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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들어가며 

현재 한국기업들은 IMF 구제급융처1 저l릎 벗아났다고는 하지민 그러한 위기가 언지1 또 

모르는 불획살한 경영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기업경쟁력윤 제고시키기 위해 다 닥칠지 

한국의 많은 기업둡은 자끔난， 인력난 낮은 

기술개발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게의 기업들과 경쟁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헨설이 

다 세계경제의 주도권이 급격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21 세기에 한국 

기업틀이 그 주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좌초하고 딴 것인가는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직띤하세 될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나가는가에 탈려 있다고 한 수 있 

다 한국기엽이 당면하고 있으며 또 상딩기간 지속되리라고 보이는 증요한 환경변화로는 

지삭정보화의 진전， 사회구조의 다양화， 금꼬빈라이셰이션 등을 달 수 있다 

초고속 정 보망의 줍현으보 인한 인 Fl 넷의 잣째‘ 지식정보화가 급속히게 낀진되고 있디 

강넥한 컨퓨팅의 증가와 셀활러 폰 가입자의 급 

전자싱가래와 전자화폐의 환성화이1 따라 선진 

폭발석인 성장‘ 데이터 통신망의 급증， 

지삭정보의 네트워크화와 세계화의 Z 

o. 

이지럼 지삭정보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리사 세 지식정보사회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59 

* 사을내학교 경영내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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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소프트화되띠， 또한 구성부품이 더욱 표줍화되는 사실상의 표준화 경쟁이 더욱 격 

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기업에 있어서 지1품생산에서 소비자가 제품에서 얻고자 하는 

가치룹 명확히 파악하고 이괄 반영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정요사회에서 

될 갓인데， 이러한 사내의 지식 는 거의 모든 기업정보가 사내 데이티 1에이스에 모이가1 

자산은 조직구성윈간에 공유될 수 있어야 성과륜 낼 수 있다 그리고 인석 자웬의 데이 

터 베이스를 추진했음 경우 인적 자원의 정보가 유출된다면 경영의 근간이 흔능리게 될 

것이다 게다가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업은 핵심자윈의 보유정도와 핵선 능력응 배우고 활 

용하는 능력이 경쟁우위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식창조시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천략유 

형을 창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구조가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칠서와 규율이 파괴되고 신규범이 

등장하는 다원화사회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다원주의 사회는 기업으로 하여금 

다양하고 급격히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강요한다- 이를테면 소비자틀의 환경의식이 

높아침에 따라서 기엽플이 환경친화형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륜 뜰 수 있다 또한다양한 

소비자의 소비패턴은 기업으로 하여금 소품종 대량생산체제로부터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이행음 촉구하므로 기엽은 고객관계관리 (CRM Customer Relation Managementl 전 

략을 통해 고객의 정보， 

맺어 나가야 할 것이다-

생활 패턴 및 구매 내역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들과 공생관계를 

소비패턴은 제품의 가능보다는 감성과 개성플 중시 소비자들의 

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 

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즉， 빠른 의사결정， 생산과 동시적인 품짙관리， 판매와 동시 

또한 사회의 다원화가 가치관의 다양화와 결합되어 집단 

간의 이해 갈등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모두 공정하게 표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력의 

제도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셋째， 기업의 경쟁환경이 글로벌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신홍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변 

서 국제사회의 주시를 받고 있는 증국의 WTO(World Tradc Organizationl 가입은 

글로벌화하는 한국기업에게 아주 큰 기회와 함께 위협을 가져다 좋 것이다 이제 한국기 

업은 중국에서도 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여 이에 대처해나가야 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로별화 과정에서 세계도처에서 문 

명간 층똘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명의 충돌 결과 제조업 침체와 IT 부문의 투자 

급감으로 인해 둔화되고 있는 미국경제가 경기 후퇴기에 진입할 것이며 소비심리 위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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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에 진출하여 정 둔화될 갓이라는 관폭이 지매적이다 급직히 로 소비지출이 

충판을 사전에 예방하며 문화권의 영윤 수행하는 기업들에게는 경제적 성과릎 늪이고， 

지역간 문화릎 장함할 수 있도록 글로변한 기업문화와 그갓에 적합한 동함적인 경영방식 

의 개발이 요청된다 

적극적으로 내응하여 다시 촉발된 수도 있는 위 이처럼 한국기업이 경영환경의 변화에 

세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방삭윤 개딴하여야 기룹 예방하고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핵심요소로서 권력과 자원에 많은 증 경영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과거에는 정영의 한다 

학계나 부각됨으보써 지식경영이 중요성이 더 요성을 부여했으나 최근에는 지식자산의 

1980년대 중반까지는 권력을 기입경영의 핵심원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섣무계에서 

중반부터 1990 

1990년대 중반부터 년대 증반까지 일군의 연구자들은 7-}원윤 증심으로 연구를 섣시하였다 

현재까지는 지식음 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x맨 o 로 파악하여 논의플 확장하고 있다 

1980년대 천으로 파악듭때 기업의 경영현상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글에서 지식경영 (Know1cdge Management) 이란 기업이 새로운 가치창줍윤 위해 이 

지식자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지삭을 잔사적으로 확산되도팍 하는 경영방식이라고 정의 

강화릎 위해 필요한 사업경쟁럭 자원경 영 (Resource l'vlanagemcnt) 이 란 기 업 이 하고， 

유형자원플 확보하고， 확보된 유형자윈을 진략적으보 분배하는 경영방식으로， 그라고 권 

력경영 (Power Managcment) 이란 기임이 지속적인 신뢰구축윤 위해 권력을 세도화하 

고， 제도화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경영방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존재한다 

자원은 권력의 원천으로 볼 수도 있으며， 또한 지식 자체가 권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으 

윈천으로， 통상 지식은 자원의 요소간에는 벨접한 상호관련성이 그러나 세 

순환 며， 

고리를 이루면서 경영딜레마블 초래하며， 동시에 기업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러한 지식， 자윈‘ 권력간의 상호관련성을 “ K-R-P 모형”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권력이 자원이나 지식확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3대 요소가 하나의 

Power)경영을 통하여 

향상을 꾀하고 성장한 

Resource) , 권력 (P 

오늘날의 경영자들은 기엽의 지속적인 경쟁력 재고와 잠재성장력 

계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영성과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Know1edgc) , 자원(R 이러한 지식 (K 

。1
E CEO의 경영첼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K.R'P 경 영 의 통합적 인 관점은 대기 업 

일회용 바칭고 밴드 에이드 등의 히트상품으로 유명한 
E F 그

 
부회장인 재임스 레너헌 (53)씨는 자기 이사회 

타이레블， 

총괄사장 검 

해로 베이비 파우더‘ 

존슨 & 존슨 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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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조하는 경영방식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 · 세시한다 1) 

첫째， 그는 “좋은 정영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사람”이라 

고 하고， 존슨 & 존슨이 100년 넘게 생존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기업은 비즈니스블 

할 때 우선순위부터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플 신조(CREDO)’라고 부든다 

소비자가 최우선이고， 다음이 직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세 번 째 복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둘째， 기업경영에 있어 항상 풍부한 현금읍 확보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유 

통성의 확보가 기업의 위기상황에서 기업의 존속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음 하였음을 

1982년도의 타이레놀 사건을 통해 이야기하였다 

셋째， 경영자의 과제중의 하나로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샘(주간 세미나， 단 

기교육)의 개발과 확산을 강조하였다 

이려한 그의 경영에 있어서의 강조하는 비를 살펴볼 때 첫째는 기업내 · 외부적인 권력 

(power)의 경영과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유형자원 (resource)의 확보와 분배의 중요성 

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셋째는 기업내 지식 (knowledge)의 창출과 전파를 증시하고 있 

음을 말 수 있다 

다음에서는 K'R.P 경영과 관련된 국내외 모범사례의 예를 들어 K.R.P 경영의 

통합모형을 위한 상호관련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러한 모범사레의 예시는 필자의 

의도에 맞추어 재정리했기 때문에 원래 회사의 의도와는 적지 않게 다른 점이 있을 수 

도 있을 것이다-

II. 외국기업 K.R.P 동합경영의 모범사례 

1 초우량기업 GE의 K.R.P 통합경영2) 

GE( General Electrics)는 1896년 다우존스(Dow ,]oncs) 산업지수가 발표한 미국 

의 127~ 우량기업 중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GE는 다각화된 서비스， 

1) 조선일보. 2002. 5. 23 인터뷰 기사의 재정리 
2) 이는 합형기 (2000). r잭 웬치 뛰어넘기J (푸한)와 보버트 슬레이터 (2000). r 잭 웰치와 GE 방식 
필드북J (물푸레) 자료릎 참고하여 재정리한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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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복표로 하고 있 경쟁우위의 동반성장과 세게적 고객파의 기술 및 제조업체로서 

다 현재 100여 개국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34만 여명에 이르고 있 

GE의 잭 웰치 (Jack Welch) 잔회장은 GE가 나아가야 함 비전을 제시했으며， GE 다 

높은 기업이자 존 는 그 섣행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경받는 기엽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GE가 현재의 위치에 오기까지의 여러 경영방식들을 K 경영， R 경영， P 경영의 틀 내 

에서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l )K 경영 

GE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로서， 모든 구성원이 배일 아 CD 지식의 공유 
학습문화플 함으로써 업무를 시작하게 침 새로운 개선 방법을 생각하면서 하루의 

조성한다. 또한 매년 1월초 전세계 GE 사업장 책임자들이 모여서 신년도 전략미팅 

이해하여 

이를 통해 각자의 사업부문과 활동지역에 대한 구상을 준비한다. 이렇게 수립된 세 

부적인 전략방향 및 추친상황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함으로써， 사업장들끼리 경쟁하 

대해 새로운 방향에 성장전략별로 우수사례를 딸표하면서 을 개최하고， 

는 동시에 학습조직으로서의 경험과 지식이 공유되도록 한다 

@ 인사평가 GE의 인사평가는 CEO가 직접 주재하는 각 부문별 평정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60도 다면평가와 리더십 평정을 사용한다 특히 매년 4윌에는 

Session c라고 하는 대대적인 인사평가를 통해 조기에 잠재력이 큰 인재를 발견하 

고 내부에서 라더를 육성한다 

각 @ 훈련프로그램 GE는 CEO의 사관학교로서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고 있는데， 

사업부에서 선발된 차세대 리더들이 모여 각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발 

평생 훈련받는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전직원틀의 고강도의 공유하며 토의， 표
 
학습을 강조하고 매년 세계각지의 사원틀을 교육시키는데 500만달러 이상음 투자 

하고 있다‘ 

최고의 사내 비즈니스 스쿨이라 할 수 있는 크로톤벌 (Crotonvillel 연수원에 집중 

교육만큼은 세계 활동범위는 세계 각지에 퍼져있지만 직원들의 GE의 

이 연수원의 다OJ한 프로그램올 풍하여 사원들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되어 있다 

새로운 문제점틀윤 해결할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식을 고객들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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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 경영 

CD Six Sigma : GE는 보다 강한 경쟁벽을 갖추기 위해 1995년부터 Six Sigma 풍 

질경영운동을 시작하였다 삭스 시그마 운동이란. 100만개의 제품이나 서비스 중 

단 3개 또는 4개의 불량만을 허용하는 무결점주의 품짐을 의미한다 현재 많은 기 

업들이 이와 비슷한 운동윤 살천하고 있으나. GE의 품질운동은 제품에 국한된 품 

칠 경영뿐만 아니라 서비스는 불론， 모든 경영파 영업 과정에 걸친 전 분야의 품칠 

블 무결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E는 1998년 말 

현새 전 사원을 식스 시그마 요원(그린벨트)으호 만플고， 모든 임원과 간부의 승진 

에 있어서도 식스 시그마의 추친성과륜 최우선적으로 평가하며 , 일정 수준이상의 

프로젝트를 달성하지 못하면 승진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식스 시그마를 효과 

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품섣개션을 위한 작엽을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이갓은 측정 (Measurement) ‘ 분석 (Analysis) . 개선 (Improvement) . 제어 ( Control) 

의 첫글자를 따 MAIC라 부른다 

@ 인력조정과 확보 GE는 필요한 경우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인력감축플 단행하였 

다. 그러나 떠나는 직윈뜰에게는 전직에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GE는 무 

엇보다 인적자본의 우수성이 경쟁력과 기엽성장의 핵심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1등급 인재만을 채용하고 보상하며 2. 3등급 인재는 과감하게 퇴출한다 

경) 보상방식 GE는 종업원의 유형별 직급별， 직종별로 다른 급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즉， 매우 유연한 보상체계를 사용하여 역량 중삼 보상을 설시한다 

@ 자산운용 ‘ 철저한 외부지향적 관점에서 사업과 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예산을 신 

축적으로 조정한다 

(3) P 경영 

@ 경영자의 리더십 ‘ 웰치주의로 표현되는 GE 리더십의 대표적인 특정은 “실행력”이 

며， 잘 구축된 기업문화 위에서 tl]전을 가진 리더들이 재빠르게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과 더불어 최고의 성과를 낳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잭 웰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 관리자가 되지 말고 리더가 되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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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GE갚 운영 (run) 하는 깃이 아니라 인도(lead) 딴 뿐이라고 말하였다 

CE '-'1 더십의 f치1척인 내용은 다음파 긴다 

최고에 대한 열정 (Passion for Exce!lencc) 

6 시그마 풍 선 운동에 대 한 엘정 (p디 ssion f'ur 6-Sigrna quality) 

• 인직 자원의 임파워먼트(Empowenncnt of Pcopll~) 

장벽 없는 사고와 행동(Boundarylcss Bchavior) 

최고 꼭표에 대한 도션(Cha !l cnging Stretch Vision Goal) 

공정성 솥식생. 개망생 (Opcn. Candid. Fair) 

건션작얀 디간 의견음 긍정작으토 수정 o~는 지세 (Rclish Constructi Vl' Confl ictl 

모든 변화륜 새로운 기회로 인삭 (Scν Opp Ol' tunitics in E\' l'l'Y (‘ hangcs) 

- 도덕성 (Intcgrity) 

'2 CEO의 승겨1: CE는 CEO 후시1자 선얀 과정이 매우 끼다롭다 122년 약사에서 만 9 

명의 회상만이 선임되었으며‘ 능역이 입증펜 사란만윤 회장으로 지멍하였다 2000 

년 지l프라 이밴드(JefTrcy Irnrnclt) 는 1981 년부터 20년간 재임한 잭 렌치의 뒤를 

이어 GE식 (꺼0 승겨1섣차릎 거쳐 CEO로 엮명되었는데 당시 나이 44서1 로 여러 

경쟁자갈보다 10살이나 어렀다 

(ì) 연방재 조직 사업부제 GE는 “작지만 강한 판사 ” 크지만 작게 움직이고， 삭지딴 

크게 생각함음 모토로 하고 있다 그펴고， 수 백개의 단위 사엽으로 구성된 바즈니 

스 포트폴리오는 각각의 사업진개의 주체보서 활동하며， 각 사업부의 운영객임과 

전략걸정은 GE의 이사회에시 이뤄진다 GE는 12개의 사엽집단?호 구성된 복 

합기업이지만 단순 다변화한 사업집합체가 아니라 “통합원 다양성(J ntcgratcd 

Divcrsity)"플 까진 사엽집단이라 할 수 있다 GE갚 구성하는 사업부듭은 공동된 

운영시스템을 공유하는 동시에 “벽 없는 조식”으로 상징되는 독특한 기업구조릎 구 

축해왔는데， 다양성윤 마당으보 하되 공동전략 파제판 중심으로 강한 걷속역윤 갖 

고 있으며， 권한은 현장에 우1 0J하띤서 책임경영」욕 강조하고， 평가는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회공헌환동 GE의 봉사단체인 El flln (Elcctrical FlInd) 은 전세개작으호 10여 

개국에 75개 이상의 지부와 :~6.000여명의 회원음 기지고 있디 E lf'u n은 성기적인 

봉사환동으호 지역사회의 발천윤 도갚하고 기염시민으호서의 역할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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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alog Device3l 

Analog Device의 본사는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노르우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 1965 

년도에 창립되어 정확한 고성능 선형결합신호 빚 디지털 지적회로나 설제 감지기에서 받 

은 정보를 처리하는 설비 빚 시스템에서 흔히 사용되는 모둘러와 판형제품올 생산하는 회사 

이다 전 세계 15 개국에 상주 회사뜰 두고 있으며， 총 종업원은 5 ， 200여명에 달한다 

Analog Device사가 강조하고 있는 여러 경영방식들을 K 경영， R 경영， P 경영과 관 

련시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재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l )K 경영 

@실험정신 과감한 시장환경이 냉전상태에서 평화상태의 경제로 전환되고， 제품 또 

한 기술주도， 일반용도， 표준기능의 IC(Integrated Circuit) 에서 시장주도， 범용 

빚 특수기능용， 시스템 수준의 IC로 변화됨에 따라 아날로그 산업은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 또는 대처하기 위해서 당사는 동종업계 

의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요 사업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미때를 향한 탄탄대로 

를 구축하는 데는 끊임없이 설험하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어야 하며， 

미래에 대비해 중요한 자원을 투자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학습전략 : 조직 내 학습이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주요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시스템 역학의 대가인 MIT 교수 잔 포레스트， 피터 센지 등 지식인을 신경영 스타 

일 프로젝트에 합류시켜 보다 광범위한 경영수단과 방법을 통합하여 조직의 변화와 

향상을 촉진시켰다 또한， 시스템적 접근법에 근거한 조직학습 개념도 중시하였다 

왜냐하면 당사는 정확한 제조순환주기를 정책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목표를 최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파 그 원언을 배우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조직이 어떻게 운 

영되고，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 모델을 공유함으로써 경험 

이 미숙한 관리자들에게도 조직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사업부서간의 공조체제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너 oj 

'" '" 제조 

3) 이는 마이클 uj쿼드. 앵거스 레넬즈 저， 송경근 역 (991). c글로별 학습조직 (The Global Learning 
Organizalion) J (한국언론자료간행회)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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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분야는 집중화시킴으로써 다양한 기술기반의 힘을 모으게 

품질관리센터 (centcr of quality managcment) 란 기업들 간에 하나 8l 품질관리 
학습경험블 서로 공유하 품칠관리틀 채택 · 운영하여 각자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의 

확산을 품칠혁신의 당사는 사내 됨으로써 이 센터에 가입하게 도록 하는 곳인데，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니라 제푼라인별이 이전에는 기업 내 회계사가 사업부별， @ 범세계적 정보이전 

관리자는 전 전사적으로 합산하여 집계된 결과만을 체크하였다 이제 각 사업부의 

이것만으로 최 세계틀 기반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분화된 각각의 결과를 평가한다 

종고객에 대한 판매수익과 유통비용에 대한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지만， 결과치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사업부의 관리자는 제품별 수익과 비용을 파악함과 동시에 

전 세계에서 합산된 결과를 평가하기도 한다 

(2) R 경영 

및 제조설비에 많은 투자릎 한다면， 한층 친보된 반도체 처리 CD 과감한 설비투자 
성공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국내 및 해외 반도체 제조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이러한 이유로 한층 진보된 반도처1 처리 및 것이라고 당사의 경영진들은 판단했다 

제조설비에 많은 투자를 한다 

Analog Dcvice 사는 자사에 대한 고객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 물적 자원을 전 세계에 배치하는 것이 이룹다는 것 

을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1966년. 1970년에는 환태평양지역에 공 

장을 설립했다 

@ 세계화를 통한 유통망 확보 

절반 이상을 미국 이 오늘날 Analog Device 사 수익의 그랴하여 

대만， 필리핀 등 일본， 아일랜드， 미국， 그리고， 올리게 된 것이다 외의 지역에서 

이러한 세계적인 생산체계는 세계 3대 주요 전자산업 에서 제조 섣비를 갖고 있다 

고객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부품원료(Analog Devic8 제품)륜 중심지의 산업체 

Analog Device사의 제 품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지역에서 쉽게 구입할 수 

판매영 영국 등지의 만
 

대
 

스위스， 한국， 네덜란드， 일본， 오스트리아， 미국 전역， 

유통업자들이 중간 산업재 

Analog Device 사의 제품을 전 세계에 제공하기도 한다 

대리점과 아니라， 뿐만 있다 ’「→구입할 업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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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 경영 

CD 조화로운 팀원의 증시 당사는 잔통적으로 사업부 자체의 자율성은 선호했지만 사 

엽부서 간의 협력이 최우선으로 펼 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화 

롭고 원활한 텀왼을 구축하기 위해 ‘개방성’과 ‘객관성’의 원칙을 마련하였다 개방성 

이란 기꺼이 정보를 공유하려 하며 숨겨놓은 문제점을 제거하고， 동기， 감정， 션입 

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의도， 즉 상이한 견해와 관접음 포용함으로써 대인관계 

에 신뢰감을 증대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며， 객관성은 정책적인 영향력과 편협한 이 

해관계가 아니라 합리적 관전과 객관적 준거기준에 근거해서 최상의 해답을 탐색. 

즉 개인적 견해나 소문이 아닌 사싶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Analog Device사는 개방성과 객관성을 중시함으로서 팀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정보로 인한 부서간 갈등과 권력관게를 조호}롭게 유지시킬 수 있게 되었다-

2 통제에 대한 관점 Analog Device 사의 경영층은 자신이 정보와 지성블 가져야 

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사는 “통제는 

환상일 뿐이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한 강제수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슬로건을 실천하고 있다 

3. Wal-Mart4) 

Wal-Mart의 신화는 1962년 창업자인 샘 윌튼 회장이 아칸소주 벤튼빌 부근 지방도 

시인 로저스에 Wal-Mart 할인점 제 1 호를 출점하면서 시작되었다 60년대 말 5개 주 

387H 점포， 매출액 4 .400만 달러에 볼과했던 소규모 체인 Wal-Mart는 70년대 말에는 

매출액 12.6억 달러의 중부지역 유력 로결 체인으로. 80년대 말에는 매출액 257억 달 

러로 70년대 말에 비해 20배 이상의 경이적인 매출액 성장을 보이며 중서부의 리즈널 

체인(Regional Chain)으로 급성장하였다‘ 그리고. 1990년에는 매출액 439억 달러로， 

K-Mart , Sear‘s Roebuck 등 대형 소매업체뜰을 누르고 미국 최대규모의 체인으로 부 

상하였다 

4) 이 사례는 대우경제연구소(996) ‘ 「미 · 일 산업의 업종별 일등전략J (21세기북스)을 잠고하여 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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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 한 Wal←Mart의 고성장의 내용을 K.R.P 경영방식의 관점애서 살펴보면 아래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l )K 정영 

CD 하이테크 지식의 7<1 二~?~• 1 •, -, 도。1 
lcl 및 활용 WaHv!art는 그 아느 기엽보다 하이테크 

의 환용에 적극적이다 하이테크의 도임목적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과 협력업체틀의 작엽 l~l 
'^ 업무개선윤 통한 관계강화에 두었다 

도 하이테크의 ;ζ , . 

입 ·활용윤 통해 효율성 향상과 비용철감플 도모하고， 비용절감분을 가격에 반영함 

으로써 상품을 저가격화하고 점포의 상품 품전윤 방지함으로써 대고객 서비스를 개 

선하는 데 그 목적윤 둔 것이다 이 갓은 견과적으로 Wal-Mart의 매출신장 빚 。l

。 101
• 1-' 극대화어l 연견되고 있다 。1 밖에도 Wal-Mart가 도입했던 하이테크 중에는 

UPC(Universal Product Code) 바코도와 EDI (Elcctronic Data Interchangc)가 

있다 UPC 바코드는 겹과적으로 유풍센터 및 점포에 있어 입/출하 작업의 신속화 

재고관리의 효윤화 빛 대고객 서비스의 향상을 달성하는 기초작업이 되는 것이었 

고， EDI는 일방적인 데이터의 전송에서 벗어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본격화를 

가져온 것으로 공급업체의 작업을 개선시카는 효과플 가져왔다 

2 지속적인 엽무개혁 회의 Wal-Mart의 본부에서는 당사 운영의 원동력이 되는 상 

품관리릎 위한 전체회의와 포상을 위한 전체회의 등 두 개의 전체회의가 매주 개최 

된다 이 두 전체회의는 임원들， 본부의 관련 담당직원들， 점포 및 유통센터의 관련 

직원들이 참석한다 그리고 펼요에 따라서는 제조업체 · 공급업체 등 협력업체의 담 

당 임 ·직원둘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플본부의 스댐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그 주내 개최 

되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잭플 강구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부터 

모든 점포 빚 유통센터에서 시행하도록 하며 그 실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겸해 간 

다 이렇게 Wal-Mart는 초소형 본부릎 증심으로 한 지속적인 업무개혁을 통해 저 

비용 운영의 기반플 다져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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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 경영 

CD 혁신적얀 상품공급시스템(읍류시스템) 구축 Wal-Mart 상품공급시스템은 유통센 

터를 중심으로 구축되며， 유통센터는 Wal-Mart 출전전략의 기본이 되고 있다 선 

거점확보， 후 진출로 대변되는 Wal-Mart의 출진 전략은 주요출점예정 상권에 유동 

센터플 먼저 구축하여 거집확보를 통한 불류가반윤 획립하고， 그런 다음 유통센터 

반경 322킬로미터(배송편도 4시간 거리)내에 점포릎 집증 출접한다는 것이다 。1

러한 출점천략플 통해 \Val-Mart는 풀류비 용을 바사보다 낮출 수 있는 기 반을 갖 

추어 왔다 Wal-Mart는 최첨단화된 둡류시섣을 통해 물류효윤화를 달성함으로써 

업계 최고의 서비스륜 최저의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품공급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한 비중의 품목에 대해서 유통센터에 새고를 갖지 않는 상태로， 각점 

포의 실제 판매량만픔의 상품을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로부터 납입받아 유통센터를 

통해 매장에 적시 · 적량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 공급업체와의 협력유지 전략 유통업체， 특히 소매업체의 생명은 상품공급선의 안 

정적인 확보에 있다 그래서， Wal-Mart는 창업 이후 줄곧 상품의 머천다이정을 

중요한 작엽으로 여겨왔고 공급업체와의 관계강화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 왔다 

이테크의 적극 도입이 Wal-Mart 자체의 효율성 제고룹 위한 목적 외에도 공급업 

체뜰의 업무와 작업을 개선하는데도 있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二l
。

급업체와의 협력관계 강화는 Wal-Mart로 하여금 보다 저렴한 비용을 통해 머천다 

이정을 할수 있도록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Wal-Mart가 ELP(Everyday Low 

Price) 전략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 토대가 되었다. 

(3) P 경영 

CD “ Buy American"캠 페 인의 전개 1985년 당시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1 ，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미국 내 제조업체들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었던 시기 

주요 봉제사업 지대 

이 시 기 에 Wal-Mart의 샘 

본부가 있는 아칸소 지역은 미국의 

그 피해의 영향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욱 심했다 

였으며 , 특히 Wal-Mart의 

로서 

월튼 회장은 수입품이 아년 가치있는 국산품을 육성해 적극 구매하자는 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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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서 진개하였고， 주요 3 ， 000여 개 벤더(상품공급업자)에게 캠페얀에의 동참블 

요청하였다 WaHv!art는 점포 내에 ELP 현수막과 함께 “Buy Amcrican"윤 내 

용으호 한 현수막을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참끼 지1조업체에게 기업경영에 관한 각 

종 노하우와 우대조건플 제공함으로써 경쟁꽉 있는 엽채갚 적극 육성했다 그 결괴 

1985년부터 89년끼지의 기간에 걸쳐 WaHvLut의 구매제품 증 수입에 의존했던 

남성복， 타원 등 일부 품목을 100%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Wal-Mart는 이 

“Buy American" 캠페인을 통해 공급업체뜰과의 협력관계를 획고히 다짐 수 있었 

으며， 특히 캠페인에 참가한 업체틀의 종업원들은 WaHv!art 선포룰 주요 구매상 

소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고객을 창출하는 효과도 얻게 되었다 

@ 종업윈(인적자왼) 존증 정영 Wal-Mart는 “소비자만족”을 최우선의 경영망침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만족은 종업원만족올 통해 탈성된다는 신념윤 까지고 있다 그 

래서， Wal-Mart의 종업원틀은 동료(associatps) 라고 불려며‘ Wal→Mart의 전 동 

료틀은 누구나 회사의 업무개혁에 참가할 수 있다 회사의 정보 또한 공유되는 것 

이어서 심지어 시간직 근로자들까지 어떤 정보든 원하는 정보는 모두 알 수 있다 

Wal-Mmt는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적극 권장하여 동료뜰의 체험도 공유한다- 또 

한， 목표이상의 살적에 대해서는 전 동료에제 공정하게 이윤윤 11\1분한다 이러한 고 

생 윌튼 회장의 인간중시 경영철학이 Wal←Mart의 성공에 깔린 배정이 되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4. Motorola 5 ) 

Motorola 사의 본사는 미국 일리노이 주의 샤움벼그에 위치하고 있으며 1928년에 칭 

립되었다 주요업종으로는 반도체， 투웨이 라디오， 페이정 시스템， 정보처리와 취급에 사 

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우주 방위천자， 자동차 전자제품과 산업 

전자로서 회사 상주국가는 전세계 150여 개국에 이르며 총 종업원 수는 10만 여명에 

탈한다 

Motorola 사가 설천하고 있는 여러 경영망식들을 K 경영， R 경영， P 경영파 관떤사 

5) 이는 마이륜 마쿼 c 앵거스 레널즈 저， 송정근 역(1 99，1) .끌로별 학습조직 IThl' Global Lemning 
Organization) J (한국언판자료간행회)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한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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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 수 였음 것이다 

272 

(1) K 정영 

백만 천 주요한 훈련계획을 추진하며， Motorola는 최고경영자가 직접 (1 학습증시 

잔 기업 。17，1_"', ^~ Motorola 훈련교육센터 (MTEC)륜 건립하였다 탈리를 투입하여 

모든 기l층에 증역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로부터 훈련윤 주관하고 생산파인에서 체의 

MTEC는 l\lotorola의 최고정책결정 이처럼 기관이다 있는 종업윈뜰을 교육하는 

또한 았다 담당하고 핵심역한음 교육훈련의 포함하여 훈련까지 대한 그잔에 

서 범위의 서비스쉰 저1 공한다 MTEC은 Motorola의 사업꽉표갚 지윈하는 총팔작 

모
 

코스디자인， 세미나 전달， 교육준비， 스대프 개발。 비스에는 연구， 계획， 평가， 

모든 Motorola 직 윈들에 이러한 야선찬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잔세계 두 포함되며， 

뿐만 아니랴 커뮤니케이션， 반도체， 자동차 전자부품， 정부 진자제풍， 석용된다-거1 

교육부서륜 가지고 있다-분야의 1Jotorola 사엽부는 자체의 등 5가지 정 1~시스템 

따라서 우라는 모든 종업원플 “학습은 평생 투자이며， 또한 지속적인 프로세스이다 

투자로 간 학습은 비용개념으로 간주틸 수 없으며， 이 깨일 학습할 것을 촉구한다 

주되어야 한다 ”라고 최고경영자 밥 갤빈은 강조하였다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외부 조직에 Motorola는 종엄원， (2) 네트워크 형성과 제휴 

이러한 기업정신의 한 예가 Motorola의 층족시카기 위한 네트워크플 개발하였다 

전역에 있는 수준 높은 핵심 학습기관과 네트 이것은 세계 글로번 네트워킹으로서 

학 연구‘ 교육과정， Motorola는 이러한 파트너심으로 교사， 워킹블 하는 것이다 

Motorola는 아시 문화적 차이 등과 감은 교육자원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 습혁신， 

아， 유럽，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20개 이상의 학습기관과 파트너싱을 맺고 있다 

그 목적은 관리자달 Motorola는 벤치마킹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3) 벤치마킹 

이 누구와 경쟁하는지， 또한 Motorola의 정쟁자 중에서 어느 기업이 최고이며， 특 

Motorola는 어 중점을 두고 있다 환동부문에서는 누가 최고인지틀 묻는 것에 정 

목표는 Motorola의 벤치마킹에서 찾는다 기업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프느Ai 
「 。떤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션태한 최고 기업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위치를 짐증해보는 갓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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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별 ，，1-즈二 
「 티 Motoro!a으1 금로별 학습 프로그램은 단지 국내용이 아니라 범세계 

화 프로그램이다 

(2) R 경영 

CD 인직 자원에 대한 투자 Moto[o!a의 훈련과 개발 프로그램은 종업윈들에 대한 투 

자이며， 이에 대한 보상은 더 나은 생산성과 업무성과， 그리고 더 나은 퓨집로 나타 

난다 

(2) 6시그마 운동을 통한 비용절감 경영학에서 Motoro!a는 세계적인 휴대폰 단말기 

생산업체보다는 경영혁신운동안 6시그마의 발원지로 더 잘 알려져 았다 1987년 

세계 최초로 6시그마 경영을 도임한 Motoro!a는 10년동안 1백 10억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며 6시그마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3) P 경영 

CD 사회적 활동 Motoro!a는 근로자， 가족， 국가 또는 지역과의 사회적 접촉을 하며， 

범세계적으로 전자공학적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권한과 능력의 함양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단지 기업과 업무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개선하는 것이다 모든 계층에 있는 Motoro!a의 사원들은 경영에 

참여함으로서 상품 또는 사업의 성공과 일체감음 가칠 수 있다 M미loto아ro!a으1 종업 

원틀은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시카고자 노력했다는 자부선과 이익플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참여 유도 Motoro!a에서 리더심의 의미는 개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환경음 조성 

하고 혁신적 기술을 유발하는 아이디어룹 유도하는 환경을 반드는 것이다 이러한 

려더십을 풍해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고1 우수한 품질의 상품음 개발하게 된다 뿐 

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이익음 주고， 투자자들에게 보상하고， 

시킨다 Moto[o!a는 종업원들에게 신기술에 어떻게 

모든 사람의 삶음 개선 

대응해야할지플 가프치는 것 

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에 참여하도콕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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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ritish Gas Exploration and Production6 ) 

Stretch Performance Network(SPN)는 학신적인 사고로 유명한 기업의 CEO나 

Consulting Firm의 컨설턴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인적 네트워크이다 이들은 경영환 

경에 대한 이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이나 견해를 제공하 

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출발 후 SPN은 기업간 제휴에 있어서 통합적 모델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고， 가스와 정유 회사간의 제휴 사례에서 출발하여 기업간 지식의 획득‘ 학 

습， 저장， 공유를 위한 변혁 (transformation mode])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 

한편 기업들은 점차적으로 지식경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각종의 제휴， 

즉 전략적 제휴， 조인트 벤처 , 파트너쉽 , SCM(Supply Chain Management) 등을 시 

행하였지만， 체계적으로 이러한 제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 

다‘ 이러한 결과로 네트워크 보로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는데 SPN은 이점에 

착안하였다. 네트워크 보로커의 연결 역할은 세 가지로 올 수 있다 첫째， 네트워크 설 

계자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이 네트워크의 설계와 확립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둘 

째， 네트워크 설계자가 실제 역할을 선도하는 사람을 지도해야 한다 셋째， 네트워크 설 

계자는 네트워크의 통합을 담당해야 한다‘ 

그들은 특히 정유와 가스 산업에서 지식을 공유 • 저장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확산히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에 따라 SPN은 British Gas Exploration and Production 

(BG)의 Easington Catchment Area에서의 변혁적 프로세스를 통한 제휴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SPN의 제안을 바탕으로 우리의 K'R'P 경영방식에 맞추어 변혁모형 (Trans 

formation Model)을 재구성하여 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변형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6) 이는 S. Burnett. A. Brookes-Rooney , W. Keogh. 'Brokering Knowledge in Organizational 
Networks: The Stretch PerformanC8 Network Approach. Knowledge and Process 
Management , 2002 , Vol. 9 , No. 1. pp 1-11 을 재정리한 것이다 



〔그림 1J SPN 변혁모델의 변형 

관계 

(P) 

가치 

「-끓윷 l 
l 쿄차 학습 l 
l 스길 l 
l 보상파 인지 l 
| 역할 l 
l 구조 l 

프모세스 

기숭 

자원 

r~ 01 
• T 닝 

산출 

버더십 

ι호수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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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국내기업 K'R.P 통합경영의 모범사례 

삼성전자7) 

삼성전자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기업이다 반도체 D램의 경우 2001년 현재까지 9 
년째 부동의 세계 1 위 자리플 지키고 았다 시장진유융도 2000년 20.9%에서 2001년 
27%로 높아져 마이크룬 등 2위 이하 기업과의 격차는 더욱 별이졌다 TFT-LCD(초박 

막액정표시장치)와 휴대폰 시장에서도 당당히 세계 상위 랭커로 이름플 날리고 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현재의 위치에 이프기까지 시행한 여러 경영방식듭을 우리의 K. 

R'P 경영 관점에서 재구성해 보면 아패와 감이 정리할 수 있다 

(l )K 경영 

R&D. 미래를 위한 씨앗 삼성전자는 매년 전체 매출의 7% 이상플 R&D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8%륜 투자하였다 금액으로는 2000년 2조 190억 

원. 2001년 2조 4.182억윈으로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D램 사업은 지난 
1983년 64KD램윤 개발했을 당시 선진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4.5년이었다 1985 
년 256KD램에서 이갚 3년으로 줄였으며. 1994년 16메가D램윤 개발하면서 격자 
를 제로로 만들었다 10년 동안 천문학적인 액수의 기술개발과 시섣투자비를 쏟아 
부은 결과였다 2001년 영업이익 1조 3.741억윈을 달성， 회사 전체 영업이익의 

59%릎 차지한 정보통신 부분의 경영성과도 무수한 실패와 시행착오의 산물이었다 

1988년 휴대전화 개발을 시작했지만 애니콜이 탄생한 것은 1994년이었다 매달 
한번 열리는 전사 최고기술경영자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3-4년 후 멸게는 

10년 이후 사업화될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다 

@ 지식재산권플 기업 최고의 자산으로 

에 등록한 특허건수는 1 .450개이다 

어 세계 5위다 1999년 이후 3년 

2001년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상표청 (USPTO) 

IBM. NEC. 캐논， 마이크론 테크놈로지에 이 

연속 특허등록이 많은 10대 가업에 랭크됐다 

7) 이는 한국경제선문 특별취재팀 (2002). r삼성전자 왜 강한가J (한국경제신문)를 창고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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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의 동신으로 불리는 IMT-3000과 관련 1 삼성전자는 동기식 · 비동기삭 분야에서 

각각 세계 4위권의 기슬수준플 확보하고 있으며 40여 건의 관런 가 깐이 표준기술 

로 채댁되었다 삼성진자는 지식재산권윤 최고의 기엄자산으호 간주하고 오센 기간 

지속석으로 R&D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진λn R&D 인력은 l 깐 7.000맹으로 전 

처1 임식원 4만 8.000영의 30%가 넘는다 이 중 박사급만 1.500멍이다 미국과 

일본， 영국， 인도， 러시아 등 이닮 곳에 해외 H&D 센터를 두고 700맹의 개발인력 

을 운영하고 있다 

::tl 기술과 사업천략의 공유 경기도 수윈의 삼성전자 진단기술 연구소는 7 ‘ 200평 규 

모로 신입사윈부터 사장에 이르기까지 최선 기숭동향을 새교육하는 기관이다 

H&D 기술만을 별도로 교육시키기 위해 연수기관을 운영하는 기업은 국내애서 삼 

성전자가 유일하다 1990년 이건희 회장의 지I 2창업 선언과 함께 섣립된 첨단기숨 

연구소는 회사의 장기 전략에 맞춰 교육 프포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신입사윈을 대 

상으로 한 400쪽 분량의 전자염문과정 교재의 제목은 ‘마켓 드라븐 컴퍼니 · 시장지 

향 기업음 위한 해결책 (Solution for ~I'I DC)'이다 rv!DC는 삼성천자의 기엄목표 

이다 이 곳에서 2001 년 개섣되는 교육과정만 97개이며 연간 교육인윈만 3.000병 

에 탈한다 삼성전자가 확보한 소프트웨어 진문인력은 5.300명으호 그룹 진제로 

보면 1만 3.000명이 넘는다 이는 총 인력의 12%에 달한다 삼성은 2005년까지 

이를 2만명으로 늘힐 계획이다 콘텐츠， 소프트화를 지향하는 삼성전자의 미래전략 

이 교육과정에 그대호 1앙영되고 있는 셈이다 

(2) R 경영 

Ú~ 세계 일류화 진략 • ‘와우 프호젝트’ 결섣 

되기 전까지 모두 아홉 번의 리콜음 당했다 

삼성전자 노트북 센스Q는 시장에 출시 

피콜을 명령한 사람은 다릎 아닌 디지 

털 미디어 총관대표인 진대제 사장이다 두께는 소니의 노트복 바이오보다 앓은 2 

cm 미만으로 해야 하고 무게도 3kg플 넘기지 딸아야 한다는 것이 신 사장이 제일 

쓰기 편한 제품이라고 요구한 가이드 라인이었다 개발팀은 진 사장이 요구한 제품 

사양에는 맞췄지만 마지막 관문인 플라인드 테스트에서 번번이 퇴짜쉰 맞았다 E 

←「

께를 줍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판윤 너무 앓게 한 것이 문제였다 1 mm를 줍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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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디지인과 R&D 파트는 매번 걱룬블 번였다 결국 아홉 번의 랴콜 끝에 만족 

한 진 사장은 2001년 샌스Q 한 대찰 서!개 최대 PC메이커인 미국 텔사의 CEO인 

마이클 텔에개 보냈다 센스Q의 품침에 만족한 마이클 덴은 삼성 전자와 10억 달러 

에 탈하는 센스Q 공납계약을 처1 견했다 프호젝트영 ‘베버릭’으로 시작한 ‘와우 프로 

젝트’가 걸실을 본 순간이였다 와우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세상이 깜짝 놀란 만한 

제품윤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2000년 진 사장이 이른 붙얀 R&D 계획이었다 

@ 처1 계작 인재관리 삼성 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현황을 보면 석 ·박사 인력이 

fí ， 500명이나 된다. 이 중 박사급은 1. 500명에 달하고 있다 2001년 신규임원이 

된 149명 중 40%에 해당하는 61멍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며 그 중에 조지아 

E11 •, , 하버드 등 해외 명문대에서 학위플 취득한 인원이 28명이디 삼성전자 인사턴 

은 핵심 직원들을 S(Super)급과 H (High potential) 급으로 분류， 별도 관리한다 

이들이 바로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핵심두뇌윤이다 S급 인원은 대 략 400 1정 정도 

유치 

이러한 

되는데 이들의 연봉은 같은 직급 내 임직원보다 세 배가 더 많다 「그 01 려 →一 H ""L!. '=ì 

륜 위해 해외채용텀은 미국과 유럽을 돌며 스카우트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외부인력 스카웃 뿐민 아니라 내부적으로 고급인력을 만드는데도 투자를 아끼지 않 

는다 특히 기술을 기초 첨단， 핵심， 미래 등 4가지로 분류하고 각 단계어l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200여 명의 인력이 해외 연구소에서 미 

래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교육에 투입된다 

? 신상필벌 평가시스템 매년 초 삼성전자 인사팀은 250개 문항으로 이루어친 인사 

평가지침을 각 사업부문에 내려보낸다 16개 역량항목으로 이루어진 이 가이드북에 

따라 각 팀장들은 부서 벚 직급별 특성에 따라 5-8개 항목플 선택， 팀원에 대한 인 

사고과를 매긴다 영엽부푼은 도전의식에. 마케팅부문은 국제화에‘ 지원부문은 문제 

해결 역 량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이다 여기에 본사 인사팀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채용에서부터 배치， 보직변경， 퇴사조치 응 모든 인사권한은 사업부로 넘어 

간지 오래되었다 인사평가는 곧 연봉과 직결된다 1998년부터 도입된 삼성전자 

연봉제의 특정은 철저한 차별주의이다 기본급 60% 외에 40%를 차지하는 능력급 

경우 능력급의 최대 

130%까지 지급된다- 반면 최하위 등급인 1마‘등급플 받는 경우 기본급도 제대로 1캄 

tl~느二 
C~ ‘가’응급을 À， ~ol 

D 기一、」 평가에서 최고 
~=-> ~ 

0"덕도， 변수이다 。1

지 못한다 최소한 ‘다’등급을 받아야 평균 연봉을 챙길 수 있다 연용을 근거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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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는 이익배분재 (Profít Sharing) 까지 'l-동HJ 져으 
←~ '-, T::' '-' • 

같은 직급이라도 최니1 5배 

이상 격차가 벌어낀다 2002년 초 삼성 전자 반도체 , J무선사업부 소속 파장급 엔지 

니어 6명은 각각 l 억 5 ， 000만윈의 현금읍 회사로부터 일시관로 받았다 연봉과는 

별도로 주어지는 기술개발장려금이다 

(3) P 경영 

@ 계열사 협력체재의 구축 삼성전자 설무친의 힘펙플 뒷받천하는 것은 전자계열사 

사장단 회의다 이 회의는 이건희 회장 주도로 "1]년 두 번씩 열려고 있다 모임의 장소 

는 주로 승지원이지만， 그때 그때의 형편이나 전략직 목적에 따라 다븐 곳윤 댁하기도 

한다 중국 상하이 (2001년 11 월)와 미국 오스만 (2000년 2월) 회의는 그 해 역 i상윤 집 

중할 해외시장이 어디인가뜰 보여줬다 전자， sm , 진기， 코닝‘ 테크윈， 모식， SDS 등 

삼성 전자계열 사장단은 10년 후 무엇으토 먹고살 갓인지륜 주재로 디지턴 지1퓨 융합플 

극대화하기 위한 사엽영역 조정문제륜 논의한다 사상단 회의에서 큰 그린이 그러지변 

사엽 부장급 임원들은 새로운 전략에 따라 한 탈에 한 번씩 만나 구체적인 제품개발 기1 

획을 수립한다 삼성 SDI , 삼성전기， 삼성 코닝은 얀정적인 부품 공급원이다 

@ 상생의 노사관계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은 판리의 삼성.이라는 이미지릎 형성하 

는 핵심 축의 하나이다 삼성이 내 · 외부의 비판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무노조 체세를 유 

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노조의 기능을 대체하고 인적 자원의 증 

요성에 대해 병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2001년 복리후생비로 쓴 돈 

은 515억원이다 1인당 110만원이 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또 20명의 노무사틀 자 

체 보유하고 있다 노조를 대신해 종업원의 의견을 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블 확보 

하려는 것이다 CEO의 지시가 말단 직위에게까지 24시간 내에 전파될 수 있도복 사내 

방송과 사내보， 인트라넷과 같은 다양한 채넙음 가동하고 있다 노조는 아니지만 사윈 

대의기구얀 노사협의회를 통해 경영천보필 공F「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매분기 개최되 

는정기 노사협의회에는 최고 경영자가 반드시 참석， 경영현황 전반에 대한 정보플 공유 

하고있다‘ 



280 상f’HJ찌 íi\재사jt 제1:)권 

2 포스코8) 

포스코는 1994년 최고경영자의 정영철학을 바탕으로 장기적 정영꽉1I릎 벙확히 하고 

그 설천방향을 구처1화한 비전윤 수립하였다 포스코의 ‘Vision 2005’는 변화하는 경영환 
경 속에서 철강엽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 철강업계에서 주도권플 확보하고 건설/엔지 

니어링tE&C)과 에너지 분야틀 육성하여 범세개적인 초엘류-글호번 기염으로서의 위상음 

확고히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바전을 섣현하기 위해 인력개발， 기술개발， 

플류개선， 사업다각화， 투자확대‘ 노사관계 개선‘ 자산운용 효율화 ;ζ/<1 
~ • 1 효율화 등의 8 

대 성영 /<1 침플 수립하여 경영으! 기본 èl} 긋 1 0 è O 
。 u-→그; 삼았다포스코의 경영지침플 K'R.P 

경영과 관련시켜 중복된 것을 지1외하고 재싱리해 보면 다음과 갚다 

(1) K 경영 

인력개발 포스코는 교육투자릎 대폭 확대하여 매출액의 3% , l 인당 연간 15일 

이상의 교육참여 기회룹 제공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식사 엔지니어의 111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증이다 이플 위해 유학 예고제릎 도입 

하여 매년 해외 유학 대상자플 선말하고， 포항공대 철강대학원 과정플 별도로 운영 

하고 있다 이틀 통해 전문 지식음 갖춘 인재틀 확보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펼 

요한 인적 자윈을 확보하고자 노벽하였다-

ø 인사고과의 변화 :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한 사원플의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인사고과 

의 윈칙도 변화시켰다 포스코는 인사고과의 공정성은 자신의 직무수행능력이나 업무성 

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능력주의 인사제도룹 정착시키려 노력 

했다 먼저 팀 조직 도입에 따라 팀원에 대한 평가는 팀장과 본부장의 평가로 단순화하 

고 평가집단도 재분류하였다 둘째， 부조L급 빚 이사보는 딴l의 업적파 업무계획을 자 

기신고하여 절대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셋째， 종래의 근무평정과 직능평가룹 인사고과 

로 단일화하였다 이와 같은 포스코의 평가재도 혁신은 새로운 경영철학과 팀제릎 비롯 

한 조직 학신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능력주의적 인사철학이 그 바탕에 깜려있다‘ 

8) 이는 포스코경영연구소(1996) ， r 스마드 스턴 
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포스코 경영혁신 I (포스코경영연구소) 자료릎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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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 정영 

불류개선 포스코는 비전에 따른 새로운 사엽구도틀 마련함으호써， 안정적인 수익 

빚 지속적인 성장기반블 확보한은 불콘 이륜 토대로 초일류 급로L벨 기업으되의 재 

도약윤 시도하였다 이판 위해 서로 관덴이 있는 철강 E&C , 에너지 사업윤 중심 

으로 한 복합경영 치1 재릎 구축하여 사언간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고로 중선의 제첼 사업을 고로 방식과 새로운 철강 재조기술인 용융 

환원 서1 철기숭으l 상호보완융 통해 경쟁력음 극대화할 수 있도꽉 재펜하였다 포스 

코는 공급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고객만족윤 위해 판매구조의 수숨에 나섰다 

이를 위해 기준의 포스코 판매부문의 인력플 일부 흡수하여 놔내판깨 전담회사인 

포스띨플 설립하였고， 포스코 내 수줍 부문의 인력윤 용합하여 수출 전담회사얀 포 

스트레이드를 설립하였다 판매는 이듭 판매 전문회사가 전담하고 포스코는 생산 

에만 진념하는 체제플 구축한 것이다 

1\:2) 경영혁신의 성과 도모 포스코의 경영혁신 추진 이후 조강생산량은 2 ， 252만톤에 

서 2 ， 342만톤으로 증가하고 "11출액은 18.8% 증가하였다- 순이익은 2 ， 946띄원에 

서 8 ， 397억윈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까하는 놈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 기간 동 

안 포스코의 인원은 약 2 ， 500벙 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과 순이익이 

증가한 것은 조직의 슬럼화와 생산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플 통시에 잡은 셈이 

다. 포스코의 경영혁신은 정보화 개땅화， 를로별화라고 요약할 수 있는 대변혁의 

물결 앞에서 포스코의 재도약블 위해서는 관리방식이나 제도는 물론， 구성원의 의 

식과 행동까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좋은 사헤이다 

(3) P 경영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블 통한 노사관계의 개선 포스코는 노력한 만큼 보상해 주 

는 상호 정당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인센티브 세도를 도입하였다 포스코는 

1995년부터 개인 수준의 인센티브 집단 수준의 인센티브， 조직 수준의 인센티브 

로 이루어지는 3차원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추었다 개인 수준의 인센티브 시스템은 

직능팽가에 따픈 직능가급과 개인별 경영성과금 증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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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은 직능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라 설정된 직능급에서 능력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부 

분을 말한다 그리고 개인별 경영성과금 증가분은 근무평정 증 업적평가 우수자에 

대한 경영성과금과 개인의 상벌에 따른 경영성과금을 말한다. 집단 수준의 인센터 

브 시스템은 본부 평가와 팀 평가에 따른 인세티브를 말한다. 본부평가는 본부와 

인재개발원， 기술연구소， 제철소의 업무성과플 매년 2회 A. B , C 등급으로 경영위 

원회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팀평가란 각 본부에서 팀을 우수팀， 기본팀， 열위팀 

으로 평가하여 최고 150%에서 최저 75%까지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 

을 말한다 조직 수준의 인센티브 시스템은 생산， 판매， 손익， 생산성， 경쟁력， 환 

경안전의 6개 부문별 평가요소로 연간 실적을 평가하여 조직구성원에게 경영성과금 

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스코는 각 개인의 엽적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별화로 

개인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집단에 대한 개인의 기여를 고려한 인센티브로 집단 

주의적 가치가 팀조직과 본부제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직의 경영성과 

에 따른 성과배분제도 도입으로 주인의식과 경영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 조직의 효율화 포스코의 조직혁신이 지향하는 것은 경영환경 변화와 조직 패러다 

임에 맞는 새로운 조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을 목표로 @ 권한을 최대한 위양하여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으 

로 이루어지게 하고， CV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분위 

기를 만들며，@ 지속적인 학습과 다양한 능력의 배양을 통해 세계화된 인재가 양 

성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던 품의/결재제도를 

과감하게 버리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하여 모든 사안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 

영층 9명을 위원으로 하는 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회사의 기본 방침이나 주요 정책 

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천원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3. 두산9) 

1896년， 지금의 종로4가 배오개에서 포목업으로 시작한 두산은 창업 50여년 후인 

1952년， OB맥주를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대기업으로 성장하였고 또 다음 50 

여년 후 한국중공업을 인수함으로써 산업재 사업구조로 대변신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두 

9) 이는 두산의 홈페이지 (http://www.doosan.co.kr)의 자료를 창고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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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5년 0 1-
「」

100주년 (96년 8휠)윤 앞두고 구조조정윤 본격적으쿄 시작하였다 초창기에는 기엽상황 

과 관련한 어려움이 많았지만. 21세기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업 f조의 

재편. 외자유치 보유 부동산 매각 등 지쉰석인 구조조정윤 해 오고 있는 내표적인 기업 

이다 두산은 그동안의 구조조정플 통해 판복할 만한 
λ} 그1즈)_ 
。 o r즈 가두었는이1. 1998년에 

332%에 이르던 부채비율은 2001 년 140%로 낮아졌으며‘ 수익성도 개선되어 영엽이익 

은 매년 38%의 높은 성장릎을 보였다 또한 그둡의 사업 포트폴라오도 완전히 변모하 

게 되어 두산의 모태가 되어 왔던 08맥주 지분음 깨각하고， 한국숭공업을 인수함으로써 

두산은 새로운 경영의 전환접에 서게 되었다 

이평게 두산이 경영환경 댄화에 따른 성공적인 구조조정블 통하여 오늠난의 사업구조 

를 갖기까지의 여러 경영방식들플 K.R.P 경영 이돈에 맞추어 정리하띤 아래와 깐다 

(1) K 경영 

CD 고성과 리더의 육성 고성과 리더 (High Performance Leader)의 유λ3 으 두샤 
--,()\_ 1'--

발전의 주축이 될 우수 인재릎 끊임없이 발꿀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각 사엽띤로 핵 

심역량 측면에서 excellencc릎 확보해야 한 

확보하고 육성하는 전략이다 

설정하고 ;tJ ~_7-=! 0 2 80 끼-→뇨- 인재판 

〔ψ 핵심역량 지원시스템의 구축 핵선역량 지원 시스템 구축은 사업 전략과 연계된 

핵심역량의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제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각 사업별로 펼요한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 성과지향 조직구조 및 체계의 확립 성과지향 조직구조 및 체겨1 확럽을 위해 그듬 

및 계열사의 구성원 개개인의 바람직한 행동블 촉진하고，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풍토룹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와 문화플 바꾸어 나가는 전략 

을 수럽하고 추진하고 있다 

(2) R 경영 

'D 신규시장 창출 및 사장지배력 강화 두산은 !vlarkct Excellencc 획 보릎 위 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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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시장을 개척합과 동시에 기존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가일층 강화함으로써 수익창 

출을 배가시켜 나가며， 획기적인 신제품 개발 및 기존의 브랜드를 할용하여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전략을 추구한다 

(2) 핵심기술 양성 및 확보 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Sourcc칠 명확히 하고 효율적 

으로 확보해 나가는 활동으로 선진국과의 기숨 격차를 해소하고 즉시 제품화시키는 

실용적인 연구개발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다 

@ 지속적인 Operational Exccllence 추구 두산은 cost leadership 확보를 위해 

동종업계는 물론 이(뭘)업종을 망라한 world best level의 목표를 설정하고 탈성 

해 나가는 생산성 향상 활동으로 구매/자재 구입의 효율화， 프로세스의 개선 등 다 

양한 개선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 최적의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기존사업과 시너지가 있는 분야의 사업 인수와 산 

엽의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미래 성장사업의 발굴을 통하여 그룹의 성장엔진을 

찾아나가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3) P 경영 

CD3세 경영진의 리더심 두산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3세 경영자인 박용곤 · 박용오 · 

박용성 3 형제의 탁월한 진취적 리더십이 두산문화를 구축하는 기본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의 설추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여 환경보전경영의 표본기업으로 탈바꿈하게 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능력 극대화의 성과주의 문화 두산은 직무와 성과중심의 조직구조를 유지하고 있 

다 두산은 대단위 팀제의 운영을 통한 분권적 경영조직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달라진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 

이다 21세기의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려는 비전음 지닌 두산그룹의 경영진들은 핵 

심역량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노사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 

의 핵심역량의 극대화와 구성원의 핵섬역량 극대화를 위한 조직구조의 조성은 두산 

이 성과중심의 기업풍토를 지향하려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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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J10) 

CJ는 1953년 고 이병철 회장이 창업한 이래 식품. Bio제품， 생활용품 등 제조업플 

기반으로 최근에는 미래형 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고객의 건강， 즐거움， 편라를 

추구한다는 기업 이념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1993년 CJ는 삼성그룹과 분리한 후， 기 

존 식품 및 제약， 바이오 부분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사업 부분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 

여 베이커리， 단체급식， 외식， 식자재 사업 등으로 경쟁력을 쌓아 갔다 뿐만 아니라 드 

림원스와의 합작을 계기로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진출하여 미래가치를 극대화해 나가는 

부분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식품사업을 기반으로 출발한 CJ가 오늘날 다양한 관련 사업군을 가지게 된 여 

러 경영방식들윤 K.R.P 경영방식으로 정리해 보띤 다음과 같다 

(1 )K 경영 

CD 인사고과의 개선 CJ는 전통적인 한국기업의 자질중심 보다는 능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인사기조를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과장，’ ‘부장，’ ‘대리’ 등의 직급 호칭 

은 공식적으로 모두 없애고 대신 직급은 인사고과용으로 GI-G7으로 나누어 관리 

하고 있다 승진은 인사철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기 

동안의 엽적에 따라 인사점수가 올라가면 등급이 자연스럽게 바뀐다 이는 전체적 

으로 형식이나 연공서열 등 외형보다는 질적이라는 내실을 바탕으로 인력관리를 하 

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신입사원의 채용은 가치판단평가(BJI테스 

트) 인지능력 평가→전문성면접←역량면접의 채용절차를 거치며， 창의력과 상황판단 

능력 중요시한다 

@ 근무시간 유연화 CJ는 1999년 9월부터 출퇴근 시간음 없애고 ‘근무시간 유연화 

(f1exible time).를 도입했다‘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의 총력근무시간에만 전직원 

이 근무하고， 나머지 2시간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물 

론 근무시간은 전자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체크된다 복장도 자율화했다 와이셔츠 

냐 캐쥬얼이냐는 이제 직원 각자가 알아서 선태할 수 있다 

10) 이는 CJ의 흥페이지 (http://www.CJ.cokr)를 장고로 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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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 경영 

CD 현금흐름 중시 경영 ‘현끔흐릎 중시 경영’은 제일제당의 중장기 사업전략 발표의 

제목이기도 하다， 2000년 초 당시는 주식시장이 상승길에 올랐다는 기대가 살아 

이「 
λλ ..lC， 한국은 외환위기를 완전히 졸업했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 당연한 진실 

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그 뒤 경제는 주가 폭락， 미국 경기둔화， 현 

대 문제 등 온갖 악재들로 추락했다 CJ는 이러한 경기의 하강에 대비해 현금 확 

보에 노력하고 투자처는 더 염밀하게 선별하고 있으며， 무수익 자산은 처분하고 핵 

심사업 이외에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 신경제산업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 수립 CJ는 지난 1993년 삼성으로부터 독립 

경영을 선언한 뒤， 설탕 · 조미료 · 밀가루회사라는 이마지에서 탈피해 식품회사로 

변신하기 위해 1994년 외식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5년 바로 아시 

아 전체를 상대로 영화제작 및 배급회사얀 드림원스를 공동설립하면서 엔터테인먼 

산업에 전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여기에 SI업체인 CJ드럼소프트도 설립했다 

1997년 4윌 삼성그룹으로부터의 분리가 법적으로 승인된 뒤에는 음악전문 케이블 

E 

텔레비전 m-net을 인수했고， 1998년 3윌에는 e비즈니스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 

는 물류회사 ‘CJ GLS’를 설립했다 같은 해 4월에는 멸티플렉스 영화관 CGV를 

개관하면서 극장업에까지 뛰어들었다‘ 케이블방송， 물류회사， 영화사는 별로 큰 관 

련이 없어 보여 무질서한 인수러시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CJ는 이런 인수가 

모두 ‘e-CJ’라는 일관된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CJ의 사업들은 

식품 · 외식 · 서비스 사업분야， 제약 · 생명 · 바이오 사업분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분야， 신유통 · 물류 사업 분야의 4대 핵섬 사업군으로 나뀐다‘ 

(3) P 경영 

CD 벤처같은 대기업 CJ가 기업규모로는 대기업이지만 설탕에서 사료로， 조미료 및 

발효식품으로， 제약 빚 생명공학으로， 그리고 이제 인터넷 및 미디어 콘텐츠로 옮 

겨올 때마다 일종의 ‘벤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업의 확 

장 과정에서 CJ는 자연스럽게 벤처같은 대기업을 표망하게 되어 조직을 슬림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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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유로운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각 사엽부분블 모두 비즈니스유닛 

단위로 바꿔 단위별 옥쉽경영도 강회하고 있다 

잉 지주회사로의 개편 CJ는 93년 산성으료거l 터 독럼경영을 선언하고 97년 삼성그 

룹으토부터 범적으로 분리가 승인되였다 그러나 여친01 관끼는 간낀하가1 ,C; 지되고 

있다 CJ는 장기적으로 전세석인 기입구조노 ‘ CJ 흘딩스라는 이딘의 지주회사달 

두고 밑에 분야별 개별기업윤 두도파 지배구조플 개펜할 계획이다 지주회사는 그 

야말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푸자자로서의 역힌만 하고 개별기업익 움까임에 끽접 관 

여하지는 않는다 대신 계열사의 성직이 좋지 않다띤 경영권에 집작하지 않고 지분 

을매각한다 

5. 한국전기초자1 1) 

1997년 말 한국전기초자의 상황은 말 그대로 r퇴출 영순위 r였다 당시 깨출 약 2 .400 

억원인 이 회사의 부채는 약 3.500억원， 향후 3년간 갚아야 할 온도 1.200억원에 육박 

했다 한국전기초자에 가장 필요한 일은 노사간의 산뢰릎 회복하고 패 1111 감애 젖어있는 

직왼들의 마음부터 구조조정하는 것이었다 이살 위해 서두칠 사장은 3교대토 일하는 

1600여명의 직원음 97년말 부임 후 3개윈 동안 하루 3차례씩 만났다 당시 노조 집행 

부는 강성이었지만 전직원이 주인의식을 갓게 되띤서 회사는 본격석연 구조조정윤 추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혁신플 추진한지 동!-과 3년만인 2000년에 이 회사는 무차 

입 경영과 1 ， 717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으며， 진치1 싱장사 중에서 평가한 기업 5427H 

기업 중 정영평가 1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전기초자의 혁신을 두고 많은 사람뜸이 ”한국식 혁신 과정”의 교과서라고 얘기한 

다 다음에서는 한국전기초자의 경영혁신 노력을 K.R'P 경영의 관선에서 대표적인 

예틀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이늠 바노윤(2002) 조직변회와 피디역할 한커L진 71소자의 사례릉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6(12). pp 61-9 1. 시두젤 (2001 ) 한파식 경영 모델의 새 반견 ‘ 「한거러1121 ， . 2001 년 4월 M 
일 세 3.54 호， 시두침 (2()01 ) ‘정이해고 없이 위기만출한 연런 갱영인’‘산동아 1. 6원호 자료륜 

편집하여 재정리한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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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 경영 

1; 지식의 빠른 공유 한국진기초자는 결재단계를 측소하여 24시간 이내의 의사전단 

체제를 구축하였으띠 경영정보 공유와 지삭증대 다기능화갚 위 한 교육프로그램윤 

섣사하였다 

lj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요 정영회의외 생산， 품죄회의를 통하여 관마자의 

강화하고 작윈 개개인의 지사이나 기숭수준 향상에 관선음 기울였다 

(2) R 정영 

。i 2J조L 
•"1 -0 i:조 

(1) 구조조정 한국전기초자는 기존의 인원파 심비활용을 극대화하고 생산라인윤 라 

인변 수직구조로 개편하여 , 라인별 씌임생산체제를 도입하였다 그이고 끈무치1제듭 

2시간 작엽 10분 휴삭으로 진환하였다 

(2) R&D 한놔전기초자는 대형유리와 컴퓨터 브라운관 유리판 독자기술로 개받하였 

으며‘ 고부가가치 세품의 자체 개발 노력을 계속 기울였다 

(2) 인력조정 인위적인 인력감측 없이 모든 종업원들의 고용묘장으로 이들의 자발적 

인 노벽과 고통분단윤 유도하였다 

Cl) 품전관리 깨일 아침 1시간 동안의 생산 및 품질회의에 진 임원과 팀장이 참여하 

여 생산， 판매， 품질 등 모든 현황블 파악하고 문제선플 해결하였다 

(5) 자산운용 보수적인 자금운용 방침을 토대로 차입급 제로판 선언하였다 

(.3) P 경영 

CD 경영자의 리더십 경영자뜰은 강락한 신념， 근면성， 인내심， 결단벽， 전문적 지식 

과 변화관리 경험플 기반으로 경영자가 직접 종업윈들의 교육을 담당하였고‘ 열린 

경영， 현장중시， 솔선수범， 원칙준수 등을 강조하였다 

2 조직구성원틀의 협역과 노사판계의 개선 종엽원둡은 자반적으로 휴가와 시간외 

수당을 반납하였고， 간부와 판리직 사원들은 생산현장에 직진 참여함으로써 힘력적 

노사관계플 형성하였다 그리고 팀간， 기능부서간， 현장과 연구소간 협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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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요구하기 이전에 회사가 솔선수범하여 종엽원들의 복지문제틀 해결하였다 

@ 경영자 승계 서두칠 전사장은 박순효 사장을 임명함으로써 변혁의 일관성과 연속 

성을 유지하였다 

N. K.R.P 통합경영을 위한 목록의 예시 

앞에서는 K.R.P 통합경영과 관련된 국내외 모범사례들을 정리하여 예시하였다 다 

음에서는 위의 사례 빛 다른 자료들에서 세시하고 있는 K.R.P 경영 관련 주요 목폭 

(inventory)들을 각각 10가지씩 정리해보고자 한다-

1. K 경영 관련 목록 

(1) 정보기술기반의 정비 

조직 내의 지식의 공유 · 확산을 위해서 인트라넷 기반의 그룹워1어 시스템， 지식 온라 

인 시스템， 지식 네트워크 등과 같은 정보기술 기반을 정비하도록 한다 지식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기업은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식경영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이 

유는 정보기술을 통해 지식의 전파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지식전이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이 목표가 아니지만 정보기술 없이 지식경영을 효과적으로 이룩 

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식경영을 섣행하는 거의 모든 기업은 인트라넷 같은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조직 외부의 차원에서는 조직간 정보기술의 공동개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예릎 틀면， 수평적 · 수직적 기업간 공동개발， 거래션의 다변화를 통 

한 개방거래와 부품공용화의 확대，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회사 설립 등이 있다， 

(2) 최고경영자의 지속적 관심 

다양한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역할 수행자가 필요하다 지식경영은 밑에서부터 시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층이 라 

더십을 갖고 지삭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최고경영층이 지삭경영에만 매진할 수는 

없다- 바쁜 최고경영층을 대신하여 지식경영을 지휘할 수 있는 지식담당 중역‘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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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CKO(Chief Knowlcdgc Officcr)플 양성해야 한다 또한 각 부문에서 창출되는 지 

식을 통합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매니저， 즉 지식조정자를 양성해야 

한다 

(3) 지식의 확산방안 마련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지식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지식의 내용과 위치플 체계적으로 요약 · 정리한 지식지도를 작성하 

거나， 지식접큰을 용이하게 하는 지식전화번호부를 작성하고，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임이나 단체를 결성하여 관심분야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 

고 축적하는 형태의 전문가 집단을 활성화하여. 비공식적으로는 동호회， 연구회 등으로 

대표되는 전문가 집단 혹은 포럼등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암묵지와 형 

식지를 연결하여 업무에 가장 경쟁력 있는 지식이 응용될 수 있고， 조직 내 개인이 보유 

하고 있는 지식을 타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식을 코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 실천환경의 조성 

지식의 학습을 위한 실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화학자이자 철학자인 Polanyi (1 966) 

는 지식의 병시적 차원과 암묵적 차원을 이용해 이를 구분한다 명시적 지식은 암묵적 

지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제 가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암묵적 지식은 병시적 지식을 적용 

해야 할 상황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프랙티스가 수반되어 

야 하며， 프랙티스를 수행하기 위한 최고의 환경은 전문가 집단 속에 있을 것이다 

(5) 소프트혜어 측면에서의 추진방안 

기업의 지식자산인 가엽가정신 및 혁신성은 경영진세미나. CKO 교육， 훈련제도 등을 

통하여 증가될 것이고， 이에 따라 경영성과도 향상된다. 높은 수준의 신뢰가 수준간， 개 

인간， 작엽집단간에 형성되어야 한다 이는 정보의 공유와 확산에 영향을 준다 또한 리 

더는 개방의 원칙과 일치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촉진하여야 한다 

지식을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있어서 구조적인 접근방법 뿐만 아니라 비구조적인 접큰(벤 

토링， 사내 인트라넷， 집단대화 등)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순수하게 조직내 집단간 경쟁에 기초한 재정적 성과에 

그리고 보상시스템도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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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지삭공유， 협동， 팅획과 같은 여러 기준에 근거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6) 가치의 개발윤 풍한 새로운 서비스 창줍 

새로운 가치의 개발블 통해 새로운 서비스한 창출하1야 한다 새로운 가치의 개만을 동 

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면 동말한 자원음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경쟁우위와 핵심역량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자원이라도 자원플 활용하는 기업이 

나 사람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플 지원해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자원이 각 기엄에거1 옥득한 

개성을 준다는 점에서 동칠적인 것이 아니라 이칠척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의 기1성은 

특특한 서비스의 이켈적인 다양성을 갖고 또한 기업의 풍질적인 자웬은 다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서비스의 이칠성은 즉 각 기엽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은 상이하기 때 

문에 지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다른 생산적인 사비스에 영향을 n1친다 

(7) 지식의 학습과 활용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의 축적을 통해 지삭윤 학습하고 이러한 지식과의 효율적인 겸합 

및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조직내의 지식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자윈으로부터 이용가능 

한 서비스의 양과 범위도 증가하게 된다 기엽의 직윈들이 보유한 지식의 유형과 기엽의 

물적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서비스사이에는 힐 심한 관계가 존재한다 따랴서 지식 

은 경험의 증대와 함께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용가능한 생산적 서 

비스도 증가하는 경향이 았다 기업가플은 자원을 더 잘 알면 그 기업의 이윤성과 효윤 

성이 제고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려 

노력한다 따라서 새로운 자원활용법이 창조된다는 것은 기엽이 보다 확장하게 하는 유 

인이 된다 새로운 생산서비스들은 지속적으로 기업에게 유용하게 되고 새로운 서비스는 

단지 관리적 · 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불적인 자원도 포함한다 만약 이런 서비스들이 화 「

장하는데 적절히 사용된다면， 기엽은 성공적으로 성장할 것이다[Penrose. 1995) 

(8) 의사결정시스템의 개선 

조직 내 구축된 근거리 통신망(LAN)등을 통해서 업무현장의 사원과 부장 · 이사 · 사 

직접적이고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의사걸정 측면에 장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서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관한 자료를 기업경영에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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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리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선속하게 지원받게 되므로 의사결정의 속도와 짙 

이 향상될 수 있다 

( 9) 보유 지식에 대한 가치 개발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에 대한 가지륜 개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기 기 

업만의 독특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경쟁기업에 의해 모방되기 쉽고 대체지식에 의해 

가치가 희석되기 쉽다 또한 최근의 정보가숨의 발달은 더 이상 자기만의 비받을 보장하 

지 않기 때문에 기업간의 동질화릎 야기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경쟁기 

업과 다른 독특한 가치륜 확보하기 위해 더욱 경쟁적으로 되고 있다 따랴서 기업들은 

새로운 가치를 지닌 지식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현재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지식의 가치하락을 방지해야 한다 이플 위해서는 

기업 구성원들의 지식통재능력과 지식환용능력이 있어야 하며， 조직차원에서의 지식조정 

빚 환용능력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 0) 사회적 네트워크를 위한 관리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요인이외에도， 기업내부에서 관계룹 맺고 있는 동 

료들파의 사회적 관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기업내 

부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개개인틀이 맺고 있는 비공식적인 연결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도 불확실해지고， 경쟁이 심해칠수록 기업은 기업을 둘려쌓고 있 

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응하지 뭇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및 무형적 자원인 평판， 충성 

도， 기업이미지 등이 하락하게 되어， 기업자체의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 

이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준수함 

으로써 지식창출이 원활하게 된다 

2 R 경영 관련 목록 

(1) 효율적인 자원활용에 대한 펼요성 인식과 목표의 명확화 

효율적인 자원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업의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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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있어서 증요한 것은 기엽의 구성윈단이 자윈경영에 대한 펀요성윤 인식하고 공우「 

하는 갓이다 예를 둡어 일본의 천자엽처1 인 NEC의 경우， 회사가 목표토 하고 있는 미 

래의 기업위치와 힌재의 기업위치간의 차이칠 명획히 인식함파 동시에 이야한 차이듭 천 

사윈둡과 공간함으로써 효윤적인 자윈활용에 대한 펀요성 블 전사직으로 인삭하고， 기업 

의 판표릎 단성하기 위해 펼요한 지침을 찬사석으로 공유함으로써 71 업내 진체 구성윈의 

지지와 참여갈 이끔어내어 80년대 중만이후 세계적인 전자업체로 도약하게 되었다 

(2) 유형자원에 대 한 지속적 분석 

유형자윈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싣행하여야 한다 자윈경영의 대상은 기엽의 내부 

자윈과 외부자원으보 나누어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기업은 내부에 소유하고 있는 자윈 

의 개발과 지속적인 관리탈 수행해야 하는 동시에， 미래의 특정시기에 소유할 수 있는 

자원윤 탐색하여 확보할 수 있도콕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기업이 확보가 

능한 자윈윤 밝히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판 바당으로 기업의 현재 상태룹 파악하고， 

미래의 경영환경에 적함한 전략윤 도출해내기 위한 증요한 시사진음 갓는다 기업의 

내 · 외부의 자원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 

화와 가치 · 이념에 대한 경영자와 구성윈의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경영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분석과 의사결정시스템블 자속적으로 관리하α1야 한다 

(3) 새로운 유행자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새로운 자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원은 그 가치에 대한 

F「한적인 득성과 동태적인 특성플 지난다 즉 시미가 변화함에 따라 현재까지 기업의 

진략에 있어서 줍요한 가치샅 지니던 자원도 그 가치를 잃을 수 있으며‘ 가치흘 지니지 

않았던 자윈도 가치갚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핵선역량윤 강화하기 위한 전략음 

수립하고 산행하는데 있어서 가치있는 유형자원윤 지속적으로 장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자원에 위한 끊임없는 투자릎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 사업부 구조하의 기 

업을에게는 새로운 유형자윈에 대한 투자가 사업부 이익륜을 최적화시키지 봇하므로， 기 

엽 전반에 결쳐 이에 대한 지원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내 · 외부의 관계자 

원윤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업의 외적으로 공급자 · 소비자 금융기관과의 관 

계는 풀콘， 협력 대상기업이나 인수기업과의 관계룹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자원윤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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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내적으로는 경셋기업과 차벚적인 정보기숭시스템플 구축하여 보다 새로운 

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4) 유형자윈의 레버리정 

유형자원을 레바라징 Ocvcraging) 할 판요가 있다 자윈경영을 통해 다양한 시장에서 

경쟁우위륜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흘륭한 진략음 수립하고 섣행하기 위해서 

는 기업의 사업범위를 끊임없이 재평가하는 것이 펼요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자원이 

열마나 광범위하게 활용휠 수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모 유형자원은 현금이나 

주식， 공장설비나 에너지자원 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대체성이 높은 자원 

에서부터 특정 분야에서만 그 기능을 받휘하는 매우 특수한 자웬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 

수한 자원플은 일정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자원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그 가치를 상설하 

게 되는 것들이다 반면 대체성이 높은 자원은 광범위한 사업범위에서 활용가능하지만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으로서의 핵심역 량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5) 조직 내부자원과 외부자원간의 보완성 인식과 효율적 관리 

조직 내부자원과 외부자원간의 보완성플 인식하고 효윷적으로 이뜰을 조정하고 관리하 

여야 한다. 조직 내부자윈과 외부자원간의 보완성은 사회 제도적 측면과 혁신의 두 가지 

측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업은 가치있는 자원을 기업 내부에서 개발할 수도 있으며， 

또한 기업 외부로부터 가져올 수도 있다 기업내부에서 개발되는 자원은 기업고유의 역 

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기업에 의해 모방되거나 대체되기 어려우나 

그런 자원이 기업 환경과 관련성을 갖지 못하면 그 기업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기업 

은 외부의 규칙과 규범， 제도를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내부의 경영자원을 관 

리할 때 보다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Olivcr. 1997) 뿐만 아니라 기업은 

다양한 네트워크릎 형성하고 있으며， 조직구성왼의 사회적 네트워크릎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자원을 끊임없이 기업 내부화 가져와야 할 것이다 외부에서 새로이 유입되 

는 자원은 내부 자원과 견합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윤 수행한 

다 그러나 이러한 자윈의 유임을 위해서는 내부 자원의 유출도 이루어져야 한다 붙판 

자왼의 교환과정에서 자원의 선액은 비용을 발생시카고， 자원의 유출은 조직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무조건적인 자원유출의 금지는 기업의 혁신성을 떤어뜨리며，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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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윤 방지하기 위한 내부의 여러 조치는 조직을 정직되게 만들 수 있디 따라서 수익 

감소룹 고려하여 자원을 유출시카며， 비용만생을 고펴하여 보다 유용한 자윈을 유입시켜 

야 한다[Bouty. 2000J 

( 6) 유형자윈과 무형자원의 보완성 인식파 효율적 관리 

유형자원과 무형자윈의 보완성음 인식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경영자윈에는 현금이나 주석， 공장설비나 에너지자원 등과 갇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대체성이 높은 자원이 존재하는 반면， 특정 분야에서만 그 기 

능을 발휘하는 매우 특수한 자원들도 존재한다 또한 경영자원에는 생산과정에 직접 투 

입되어 가치를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가치룰 창출하는 자원과 이러한 자원둡플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가치플 재생산하는 자원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유형자윈은 기업 

들에 의해 쉽게 획득되어 생산과정에 직접 투입되는 자원이며， 무형자윈은 특수한 분야 

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가치륜 재생산하는 자원이다 예블 뜰어 

홀륭한 현대식 공장과 설비， 연구소와 실험섣 같은 유형자원올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릎 

관라할 수 있는 자원통제능력과 기술활용능력음 가지고 있지 못하면， 경영자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자원공급자나 협력기관과의 관계자원을 통해 기업 내부에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외부의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자원에 

대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핵심역량을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7) 조직역량의 강화를 통한 유형자원의 가치개발 

조직역량을 통해 끊임없이 유형자원의 가치를 개발해야 한다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 

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치있고 희소한， 모멍이나 대체가 불가능한 유형자원윤 소유하 

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형자원을 환경에서 탐색 

하고 기업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업을 조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보고구 

조나 경영관리 동제시스템， 보상정책과 갇은 조직자윈플은 설제로 기업의 많은 구성요소 

들이나 조직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독자적으로는 경쟁우위를 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역량과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디 이라한 관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동일한 유형자원이라 할지라도 조직의 역량에 의해 유형자원이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다 

른 기업에 의해 쉽게 모방될 수 없는 가치있고， 희소한 전략의 수립과 섣행이 가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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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쟁우위플 실현한 수 있다[Barney ， 2000J 

(8) 유형자윈들의 조정과 관리능력의 개선 

기업의 구성원뜰은 란적 · 재무적 · 조직지원유 활용할 수 있는 자윈동제 기숨활용 · 조 

직능력윤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기업이 보유하는 유형자원은 생산활동에 드。1 t.::l '---_ 
í "þj J:1 t::::: 

요소로서 그 자체가 생산적인 깃은 거의 없으며， 이러한 자원월의 조정과 관리를 통해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창출되도록 하는 것은 자원을 활용한 수 있는 능략에 의해서 가 

능하다 따라서 기업이 핵선역량을 강화하고 경쟁우위륜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치있고 희 

소한 자원음 보유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이러한 자원이 지속적인 경쟁우위와 

핵선역량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윈둡의 활용능벽음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자윈이 생산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원집합틀의 조정 

과 관라가 필요하며， 이때 능력은 자윈을 흥해 어떤 과업이나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 

량을 의 "1 한다 자원이 기업능력의 윈천이랴면， 능력은 경쟁우위의 핵선원천이 된다 

(9) 유형자원의 내부적합성 제고 

유형자원이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원천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기업의 자원이 개 

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플 구성하여‘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형태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예룹 들어，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높지만， R&D 연 

구소의 숫자가 적어서 그러한 시스템음 지원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성과에 

이 관점에서 어떤 성격의 산업에 있느냐에 긍정적인 영향을 "1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따라 투자하는 양과 대상이 다르게 결정되어야 한다 예륜 뜰어， 신발이나 가발 등 노동 

집중산업 같은 경우는 노동력에 대한 투자와 물리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효 

율적이고 반면 반도체 등 침단지식산업 같은 경우는 섣험실이나 R&D 연구소에 대한 

투자와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1 0) 새롭고 가치있는 자윈획득을 위한 전략적 선택 

그려므로， 기업 

전략은 가치있는 유형자원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롭고 가치있는 유형 

오래되면 가치가 소멸된다 유형자원은 기본적으로 사용하거나 시간이 

자원을 획득하거나 창출하기 위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디즈니사는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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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벗어나 애니메이션에 대한 막대한 투지단 통하여 성공직인 성파륜 거두었고 

!vlarks & Spenc l'! 사의 소"R부문에 대한 투자‘ 01 국의 대규모 소깨업채듭도 사엽다각 

화， 인수합벙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라나， 기존 사업부 구조하의 기업들어1 게는 

새로운 유행자원에 대한 투자가 사임부 이익갚을 최직화시카지 못하는 깃으보 간주됨 수 

있으므로， 기업 전체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윈역할이 필요하다 또 익동적얀 환경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새로운 유형자위플 위해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았다 시장환정이 

나 경쟁자륜 고려하지 않으면 막대한 투자에 비해 수익이 낯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를 위해서는 진체적인 차윈에서 f「형자윈을 관리하고 외부의 역동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전체의 관진에서 유혐자원을 판리한 조직과 강력한 리더섭이 요청된다 

3 P 경영 관련 목록 

(1) 조직구조의 재설계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추세릎 살펴보면 선동적인 조직구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조직 

형태룹 섣게할 필요틀 느끼게 하는 많은 변화들을 찾아룹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직구조 

를 재설계해야 한다 향후 현대기업에서 바란직한 조직구조는 수평적 슬런화 조직구조의 

장점에다 위계적 조직구조의 장점은 접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조직구조의 살게방식 

을 하루아침에 위계중시의 조직으보부터 수평적 슬링화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 능사라고 

만 할수 없다 。1 두 가지 조직구조 설게방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그라고 고객지향직 조직화플 도모하여야 한다 고객지향 

적 조직화는 회사의 내부조직 , 인적자윈판여， 기술개발과 제품의 판매， 디자인 개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모든 활동에 고객의 욕구와 가치를 중시하도록 조직플 섣계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사관계 시스템의 개선 

한국기업은 기존 노사관게 방식의 특성인 폐쇄적 집단주의 또는 대립주의에서 탈피하 

여 ‘우리’의삭에 기초한 협략적 노사관계코의 전환이 필요하다 협력적 노사관계라 함은 

노사공동이해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기본빙향플 두되‘ 동시에 노사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 

음윤 얀정하면서 문제를 민주척 방식에 따라 해건하려는 노사관계의 형태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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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의 논리와 갈등의 논리의 한계둡 극복하여 우리기업틀이 윈래 가지고 있딘 장침인 

공동체주의에 기반을 두되， 쌍방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 방식을 

개발하여야 할 갓이다 ←1 려져 u , • 1 노사관계릎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과 세도의 설계를 증요 

시하는 교섭적 노사관계만으포는 한71]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경영자측에서 정 

제적 · 권력적 · 인간적 이슈에 대한 이해룹 한 수 없고 노조족에서도 경영전략에 대한 이 

해를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협력적 노사관계룹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측은 경 

영의 투병성을 제고하고 노조측이 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한 이해판 할 수 있도록 경영정 

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노조측은 협상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노사양측은 공동협력 

프로그램윤 개발하고， 제 3 자는 그들의 역할을 개선할 펠요가 있다 

(3)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경제협력개만기구(üECD)의 자문그룹이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국가나 기엽이 일둡적 

으로 따라야 할 만한 보편적이고 완결된 기업지배구조의 잔형은 없다 이처럼 기업지배 

구조는 각 국의 문화 · 소유구조 · 사업환경 경쟁조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유경영체제인가 전문경영체제인가의 택일적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 

니라 어떻게 하면 이사회가 독립적인 경영감독을 할 수 있으며 회계 등의 분야에서 세계 

보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기업의 투명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냐는 현행 소유경영체재가 갖는 기업가정신과 과감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혁신적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의 장점을 살리면서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또 하 

나는 기업승계방식의 변화， 경영복잡성의 증대， 경영위기의 증가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 

의 변화로 인한 소유경영체제의 한계쓸 극복하기 위해 세계적 추세인 전문경영체제로 전 

환하는 방안이다 

4) 효과적인 리더심의 발휘 

우리나라의 최고경영자들은 한떤으로는 지나치게 권위에 의존하는 가부장적 리더십 스 

타일을 행사해 온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경영환경이 급속히 세게적 

인 경쟁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라나라 기업뜰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효율주의 

(경제적 경영성과)에 대한 보다 큰 관심플 가질 것음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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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틀은 자신들의 솔선수범파 자기희생윤 동-한 상하간 신뢰구축으로써 
;ζ 7-1 .:;L셔 
←L' --j기 。

윈들의 선바람윤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윗사란으로서 종업원둡의 안천과 생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둡에게 

장점플 지니고 있다 

온정을 베풀 수 있는 인간에 대한 관심(인본주의)윤 보이고 있는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 최고경영자들은 경제적 성과릎 높이되 사 

람에 대한 관션음 보이는 러더십 스타일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집단역학쓸 통한 구성원틀의 일체감 조성 

경영자는 조직구성원올 동기부여하고 이틀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조직이 워하는 

목표틀 달성하도꽉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집단역학(group dynamicsl은 권력경영 

의 실행방안으로써 중요한 위치에 있다 집단역학콘이 다루는 동조화는 개얀간의 파워가 

행사되는 과정파 원인 그러고 결과에 대하여 많은 동찰을 준다 

가진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상호작용 하는 사회적 살체이다 

도 자신만의 독특한 구조， 운영 규칙 및 규범음 갓고 행동한다 

집단은 공동의 sι久} 주L 
•" ~ 

사람과 마찬가지보 집단 

이러한 정단의 행동은 

내부 구성원들의 상호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집단역학은 이와 

같은 집단행동의 역동성을 분석 · 규명하는 연구 분야이다 집단내부 구성원등의 태도와 

행위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역학에 대한 이해가 펠수적이다 

( 6) 임파워먼트의 실행과 확산 

임파워먼트(empowcrment)가 구체적으로 무엇윤 의미하는지 우선 “파워플 크게 한다” 

는 사전적 의미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 

빚 구성원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중간관리자나 리 

더들이 권한관계의 변화 펼요성에 대한 인식과 지지가 필요하다 임파워먼트는 권한관계 

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작과 팀 내부에서 일시적으로 혼란이나 불확섣성윤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임파워먼트는 팀이 수행하는 작업수행방식의 변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작업 천문화 및 세분화된 작업수행방식에서는 임파워먼트는 큰 도움이 도1지 않는 

다 셋째， 작업자의 일에 대한 의욕파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올 열심히 하펴는 의 

욕과 일윤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작업자에게 당장 권한음 위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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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직혁신과 혁신저항관리 

많은 기엽연구뜰에 따프띤， 성공적인 기엽은 잘 작동되는 균형잡힌 시스템을 수년 동 

안 유지하고 있올 뿐만 아니라 간영 자룬 듯이 폭넓은 변신음 선도하고 수행한 수 있음 

도 또한 보여준다 이처런 단절적이거나 기존의 틀을 깨버리는 변신은 항상 권력의 배분 

상태틀 비꾸어버린다 조직혁신도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종종 저항을 극복하 

는데 필요한 권력과 영향벽을 포함한다 조직 내 권력문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 

풍행적이고 다자간의 갈등 형태로 나타난다 감독자의 지위로부터 나오는 권력과 함께 

감독자의 지사에 저항하거나 거칠핫 수 있는 저항 권력도 권력이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는 항상 권력 간의 경쟁과 갈등이 존재하υ1 권력간 감등에 따르는 거애비용을 줍이는 

대안윤 마련하는 것도 권벽정영의 몫이라 할 것이다 

(8) 공식 · 비공식집단의 활성화 

공식적 집단은 비용절감의 논리나 효율성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반면에 비공식적 집 

단은 사회적 친목이나 감정의 논리에 따라 움식인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두 논리가 

상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려나 이 두 논리는 상충되는 측면만 있는 것은 아 

니며 조직목표를 효과적으로 탈성하기 위한 두 축이 된다- 경영자들은 구성원간의 관계 

를 개선할 수 있는 공식 · 비공식 집단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양 집단간에 나타나는 갈등 

을 해소시켜야 한다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비공식적 집단은 여러 가지의 순기능파 역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고 할 수 았다 순기능은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통 

로가 되고， 서로 다른 부서간의 정보의 흐룹을 촉진하며， 개인의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 

켜 줌으로써 오히려 공식적 집단에서의 능률을 올럴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와 동 

시에 비공식적 집단은 조직내의 비정상적 정보흐름을 발생시킨다거나， 조직내의 소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집단구성왼들이 

공식적 집단의 업무보다 비공식적 집단의 일에 몰두하게 되어 조직 전체적으로 악영향플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비공식적 집단의 역기능을 없애고 순기능을 강화하여 비공식적 

집단의 존재의의를 살려야 한다 

(9) 정부 및 이해관계자 지원의 확보 

기업과 정부 및 사회단체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제도적 · 사회적 제약음 적극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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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정부와의 수직석 상향의존 관개릅 청산하고， 사회경 

제적 부작용윤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기업의 자율논리륜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기 

엽과 정부의 협력논리릎 형성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우위뜰 유지해나가야 한다 가업 

은 사회단체보부터의 요구에 부응하여 자윈을 확보하고， 이 가운미 지속적인 기술파 제 

품 · 서비스의 개발음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자나 외부 구성원플에게 기업에 대한 이미지 

를 향상시컴으로써 세도적 · 사회적 지1약을 기업에세 유려하게 작용하도록 재량권을 확보 

해 나가야 할 것이다 

(lQ) 사회석 인프라 개선플 위한 노력 

국가의 시스템， 제도 및 사회， 문화， 정치는 기엽의 활동에 커다싼 영향윤 미친다 

히， 국가의 개입이 이느 나라보다도 많이 일어나는 한국에서는 더욱 그러히다 그러므로， 

기업의 경영 방식이 국가의 영향요인틀과 적합할 때， 기엽의 성과는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의 영향요인에 적합한 경영방식만 수행한다고 반드시 기업 

의 성과가 높은 것은 아니다 국가의 영향요인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막는 상황 

일 때는 오히려 국가 영향요인 자체의 변화가 펼요하게 된다 그려므로. 기엽의 자유로 

운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가 영향요인이 형성된 펼요가 있다 예플 틀어， 중 

소기업 지원 정책이라든지 벤처지왼책， 무역지윈금 사회간점시설 및 자본형성 등은 기 

업의 자원배분을 통한 성과향상에 도움이 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회 

문화적 요인이 좀 다 활발하게 기업의 혁신활동 및 천략활동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 

는 푼화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동안의 공동체문화는 많은 이로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이전의 문화의 장점읍 이어 

받으면서도， 악습을 제거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지식 (K) . 자원(R) . 권력 (p)의 통합경영방식음 모범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시스템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이라한 기업경영시스템이 제대 

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런 2J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영비전과 기업문화가 뒷받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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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경영비전이란 기업활동을 할 때에 마치 나침반파 같이 기업경영시스템의 길잡 

이 역할윤 해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기업경영의 모든 시스템의 밑바탕(인프라 스트럭 

처)이 되는 것이 기업문화이다 따라서 기업이 경영비전읍 잘 설정하고 바람직한 기업문 

화를 창탈하여야 기업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그림 2) 기업경영시스템의 체계도 

비전경영의추진 

l 
K.R.P 통합경 영 의 실 행 

I 
기업문화의창달 

예를 들어. GE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K.R.P 경영을 위해 비전경영을 추진하고 있 

다12) GE는 경영비전으로 Services. Technology. Core를 들고 있으며， 비전실현을 

위한 경영전략으로 DigitaJization. Globalization. Six Sigma Quality. Services를 

내세운다 그리고 GE는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직원틀이 공유하도록 공유가치 

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것은 도덕가치의 준수(]ntegrity) . 벽 없는 조직(Boundary 

lessness) . 고객지향CCustomer focus). 리더섭 CLeadership)블이다 기업의 하드웨이 

인 사업분야와 경영조직을 획기적으로 재구축한 GE는 80년대 후반에 들어와 기업의 ‘소 

프트웨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업문화의 개혁에 착수하여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만큼 적 

극적으로 이를 추진해 왔으며 지급도 새로운 개혁목표룹 향해 끊임없는 스스로의 변화룹 

12) 학형기 빛 모버트 슬레이더 전게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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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고 있다 사윈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개개인의 무한한 잔새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GE의 문화관리의 목표이다 전 

직원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과 ]]1 래의 모습을 그런 비전을 핵심가치로 받아들 

이고 있으며， 행동하는 기업문화릎 모두기 공유하고 있디 많은 진문가들은 조직간의 벽 

음 허무는 벽 없는 조직， 다양한 부서의 책임자뜰。 

조정， 작업방식과 조직 

한 곳에 모여 해결방안올 찾는 구조 

평생학습을 토한 지식경영 개편을 수반하는 품질혁신 운동 

같은 경영방식과 잭 펠치의 탁월한 리더심이 하나호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릎 발휘하여 

GE의 문화혁명을 이끌어냈으며 GE 성장의 비멸은 바로 이 문화혁명에 있다고 분석하 

고있다 

참고문헌 

대우경제연구소 (1 996) . 「미 · 일 산엽의 엽종별 일등전략J (21세기북스) 

두산 홈페이지 (http://www.doosan.co.kr ) 

로버트 슬레이터 , 강식진 외 역 (2000) . 1 잭 웰치와 GE 방식 팔드북J (물푸레) 

마이클 마쿼드， 앵거스 레널즈 저， 송경근 역 (994). 「二:::1.?1:i-l
E츠 二:J:...e. 학습조직 (The Global 

Learning Organization) J (한국언론자료간행회 ) 

박노윤 (2002) . “조직변화와 라더역할 한국전기초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 ，경영교육연 

구J • 6(2). pp 61-91 

서두칠 (200 1) . “정리해고 없이 위기탈출한 열린 경영인 .. ，신동아J. 6월호 

서두칠 (2001) . “한국식 경영 모텔의 새 발견 .. r 한겨려!121 J • 2001년 4월 10일， 제 354호 

CJ 흠페이지 (http://www.CJ.co.kr) 

포스코경영연구소 (996) . I 스마트스틸 포스코 경영혁신 J (포스코경영연구소) 

한국경제신문 특별취재텀 (2002) . 「삼성전자 왜 깅한가J (한국경제신문) 

함형기 (2000). '잭 웰치 뛰어넘기 J (무한) 

Barney. J (2000) . Gaining and Sustaining Compctitive Advantagc( Prenticc 

Hall. Upper Saddlc River) 

Bouty ’ (2000) “ Interpcrsonal and Intcraction In f1 uences on Informal 



304 유f앤잉!，('.jmt 새 13렌 

Resource Exchanges R&D Researchers Across Organizational Boundary ,"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 43 (1), pp , 50-65 

Olivcr , C , (1997) ‘ Sustainable Competitivc Advantagc : Combining Institutional 

and Resource-based Vicw ,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 18(9) , pp 

697-713 

Penrosc , E. T , (995) , The Theory ofthe Growth ofthe Firm , 3rd cd{Ncw 

York: Oxford Univ. Press) 

Polanyi , 11'1. (1966) , Personal Knowledge: Toward a Post-Critical Philosophy , 

(Ncw York: Harper Torchbook) 

Burnett , S. Brookes-Rooncy , A. & J\cogh , W. (2002) , “ Brokering Knowledge 

in Organizational Nctworks: Thc Strctch Performance Network Approach ," 

Knowledge and Process Management , Vo l. 9 , No. 1 ‘ pp. 1-11 



신유근 305 

Examination of Integrated Management of 
Knowledge (K) . Resource (R) . Power (P) 

through Model Case Studies 

Y 00 Keun Shin * 

ABSTRACT 

For Korean firrns to actively rneet the changes in business environrnent ‘ 

prevent future outbreak of crisis , to continuously accurnulate cornpetitive 

advantage , a new rnanagernent rnethod rnust be developed , For such rnan 

agernent rnethod , this paper suggests thc rnanagernent of Knowlcdge (K) . 

Resource (R)' Power (P) 

Here we define Knowledge Managernent as firrn' s rnanagernent of 

developrnent of its knowledge assets ofr rnew value-creation and transfer 

and diffusion of the developed knowledge , Resource Managernent is firrn' s 

acquirernent of tangible resources for the strengthening of business corn 

petitiveness and strategically allocating the acquired resources. Power 

Managernent is institutionalizing firrn ’ s power base for continuous building 

of trust and justly utilizing the institutionalized power. 

In this paper using dornestic rnodel case studies related to rnanagernent o[ 

K . R . P as exarnples 1 atternpt to provide interdependence of integrated 

rnodel of K. R . P rnanagernent and inventory of integrated rnanagernent 

However , firrn' s rnanagernent systern cannot function properly sirnply by 

• Professor of Organizational Behavior & Human Resource Management. CoJlege 01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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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ng K. R . P integrated management. Consequently , in this paper 1 

suggest the management system should be accompanied by proper business 

vision and corporate 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