권종∙김광수, 1998]. 

특수주의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교육적∙사회적∙정치적∙법적∙경제적 조건과

같은 환경적 제약요인이 특정한 경 철학 또는 경 실천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일차

적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송병락은 한국 등 동양에서 추구해 온 정신적인 면과 인

간중심적 사고가 고려되지 못하면 결국 파멸로 치달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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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락, 1994]. 유석춘은 동아시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유교적

사회관계에 경제적 작동방식을 조화시키는 제도의 동형화에 성공하여 경제활동의 거

래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전개한다[유석춘, 1997]. 하버드 학의

Tu Waining 등은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의 근거로 유교적 특성 등 문화적 요인을 들

고 있다[Tu Weiming, 1999]. 그리고 L.D. Clarke와 M.A. Glinow는 기업제도와 금융

제도가 미개발되고 유교적 가치에 의해서 규제 받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기업인들이

합리적 요인보다도 유교적 가치와 인간관계(Guanxi: 관계적 네트워크)에 더 많이 의

존하기 때문에 서구에서 성공을 거둔 시장 접근법을 이들에게 일반화하는데는 무리

가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Clarke & Glinow, 2000: 17~31]. 

일찍이 Gonzalez와 McMillan은 브라질에 있어서 미국의 경 철학이 적용될 수 있

는가를 연구한 후에 경 은 풍토의 지배를 받는(culture-bound), 즉“미국의 경 철학

은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Gonzalez &

McMillan Jr., 1961: 39]. 역시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비수렴 가설의 견해를 뒷받침하

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일본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자 그 원인을 종신고용제, 연

공서열제 등 전통적으로 사회적 정당성을 얻었던 경 방식으로부터 탈피해 미국경

을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반성도 나오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 일본적 경 의 부활,

복권 등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적 경 의 진화론에 한 연구가 다시 많아지고 있다

[Kagono, 1995 참조]. 

E.P. Odum과 I.L. Horowitz는 국가별 분석에서 국가들이 각기 독특한 문화, 정치,

환경적 요인에 기반한 다양한 발전경로를 가지는 것을 밝혔다[Odum, 1971;

Horowitz, 1966]. J. Galtung에 따르면 각 국가 및 개별 기업들은 경쟁시장에서 자신

들의 주제품을 전문화시킴으로써 경쟁에 응하려 하기 때문에 각 국가 및 기업마다

서로 다른 양상의 발전을 한다고 한다[Galtung, 1997]. N.J. Smelser에 의하면 후진국

의 경제발전에 관한 이론들에서 후발국은 자체적인 전통과 후진성으로 인해 선진국

과 동일한 경로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Smelser, 1963]. 

한편, 꼭 비수렴가설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수렴가설을 부정하는 연구결

과도 많이 있다. B. Marco는 119개국에 한 수렴가설을 비모수 도추정기법과 그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한 연구결과 수렴가설이 예측하는 것과는 상당히 모순되

는 것임을 발견하 다[Marco, 1997: 393~409.]. 그는 1970년, 1980년, 1989년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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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간 GDP 도분포를 살펴보면서 분포의 역동성의 측면에서 변화가 적었고 두 개의

최빈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공급과 수요모델의 기준에서 비롯된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소득불균형과 실업간

에는 교환관계(tradeoff)가 있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으나 D. Howell과 F. Huebler는

OECD 국가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득불균형과 실업간에 교환관계를 거의 발견

할 수가 없었다고 발표하 다. 이 연구결과로부터 우리는 수렴가설을 지지하는 신고

전파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소득불균형과 실업간에 교환관계가 지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Howell & Huebler, 2001].  

그리고 보편주의의 지지근거에서 언급했던 거시경제학과 지역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렴가설인 신고전파경제학의 단일 산업부문의 성장모델을 그리스 경제에

적용해 본 것이 바로 S. Mavroudeas와 C. Syriopoulos의 연구이다. 그들은 세 가지 이

슈를 다루었다. 하나는 지역적인 수렴효과가 있는가, 또 하나는 북부와 남부간의 차

이가 있는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만일 그리스가 유럽연합에 속한 다른 나라와 같

이 수렴하는가? 그러나 이들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수렴가설은 모두 부정되었다.

다른 연구와 같이 이러한 발견은 외생적인 기술변화에 따른 신고전파 경제학의 성장

모형에 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하겠다[Siriopoulos & Asteriou 1997: 383~

389; Mavroudeas & Syriopoulos, 1997]. 

3. 양 관점에 한 평가

앞서 살펴보았던 보편주의는 경 방식의 개발을 위해 기본적으로‘제도’에 기반을

두고자 하며, 특수주의는‘문화’에 기반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도주의

자(보편주의자)들은 행위자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제도에 의하여 행위

자에게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도주의는 사회의 행위자들이 사회적

으로 보편적인 제도를 따르도록 하는 권력화한 규범을 강조하는 논리이다[Giddens,

1984]. 이러한 제도주의는 논리적으로 객관성을 취하며, 행위자와 행동에 제도적 권

력을 부여하고있기 때문에 특수한 문화권에 있는 행위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문화주

의와는 립된다. 

문화주의자(특수주의자)들은 어떤 경 방식들이 특정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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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문화주의는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동기, 전통적 관습동기에 주목하여 사회마다 국

가마다 달리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경 방식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문화주의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사회 문화의 강점이나 경 관행이 한국사회에서는 여

전히 유효한 경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를 강조하는 보편주의와 문화를 강조하는 특수주의의 두 관점 모두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① 기업은 그 본질면에서 경제∙기술적 생산시스템이면서 동시에 사회∙심리적 협

동시스템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가지며,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이루려

는 다원목적을 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적 관점은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조직은 그 본질이 경제∙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측면이 동시에 공존하는 실체이므로, 한국형 경 제도는 기업의 경제

적∙기술적 가치와 사회적∙심리적 가치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방향에서 개발되

어야 할 것이다. 즉, 기업의 사회∙심리적 본질을 도외시하고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으며, 경제∙기술적 본질을 외면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존속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도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② 바람직한 한국형 경 방식의 개발을 위해서는 서구적 합리성과 동양적 합리성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두 관점 모두 포괄적인 의

미에서 합리성의 개념을 변하지 못한다. 보편주의적 관점은 기업경 의 목적을 경

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경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업의 경 방식의 개발에 필수적인 기업이 속한 사회의 독자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 또한 특수주의적 관점도 기업경 의 목적을 종업원의 만

족성이나 사회적 형평성, 수용성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전통문화에 지나치게 초점을 둠으로써 사회와 기업이 변화해 나간다는 사실을 간과

할 수 있고, 기업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셀 수도 없이 많은 경 방식을 인정해

야 하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③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두 관점 모두 정확한 의미에서의 로벌라이제이션의

개념을 변하지 못하고 있다. 세간에서는 로벌라이제이션을 경제적 측면에만 주

목하여 서구식 사고 및 방법을 그 로 답습하는 것으로 논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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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라이제이션의 어느 한 부분만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 로벌라이제이션을 문

화적인 측면에서 주목한다면 전세계적으로 문화간 상호장벽을 허무는 것, 인류공동

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인류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짓는 사회

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진정한 로벌라이제이션이란 동서양의 만남이 이루어

지는 새로운 세계로의 지향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도 내포하여야 한다. 즉 어느 한

사회나 문화권의 가치를 다른 사회나 문화권에 일방적으로 추종할 것을 강요하는 것

이 아니라 지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반

한 가치의 추구라는 의미를 갖는 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와 특수주의는 진정한 로벌

라이제이션을 지향하고 있지 못하다.

④ 보편주의와 특수주의는 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변화들간의 상호 관련성을

최 한 염두에 두는‘통합적 변화관리의 틀’을 제공할 수 없다[Porras et al., 1983 참

조]. 경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추진할 때 범하기 쉬운 실수 중의 하나가 특정 부문

의 변화에만 주목함으로써 여타 부문의 변화와의 상호관련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크

다는 것이다.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제도만을 도입하게 되면, 구성원들의 저항을 초

래하게 되며, 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문화만을 주장하게 되면, 조직의 구조적 관성을

탈피하지 못하게 된다. 한국기업에서는 다른 회사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하면, 자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동일한 제도를 그 로 도입하려는 맹목적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식으로 경 방식을 변화시키게 되면 기존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낭비와 기능부문간 단절을 초래하게 되며 구성원들의

반발이나 기업경 시스템에 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⑤ 경 방식의 개발을 위한 상 면에서 볼 때 보편주의는 모든 경 방식이 하나의

표준을 가져야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으며, 특수주의는 국가 또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셀 수도 없이 많은 경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J. Child는 문

화의 향력을 상 적으로 덜 받는 체제∙구조∙기술 등과 같은 경제적∙구조적 경

제도는 수렴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경 현상 중 문

화적 특성에 구속받는 가치∙행동방식∙인간관계 등의 사회문화적 현상은 수렴하기

보다는 비수렴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즉 수렴이론 및 산업화논리는

기업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타당성를 갖지만, 기업의 사회심리적 측면에

서는 오히려 비수렴 이론 관점이 경 현상을 이해하는데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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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1981]. 

이처럼 한국기업 경 방식의 개발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제도주의(보편주의)와 문

화주의(특수주의)라고 하는 상반된 주장 중 어느 하나만을 양자택일적으로 선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원론적으로 볼 때도 어느 하나의 주장에 근거한 택일주의적 사

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① 어느 한 쪽에 한 편중된 목적을 추구하

게 됨으로써, 다른 한 쪽을 희생하게 된다. ② 상충관계나 갈등에 의해 초래된 문제들

에 해 근본적으로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는 맹목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된

다. ③ 장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개념을 포함하지 못한다. ④ 개체와 전체간의 상호

관련성과 상호공존공 의 개념을 갖지 못한다. ⑤ 진보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

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도 기업경 의 진화방식은 단선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전래의 것이 좋다고 해서 그 로 보전되는 것

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 방식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할

것은 온고이지신( 故 )에 한 지나친 집착이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

라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고, 맹목적인 국수주의에 빠지는 것은 극히 위험한 생각

이다. 다른 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에 한 냉철한 분석 없이, 무조건 다른 문

화를 배격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외국

것만을 선호하고 근거 없이 우리 문화를 비하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경 방식의 변

화를 논하기 전에 우리의 현실과 장∙단점, 그리고 외국의 현실과 장∙단점에 한

객관적인 분석과 비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기업의 경 방식은 상

반된 두 가지 주장이 어떤 형태로든 필연적으로 상호침투의 과정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그 개발의 방향은 단순한 혼용이거나 잡동사니를 모아놓은 식이 아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전략적인 상호융합과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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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

1. 연계모형의 의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도주의나 문화주의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게 되면 많은 문

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와 문화를 통합해 보는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도와 문화의 관계에 해서 D. Etounga-Manguelle은“문화는 어머니요, 제도는

자식이다”라고 하 다. L.E. Harrison은 이 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는 것이며, 단

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에 의해 촉진된 제도적 변화가 문화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한다[Harrison, 2000: 18~40]. 따라서 제도나 문화 중의

하나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서구적 합리성 동양적 합리성, 수렴가설 비수렴가

설의 논쟁과 같은 단순한 이분법적 시각을 갖고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택일적 관

점을 취하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제도만을 주장해 현실적으로 나타나

는 고유하고 특이한 현상을 무시하고 반복적이고 일반적인 법칙만을 강조하거나, 아

니면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문화적 상 주의나 편협한 주관주의로 함몰되는 경

우가 많다. 

또한 일군의 학자들은 제도적 문화라는 용어를 으로써 제도를 포괄하는 문화에

해서 이해하기 시작하 다.5) 제도적 문화(institutional culture)란 사회문화적 변화

를 설명할 때에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형성하는 환경을 의미

한다. 즉 법률제도∙경제제도∙정치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 환경은 모두 제도적 문화

를 설명하는 단위로서 이러한 제도적 문화를 연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두되기 시

작하 다. 특히 제도적 문화에 한 연구는 교육제도와 교도행정제도, 그리고 인종적

성적 평등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하는가 하는 것이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Wilder, 2001; Joyce, 2001; Weidman, 200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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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적 문화를 조직에 적용시켜 보면 조직에서의 제도적 문화란 조직의 경

제적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의 방향과 임무, 그리고 목표를 전략적으로 형성하는 조직

구조, 조직의 리더십, 권한의 배분 등과 같은 제도들을 배태하는 경 환경으로서의

기업문화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Gray & Karp, 1994: 23~36 참조]. 이렇게 볼 때 기

업경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부분인 기업문화와 경 제도는 양자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경 성과를 낼 수 없고 서로 조응하는 상호작용적 관계를 이루어야 경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즉 기업문화에 바탕을 둔 경 제도를 만들어내는 기업경 시스템

을 설계하고 추진하여야 좋은 경 성과를 낼 수 있다. 우리는 경 성과를 높일 수 있

도록 경 제도와 기업문화를 접목시켜 기업경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관점을 기업

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culture-system linking model)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은 기업경 의 목적으로서 경제∙기술적 시스템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경 제도의 개발과 기업경 의 목적으로서 사

회∙심리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문화논리에 근거한 기업문화의 창달이 서로

달리 볼 수 없는 기업경 시스템의 두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업문화와 경 제도

를 연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기업의 경 방식 즉 경 제도는 기업문화와

연계될 때 그 실행가능성이 높으며 결과도 기 할 만하다. 여기서 연계(link)란 서로

접한 관계를 가지는 두 부분을 잇는다는 것을 의미한다.6)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제도주의와 문화주의의 문제

점을 보완함으로써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한국형 경 방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상태로부터 한국형 경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조라

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 부문에서의 변화가 요청되는데 새로운 경 방식을 개발하

는데는 지금까지의 편향된 패러다임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기업문화와 경 제도가 연계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1990년 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던 경 혁신 기법들, 예를 들어 리스트럭처링

(Restructuring)이나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BR: Business Reengineering) 등과 같은 혁

신적인 경 기법을 도입하 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 다. 그 중요한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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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문화가 경 제도를 낳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단기적

으로는 경 제도가 기업문화에 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엄 하게 말하면 연계란 양자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의미한다.



는 밑바탕이 되는 기업문화를 먼저 변화∙창달시키지 않고 경 혁신을 추진했기 때

문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에 기초하여 기업경 시스템을 만들

게 되면 성공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초우량기업인 HP나 IBM과 같은 기

업들의 경 방식이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에 의한 경 방식을 실천하는 좋

은 예가 될 것이다. 이들 HP나 IBM은 모두 인간존중의 경 이념에 기업문화적 바탕

을 두고 탁월한 경 성과를 낼 수 있는 경 제도인 HP Way나 IBM Way를 개발함으

로써 초우량기업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이다[Peters & Waterman, 1982 참조].

그렇다면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의 의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기업

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은 빙산에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다. 기업문화는 수면 밑

에서 경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빙산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며, 경 제도는 수면 위

에 보이는 빙산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도

제도와 문화는 서로 상호조응하면서 발전해나간다. 제도는 문화적 토양에서 생성되

고 또 문화는 새로운 제도의 창출에 의해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즉 기업의 경 제도

도 문화적 바탕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기업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업문화에 기반을 둔 경 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처럼 빙산의 예를 사회시스템의 범주인 토 와 상부구조의 개념에 적용해 보면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7) 즉 기업경 시스

템에서 토 는 기업문화를, 그리고 상부구조는 경 제도를 의미한다. 동일한 사회문

화 속에서 여러 가지 경 방식이 생겨날 수 있는 것처럼 기업경 시스템에서는 사회

문화적 구조, 즉 토 인 기업문화 위에 상부구조로서 여러 가지 경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상부구조인 경 제도를 유기적이고 총체성을 갖는 기업경 시스템의 토

가 되는 기업문화와 연계시켜 개발하게 되면 하나의 완전한 빙산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직구성원들은 기업에 입사하게 되면 그 기업의 가치와 행동방식을 공유하여 그

기업의 기업문화에 동화하게 된다. 이 말은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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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내용은 마르크스주의 역사적 유물론의 용어인 토 ( )-상부구조( 構 )의 개념을

빌어 설명해 본 것이다.



신의 의지와 다를 수 있는 기업경 시스템 속에 들어가게 됨을 의미한다. 기업경 시

스템의 토 인 기업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가치와 행동방식을 결정하게 한다. 그리

고 기업경 시스템의 상부구조인 경 제도는 기업문화의 변화에 응하여 발전하게

되므로, 기업경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문화의 창달과 경 제도의 개

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문화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 그러나 기업문화는 시간의 흐름

과 노력 여하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경 시스템의 토 로서 기업

문화를 먼저 바람직하게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방향은 다음에

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람직한 기업문화는 한국의 기존 기업문화가 갖는 장점

인 공동체 의식에 한국기업에서 부족한 서구의 장점인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확보함

으로써 창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경 제도를 개발하는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전통적 경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제너럴리스트 중시의 인재육성방식의 장점

과 서구적 경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스페셜리스트 중시의 인재육성방식의 장점을

접목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구성원들의 경력설계를 도모할 수 있는 인재육성방식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국기업들이 지속적인 경 성과를 보장하는 한국형 경 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기

업문화와의 연계모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의 경 방식과 한국의 전통적 경

방식이 혼재되어 서로 상충관계나 상호갈등을 일으키고는 있지만, 각각이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양자를 창조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임기응변적인 단순 절충방안이 아니라, 상충

관계나 상호갈등을 일으키는 두 가지의 상반된 안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융합 매

커니즘(fusion mechanism)을 활용해 최적의 기업경 시스템을 구상하자는 것이다.8)

즉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은 국가나 기업의 발전 패턴이 상이함에도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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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과 생물학에서는 융합메커니즘을 이용한 것으로 핵융합과 세포융합을

들 수가 있다.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방법이며, 세포융합은 생명공학의 핵심기술의 하나로서, 임상

진단과 암치료에서 식물의 품종개량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 학

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는 경 방식을 결합하여 이전과는 다른 성질의 경 방식

을 개발하자는 의미에서 융합적 경 메커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적이라는 이유로 경제논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한 전통문화의 특수

성만을 고집하여 문화논리에만 머무는 것도 문제가 많으므로 경제논리와 문화논리

양자간의 이분법적 립논쟁을 벗어나 제3의 시각으로 이론을 탐색∙개발∙제시하

려는 관점이다.

이렇게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을 통해 한국형 경 방식을 설계하게 되

면, 앞에서 언급했던 보편주의적 관점과 특수주의적 관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은 기업의 경제∙기술적 생산시스템으로서의

경제적 목적과, 사회∙심리적 협동시스템으로서의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한다. 

②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은 서구적 합리성과 동양적 합리성을 상호 융

합하여 포괄적인 의미에서 합리성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③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은 어느 한 사회나 문화권의 가치만이 아니라

지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로벌라이제이션을 실현

할 수 있다.

④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은 기업에서 변화나 혁신을 추진할 때 여러 가

지 상들이 맺고 있는 상호 접한 관련성을 고려하여 기업전체적인 변화과정을 설

계하는 통합적 변화관리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은 기업조직에서 문화적 향력으로부터 상

적으로 자유로운 제도적인 측면의 경 현상과 문화적 특성에 구속받는 경 현상을

선별하여 한국형 경 방식의 상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2. 연계모형의 지지근거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을 지지하는 논리로는 경 현상을 사회적인 차원

과 경제적인 차원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는 사회경제적 관점,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는 제도화 이론, 그리고 기업문

화와 경 제도가 서로 적합해야 경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상황적합 이론을 들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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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경제적 관점

경제효율논리는 보편주의적 관점으로부터, 전통문화논리는 특수주의적 관점으로부

터 파생된 것이라고 본다면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은 사회경제적 관점

(socioeconomic view)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관점이란

사회와 경제를 동일체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인간사회는 경제와 사회가 상호

긴 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

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사회문제의‘해결’

이 연구자의 문제의식으로서 등장한 시기인 20세기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 다. M.

Weber는 1904년에「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인간사회를 경제현상

으로만 보는 것을 배격하고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가 근 자본주의의 형성에 얼

마나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가를 실증적인 사례를 들어 해명하고 있다. 근 자본주의

문화의 특질은 합리성∙계산성이다. 베버는 이러한 특징을 구유하고 있었던 정신적

인 모체는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 특히 칼뱅이즘(Calvinism)의 직업윤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인간사회는 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복잡한 제도∙조직∙문

화 등으로 이루어지며 경제와 사회가 상호 긴 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데서 경제와

사회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Weber, 1990 참조].

20세기 중엽 이후에 사회경제적 관점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는데, 과거의 경제적인

현상만을 연구하는 것을 단순히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과 극복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 확산되었다. M. Postan은 논문「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역사적 방법」에서 사회경

제적 관점은 사회상태의 연구를 통해서 문제점을 바로잡고 사회적 제 원인의 작용을

밝혀낼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농촌사회를 연구함으로써 인구의 성장

에 의한 경제적 변동을 논증할 수 있다고 하 다. 그리고 그는 경제적인 현상뿐만 아

니라 사회현상을 총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 다

[Postan, 1939 참조].

T.S. Ashton은 1948년의 저서「산업혁명」(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30)에

서“산업혁명은 하나의 기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의 운동으로서 생각해야 한

다”고 하면서, 산업혁명기의 제 변화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 다. 즉, “새로운 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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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되고 신시장이 개척되었고 혁신적인 상업수단이 고안되었다. 자본량과 그 유

동성이 증 되고 통화는 금을 기초로 하게 되었고, 은행제도가 탄생했다. 다수의 종

래의 특권이나 독점은 일소되었고, 기업에 한 법률상의 제약이 제거되었다. 국가의

역할은 더욱 소극적인 것이 되었고 개인이나 임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혁신과 진보의 사상이 전통적 제 관념을 허물어뜨렸다. 사람들은 과거보다도

오히려 미래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사회생활에 관한 그들은 생각은 송두리째 변화하

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산업상의 변화 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사상적 변화

던 것이며, 기술의 혁신은 사회적 과정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즉 Ashton은

산업혁명을‘경제적 과정의 특징’으로만 보지 않고 한 시 의 사회적∙경제적 및 사

상적 특징으로 본 것이다[Ashton, 1948 참조]. 

20세기 후반에 사회경제적 관점은 경제 논리가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을 비판하고

인간의 정신적 요인을 중시하여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연구하는 기업사 연구와, 생

산과정에서의 변혁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향, 특히 임금노동자에게 부정적인 향

을 끼쳤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향을 끼쳤느냐 하는 사회적 부의 분배문제로 바꾸어

졌다[조기준, 1995 참조].

최근에 학자들은 사회경제적 관점으로 연구주제의 역을 확장하여 오고 있다. J.B.

Davis와 E.J. O’Boyle은 모든 인간들은 동시에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존재라는 인간의

이중적 본성을 가정하는 인간의 원리(philosophy of personalism) 관점을 채택하여 빈

곤의 문제, 직업의 문제, 정부의 개입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Davis, O’Boyle, 1994].

즉 그들은 인간을 경제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이면서 또한 고객으로서 그리고 노동자

로서의 도덕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권력이 고객과

원재료 공급업자로부터 합법화’되는 연구와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주장하는‘소유권

자유’의 가치가 이제는‘지식과 행동’의 가치로 변화되고 있다는 연구를 포함하는 정

치적∙경제적 제도화에 한 연구로 역이 확장되었다[Stanfield, 1995 참조]. R.J.

Ederer는 자유방임적 경제논리의‘기계적 편향’(mechanistic bias)과‘사회주의적 경

제논리’를 비판하면서 사회현상으로서의 종교의 역까지 확장하기도 하 다

[Ederer, 1995]. 신고전파 경제학은 순수한 경제적 접근법으로서 사회적 진공상태를

가정하여 사회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이익 창출은 오로지 합리적 요인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관점에서는 현실사회를 반 하여 무수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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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비합리적 요소를 감안하기 때문에 사회적 행동으로서의 이익창출을 더 잘 설명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Zafirovski, 1999: 47~83].9)

사회경제적 관점은 이러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쳐 발전해왔다. 즉 사회경제적 관

점을 기업의 경 방식에 적용하면 경제적인 측면에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을 반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통합한 사

회경제적 관점은 한국형 기업경 방식의 개발방향의 근저를 이루는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을 지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2) 제도화 이론

제도화 이론 역시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을 지지할 수 있는 훌륭한 근거

가 될 것이다. 여기서 제도는 사회적 사고나 행동에서 규칙과 같은 지위을 얻는 사회

적 의무나 과정의 실체 또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서, 행정적∙법적∙규제적 규칙이나 절차, 국가기관의 조직화된 특성, 사회체

제를 지배하는 규범을 말한다[Meyer & Rowan, 1977; Zucker, 1983]. P.L. Berger와 T.

Luckman은 제도란 여러 유형의 행위자에 의해 습관화된 행동의 창조적 정형화라고

정의하 다[Berger & Luckman, 1982]. 따라서 제도는 사회적 실제를 구성하는 과정

의 산출물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상황 하에서 특정한 유형의 인간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그 일을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유된 역사 속에

서 형성되는 역사성과 미리 정의된 행동방식을 고정시킴으로써 인간행동을 규제한다

는 점에서 통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는 이를 다스리는 규범으로서

공동체의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을 제도로 형성하고, 이 제도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 간의 갈등이나 마찰을 피하고 불안을 없앨 수 있다.

제도에 한 위와 같은 일반적인 정의와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경 제도란 기업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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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근의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제들로는 가족과 여성의 문제[Tinker &
Summerfield, 1997; Pyle, 1997; Black, 1997], 가사노동과 공공정책의 역할[Heath, Ciscel &
Sharp, 1998],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는“개인소유, 자유와 평등”의 문제[Cohen, 1995], 종
업원 참가의 문제[Chmielewski, 1997], 생산자 연합과 노동자가 경 하는 시스템[Prytchiko &
Vanek, 1996], 개인∙제도에 한 경제적 해석[Kuran, 1995], 사회과학자들의 양식에 한

문제제기[Coates, 1996] 등을 들 수 있다.



에서 공식화된 법, 규제방식 그리고 확립된 행동관행을 포함한 일반적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 제도는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을 사회화시켜 이들이 목표로 해야할 것을 제시한다. 또한 경 제도는 조직구성

원들의 활동을 안내하며 정체성을 유지하는 복합적인 전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경 방식은 제도화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란 경 행동

의 표준이나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경 방식의 패턴, 관행들을 전사적으로 구축하

고 확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 방식의 제도화는 조직구성원들의 동의는

물론이고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은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도화 이론은 조직이 그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요구하는 가치나 또는 제도적 방

식들에 해 순응∙적응함으로서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여 지속적인 생존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초점을 둔다. 즉 조직은 제도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공식적인 구

조 또는 시스템을 변화시키거나 외부적 평가기준을 채택하거나 조직과 사회환경간의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제도적 가치나 관행에 순응하는 제도를 조직 내에 형성시

킨다는 것이다[Myer & Rowan, 1977, Scott, 1987]. 이 과정에서 조직은 경우에 따라

서는 생존을 위해 조직이 추구해 온 애초의 합리적인 경제적 목표를 희생시키기도 한

다.10) 따라서 제도화 이론은 경제논리나 문화논리의 어느 일방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주의적인 관점을 취한다고 보아야 맞을 것이다. 

사회적 행동을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논리의 하나로서 인지적 관점

의 제도화 이론은 사회적 지식이 구성되는 방식에 주목하여 상호관계에 있는 행위자

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가 구성된다고 본다[Scott, 1995]. 사회적 구성주의

(social constructionist) 입장에서 행위와 제도는 사회적 구성일 뿐만 아니라, 개인행위

자와 집단행위자 역시 사회적 구성체로 이해된다[Buger & Luckman, 1982].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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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들은 인간이 완전정보와 합리성을 갖고 자신의 효용을 극 화하기 위

해 선택한다는 가정들을 갖고 있다. 기업의 조직구조나 경 방식의 선택은 의도적이고 합리

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제도론(특히, 신제도론)은 기업이 기술적

효율성뿐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 사

이에 공통적인 가치, 인지, 그리고 규범 등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한다[Meyer & Rowan,
1977].



규칙으로서의 제도는 행동에 한 지침과 제약인 동시에 행동에 의해 변화된다

[Giddens, 1984].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행위자들은 시공간적으로 상이성을

보인다. 예컨 미국은 경쟁적, 개인주의적 시장구조가 제도화되어 있으나, 동양에서

는 상호의존하는 네트웍으로 구성된 시장구조가 발달되었다. 시장 자체가 사회문화

적 제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Orru, Biggart, and Hamilton, 1991; Fligstein,

1990]. 따라서 조직의 제도화 양식은 그 조직이 속해있는 사회문화에 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조직에서의 제도화란 조직 내의 행위자들이 계속해서 조직의 가치와 압력에 적응

하고, 또한 조직은 조직이 속해있는 사회문화의 향을 받아 조직구성원들이 적합하

게 행위하도록 압력과 가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특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Sahlin, 1996]. 즉 조직에서의 어떤 행위가 정당화되는 과정은 행위자들간에

외면화와 객관화, 내면화를 통해서 사회적 실재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조직에

서 개인들의 행위에 의해 외면화가 되고, 다른 구성원들이 그 행위를 특이하게 보지

않게 되면 객관화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행동들은 조직구성원들에게 내면

화되고 관행으로 인정받게 된다. P.L. Berger와 T. Luckman에 따르면 제도는 공유된

실재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조직에서

‘정당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Berger and Luckmann, 1966]. 

Chung-Ming Lau와 Hang-Yue Ngo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서구적 조직개

발(OD: Organizational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할 때의 유용성과 결과에 해서 연

구하 다. 이들은 문화적 관점과 좁은 의미의 제도적 동형화의 관점에서 립되는 가

설을 검증하 다. 문화적 가설이란 경 기법의 적용이 지역 특유의 문화에 향을 받

는다는 것이며, 제도적 동형화란 현지국에서의 경 혁신은 본사의 경 방식에 수렴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미국과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홍콩

의 현지기업에서는 서구적인 조직개발기법의 적용이 일본이나 아시아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홍콩의 현지 기업에서보다 조직구성원들의 저항 없이 훨씬 더 잘 받아들여

지고 있었다. 즉 서구적인 경 기법인 조직개발기법을 적용할 때에 이미 서구화되어

있는 홍콩의 현지기업에서 조직 내 제도화가 더 잘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본이나 아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홍콩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서구적 경 기법을 홍콩 현지 기업에 적용할 때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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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이 서구와 다른 동양 기업에서는 조직 내 제도화가 용이하지 않음을 시사한

다. 따라서 제도화 이론에서 말하는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문화적 관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다국적 기업은 현지국의 사회문화에 적합

한 경 방식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Chung-Ming Lau & Hang-

Yue Ngo, 2001: 95~114].

T.G. Andrews와 N. Chompusri는 태국에 진출한 서구의 다국적기업이 실행했던 기

업의 리스트럭처링 프로그램에 현지국 특유의 기업문화가 향을 미치는 것에 하

여 연구하 다. 연구 결과 다국적 기업의 태국 자회사의 핵심전략 부문들 중의 일부

가 행위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 변화에 반발하 다. 이에 기업의 비교문화연구에서

개발된 개념적 틀을 사용하여 현지기업에서 반발을 불러오는 핵심적 요인은 문화적

차이임을 밝혀냈다. 그리고 태국 시장과 서구의 다국적기업의 현지 일정계획에 다 적

용할 수 있는‘수렴가설과 비수렴가설을 넘나들 수 있는 기업관행’(cross-vergent busi-

ness practices)이 출현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다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했을 때

경제적 목적만을 우선해서는 현지국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현지의 사회문화

를 고려하여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Andrews & Chompusri, 2001:

77~93].  

최근에는 기업이 시장에서 윤리적 정당성을 얻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

문에 기업 경 자들은 조직내에 윤리적 환경을 조성하려고 애쓰고 있다. D.S. Carlson

과 P.L. Perrewe는 기업내에서 윤리적 환경을 제도화하려는 기업을 연구하 다. 그들

은 윤리적 환경을 조직내에서 제도화하는 데는 변혁적 리더십이 유용하지만 그에 못

지 않게 조직구성원들간의 심리적 계약과 조직몰입 그리고 특히 윤리문화가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경 자에 의해서 생성된 윤리적인 기업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이 윤리문제에 봉착했을 때 조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조직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동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윤리적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에서는 경 자가 갖는 윤리적 가치가 경 자의 리더십을 통해서 종업원들

에게 쉽게 공유된다. 따라서 기업문화가 윤리적 행동을 강하게 지원하는 경우 기업에

서 윤리적 행동이 정당화되는 즉 윤리적 행동의 제도화가 훨씬 더 용이함을 밝혀냈다

[Carlson & Perrew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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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황적합 이론

상황적합 이론(contingency theory)은 1960년 조직의 개방체계적 관점이 사회과학

역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발전된 조직이론이다. 상황적합 이론은 그 이후 지금까

지 조직현상을 설명하는 주요이론이 되고 있으며, 특히 조직설계분야의 이론을 표

한다. 이 이론은 적절한 조직의 경 방식(경 제도)의 설계는 환경의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과 같은 일련의 상황요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환경

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상황적합 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용

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 최선인 경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가정에서 출발한

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경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적응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경

방식의 개발방향은 특정 조직이 관계를 맺고 있는 제도적 환경으로서 문화의 성질

에 달려 있다는 결정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상황적합 이론은 다음과 같은 기본관점을 제시한다. 첫째, 개방체계로서의 특성을

갖는 조직은 유효성을 내는데 단 한 가지만의 최선의 방법은 없다. 둘째, 동일한 방식

으로 경 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유효성을 내는 것은 아니다. 셋째, 최선의 경 방식

은 조직과 관련한 경 환경의 특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즉 조직은 이러한 상황요인

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한다는 것이 상황적합 이론의 기본관점이다[Child, 1972 참조]. 상황적합 이론에서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예측하는데 동원되는 중심 개념은 바로 결정론적

적합(deterministic fit)이다. 즉 주어진 환경은 조직에 피하기 어려운 과제를 부여하고,

여기에 조직의 구조나 과정이 적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초기의 상황적합 이론에서는 환경을 조직에서 경 방식을 구상할 때 고려해야할

상황요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황요인들로는 규모, 기술, 환경의 불확실성 정

도를 들고 있다. 먼저, 조직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총 수를 말하는데 이

러한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조직의 경 방식이 달라진다[Pugh, 1969; Blau, 1968;

Blau & Schoenherr, 1971]. 다음으로, 상황적합 이론에서 기술과 경 방식과의 관계는

생산현장에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키는데 필요한 제반 생산방식∙설비∙기법 등

과 작업수행을 위한 지식의 응용이라는 더 넓은 의미의 기술이 조직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가에 따라서 최선의 경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Woodward, 1965]. 그리고 또

환경이 확실한가 아니면 불확실한가는 경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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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환경의 요구에 응하는 경 방식을 가져야 조직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Gibbson et al., 1991: 519].

최근의 상황적합 이론에서는 자원과 정보, 그리고 기업문화를 경 방식을 결정하

는 중요한 상황요인으로 고려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자원 및 정보의 흐름은 컴퓨터에 의해 주도되는 자동화된 사무장비에 의해

향을 받는데 이로 인해 기존의 업무수행시 요구되던 기능을 기계가 신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기능보유자를 요구하는 직무가 없어지게 되는 등 과업의 분화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경 방식도 함께 변화하게 된다. 특히

자원의존이론(resource based views)에 따르면 자원이나 정보의 흐름은 조직내 권력구

조를 변화시키게 되므로 경 방식은 자원과 정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Zuboff,

1988]. 

이 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과 가장 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의 상황요인이다. 사회문화적 요인은 기업경 전

반은 물론이고 경 방식의 구체적인 형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상황요인이다

[Hailton & Biggart, 1988: Narayanan & Nath, 1993].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기업경 자가 경 방식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할 것으로는 법률, 규제, 시장의 특성,

이해관계자의 요구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과 언어, 전통, 가치, 문화적 상징 등과 같

은 문화적 환경이 있다. 특히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의 기업문화에 의해서 조직의 경

방식이 크게 향을 받는다. 

기업문화와 기업의 성과에 한 상황적합 이론적 관점에서는 조직의 문화특성과

조직의 기타의 구성요소 즉, 조직전략과 인적자원관리방식, 조직의 사명 등이 상호적

합관계를 가져야함을 주장한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면, 조직전략과 기업문화가 상호

적합성을 가져야 함을 주장한 연구[Schwartz & Davis, 1981], 전략적 변화를 성공적으

로 이끌기 위해서는 조직의 문화적 특성이 인적자원관리방식 및 조직전략과 연계되

어야 한다는 주장[Tichy, 1982], 기업문화는 조직의 전략과 사명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환경특성이라는 연구와 같은 것들이다[Wallach, 1983; Gordon, 1985; 1991]. 그

리고 기업문화와 조직의 운 방식이 적합해야 성과를 낸다고 주장하는 실증연구로서

는 인도와 캐나다의 기업을 비교하여 인적자원관리 관행과 기업문화가 적합성을 이

루어야 조직성과가 향상될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Aycan, Kanungo & Sinh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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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근도 기업문화와 노사관계의 유형화를 바탕으로 이들 유형간의 적합 관계를

탐색하 다. 그 결과 1991년 한국기업에서는 가풍적 기업문화가 가부장적 노사관계

유형이 개념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의 25.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는 공동체적 노사관계와 개념적으로 적합성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미성숙 기업문화와 강압적 노사관계, 그리고 다원적 기업문화와 경쟁

적 노사관계간에는 개념적 적합성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조사결과는 적합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신유근, 1991: 30~80].

사회문화가 조직구조에 중 한 향요인이 됨은 W. Ouchi의 Z이론(Theory Z)에서

도 뒷받침 될 수 있다[Ouchi, 1981 참조]. 서양문화권에 속한 미국에서는 경 자가

개인적 의사결정을 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명문화하여 구성원들의 행동방식을 통제

하고, 책임소재가 개인에게 주어지며, 사람보다 사물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 방식

인 A타입(미국식)이 주로 나타난다. 또한 동양문화권에 있는 일본에서는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명문화하지 않으며 암묵적이고 비공식적인 규범

으로 행동방식을 통제하고, 책임소재가 집단에게 주어지며, 사물보다 사람에 한 높

은 관심을 보이는 경 방식인 J타입(일본식)[Luthans, 1992: 575 참조]이 주로 나타

난다. Ouchi는 A타입과 J타입을 결합한 Z형 경 방식이야말로 동서양의 문화를 아

우르는 가장 바람직한 경 방식이라고 제시하 다. Z형 경 방식은 고용을 장기적으

로 하며, 평가와 승진 속도를 완만하게, 업무담당을 포괄적인 업무능력을 갖도록 직

무순환을 강조한다. 또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통제를 하고,

참여적∙합의적 의사결정을 하며, 그리고 개인들이 종국적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Z이론에 따르면 사회문화적 환경특성에 따라 경 시스템이나 조직구조, 경

스타일이 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기업을 상으로 연구한 예로는 T.J. Peters와 R.H. Waterman Jr.가 일본기

업과 미국 우수기업의 기업문화를 연구하면서 제시한 7S개념을 들 수 있다. 7S란 기

업문화의 7가지 개념으로서 공유가치(Shared Value), 전략(Strategy), 조직구조

(Structure), 관리시스템(System), 구성원(Staff), 리더십 스타일(Style)를 말한다. 이

중에서 기업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이념 그리고 전

통가치와 기업의 기본목적 등을 의미하는 공유가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

점차 널리 인식됨에 따라서 기업문화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경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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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필수적인 고려 상이 되고 있다[Peters & Waterman, 1982]. 특히 경쟁기업이 쉽

게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기업문화가 기업의 지속적 경쟁우위 요소가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Barney, 1986]. 

그리고 최근에 HP사의 최고경 자인 Carly Fiorina 회장이 퇴출 위기에 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렇게 Fiorina 회장이 퇴출 위기에 놓인 것은 HP사와

Compaq컴퓨터 합병이 HP 주주 가문의 반 로 무산될 위기에 놓 기 때문이다.

Fiorina는 2001년 들어 6,000명을 해고함으로써 직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Fiorina는 HP사가 미래의 일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변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창업자의 한 사람인 Dave Packard의 아들인 David Packard는“HP는 적어도

직원들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경 은 하지 않았다”면서“오늘날 HP를 있게 한 것은

팀워크로 뭉쳐진 직원들의 충성심”이라고 말한다. 미국 언론들은 Fiorina 문화가 HP

문화를 소멸시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매일경제신문, 2001. 12월 12일자 참조].

이러한 HP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문화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경 방식의 도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 수 있다.    

IV. 연계모형에 의한 한국형 경 방식의 구상

1. 바람직한 기업문화의 변화방향11)

한국형 경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 제도의 토 가 되는 기업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문화는 기업조직에서 전구성원들의

가치관과 행동방식을 결정해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제반 기업경 방식(경 제

도)의 현상을 설명하고 개발방향을 모색하는 데 밑바탕이 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경제적∙기술적∙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과거와 다른 변동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변동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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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신유근 (2000), “한국 기업문화의 현상과 변화방향,”「경 논집」제34
권, 4호를 참조하시오.



전통 문화적 가치나 행동방식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전통적 가치의식이나 행동방식이

오늘날까지도 연속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현 단계 한국의 기업문

화도 한국사회의 경제적∙기술적∙정치적 변동의 향을 받아 엄청난 변화를 겪는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가풍적 기업문화가 혼재되어 표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12)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어 지금까지도 연속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풍적 기업문화를 형성하게 하 으며 이는 한국기업의 경 방식에 긍

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과연 한국기업이 기

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적 특수성을 버려야 하는지, 또 버릴 수가 있는 것인지, 전통적

인 가풍적 기업문화의 장점을 살려 이를 유지∙계승해야할 지에 해 혼란스러워 하

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기업문화를 창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기업문화의 변화

방향으로 한편에서는 한국의 기업문화가 가풍적 기업문화로부터 개인의 다양성을 중

시하는 다원적 기업문화(I-I 지향형 기업문화)로 이행하는 것이 낡은 가치를 버리고

‘ 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가풍적 기업문화에서 곧바로 I-I 지향형 기업문화로 변화한다는 것

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왜냐하면 기업문화란 그 기업이 속한 사회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문화적 토 가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단시간내

에 변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3)

따라서 향후 한국기업이 지향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기업문화의 변화방향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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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흔히 한 나라에 있어서 기업문화의 모습은 사회생활에서의 종교적 측면, 가족제도적 측면,

경제적 활동 측면에서의 전통적 특성의 연속과 변화과정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신유근,

1992: 445~451]. 한국기업에서 전통적 기업문화는 유교정신, 가족제도, 공동체 생활방식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어우러져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 그러나 I-I 지향형 기업문화를 선호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I-I 지

향형 기업문화에 한 선호경향은 한국기업이 지향해야 할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We-I 추

구형 기업문화)의 형성에 장애요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변화를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의 안일한 태도에 이러한 변화의 선호

현상은 조직전체에 자극제가 되어 결국 가풍적 기업문화로부터 We-I 추구형 기업문화로의

변화속도를 가속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 표류하고 있는 미성숙 기업문화(We/I 갈등형 기업문화)로부터 자율공동체적 기업

문화(We-I 추구형 기업문화)로 이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에

서는 한국에서 공동체 중시라고 하는 기업문화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 달성수단으

로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해 구성원들의 자율적 행동방식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신유근, 1992]. 이러한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로의 이행은 한국기업

에만 해당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세계 모든 기업문화의 당면과제로 볼 수 있다.14) 자

율공동체적 기업문화는 생활공동체(‘우리’의식)를 기반으로 하되 개인의 자율성

(‘나’의식)이 존중되는‘우리 속의 나’식의 기업문화이다.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는 일반적으로 보면 인간의 추구목표 면에서는 개인의 이익

과 공동체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고, 목표의 추구방식 면에서는 공동체적 가치관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중 한 향을 미치며, 의사결정자의 특성 면에서는 의사결정이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형태를 의미한다[Etzioni,

1988 참조].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는 전통적으로 강한 공동체의식이 바탕이 되고 여

기에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의 가치의식과 행동방식이 가미된 문화이다. 따라서 자

율공동체적 기업문화는 제한된 의미에서의 집합주의가 아닌 조직구성원 전체의 생활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하되, 거기에 개인이 자유를 추구하는 가운데 책임을 묻는 자

율적 행동방식을 수용하는 문화인 것이다.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는 폐쇄적인 공동체의식으로부터 벗어나 경 자와 기업구성

원 모두를 포함하는 확 된‘우리’의식에 기초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주의를

이룩하는 것이다.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는 단순히 가치 의식만을 합치하자는 추상

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공정

한 성과 배분 등과 같은 구체적인 데에도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즉 가풍적 기업문

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개인을 희생하고 공동체에 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공

동체를 위해 진정 공헌하는 개인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며 자율성을 인정하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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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에찌오니(A. Etzioni)는 개인을 중시하는 서구문화적 전통을 기초로 하되 공동체의식을 가미

한‘I-We’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Etzioni, 1988]. 이것은 서구의 문화적 전통에 동양의

여러 요소들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논리를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

다. 이 에서는 이러한 에찌오니의 패러다임에 근거하되 그와 다소 다른 시각에서‘We-I’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체문화인 것이다. 

이러한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의 특성이 개별기업 수준에서 보이는 구체적인 관행

으로는 특정 기업에서 성과의 우열을 보이는 집단을 선별하고, 동시에 각 집단 내에

서도 성과의 우열을 보이는 개인을 평가하여 보상을 해주며, 그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유형이다.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의 또 다른 예로는 어느 회사의 사장이 전반경 에

하여 책임을 지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는 팀원으로

참여하여 공헌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를 완벽하게 구현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드나 독일, 스칸디나비아 3국 등이 그래도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에 가

장 근접한 나라들로 볼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서구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상

적으로 집합주의적 문화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 사회에 들어

서 사회민주주의의 강한 향을 받은 이 국가들은 개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

인과 함께 공동체를 동시에 중시하는 성격을 띠면서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에 근접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일본을 가장 자율공동체적 기업문

화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는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15)의 논리를 빌어

서구문화와 동양문화의 통합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즉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

달하기 위하여 포스트 모더니즘을 경 현상에 적용해 보면, 서구 선진산업사회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진 서구적 기업문화를 한국기업현실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

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기업문화의 장점을 기존 한국 기업문화의 장점과 통합

함으로써 바람직한 기업문화로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는 조직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공헌도를 중시하고,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반을 이루며, 세계 속에서 한국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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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은 이전의 모더니즘적 합리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무정형,

무정부주의적 요소들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그 내면에는 통합적 감각을 찾아내려는 욕구가

숨겨져 있다. 즉 포스트 모더니즘은 합리성과 이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의 논리적 발전이며

계승인 동시에 모더니즘에 한 비판적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포스트 모

더니즘은 이것이나 저것이냐의 선택적 관점이 아닌 둘 모두를 포용하려는 관점에서 이해하여

야 하며[백낙청, 1988], 서구적 합리성(모더니티)을 긍정적으로 확장하는 다원화 경향의 개

념이다[볼프강 벨쉬, 2001].



기여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잘 정립된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는 그 자체로서

여러 경 방식들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의 경 비전이 더 풍부한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하는 기능도 발휘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경 이념

을 정립하여야 한다. 그것은 서구의 보편적 사회이데올로기인 자본주의, 민주주의,

다원주의 사상과 한국의 전통적 사회사상인 경세제민사상, 민본사상, 공동체사상을

접목한 것으로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리고 인간적 차원에서 가시화하는 것이

다. 그리고 조직구성원들이 협동정신을 추구하고, 질서의식을 존중하며, 경쟁논리를

실현함으로써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에 필요한 기본정신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

하다. 

위와 같은 경 이념과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를 답습하려고 하는 구조적 관성과 변화에 한 조직구성원들

의 저항과 반발을 극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 공동의 이해를 조화시키며

민주적 문제해결방식을 취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기업내에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

고 기업문화가 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경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타문화권의

구성원들과도 융합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협

한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탈피하여 문화적 상 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한국형 경 방식의 설계

앞서의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에 토 를 둔 한국형 경 방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국기업의 성공요인 중 장점을 계승하여 세계화하고, 한국기업이 부족한

것은 외래의 것들을 폭넓게 수용하는 융합형 경 방식16)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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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융합(fusion)형 경 방식은 상호 립적이면서도 동등한 가치를 가진 개념들을 특정 상에

따라 발전적인 모습으로의 재탄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한국형 경 방식의 개발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융합형 경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유형을 택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비율 배분형(cocktail형)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으로, 이것은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에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의 장점과 새로운 안적 방식의 장점을 몇



서는 이러한 기업문화와 경 제도를 연계하는 바람직한 한국형 경 방식을 사람관리

방식, 조직운 방식, 그리고 한국형 기업경 인프라의 구축방식으로 나누어서 시론

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한국형 사람관리방식의 구상

(1) 경 자의 리더십 스타일

전통적으로 한국기업의 경 자들은 인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종업원들의 안전

과 생계에 한 책임을 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리더십 스타일을 보여왔다. 이러한 한

국기업의 경 자들의 리더십 스타일은 경 자가 윗사람 또는 군자로서의 권위와 덕

을 강조했던 유교사상의 인본주의적 향을 받아서 인간중심의 리더십을 행사하기

때문에 경 자들이 성실과 근면의 모범을 보이고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가 문제를 해

결하거나 진두지휘하는 현장지향성을 보이며,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환경변화

에 능동적으로 응할 수 있는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 다. 그러나 한국기업에서의 가부장적 리더십 스타일이 일부

기업총수의 전횡을 이루어지게 하 다든지,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가치의식의 증 로

말미암아 그러한 스타일의 리더십에 한 수용도가 떨어졌다든지, 능력보다는 충성

심으로 인사고과가 매겨지고 지연∙학연에 의한 채용∙승진이 이루어짐으로써 관리

의 효율성이 낮아지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IMF 관리체제 이후 가부장적 리더십의 안으로서 성과지향적

리더십 스타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성과지향적 리더십 스타일

은 주로 서구의 경 자들이 보이는 리더십 유형으로서 효율과 결과를 중시하는, 즉

경제적 성과를 추구하는 리더십을 말한다. 이러한 성과지향적 리더십은 조직이 성공

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주주의 부를 극 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활에 직결되는 경

제적 성과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로벌 경쟁환경에 적합한 리더십을 보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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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의 비율로 접목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단계별 맞춤형(tailor-made형)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으로, 이것은 기업이나 구성원들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적용하는 경 방식을 달리하는 융

합형 경 방식을 말한다. 셋째는 하이브리드형(hybrid형)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으로, 이것

은 본사나 현장, 또는 사무직과 일반직처럼 직종에 따라서 경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융합형

경 방식이다.



며, 전문경 체제식 운 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성과지향적 리더십도 리더가

구성원들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부하들의 창의성

을 무시한다든지 지나치게 감당하기 어려운 실적만을 강요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경제적 관례로만 한정시킬 수가 있

으므로 조직공동체의식을 약화시키는 단점을 가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한국기업에서 바람직한 최고경 자의 리더십 스타일은 전통문화의 장

점이라 할 수 있는 인본주의로부터 파생된 인간(종업원)에 한 관심을 계승해 나가

되 서구의 장점인 효율주의로부터 비롯된 성과에 한 관심을 접목한 리더십 스타일

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은 일찍이 많은 학자들 예를 들면

H. Mintzberg 등이 최고경 자의 역할로서 혁신가로서의 역할, 지휘관으로서의 역할,

동기부여자로서의 역할 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Mintzberg,

1973: 93~98], 기업조직에서 리더의 행위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에 해 R.R. Blake와 J.S. Mouton이 제시한 매니지리얼 그리드(Managerial Grid)이론

과도 유사한 것이다[Blake & Mouton, 1968].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을 개발하기 위해

서는 최고경 자들 스스로가 먼저 자기의 리더십 스타일에 한 진단을 하고 이에 따

라 자기계발 노력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조직구성원

들의 팔로우어십과 셀프리더십을 동시에 개발하도록 하며, 조직구조를 리더십의 유

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시킨다면 바람직한 인간∙성과지향적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직원에 한 고과방식

전통적으로 한국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의 자질(태도)와 같은 덕목을 중심으로 직원

을 고과해왔다. 이러한 직원에 한 고과방식은 한국과 같은 단일민족의 공동체사회

에서는 설득력이 높으며, 인사평가가 객관적으로 운 될 경우 인간적 유 감을 강화

시킬 수가 있고, 또한 기업에서 부하에 한 지도 및 부하의 관리능력과 업무능력을

개발하는 조직사회화를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유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속인적인 자질평가 위주의 인사고과는 부분 비공개

적이고 일방적으로 상사의 주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이

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업적보다는 사람의 자질을 가장 기본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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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수행하고 있는 역에 한 도전감이나 진취성의 결핍을 가져오게 한다든지 상

사와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조직내에서 파벌을 조장하여 조

직의 성과 향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 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IMF 관리체제 이후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나타나는 결과

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업적주의 고과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확산되었다. 이

러한 업적주의 인사고과는 인사고과 결과가 채용, 배치, 이동, 승진, 교육훈련, 보상

등 다른 인사제도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으며, 개인의 경력 및 능력개발에 활용

될 수 있는‘경력개발형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평가결과에 공정성을 기하여 평

가오류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고과결과에 해 조

직구성원의 수용성이 높다. 그리고 목표관리(MBO: Management By Objectives)에 의

한 인사고과를 실행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

나 업적중시의 인사고과방식도 평가결과를 보상에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승

진결정에는 그렇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개인의 업적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차별을 수용하는 개인주의적인 사회문화를 가진 사회에서는 수용성이 높지만

평등의식이 강하게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수용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

다.

따라서 향후의 고과제도는 직원들이 신바람나게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동기부여

의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자질과 업적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능력에 한 평가를 포

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의 능력이란 업무통솔력∙업무기획능력∙업무판단능력∙

의사소통능력 등과 같은 업무수행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광의의 능력이라고 하

면 이러한 협의의 능력에 더하여 직원의 근면성∙성실성∙정직성 등과 같은 자질과

직무수행의 결과인 업적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자질과 업적은 반드시 일치하

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업적요소와 자질요소를 정확히 구분하여 인사

고과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테면 인사고과의 목적이 승진결정인가 보상결정

인가에 따라서 그 평가요소의 배분을 달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과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무

엇보다 자질요소에 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예를 들면 다산 정약용의 12

강 6목, 미국의 행위기준고과법 등). 둘째, 경 자는 인사고과의 목적을 구성원에

한 통제보다는 업무개선 또는 종업원 능력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적극적인 의식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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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고과자와 피고과자가 업무계획과 능력개발목표와 수립단계

에서부터 실질적인 면담을 통해 사원들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자발적인 성과

향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평가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의 도입이 필요하다. 

(3) 인재의 육성방식

전통적으로 한국기업에서의 인재육성방식은 지∙덕∙체의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춘 전인주의적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인주의적

인재육성방식은 기업문화에 맞는 사람을 채용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부서의 상급자와

전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 인간적인 만족을 얻고 장기적으로 능력개발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조직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으며, 구성원들의 조직사회화가 용이하고,

경 전체를 꿰뚫어보는 폭넓은 시각과 통찰력을 가지고 조직내의 갈등을 수용, 완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인주의적 인재육성방식은 인재를 채용할 때에 직무수

행에 필요한 전문성보다는 회사전체의 입장에서 기업조직이 요구하는 전반적인 인적

특성을 갖춘 사람을 우선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사의 눈치를 살피거나 특정 상

사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종업원 각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

을 수 있다. 또한 조직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문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수행하는 직무 역에 해 모호한 입장을 갖게 되고 업무상의 중첩으로 인해 효율성

이 떨어지며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비판도 듣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인주의적 인재육성방식에 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IMF 구제금융

체제 이후에 한국기업에서는 특정 분야에 몰입하여 전문적인 일을 수행해 나가는 인

재를 의미하는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중심의 전문주의적 인재양성방식이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주의적 인재육성방식은 전문적인 인재가 자신들이 수행

하는 분야에 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소유한 사람들이므로 이들을 통해서 현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기술의 다각화와 고도화에 한 신속한 응이 가능하며, 타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기업특유의 기술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인재

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 자로부

터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으므로 성취감과 만족감이 증 된다는 장점이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렇게 스페셜리스트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 해 나가면

스페셜리스트가 지나치게 자신의 전문지식과 역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독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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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쉬우며, 한 분야에 한 집중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 해 무

지해지고 자기 분야에 한 외곬로 빠지게 되어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하기가 부족한

면이 있고, 따라서 자기 전문분야의 지식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문제점

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인재육성 방식은 전통적 전인주의의 장점을 발굴∙계승해

나가되, 안으로서의 전문주의의 장점도 수용∙접목함으로써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

이다. 예를들면 관리직의 경우에 경력의 초기단계에서는 제너럴리스트로, 중간단계

에서는 스페셜리스트로, 후기단계에서는 다시 제너럴리스트로 경력을 개발시켜나가

는 단계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새로운 전문가(new professional)’를 육성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선발 및 배치∙이동, 직무순환이나 파견근무, 승진, 각종 교

육훈련 등과 같은 제도적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야 한다. 그리고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에게 경력경로를 설계해주고, 경력개발을 담당

하는 부서에서는 조직구성원들에게 경력교육을 하면서 경력정보를 제공하는 경력상

담활동을 하여야 한다. 

(4) 인재에 한 처우방식

전통적으로 한국기업에서는 내부노동시장원리에 의해 학력과 성에 따라 정해진 초

임급을 출발점으로 하여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보상 또는 승진 등에서 우를 받는

연공주의식 처우가 행해져왔다. 이러한 연공주의적 인재처우 방식은 구성원의 조직

에 한 충성심과 일체감을 증 시켜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

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측면에서도 생산의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연공의 객관적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구성원에게 상당한 안정감과 평

등감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연공주의적 인재처우 방식은 능

력이나 업적과 같은 직무관련 기준보다는 속인적 기준을 중시하고 지나치게 위계서

열 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조직 내에 무사 안일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능력이나 업적

이 높은 젊은 사람에게는 성취동기를 자극시키지 못하고 좌절감만을 줌으로써 적재

적소의 인재활용에 어려움이 가중되며,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

용이 많이 들어 기업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그 안으로서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 능력주의적 처우방식으

로 그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외부노동시장 원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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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적인 인재에 한 처우방식은 능력과 실적에 따라 보상∙승진 등에 차별을

둠으로써 사원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직의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목표수립과 업무수행 과정 및 평가 시에 상사와의 면담을 통해 자신

의 의견을 충분히 밝히고 상사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어 상하간에 의사소통이 원활

해진다. 또한 업적에 의한 보상을 함으로써 복잡한 임금체계와 임금지급구조가 단순

화되고 보상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 되어 공정한 평가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주의적 인재처우 방식은 승

진 및 임금을 직종이 다른 전 사원에게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개인능력을 기반으로 일

일 개별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개인주의를 야기하기 쉬우

며, 경 자가 단기적인 업적추구만을 강조함으로써 종업원들로 하여금 눈앞의 목적

만을 추구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인재육성이 경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비

판받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한국기업에서 바람직한 인재에 한 처우방식으로서 내부노동시장원

리를 적용한 연공주의와 외부노동시장원리를 적용한 능력주의의 양자의 장점을 접

목∙융합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보상시에는 능력요소를 연공요소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승진시에는 연공요소도 상당히 고려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상의 경우 한국형 연봉제를 위해서는 기준연봉을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하되

생산직, 사무직의 경우에는 기본급(연공급)의 비중을 더 크게 한다든지, 성과를 평가

하기가 용이한 전문직과 업직의 경우에는 성과급(업적급)의 비중을 더 많이 한다

든지 하는 연공요소와 업적요소의 조화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인재처우 방

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업적평가제도와 임금체계와 승진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

며, 이러한 제도가 법률적∙경제적∙인간적으로 노사간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 를

형성하여야 한다. 

(5) 노사관계에 한 행동방식

1987년 6∙29 선언 이후 한국기업에서는 개별적 노사관계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산업관계 차원에서의 해결을, 조직전체의 이익보다는 그가 속한 특정 집단의 이익만

을 추구하는 제한된 의미의 집합주의를 의미하는 집단주의(groupism)적인 의사표시

및 행동유형을 보여 왔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노사관계방식은 절 적으로 열세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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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있는 근로자들의 생존기반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노사 양측이 협동주의로 나갈

수 있게 한다. 집단주의가 확 되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집합주의로 이행된다면 전 종

업원들이 동단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의 집단주의적 노사관계방식은 노사간의 단체교섭시에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통한

근로자의 발전이 아니라 노사관계를 합게임(zero-sum game)으로만 생각해왔다. 그

리고 근로자 각자의 개별성보다는 소속된 계층의 집단성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에서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규정된 법률 아래에서의 협상에 익숙하지 못하여

감정적으로 반발하거나 경 권에 도전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서 IMF 관리체제 이후 그 안으로서 법률적∙계약적 노사관계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적∙계약적 노사관계 행

동방식은 갈등의 논리에 기초를 두되 민주적∙ 등적 입장에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

는 노사관계 행동방식이다. 주로 미국기업에서의 노사관계 행동방식인 법률적∙계약

적 노사관계 행동방식은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노사가 계약관계를 분명히 함으로

써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 조합원은 단결된 힘을 배경으로 계

약자유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사용자와 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노동거래를 하며, 노

사가 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 및 조정을 통하여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관계 행동방식은 노사가 계급적으로 완전히 립

적인 투쟁의식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나 노사가 등한 입장에 처해 있지 않을 경우에

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이해를 변해 줄 수 없으며, 노사간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등한 입장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기업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행동방식은 폐쇄적인 성격을 갖는 집

단주의에서 탈피하여 경 자와 노동자 모두를 포함하는 확 된‘우리’의식에 기초하

여, 노사공동의 이해의 조화를 추구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적

노사관계는 노사간 상호이해관계가 있는 이슈에 하여 노사 양측의 관심사의 중요

성과 차이점을 인정하고 민주적인 문제해결방식으로 통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화

합적인 노사관계이다. 이러한 협력적 노사관계 행동방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사

관계의 핵심적 주체인 경 자측에서는 기업경 방식을 노동자측에 투명하게 공개하

여야 하며, 노동자측에서는 자주성이 있고 표성이 있는 노조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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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형 조직운 방식의 구상

(1) 조직권력의 배분방식

전통적으로 한국기업들에서는 톱 다운(top-down)식으로 이루어지는 집권적 조직운

스타일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최고경 자 중심의 조직운 방식은 정보의 집적이

가능하므로 규칙∙규정∙절차∙구조가 확립된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일사분란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 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층부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층부에서 하는 것 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들고, 특히 기업활동의 초기에는 조직방침

이 통일되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권적 조직

운 방식에서는 성취욕구가 지나치게 높은 최고경 자들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

로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위계질서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지시적인 커뮤니케이

션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에 상하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하위구성원들에게 스트

레스를 유발하며, 하위층에 권한위양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IMF 관리체제 이후 그 안으로서 분권적 조직운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제기되었다. 보텀 업(bottom-up)식

의 분권적 조직운 방식은 조직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권과 명령지시권이 조직의 여

러 계층으로 폭 위양하는 조직운 방식이다. 이러한 조직운 방식은 사회가 전반

적으로 민주화됨에 따라 권력균형과 권력공유 경향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구

성원들의 참여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욕구에 신속히 반응

할 수가 있다. 또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촉진하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사기를

높이고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그들의 성과에 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는

책임경 체제를 유지하며 조직의 경제성과의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권

적 조직운 은 부서간의 역이 모호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조직내의 구성원들 혹은 부문들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보∙지식의 공유를

회피하는 경우 부서간에 과잉∙중복의 업무가 생겨날 소지가 많다. 집권적 조직운

방식이 급격하게 분권적 조직운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조직의 통제방식간에 일관성

이 사라지고 조직구성원들이 통제의 아노미 현상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기업의 조직운 방식도 현장중심, 소사업분할과 같은 분권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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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을 두되 종업원의 창의력을 발달시키고 책임의식을 부여함으로써 탄력성(유연

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진기업들의 경험을 볼 때

조직권력의 배분방식이 성장단계에서는 집권적 조직운 방식에서 분권화로 나아갔으

나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되자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재집권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도 분권화를 시행하면서 이제까지의 집권

적 조직운 방식에서 나타났던 단점을 없애고 장점을 살리면서 조직을 운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처럼 조직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전사적

자원관리기법(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을 활용하여 전체조직에서 공유할 수

있는 지식정보를 모으고 분류하며 또한 이를 분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처리형 조

직화로 만들어야 한다. 경쟁적인 경 환경에서 기업은 모든 역량을 고객에게 집중해

야 하기 때문에 일선 업현장에서 수행된 혁신이 기업 본사에도 향을 끼칠 수 있

는 조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2) 조직구조의 설계방식

전통적으로 한국기업들에서 조직구조가 위계적으로 설계되어 왔다. 이러한 위계적

조직구조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맞추어 과업역할을 수행하여 조직구성원들에게

보상 외에도 승진욕구를 채워줄 수 있었다. 조직의 규모가 확 되면서 구성원에 한

감시와 감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조직위계는 한국기업의 종업원들에게 수용

성이 높으며, 집권적 운 을 하기 때문에 공식화의 필요성이 낮고 부서간 갈등을 상

사가 조정하기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계적 조직구조는 관

료주의적 부작용이 나타나서 구성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상위층에서 의도하는 바만을 관철시키게 되거나 조직내부의 갈등을

경 자의 인맥에 의해서 조정하려는 경향이 많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IMF 관리체제 이후 그 안으로서 수평적 슬림화 조직으로 조

직구조를 재설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수평적 슬림화 조직구조는 주로

서구기업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조직구조는 과도한 평면적 조직구조와 고층적

조직구조에서 불필요한 계층과 부문을 줄임으로써 날씬하고 작은 조직구조로 이행하

자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구조로서 표적으로 팀제를 들 수 있는데 팀조직은 구성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풍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고객지향적 조직

화할 수가 있고, 사회전반의 권력공유와 권력균형의 경향에 부합하므로 조직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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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제고하고 책임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성과에 기

여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팀조직은 미국과 같이 외부노동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제까지 내부노동시장에 의존해 온 한국사회에서는

그 유효성이 반감될 수 있으며, 공동목표에 한 팀원들의 명확한 개념이 없다면 무

질서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기업에서 바람직한 조직구조는 수평적 슬림화 조직구조의 장점에

다 위계적 조직구조의 장점을 상황에 따라 적용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조직구조의

설계방식을 하루아침에 위계적 조직구조에서 수평적 슬림화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본사조직은 부∙ 과형의 팀조직을 운 하고, 공장은 계

층이 축소된 라인조직으로 운 해야 한다. 생산현장에서는 업무특성상 라인 조직의

장점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더 잘 반 하고 또한 상위층의

의사가 더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계층이 축소된 라인 조직을 유지한다. 이러한 한국형

팀제를 설계하는데는 첫째, 위계서열형의 문화적 토양(예를 들면 신분이나 호칭구

조)에 젖어 있는 조직구성원들에게 팀제와 같은 수평적 조직구조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구성원 개인에 한 개별적 보상과 팀에 한 집단적 보상을

병행하여 팀원 개인의 발전이 팀 업적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인식시켜 주어

야 한다. 셋째, 앞에서 논의한 한국형 인사고과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3) 신규사업 의사결정방식

전통적으로 한국기업에서의 신규사업 의사결정방식은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커

다란 외부의 도움도 있었지만 최고경 자(기업가)의 성취욕구(n-Ach: Need for

Achievement)에 주로 의존하는 기업가 위주의 직관적 의사결정방식이었다. 이러한 신

규사업 의사결정방식은 기업가의 강한 성취욕구에서 비롯된 과감한 도전의식과 업종

에 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한‘하면 된다’(can do spirit)는 기업가 정신으로 위험

을 감수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하 다.이는 기업성장의 견인차가 되었으며, 기업가는

성실과 근면의 모범을 보이며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가 솔선수범하여 문제해결을 하

거나 진두지휘를 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도 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규사업 의사결

정방식은 전략결정과정에서 지나치게 기업가의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거나 기업가들

이 과거의 성공에 도취하여 변화를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기업가 개인의 명분이나 체

면 때문에 부실기업이나 사양업종에 계속 매달리거나 환경의 요구나 조직의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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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한 채 객관성을 상실한 최고경 자 개인의 취향에 의한 독단적인 사업의사결정

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IMF 관리체제 이후 그 안으로서 전략적 신규사업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전략적 의사결정방식이란

조직내부의 장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환경에서의 기회와 위협(SWOT: Strength—

Weakness—Opportunity—Threat)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합리적 분석에 의한 전략적 의사결정방식은 사업의사결정이 내부와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내려지기 때문에 의사결

정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기업 내적으

로 설득력 있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경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업과 환경과의

위기 및 경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사업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며, 또한 합리적 사업의사결정 분석기법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기업

가 및 경 자의 오랜 경험으로부터 나타나는 직관을 무시하게 됨에 따라 유연한 전략

적 사고를 상실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한국기업들은 기존의 직관적 의사결정방식을 고수하거나 합리적 객관

주의로 체하는 것만으로는 신규사업 의사결정방식이 효과적일 수 없으므로 합리주

의적 의사결정방식을 전제로 하되 그것이 부족한 부분을 전통적인 기업가정신의 장

점인 성취지향적 직관주의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신규사업의사결정을 하

기 위해서는 먼저 SWOT 분석∙사업포트폴리오 분석∙투자에 한 현재가치 계산

법∙제품의 수명주기분석 등을 통해서 사업에 한 진출과 철수 여부를 결정하고, 다

음 단계로 그것만으로 최종결정을 하기에 어려울 때는 최고경 자의 경험과 직관을

반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성취지향적 의사결정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

고경 자가 신규사업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보다 체계적인 경 학습을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기법을 습득하여야 하며 전략담당자들의 분석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

고 이사회를 보다 강화하여 신규사업의사결정이 최고경 자의 의지에 따라서만 이루

어지지 않고 전략담당자들의 분석결과가 반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4) 사업전략의 추진방식

전통적으로 한국기업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응하여 외형확장적 비관련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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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을 추구해왔다. 이 전략은 산업성장기나 제한적 경쟁상황에서는 시장 선점

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서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괄목한 만한 고속성

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고, 사업환경의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사업의 위험성을 회

피하거나 중화시켜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장점유율 확 전략은 장기

적으로 생산량의 증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 다. 그러나 이 전략은 핵심역량을 살리지 않고 업종을 모든 산업으로 확

장함에 따라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부와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사회의 경제적 형

평성 문제를 심화시켰으며, 과도한 차입경 때문에 계열기업의 부실화에 따른 다른

계열기업들의 연쇄도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비판을 듣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IMF 관리체제 이후 업종전문화 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업종전문화 전략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에 따

라서 특정 업종 및 특정 분야로 사업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기업의 사

업구조를 합리화하여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철수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 화하여 수익성이 건전해질 수 있고, 특정 업종 또는 산업분야

에 집중하고 조직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체적인 기술∙지식∙문화 등 기업의

핵심을 이루는 능력을 전문화시킬 수 있으며, 시장의 성숙기에 경쟁기업보다 훨씬 효

과적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전략에 해서는 산업이 성장하거나 신생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관련

다각화 성장전략이 상 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며, 사업에 내재한 산업 전체적인 위험

을 회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사업부문의 실패가 기업전체 사업의 실패로 확산

되는 효과가 매우 크고 급속하며, 지나치게 업종전문화에만 집착하게 되면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사장될 수 있다는 단점

이 지적되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한국기업에서는 사업전략을 추진할 때 무리한 비관련다각화에 의한

외형확장전략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가지 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최근의 안과 같이 한국기업의 사업전략의 추진방식을

기업의 상황, 즉 규모, 기술, 시장 특성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업종전문화전략을 취하

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다각화 전략이 갖는 장점을 살려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실리지향적 관련다각화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리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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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다각화전략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업종의 수라든지 계열사 수를 조정하

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면에서 핵심역량에 토 를 두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

록 사업부문간 관련성과 시너지를 극 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성공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명

확히 규정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여 시장, 제품, 고객별 경 전략을 한 차원 높은 수준

으로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둘째, 시

장에서는 국제화 전략을, 제품과 관련하여서는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관련제품 위주

의 성장 방향으로, 그리고 고객과 관련하여서는 고객만족을 최 화할 수 있도록 시장

차별화 전략을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 

(5) 이해관계자에 한 관리방식

전통적으로 한국기업들은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해 마찰이 생길

때 인적∙비공식적 조정방식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인적∙비공식적인 이해관계자 관

리방식은 연고관계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활용하여 내적으로는 상급자

에 의한 위계적 조정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정을 매우 탄력적이고 효과적이며, 신

속한 조정이 가능하며, 조직 내외의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심리적 욕구에 한 고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인적∙비공식적 조정방식은 단

기적이고 일회성으로 끝날 경우가 많으며, 구성원들간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

향을 받아 새로운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며, 사람에 의존하여 임시적으로 최고경 자

의 연고가 닿는 기업 내∙외부이해관계자를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응함으로써 종합

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IMF 관리체제 이후 그 안으로서 제도적∙공식적 조정방식으

로 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제도적∙공식적 조정방식은 공식화된 규

칙, 정책, 표준화된 절차,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전에 확립된 계획이나 일정, 여유자

원 등을 활용하여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정방식은 공식화된 합리적 절차에 따

라 부문 기능들간의 마찰이나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유형을 미리 예측하여 만들어진 표준화된 절차와 공식적인 규

칙에 따라 조정하므로 일관성을 가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정과정에서 공정

성이 제고되어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정결과가 매우 용이하게 수용되는 장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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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방식은 지나치게 공식적인 규정과 절차에 의한

조정으로 문제해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업무나 사안들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과도하게 표준

화된 절차와 공식적인 규정은 조직운 의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새로운 이

해관계자들이 등장할 경우에는 제도적∙공식적 조정방식이 적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한국기업의 바람직한 이해관계자 관리방식은 제도적∙공식적 조정방

식의 장점에 인적∙비공식적 조정방식의 장점을 접목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

저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까운 장소나 거리에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조

정할 때는 인적∙비공식적 조정방식을 이용하도록 하고, 공간적 거리가 멀 경우에는

제도적∙공식적 조정방식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시간적 측면에서 볼 때, 실

시간이나 동일시간 에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조정할 때는 인적∙비공식적 조

정방식을 이용하고 조정 당사간의 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제도적∙공식적 조정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인적 조정방식과 제도적 조정방식을 상호 접목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에 한 관리기능의 분절적∙개별적인 관리를 지양하고

상호의존적인 관리활동들을 통합적∙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정보관리시

스템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들간 연계와 시너지의 창출을 극 화할 수 있도록 이해

관계자들별로 전사적 차원에서 조정∙통합함으로써 프로세스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

계하여야 한다.

3) 한국형 기업경 인프라의 구축

위에서 예시한 한국형 경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촉진 동인으

로서 한국형 기업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프라란 토 가 되는 하부

구조∙하부조직 등의 일반적 용어이지만 기업경 인프라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경

활동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구조 또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러한 기업경

인프라로는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과 정부간 관계방식을 들 수 있다. 

(1) 기업지배구조 존재방식의 개선

전통적으로 한국기업은 소유권과 경 권이 합치된 막강한 소유경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소유경 체제는 리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기업가 정신과 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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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력을 바탕으로 혁신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창업시키거나 급성

장시키는 데에 탁월하며 경 성과를 다시 기업성장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고 사회적

반응활동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

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기업규모가 증 하고 경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 하게 됨에 따라 경 의 복잡성이 증 되면서 혈연과 지연 등

의 특수연고관계에 따른 비합리적인 조직운 은 사회적으로 분배의 형평성이나 경제

정의의 문제를 야기하 고, 나아가 사회적 위화감이나 상 적 박탈감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성취욕구가 높은 소유경 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처리하려는 경

향을 보여서 기업내의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

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IMF 관리체제 이후 그 안으로서 전문경 체제로 기업지배구

조를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확산되었다. 전문경 체제란 소유권이 다수의

주주에게 광범위하게 분산됨에 따라 소유권과 경 권이 분리되고 전문적인 경 지식

을 가진 경 표가 기업경 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지배∙통제하는 경 체제를 의

미한다. 전문경 체제에서 합리적 사고를 지니고 실권을 갖는 전문경 자는 기업규

모의 거 화와 기업경 의 복잡성 증 에 응하거나 조직의 통합이 필요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응할 수 있고, 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기업의 윤리적 행동까지도 고려함

에 따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기업구조의 개방

화와 투명화로 주주가치를 극 화하고, 주주와 소액주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변

화하는 경 환경에 효과적으로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실권이 없는 전문경

자는 기업규모의 거 화와 기업경 의 복잡성 증 에 응하거나 조직의 통합이

필요한 시기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응을 하지 못하며, 전문경 인들이 직위에

한 안정성이 없어서 기업경 의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리인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향후 한국기업 지배구조의 개선방향은 기업승계방식의 변화, 경 복잡성의 증 ,

경 위기의 증가 등과 같은 기업 내부적 요인의 변화와 여러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

소유경 체제가 한계에 직면하 고 전문경 인의 필요성이 한층 요구된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궁극적으로 거 기업의 경우 소유경 체제로부터 전문경 체제로 나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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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자문그룹이 기업지배구조에 해서 다음과 같은 조

언을 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모든 국가나 기업이 일률적으로 따라야 할

만한 보편적이고 완결된 기업지배구조의 전형은 없다. ② 기업지배구조는 각국의 문

화∙소유구조∙사업환경∙경쟁조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③ 기업의 목

표는 주주가치의 극 화에 있으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 에도 부응해야

한다. ④ 이사회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경 감독이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다. ④ 회계

등 일정 분야에서는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매일경제신문, 2000,

10. 21 참조]. 

따라서 현행 한국기업들의 보편적 현상인 소유경 체제를 일거에 전문경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업이기 때문에 먼저 기업이 사회적 정당성을 얻고 세계화

된 경쟁환경에 응하기 위해서 현재의 소유경 체제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고 주주의 권리보호

와 기업공시 의무를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기업들도 소유경

체제로부터 전문경 체제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의 경 체제의 발전

과정이나 선진국에서 일부 소유경 체제의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경 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든 기업들이 전문경 체제로 일시에 전환하는 특단의 조치는 오

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재벌기업 가운데 몇 개만이라도 전문경

체제로 전환한다면 그 자체가 한국기업사상 단한 변혁이 될 것이며, 특히 향력

이 큰 기업이 그렇게 될 경우 그 의의는 더욱 클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

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고 주주의 권리보호와 기업

공시의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 분산을 위한 사회정책적 여건이 조

성되어야 하며, 소유경 자가 소유경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기업의 승계과정을

개선하는 등의 경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한다. 또한 전문경 자 중심의 책

임경 체제를 확립하고, 전문경 자에 한 업적평가시스템 및 보상시스템을 정비하

는 등의 조직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2) 기업과 정부간 관계방식의 개선

전통적으로 한국기업들은 정부가 기업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선도하고 기업활동에 해 강력하게 개입하여왔기 때문에 정부에 하여 상향의존적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관계는 정부가 시장개입을 통해 불완전한 시장기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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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해 기업의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형평성이나 공정성과 함께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며, 정부가 우위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때문

에 기업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동태적으로 기업활동에 임할 수 있고 기업

이 정보능력과 정책기획력에서 우위에 있는 정부의 정책에 부응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 다. 그러나 정경유

착 등으로 말미암아 기업의 투명성이 결여되며, 일방적으로 정부에 의존함으로 인하

여 기업 스스로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저해되고, 공정한 경쟁풍토의 조성이 어려

우며, 기업이 환경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형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과다한 차입 위주의 경 으로 부실화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안으로서 기업의 자율논리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

기되고 있다. 기업의 자율논리 즉 정부의 개혁논리는 수평적∙ 등적 정부관계에

서는 기업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정부방침 등의 외부적 요인이 최소화되어 기업 스스

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경 자가 경 책임을 지는 바람직한 책임경 풍토

가 조성됨으로써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자생력이 커질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시장질

서에 따를 때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에 경제주체들간에 상호협력할 수 있다. 기업은 많은 유능한 전문가집단을 보

유하고 있어서 혁신적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문제 해결과정에서 이들의 전문능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이 규모화함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조달과 기

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업의 자율규제

논리는 정부의 조정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필

요 이상의 충돌을 빚을 수가 있으며, 기업이 이윤극 화라는 경제적 단일목적만을 추

구하다보면 기업들의 불완전 경쟁, 독점 등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못하고, 정부의 조정기능이 약화

된다면 기업들이 과도한 경쟁과 과잉중복 투자를 행하게 되어 산업 전체에 악 향을

미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향후 바람직한 기업과 정부간의 관계방식은 기업과 정부의 협력적 관계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완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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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나가야 한다.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해서 기업행동에 한 법률적 제약을 제거하여

규제가 파생시키는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줄이고 규제절차를 간소화한다. 2단계에서

는 기업과 정부의 협력논리에 기반을 두어 거시경제정책(macro economic policy) 차원

에서 정부는 재정∙금융∙통화∙무역∙고용∙조세 등 제반의 기본 경제정책들을 활

용하여 총체적인 경 상태를 최선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고, 경제적 기반을 강화해 주는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

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정책(industrial ploicy) 차원에서는 기업정책과

등한 관계에서 이제까지의 수직적 관계를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여 기업경 을 지

원∙조정하는 역할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기업정책적(business policy) 차원에서는

기업이 산업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참여하며 생산활동 역에서 더욱 더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개별기업을 성장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협력적 기업과 정부간 관계방식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자율규

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시장기구가 제 로 작동하게 되고 국제적

으로 경쟁력을 갖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면 기업의 자율적 규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 자율논리의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업의 공정하고 전

략적인 정부 정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존하던 기

업경 의 관행을 청산하고 기업경 의 위상을 확립하며,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합의도

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상호간의 인사교류, 공동위원회 또는 공동프로젝트팀의 운 ,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이해관계자-정부간 전략적 제휴를 실행하는 방안

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V. 맺 음 말

이 에서는 한국형 경 방식의 개발을 위해 문화주의와 제도주의의 통합적 관점

에 근거하여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을 제시하 다. 그리고 이러한 연계모

형에 기초를 두고 우리 기업들이 취하여야 할 발전적인 기업문화로서의 자율공동체

적 기업문화와 연계된 새로운 경 방식을 시론적으로 제시하 다. 이 의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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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우리가 개발하려는 한국형 경 제도가 과연 얼마나 유용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

는 결과변수(종속변수), 총체적 경 방식의 필요성, 그리고 한국형 경 방식의 개발

을 위한 실무계와 학계의 노력에 해서 언급해보고자 한다.

첫째, 앞서 살펴본 바의 기업문화와 경 제도의 연계모형에 의해서 개발된 한국형

경 방식이 보편주의(제도주의)와 특수주의(문화주의)적 관점을 뛰어넘어 그 우위성

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인가를 반드시 검증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제시하려고 하는 한국형 경 방식이 지식경 , 권력경 , 자원경 을 효율적으로 촉

진할 수가 있느냐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지식경 (knowledge management)이

란 기업이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조직 내∙외부로부터 형식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

을 발굴하고, 발굴된 지식을 학습을 통해 전사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경 을 말한

다. 자원경 (resource management)이란 기업이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내∙외부

의 유형자원과 무형자원을 정확히 평가하고, 통제 가능한 자원들을 확보함으로써 이

를 전략적으로 재분배하는 경 을 말한다. 그리고 권력경 (power management)이란

기업이 신뢰구축을 위해 조직 내∙외부 조직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증진시

키고, 이를 바탕으로 공식적 권력과 비공식적 권력을 공유함으로써 제도적 정당성을

인정받도록 하는 경 을 말한다.

둘째, 한국형 경 방식은 부분적인 경 제도 자체의 개발과 적용만으로는 그 효과

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율공동체적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앞에서 예시한

여러 가지 경 방식들을 통합시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총체적인 기업경 방식을

구상하여야 한다. 즉 경 방식들을 개별적이거나 기업경 인프라를 독립적으로 개

선하거나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한국기업의 지속적인 경 성과를 높이는데 미흡하다.

따라서 보다 발전적인 방법론으로서 시스템적 사고를 벗어난 총체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 box-free approach)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 접근

법은 기계적 사고로부터 유기적 사고로, 부분적 접근에서 총체적 접근으로, 틀에 박

힌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운 발상으로, 정태적 시각에서 역동적 관점으로, 자질구레한

해법으로부터 초월적 사고로의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는 것이다. 총체적 접근법의 예

로는 카오스 이론(chaos theory), 복잡계 이론(complexity theory) 등과 같은 초월주의

적 관점들을 들 수 있다. 초월주의적 이론들은 경 현상을 분석적인 틀을 사용해 인

과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초월주의적 관점은 실천적인 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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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한국기업의 총체적 기업경 방식을 구상하

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한국형 기업경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무계와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기업조직에서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경 제도를 개발해 나

가는데 있어 경제논리와 문화논리를 접목한 융합형의 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주

체는 바로 경 자들이다. 기업의 경 자들이 기업내부의 복잡한 경 문제를 해결하

는데‘신 진보주의적 관점’(new progressivism)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 자

들은 내부의 복잡한 경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기업외부의 환경 및 사회조직

에 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지녀야 하며, 경 자율성을 바탕으로 21세기 한국기업

에 요구되는 총체적인 기업역량의 강화를 위한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리

고 무엇보다 한국형 경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한국경 론」이나「비교경 론」은 적극적이면서도 끈기 있는 연구 자세를 지닌

연구자들에 의해 보다 발전된 연구방법론과 이론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자들은 일과성에 그치는 연구가 되지 않도록 경 방식의 개발 또는 변화 상과 방향

을 명확히 설정하고 선진 경 이론이나 기법들을 앞장서서 흡수하여야 한다. 이 때

선진지식을 맹목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함으로써 한국

의 경 현상을 보다 의미 있게 해석하고, 기존의 경 방식이나 기업문화로부터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는지를 인내심을 가지고 탐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급격하게 변화하

는 경 환경에 적극 응하여 세계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경

방식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에서는 한국형 경 방식을 소극적이거나 방

어적인 경 이 아니라 문자 그 로 로벌화 할 수 있는 세계적 경 방식으로 발돋움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의 장점을 발굴∙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구로부터 수

용∙접목하는 적극적이며 도전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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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age Model for Corporate Culture and Business System
- Development of Korean Management Style -

Yoo Keun Sh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ill be development of Korean management approach to deal

with issues concerning overcoming the current situation faced by Korean firms and manag-

ing changes in business environment.  

First, in todays society in order for Korean firms to be accepted globally, many have point-

ed out that Korean firms need to operate using economic efficiency approach. However, cor-

porate management styles are affected by the societal culture and environment in which the

firms operate; particularly, features of the traditional culture has large effect on the manage-

ment style. Therefore, depending on the country the firm is operating in, there could be

many different management styles. In order to develop Korean management approach we

need to find a different alternative from these opposing views.

Second, there have been two viewpoints on how to change and develop a national manage-

ment style. One is universal perspective based on economic efficiency approach and the other

is particular perspective emphasizing traditional culture approach. Universalism focuses on

institutional aspect, whereas particularism focuses on culture.

Third, since choosing either institutionalism or culturism creates a number of problem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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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integrate both views. Incongruence between the corporate culture and institution, the

two components of corporate management system, would not result in high productivity;

thus both need to be balanced to create highly productive operation. We will refer to the

integrative perspective as culture-system linking model.

Fourth, in order to develop Korean management style, we first need to change corporate

culture, which is foundation of management system. Corporate culture as a component of

overall societal culture reflects value system and behaviors of all the members of the organiza-

tion. It should be useful in explaining general trend of institution and exploring direction of

development. The most appropriate direction that future Korean firms could take is to move

from the premature ‘We and I conflicting corporate culture’ to autonomous and communal

‘We-I’ corporate culture.

Fifth, in order to develop Korean corporate culture based on ‘We-I’ corporate culture, we

will retain key success factors of Korean firms and globalize them and those areas that are

lacking among Korean firms will be borrowed from Western management. This model, we

will call fusion management style, should be further developed.  In this paper, we will look at

the linkage model for bridging culture and institution in three perspectives: personnel man-

agement, organizational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corporate management

infrastructure.

Lastly, we need to test for the superiority of our linkage model, an integration of corporate

culture and institution to exceed the limits of universalism and particularism. In order to

accomplish this, we need to determine to see if the linkage model can facilitate smooth opera-

tion of knowledge management, power management, and resource management. And, since

Korean management style would pose limited relevance and power if it were selectively

applied to development and application management system, based on We-I corporate cul-

ture we need to create a holistic management style that can provide improvement.

Key Words: Universarism, Particularism, Culture-System Linking Model, We-I

Corporate Culture, Korean Management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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