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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企業構造의 長期的 變鏡:
企業 및 塵業鏡爭力에 대한 示땅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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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국 기업구조의 역사적인 변화과정과 그 요인을 살펴보고 그 역사적인

교훈을 모색하였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近代的 大企業의 형성은 19세기 중반

이후 나타난 市場의 확대와 技術의 변화에 대한 경영자들의 조직상의 대응이었다‘
19세기 말 대량유통과 대량생산의 수직적 통합에 의해 출현한 선도적 대기업들은 이
후 생산규모의 확대， 다각화를 통한 인근산업으로의 진출，
여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하

그러나 시장과 기술의 변화 이외에도

資本·勞動市場의 특성과 정부의 規制와 같은 경영환경도 대기업의 성장과 구조상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재무‘ 회계

이 논문은 또한 미국 대기업들의

지배구조의 장기적인 형성과정을 개관하였고， 미국의 역사적인 경험이

오늘날 바람직한 기업의 모습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던져주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1. 머 리 말
이 논문은 18세기 말 이후 미국 기업구조의 역사적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

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산업사 연
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사례를 제공해 준다

미국에서는 가장 먼저 近代的인

大企業이 출현했으며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혁명적인 기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가 나타났
다. 대기업에 대한 전통적인 반감과 빠른 대기엽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사
회적 비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강력한 반독점법의 출현을 가져왔다. 20세기 초까지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철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졌고， 기업의 인사관리에 있어
서도 가장 먼저 관료제적인 내부노동시장의 발전을 경험하였다. 최근의 기업회계부정사

건으로 그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기는 했으나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투
명한 기업을 가진 나라로 인정받아 오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 기업의 역사를
특똘하게 하는 것은 19세기 말 이후 미국 기업의 組織上의 力量 (organizational

이

capability)

적어도 1970년경까지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시켜온 원동력으

(1)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연구센터와 2003년도 두뇌한국 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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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기업구조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업 및

산업 경쟁력 연구에 있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주제에，대해 비판적인 문헌연구를 수행하

려고 한다

먼저 19세기 중반까지 소규모 가족기업에 의해 대표되던 전통적인 산업구조

가 불과 반세기 동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근대적인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모한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선구적이며 대표적인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는 알프레드 챈들러(외fred

D. Chan이er) 의 견해에 따르면 근대적 대기업의 형성은

19세기 중반 이후 나타난 시장의 확대와 기술의 변화에 대한 경영자들의 조직상의 대응
이었다.

19세기 말 대량유통과 대량생산의 수직적 통합에 의해 출현한 선도적 대기업들

은 이후 생산규모의 확대，

다각화를 통한 인근산업으로의 진출，

해외투자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기업구조의 변화요인
을 설명하기 위해 챈들러의 연구가 중점을 둔 바 있는 시장의 확대 및 기술의 변화와 함
께， 그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있는 資本市場， 勞動市場， 政府의 規制 등의 요

인들을 고려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기업구조가 영국， 독일과 같은 다른 선진국과 다
른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미국기업의

財務(∞rporate finance) , 會計 (financial and managerial

accoun뼈) 및 支配構造 (corporate govemance) 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19

세기 초반의 운하와 철도의 건설， 그리고 19세기 후반을 통한 기업규모의 확대와 함께
외부자본동원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자본시장이 크게 발달한다.

19세기 말 이후의 기업규모의 확대， 다각화와 해외진출로 인한 조직의 복잡화는 전문경

영인에 대한 의존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속화된다.
한편 자본동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자본시장에서의 정보상의 비대칭성의 문제가 심각해
지게 된다. 정보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주로 채권이나 優先妹 (preferred stocks)
를 통해 자본을 동원하다가 1920년대에 와서야 普通妹 (common stocks) 에 의한 자본조달

이 일반화된다

보통주 발행이 늘고 주식투자가 대중화되면서 기업정보공개의 요구가 확

대되고 이에 따라 기업재무회계 및 기업공시에 있어서의 진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

업들은 1930년대의 증권법 통과 이후에야 기업정보공개의 요구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그 이전까지는 여전히 기업의 정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미비했던 것
으로 평가된다. 한편 1930년대의 증권시장개혁 이후 기업의 투명성은 크게 제고되었지만
이는 19세기를 통해 발전해왔던 기업내부의 정보체계를 왜곡하여

경쟁력의 악화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있다.

1960년대 이래로 기업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미국 기업의 지배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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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자본동원방식， 재무 및 경영회계의 역사적 변화를 개관하고 그 변화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그것이 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

2. 近代的 大企業의 登場
2. 1.

19世紀 初까지의 企業形態

산업화가 막 시작되던 19세기 초까지 일반적인 미국기업의 형태는 중세적인 성격을 크
。ι

소。

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도·소매업， 수출입，

금융，

보험，

창고업 등 유통의

여러 과정은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 大商人 (grand merchants) 에 의해 담당되었다.

기업의

주된 형태는 가족기업 및 파트너쉽 (partnership) 이었고 기업회계는 중세의 그것과 크게 다

르기 않은 복식부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당시로서 가장 복잡한 조직체였던 第2次 美國銀

行 (Second Bank ofthe United States) 도 최고경영자와 두 사람의 직원에 의해 운영되었던 것

이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19세기 초를 통해 유통의 수량이 커지면서 변화의 거래

와 면직산엽을 중심으로 유통의 기능이 분화하고 전문적인 업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840년경까지도 기업의 형태， 조직， 운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
Chandler (1 977) 는 이때까지도 기업조직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기

다

술의 제약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다. 즉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유통량은 크게 증가했지
만 교통통신기술의 제약으로 인해 유통의 속도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전통
적인 기업조직으로도 충분히 유통기능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자조업부문에 있어서도 기업의 형태는 유통부문만큼이나 전근대적이어서

도 전통적인 小規模의

tD: A作業場 (artisan

1840년경까지

shop) 이 생산단위의 주류를 이루었다.

19세기

중엽까지 전문경영인을 고용했던 비교적 대규모의 생산조직은 다수의 노예를 보유한 남
부의

대농장，

동북부의

면직공장，

그리고

최초로

‘美國式 生塵工程 (The American

Sy잉em) ’ 이라고 일컬어지는 호환성 부품과 연속공정을 도입한 총기공장 등 소수에 불과
했다. 이와 같은 기업조직 진보의 지체는 노동공급 및 생산기술의 제약 때문이었던 것으
로 파악된다

즉 비교적 느린 소규모의 생산은 전통적인 기업조직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조직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2)

(2) Chandler (1 977. 1-2장) 참조

Sokoloff (1 984 )의

연구에 따르면 이미

19세기 중엽 이전에 기계

의 도업과 같은 기술의 변화가 아닌 공장제를 통한 생산의 통합과 노동통제의 강화와 같은
생산방식의 변화가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1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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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道會社. 近代的 大企業의 鷹失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대적인 대기업의 선구자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의 철
도회사들이었다. 철도는 기존의 주요 교통망이었던 운하와 비교할 때 두 지점을 더 짧은

거리로 연결할 수 있고， 속도가 더 빠르며， 계절， 기후， 지형의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
인 운송수단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운하의 이용을 빠르게 대체했다.
6α)()마일의 철도가 건설되었고
다.

1840년대를 통해

1850년대를 통해서는 21 ， 000마일의 철도건설이 이루어졌

1860년대부터는 철도회사들은 독립된 철도망들의 통합을 위해 설비의 표준화， 철도

망의 물리적인 연결， 운임의 결정， 화물 등급의 결정 등 운영상의 공조를 위해 협력하였

다. 그 결과 1880년대에 이르게 되면 철도망의 통합이 완성되어 장거리 이동에 있어서도
열차를 바꾸어 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철도망의 통합과 함께 철도산업의 경쟁도 가열되

었다. 초기에는 카르벨을 결성하여 경쟁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1880년대 중반까지
협력이 붕괴되었고 여후부터

1900년대까지는 대규모 철도회사들에 의한 長距離鐵道網建

設 (system building) 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 19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 미국의
철도회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경영조직을 갖게 된다 (3)

철도회사가 일찍부터 근대적 대기업으로 발전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철도산업의 성

격이 큰 역할을 하였다. 먼저 철도는 큰 규모와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대규모의 자
금과 함께 전문적인 운영기술이 필요로 하였으므로 초기부터 所有와 經營。1 分離되는 것
이 불가피했다. 둘째로， 철도회사는 규모 거대함과 철도운영의 복잡성으로 인해 中央集
權的인 經營組織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초기의 철도는 단션을 운영했으므로 충돌

을 막기 위해서는 상황실에 열차의 위치， 수송량 등의 정보를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긴
멀한 협조와 통제가 요구되었다. 또한 수많은 직원들을 고용했던 만큼 감독의 중요성이
컸으며， 이에 따라 엄격한 經營上의 位階뺏序 (managerial hierarchy) 를 구축하고 공적인 인

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또한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건설， 보수， 운영， 서비스，

마케팅 등 다양한 기 능을 담당해 야 했으므로 支部 (division) 및 職융~Ij 部暑 (dep따tment)

의 설립이 불가피했다. 끝으로 철도는 철로， 기관차， 터널 등의 설비에 대해 막대한 고
정자본이 투자되어야 했으므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의 외부자본을 동원하였다- 따
라서 외부투자가들을 위한 감사와 회계의 중요성이 컸고， 일찍부터 기업의 회계 및 운영

(3)

1891 년 당시 가장 규모가 컸던 철도회사인 펜실바니아 철도회사는 11 만 명의 종사자를 고용
하고 있었고

1 억 35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였다- 당시 정부의 가장 큰 조직이었던 우체

국 종사자가 10만 미만이었고， 정부의 총수입이 4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던 사실은 철도회사
의 규모를 짐작케 해준다.

ω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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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情報公開를 정규화할 필요가 있었다
철도회사는 그 자체로 근대적 대기업의 효시가 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갖는 더 중요한

의의는 제조업부문에서의 근대적 대기업 형성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다‘ 먼저 경영조직의 혁신과 같은 철도부문의 경험은 다른 부문에 대해 선도자로서의 모
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人 양성소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철도회사는 대기업 경영의 경험을 가진 專門經營

예컨대 앤드류 카네기때ldrew Camegie) 는 철강업에 발을 들

여놓기 전에 펜실바니아 철도회사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철도

부문의 대규모 자본동원은 林式 및 ↑責卷市場의 발달을 가져왔다. 미국 동부의 자본가들
은 물론 유럽의 자본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월스트리트는 런던에 버금가는 자본시장으로

부상하였고 모건(J. P. Morgan) 을 비롯한 철도전문 투자은행이 성장하였다

이러한 자본시

장의 성장을 배경으로 적어도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제조업부문의 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2.3.

近代的 大企業의 性格

제조업부문에서의 근대적 대기업의 형성은 19세기 말에 시작되었으며

20세기 초까지

는 오늘날 볼 수 있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관료제적인 경영조직을 갖춘 대기업들이

기업의 중심적인 형태로 대두되었다- 대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
하여

1929년에는 미국 제조업부문의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제조업생산량의 25% 를 차

지하게 된다. <表 1)은 1947년 이후 미국의 200대 대기업들이 경제에서 차지해 온 비중을
보따 자세하게 보여준다

제조업부문 부가가치액에 있어서 200대 대기업의 비중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이미 30% 에 달하였고

1980년대 후반까지는 43% 로 증가하였다

1987년

현재 미국 200대 대기엽은 전체고용의 30%. 임금지급액의 40%. 신규자본투자의 47% 를

차지하고 있다근대적 대기업의 형성요인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이 시기에 출현한 대기업들의 특정

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산업의 분포를 보면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자본집약

적이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 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20세기 초 미국의 200대 기업 가운데 80% 이상이 식품， 화학， 석유. 금속 및

세 가지의 기계(비전기， 전기‘ 운송장비)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후 식품산업의 비중

이 감소하고 화학산엽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20세기 초 대기업
집단의 산업분포는 1980년대 말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또 〈表 3) 에

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블의 산엽별 분포는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뎌기업들의 기업조직을 보면 다수의 경영진으로 이루어진 관료적인 위계를 그 특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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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製造業部門 200 대 企業의 經濟力 集中度，

1947

1958

1967

1947-1987
1977

1987

제조에 의한 부가 가치
50대 회사

17%

23%

24.6%

24 .4%

24.9%

100대 회사

23

30

32 8

334

344

200대 회사

30

38

4 1. 6

43 7

43 2

20.2

17 9

16 8

종업원 수
50대 회사
100대 회사

26.4

25 0

22 5

200대 회사

33.7

33.4

30 6

25 2

248

24 1

지불급료 총액
50대 회사
100대 회사

32 4

32 9

31 0

200대 회사

40.3

42 1

39.8

274

28.0

27 2

새로운자본지출
50대 회사
100대 회사

40.3

38.5

364

200대 회사

5 1. 5

49.2

466

資料

Chandler and H뼈no( l997 ，

로 하는 것이 발견된다.

p. 47)

<그림

1>~< 그림 3)은 몇 가지 대표적인 기업조직의 형태들을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먼저 所有主企業 (the enσepreneurial firm) 은 가장 전통적인 기업조직

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單-工場企業 (single plant fmn) 에서 발견된다. 경우에 따라 중간관
리자나 그 밖의 경영진에 의해 보조를 받기도 했지만 일상적인 운영상의 결정과 장기적
계획의 수행을 所有主經營者 (owner-manager) 가 통제했던 형태이다. <그림 2)의 형태는 U
形 (U-Form) 으로

불리는

중앙집권적이고 機能的인

부서들을 갖춘 企業型( centralized ,

functionally departmentalized fmn) 이다. 이 형태의 특정은 기업의 업무가 복잡하게 되면서
상이한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부서가 설치되고 각 부서의 중간관리자가 판매， 재무와 같
이 특화된 업무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결정과 업무의 통제는 기본적으로 중
앙집권화되어 었다
마지막으로 〈그림 3)과 같은 M形 (M-Form) 으로 불리는 分權化되고 여러 支部를 가진
企業型 (decentra1ized， multidivisional fmn) 이 있다.
서

여러 지역 및 사업을 관장하게

될 때，

이는 기업이 수직 · 수평적 결합을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支部

(division) 를 설립한 형태이다- 각 지부는 자체적으로 판매，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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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資훌에 따른 훗國 200 대 企業의 훌集영 IJ 分布.

산엽

그룹

20

2)

%

λ-714끈i 흐

-125-

1917-1988

1917

1930

1948

1973

1988

29

31

27

22

18

21

담배

6

5

5

3

3

22

섬유

6

4

8

3

2

23

의복

3

0

0

0

24

목재

3

4

2

3

25

가구

0

26

제지

5

8

6

10

9

27

출판및 인쇄

28
29
30

JIι 1T]一

5

31

가죽

4

7

0

2

2

2

9

화학

20

20

23

28

40

석유

22

26

22

26

18

5

5

5

2

2

0

32

석재， 점토 및 유리

33

1 차금속

34

0

5

8

6

8

6

31

23

23

18

10

s:.
ζ E口l 二υPL:「
i:

11

10

6

4

5

35

기계

17

19

23

13

13

36

전기 기계

5

5

7

15

21

37

운수장비

24

23

29

22

20

38

정밀 기기

2

2

4

39

기타제조

2

거대 복합 기업
총계
資料

Chandler

2

0

0

0

16

11

200

200

200

200

200

and Hikino( 1997, p. 40).

를 두어 이론상 독립된 기업처럼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통제한

다

이를 통해 상급경영자들은 일상적 업무로부터 벗어나 기업 전체의 장기계획이나 각

지부에 대한 자원배분과 같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각 형태의 기업조직은 단션
적으로 발전해 온 것도 아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혼재해 있었지만， 근대적 대기업의 출

현은 일반적으로 U형 및 M형 조직의 확산을 가져왔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특히

지리적인 확대나 인근업종으로의 다각화가 나타난 경우에는 M형 기업의 형태가 두드러

진 것을 발견할수 있다
끈대적 대기업의 관료제적인 인사조직은 경영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19세기 말

에서 20세기 초반을 통해 대기업들은 생산직 노동자들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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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模 순으로 分類한 i!t界 500 대 企業의 훌業영 IJ 分布
산업

1962

1993

식료품

53

47

208
21

음료

10

16

담배

9
24

5

SIC

20

22

섬유

23
24

의복
목재

0
0

25

가구

0

0
0

26

제지

22

23

27

인쇄 및 출판

5

12
53
26
48

8
2

28

화학

36

283
29

의약

23

석유

36

30

고무

31

가죽

9
0

32

석채， 점토 및 유리

14

21

33

1 차금속

79

34

조립금속 제품

10

35

비전기 기계
사무용·컴퓨터 기기

39
9

39
8
26

전기 기계

44

37

운수장비

62

38

정밀 기기

39

기타제조

357
36

11

0

18
39
59
10

거대 복합 기업

11

4

0

12

497

500

다각화그룹

13

총계
資料

Chandler and 뻐kûno(1997 ，

체계를 발전시켰다.

19세기

p.51).

말까지

작엽장의

조직과 운영은 일반적으로

(craft control)’ 라고 불리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熟練工 統制

이는 作業班長

(foremen) 등으로 불리는 관리직숙련공에 의해 생산직 노동자의 고용， 해고， 임금， 작업
계획 등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4)

또한 勞動市場은 공장간， 지역간 노동의 이동성이 매우

(4) 미국의 경우는 근대적 인사관리조직의 출현이 영국에 비해 빨랐던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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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최고경영자

(회계담당자)

업무 관리자

(구매， 영업 사원/관리자)

작업반장

작업반장

작업반장

기타

각 공정의 작업장

기타

1>

〈그림

所有主經營者型 企業

이사회

최고경영진

)영우

인사

구매

재무

건설/설비

기타

영업

제품혹은

제품혹은

제품혹은

제품혹은

제품혹은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그림

2> 中央集權的이고 機能的인 gj)훌를 둔 企業 (U 7f!J)

이사회

최고경영진

중앙집권화된 자문진

중앙집권화된 자문진
(법무)

(재무)

(인사)

부문/지역

통일

부문/지역

여。어
B

러十

단위공장

[끼기
영업 단위

재무

(기술)

부문/지역

연구/개발

기타

기타

통일

「기기
연구실

〈그림 3) 分權化된 多部홈型 企業 (M 퓨1])
資 N:

Schmitz (1 993 )

경 우 작업 장의 통제 가 “ shop steward" 로 불리 는 작업 반장에 게 맡겨 진 관행은 20세 기 초를 통
해서도 지속되었다 [Lazonick(l 994)]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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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고， 단기적 고용관계가 주종을 이루는 現物市場 (spot market) 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와 같은 기업의

인사관리와 작업조직이 언제，

어떻게 변모하게 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있지만 적어도 1940년대까지는 오늘날의 대기업들에게서 발견되는 고도로
정비된 인사관리체계와 내부승진에 의해 인력을 수급하는 內部勞動市場이 형성되었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5) 늦어도 이 시기부터 대기업들은 인사관리 전담부서를 두
고， 신규채용，

승진의 결정을 체계적인 인사고과에 의해 수행하게 되었으며，

개인적인

근무평정와 연공서열을 반영한 복잡한 임금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이것이 기업전체의 표

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3.

美國 大企業의 形成要因: 市場과 技術

거대기업의 형성요인에 대한 가장 단순한 설명은 규모의 확대에 따른 독점력의 획득과

이에 기초한 독점이윤의 추구일 것이다. 그러나 독점이윤의 유인은 시대와 국가를 막론
하고 존재하는 것이므로 왜 근대적 대기업이 19세기 후반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먼저 출
현했는지，

왜 대기업의 형성 시기와 패턴에 있어서 국가 간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 장에서는 먼저 현재까지 등장한 대기업 등장요인에 관한 가
설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연구로 평가되는 알프레드 챈들러 (Alfred

D.

Chandler) 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미국 대기업의 형성요언을 분석하기로 한다. 챈들러의 가
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근대적 대기업의 등장은 “市場과 技術의 변화에 대한 조직상

의 대응”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먼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시장의 통합， 大量流通의
출현，

大量生塵의 출현，

대량생산과 대량분배의 결합에 의한 선도기업의 출현，

규모와

범위의 경제 실현을 통한 기업규모의 확대 등을 거치며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자 (6)

(5)

현재로서 가장 전통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는 Jacoby (1 985) 의 연구는 1930년대와 1940년대를
통해서 미국의 관료제적인 인사조직과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숙련
공동제의 죄퇴와 내부노동시장 형성의 시기를 좀 더 앞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Lazonick

(1 990) 은 19세기 말 이후 고용주들이 숙련공통제의 분쇄를 위해 숙련 대체적인 기술을 도입
하고， 기존의 작업반장들은 감독관， 중간경영자，
지자본주의적인 노사정책을 도입했다고 보았다

엔지니어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했으며， 복
그 결과.

1910-20년대를 통해서

,

고용관계가

크게 안정화되고 이 에 따라 노동생산성 이 증가하고 이직률 (tum-over rate) 이 감소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Sundstrom (1988) 과 Carter and Suvoca ( 1990) 는

평균근속년수 등을 증거로 이미

다

기업내부의 훈련프로그램 도입， 긴

19세기 말에 근대적인 내부노동시장이 존재했다고 주장하였

이러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반론은

Jacoby and Sh윈ma (1 992) 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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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大量流通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를 통해서 미국의 시장은 지리적으로 통합되며 크게 확대되었

다. 먼저 시장규모의 기본적인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는 1850년 2300만 명에서
1913년 9700만 명으로 4배나 성장했고， 구매력의 지표인 1 인당 GDP도 1870년 201 달러에

서 1913년 477달러로 빠르게 증가했다. 여기에 덧붙여 19세기를 통한 운하와 철도의 건
설이1 힘입어 광활한 미국의 여러 지역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전

신 및 전화의 도입과 확산으로 19세기 후반까지는 기본적인 교통통신상의 기반구조가 확
충되었다. 이와 같은 시장의 확대는 효율성이 높은 소수의 대기업이 광대한 시장을 장악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대량유통과 대량생산의 유인을 낳았다. 대량유통의 선발주자는
전똥적인 유통업자였던 大都賣商이었다. 시장의 성장에 따른 대량유통의 잠재적 이득이
커지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대량의 물품이 보다 안전하게 운송되는 것이 가능하게 됨에

따랴 과거에는 위험의 회피를 위해 수수료를 받고 생산자와 소매상들을 연결해 주던 도
매상들이 자기

책임 하에 구매와 판매를 담당하는 專業都賣商 Uobber) 으로 전환되었다

이뜰은 국내와 해외의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구매망과 농촌과 도시지역의
소매상을 포괄하는 판매망을 조직하며 성장했으며

1860년대 말까지는 대부분의 소비재

유릉을 장악하였다대량유통의

새로운 담당자들은 소비 및 생산의 변화와 함께，

소매상과 생산자로부터 출현하였다

유통과정의

양극단.

즉

먼저 1870년대부터는 대규모의 소매상들이 출현하여

제조업체들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다

내에

;;:]三드까101
dφ

「니

수요를

필요로

첫째

」
τ
하

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

19세기 말을 통한 도시화의 진전은 좁은 지 역

백화점의

셔킴으
근

lcl2

가져왔다.

시카고의

마얄 필드

(Marshall Field) 처럼 도매업자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매장을 개설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메이시 (Rowland Macy) 와 같이 의류나 잡화를 판매하던 소매상이 가

구， 보석 등의 품목을 추가함으로써 백화점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었다.

두 번째 형태인

통신판매점은 생산자와의 직접접촉을 통해 상품을 확보하고 안내서를 배부하여 우편으로

주문을 받는 방식의 유통업이었으며， 우편을 이용한다는 특정 때문에 농촌의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6)

1890년대에 부상한 시어스 (Sears Roebuck & Company) 가

이 장에 제시된 미국 근대적 대기업의 형성과정에 대한 일반적 서술은 디landler (l 962.
1990) 에 크게 의존한 것이다-

1977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국문으로 된 문헌연구논문이 있지만〔양동

휴(1 994. 2장)J. 논문의 완결도를 높이고 기존의 서술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첨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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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信眼賣店의 대표적인 예이다- 시어스는 구매망의 건설뿐만 아니라 직접 공장을 건설하
여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끝으로 連銷店 (chain store) 은 공급자로부터의 직접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전략을 이용하여 성장하였으며， 대도시나 농촌지역보
다는 소읍， 소도시， 대도시의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특히 1920년대 자동차의

보급에 힘입은 교외지역의 성장은 연쇄점의 확산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였다.

3.2.

大量生훌과 大量流通의 結合

마지막으로 대량생산시스템의 발전과 새로운 제품들의 출현은 생산자들로 하여금 직접

유통망을 건설하게 만드는 계거를 가져왔다

챈들러는 이와 같은 생산과 분배의 결합을

통하여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의 선구적인 근대적 대기업들이 출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

다. 소위 제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19세기 후반의 기술진보의 중요한 특정 가운데
하나는 연속공정기계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계，

화학， 전기 등 새로운 산업들이 성장했고 그 부산물로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담배， 성냥， 비누， 제분， 통조림 제조에는 연속공정기계가 도입되었고 정유산
업에 있어서는 1870년대 로커펠러 (John

D. Rockefeller) 의

공장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파

이프라인과 콘베어벨트를 이용한 연속 · 다단계 공정이 도입되었다- 금속산업에서는

1870

년대에 베세머 (Bessemer) 製鋼法. 1880년대에는 平盧法 (open-he빠h process) 이 도입되어 생
산성이 제고되었다-

아울러 이 기간을 통해 科學的인 經營 (scientific

management)

운동을

통한 기업효율성의 제고 노력이 진행되기도 했다.

생산기술과 제품의 성격에 발생한 일련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유통망에 의한 제품의

분배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생산자들이 직접 유통망을 건설하
게 되었다. 생산자들에 의한 유통망의 건설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연속공정기계를 이용해 대량생산에 돌입한 권련， 성냥

제분， 통조림제품， 사

진펼름 등의 산업이다. 이 부문의 기업들은 대규모의 수요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량의

생산물을 처리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판로의 개척과 광고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1881 년 듀크(Duke) 사는 단 두 대의 본삭 (Bonsack) 기계로 하루 12만 개피

의 권련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에

판매사무소를 개설하여

광고 및

이 물량을 처려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도시

판매업무를 관장하게

했으며，

외판원으로 하여금

도 · 소매상을 방문하여 주문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주력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는 남동부의 담배재배지역에 직접 원료구매망을 조직하여 원가절감의 노력을 기울
이기도 하였다.

생산자에 의한 유통망 건설이 두드러졌던 또 다른 부문은 고가의 복잡한 기계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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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는 재봉틀， 농기계

•

사무용기계. 자전거 등의 耐久消費財와

엘 E 베이터， 펌프， 보일러， 인쇄기， 전동기계 및 장비 등의 資本財 산업이 포함된다. 이
부문의 기업들은 새로운 상품을 취급했던 만큼 적극적인 판로의 개척과 광고가 필요했으
며， 복잡한 부품을 교환해 주고 고장제품을 수리해 주는 것과 같은 애프터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해야 했으므로 할부판매 등의 소비자 금융이
요두되었다. 기존의 유통망으로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할 수 없었던 기업들은 직접 獨古
ß.oc좋l權을 가진 小賣業者 (franchise) 를 선정하여 , 이들을 훈련시키고 상품，

자금，

예비적

부분품과 부속품， 그리고 수리를 담당할 기술자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패성 식품을 생산하는 산업도 생산자에 의한 유통망 결합이 이루어진 대
표츠인

산업

하나이다.

가운데

(Gustavus Swift) 의

뉴잉글랜드의

식육도매업자였던

전 략은 이 유형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구스타프

스위프트

1870년대까지 식육도매

업으; 일반적인 형태는 중서부의 소들을 산채로 동부로 운송하여 도살한 다음， 동부의 대
도λ‘에 식육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1870년대 말에 냉장차가 개발된 이후， 스위프트는 도

살얼과 육류포장업을 시카고로 집중시키고 여기서 포장된 식육을 동부의 대도시로 운송
할 경우 가축중량의 60% 에

달하는 버리는 부분에 대한 운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착안하게 된다. 그런데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펼수적인 것은 효율적인 판매망을 건설
하￡ 식육이 부패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운송하는 것이었다

스위프트는 1880년대를 통해

전국의 주요 도시에 지점을 건설하고 여기에 냉장창고， 판매사무소， 소매점으로 쇠고기
를 운반할 인원과 장비를 갖추어 놓았다
하고 가축수용장을 매입하기도 하였다.

따르기 시작했으며，

과일，

이후에는 후방결합에 나서서 정육공장을 건설
결국 다른 식육도매업자들도 스위프트의 전략을

맥주와 같은 다른 부패성 상품의 유통업에도 유사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직적 통합을 통한 대기업의 형성은 Coase (l 937) 의 企業理論에 따르면 거
래비용의

절감을 위한 內部化( internaliza디on) 의

WiIl iamson (1 975. 1985
설명한다

유인이

실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86) 은 이를 정치화하여 19세기 후반 근대적인 대기업의 성장을

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인은 시장을 통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경제주체의 制限的 合理性 (bounded rationality) 이다

첫째는

이는 미시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상

정하는 합리적인 인간의 가정과는 달리 개인 혹은 기업이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데
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모든 시장의 시그널을 감시하고 계약의 모든 세부적인 경우를 고
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개념이다

둘째는 시장에서의

거래당사자블이

모두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는 機會主義( opportunism) 의 문제이다. 마지막 요인은 財塵特

퍼

ι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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짖후性 (asset specificity) 으로， 이는 생산요소들의 용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특정한 목적에 한

정이 되어 있어서 사정의 변화에 따른 완전한 자원의 재배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런데 19세기 말을 통해 철도 및 기타 자본집약적인 대량생산산업이 출현하여 고정비용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는 재산특수성의 증가를 통해 시장을 통한 거래의 비용을 증가시켰

다. 반면 시장의 확대와 통합은 거래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거래의 패턴을 표준화 · 정기
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장거래의 내부화에 소요되는 투자의 평균비용은 감소하게 되었
다

w피i뻐lSOn에 따르면 이 러 한 변화들이 기업의 수직적 통합을 통한

‘보이는 손’ 의 건

설을 가져온 요인이라는 것이다.

3.3.

企業슴拉運動

19세거 후반의 선도적인 근대적 대기업 형성은 주로 생산설비， 유통조직， 경영조직 등
에 대한 기업의 투자에 기초한 內部的 成長 (intem외 growth) 에 의해 이루어졌다. 반면 19

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기업들간의 합병에 의한 거대기업의 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눴
다.

특히

1898년부터

1902년 사이 에

일어 난 소위 제 1 차 企業合拉運動 (merger

movement)

은 수많은 기업들의 합병을 통해 거대기업의 형성을 가속화시켰고， 그 결과 여러 산업의
시장구조가 독과점적으로 변모하였다. 이 기간 동안 약 1800개의 기업이 합병을 통해 사

라졌고， 합병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40%. 삼분의 일이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
보했던 사실은 기업합병운동의 규모와 산업구조에 대한 영향을 잘 보여준다.
이 시기 기업합병운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제시된 바 있다. 첫 번째

로 지적되는 것은 1890년대의 불황에 직면한 기업들의 觀爭며避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

다

특히 1880년대를 통해 급격히 성장한 자본집약적인 산업은 1890년대의 불황으로 인

해 큰 타격을 받았던 만큼 합병을 통한 경쟁회피의 유인이 컸다[Lamoreaux ( 1985) ] . 경쟁
회피의 노력이 기업결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은 부분적으로 미국 反獨古法의 성격에
기인한다는 견해도 있다. 1890년에 제정된 셔먼 (Sherman) 반독점법은 그 이전에 널리 이

용되던 카르텔어나 트러스트와 같이 느슨한 형태의 결합을 금지하였다. 반면 1880년대를
통한 기업법의 변화로 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셔먼법은 1903년까지는 지주회
사의 설립을 통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식적

인 기업합병을 경쟁회피의 주된 수단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妹式市場의 성장도 기업합병운동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18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증권시장은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企業情報의 공개가 개선되고， 전문화된 金없빼介機關
들이 등장하여 투자가들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아울러 근대적인 대기업의 출현은

산업부문 기업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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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지나치게 높은 위험으로 인해 거래되지 않던 산업부문 주식들이 증권시장에서 거래
되기

시 작했다 [Navin 때d Sears (l 955) , Baskin 뻐d Miranti(1997)].

1897년부터 는 다우존스

(Dow Jones)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했고-般妹 (common stocks) 의 보유가 대중화되기 시
작혔으며，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발전하였다 [Gr따lam 뻐dD어d(l 934)] . 주식시장의 발달과

산업주의 증시진입은 산업부문 기업들의 자본동원능력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기업합병
의 겨건을 호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덧붙여 기업합병 이후의 주가의 상승에 따
른 투기이익을 노린 프로모터들의 합병추진이 기업합병운동의 원인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Nelson(1 959)] .
기업합병운동이

미국의

Lamoreaux (l 985) 에

따르면

firm strategy) 에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합병기업들이

기초하여

상당정도

시장을

통제할

수

이견이

존재한다

先導企業戰略( dorninant-

있었다고

한다.

반면

Chandler (1 977) 는 기업합병 자체가 산업구조의 변화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평카하고 있다. 즉 합병 이후 華直的인 統合이나 中央集權的인 경영조직의 건설에 의한
효율성의 제고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 합병기업은 대부분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해석의 문제는 前後方 統合을 한 경우에만 합병기엽이 성공했던 것이 통합에 의한

효율성의 제고 때문인지 아니면 원료의 독점， 유통망의 건설 등 진입장벽의 설치에 의한
독점적 지위의 구축 때문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μmoreaux ( 1985) ] . 이 문제는

결국 합병기업의 비용과 가격구조를 면밀히 분석해야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4.

規模와 範圍의 經濟

2ι세기 초까지 수직적 통합과 관료제적인 경영조직의 건설을 기초로 등장한 곤대적 대
기업들은 산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통해 성장하였다

생산기술에 있어서 規模

의 經濟 (econornies of scale) 가 존재하는 산업의 경우， 생산단위의 확대와 해외진출을 통해
기업의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생산기술，

유통망，

원료

등에

있어서

範圍의

經濟

(econornies of scope) 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품다각화를 통한 多品種企業으로 성장하였
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
속화되고 경영조직은 더욱 복잡해졌다.

생산기술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생산단위의 확대가 나타났던 대표적인 산
업은 석유와 철강산업이었다.

(Standard Oil

예컨대 로커펠러 (John

D. Rockefeller) 의 스탠더드 석유회사

Company) 는 1870년대를 통해 막대한 시설투자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철도회사와의 교섭을 통한 비용절감을 통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였다. 이후 트러스트
를 결성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한편， 새로운 유전의 개발， 파이프라인의 건설 등의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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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해외 판매망의 건설을 통해 독점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1911 년 반독점법 위

반 판결에 의해 해체되기 전까지 스탠더드오일의 시장점유율은 90% 에 달했다.
식품， 소비용 화학，

우.

담배 등의 商標包裝消費財 (branded， pa야aged consumer gα잉s) 의 경

19세기 말에 출현한 선도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와 상품의 다각화를 통하여 성장하였

다. ~每外投資는 관세 및 무역장벽의 회피， 운송 및 재고비용의 절감， 현지 선호에 대한

신축적인 적응을 목적으로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Quaker Oats ,

Heinz, Coca-Cola, American Cotton oil 등이 해외 공장을 건설하였다. 이 산업들은 효율적
인 공장규모가 비교적 작고 국가별로 제품에 대한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

나의 지사가 한 국가를 담당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해외지사는 상당히 자율적으로 운영
되었다

商品의 多角化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식품의 경우에는 기술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기존의 유통 및 판매망이나 유사한 원료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 기존설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품다각화가 이루어졌다. 반면 기술적으로 보다 복잡한

소비용 화학， 특히 제약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통한 관련상품 및 신상품의 개발과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산업용 화학산업의 경우에는 1880년에서 1910년 사이에 듀
풍 (Du Pont).

제 너 럴 케 미 컬 (General Chemicals) . 유니 온 카바이 드 (Union C따bide) . 다우

(Dow) 등의 선도기업들이 출현하였다. 이 산업에 있어서는 해외투자에 비해 신상품의
개발을 통한 다각화가 더욱 중요했다. 듀풍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화약이 주력제품이
었다가 이후 암모니아， 가솔린 첨가제， 냉각제， 합성섬유， 페인트， 플라스틱， 사진용품
등으로 생산제품의 종류를 확대해 나갔다

기계산업은 대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유럽시장 공략의 선두에 섰던 소위 “美
國의 慢略(와nerican Invasion)" 의 대표주자였다. 그러나 같은 기계산업 내에서도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성장의 경로는 달랐다. 가장 일찍이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의 결합을 통
해 근대적 대기업의 선두주자들이 출현했던 非電氣機械 (non-electric machinery) 산업의 경
우에는 이미

1880년대를 통해 기업들의 광범위한 해외진출이

이루어졌다. 싱거 (Singer)

재봉틀， 레밍턴 (Remington) 타자기， 맥코믹 (McCormic) 농기계， 오티스 (Otis) 엘리베이터

등이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이 산업의 경우 효율적인 공장규모가 비교적 컸기 때문에 소
수의 해외공장이 보다 넓은 지역을 담당하였다. 반면 제품다각화는 기존 제품과 밀접하
게 관련된 신제품에 제한되었다.
運送裝備(없nsportation eq버pment) 산업에 있어서

自動車塵業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조

선， 철도차량을 멀어내고 미국의 가장 큰 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세계시장에서도 압도
적인 지위를 차지하여

1929년까지는 전 세계 자동차의

85% 를 생산하게 되었다-

포드

니

(Ford)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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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연속자동공정과 제품특수적인 표준적 부품의 도입에 기초한 대량생산체

제의 건설과 국제적인 유통 및 판매조직의 건설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선두주자로 부상하

였다- 1921 년에는 56% 의 국내 승용차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직접투자를 통하여 해
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이후 헨리 포드의 독단적인 경영과 경영조직의
파괴，

늦은 신모형의 개발， 지나친 수직적 통합으로 인한 경직성 등으로 인해 상대적인

죄퇴를 경험했으며， 특히

1930년대의 大핍;倚에 의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립된 제너럴모터스 (General Motors) 는 알프레드 슬로안(Alfred

취임한 후 빠르게 성장하여

며

Sloan‘

Jr.) 이

1908년 창

최고경영자로

1921 년 12% 이던 시장점유율이 1929년까지는 32% 로 증가하

포드사를 추월하였다. 해외에서는 자사의 공장을 건설함과 함께 현지업체를 매입하는

전략을 이용하였으며，

저가제품에 주력하는 한편 중간가격제품의 비용저하를 통해 대공

황의 충격을 비교적 잘 넘겼다

크라이슬러 (Crysler) 도 눈부신 약진을 하여

1940년까지는

포드사를 제치고 GM에 이은 2위 업체로 도약하였다. 자동차산업에서는 부품생산을 제외

하고는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적었다

GM이 비교적 활발한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항공산업에 진출하기도 했으나 제한적인 것이었다
電氣 및 電子 裝備 (electrical
각화가 모두 중요했다.
제너럴

일 렉 트릭

이

and electronic equipment) 산업에

부문에서는 1892년 톰슨-휴스톤(Thomson-Houston) 과 에디슨

(Edison General Electric) 의

합병으로 출현한 제너럴

Electric) 과 왜스팅하우스 (Westinghouse) 가 양대

후발주자로 성장하였다

있어서는 해외진출과 제품다

선도기업이었고，

일렉트릭

(General

1919년 설립된 RCA가

합병 전의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은 특허권의 라이선스에 주력

한 반면 톰슨 휴스톤은 해외투자에 힘을 기울였다. 합병 후 GE의 해외생산은 톰슨-휴스
톤의 생산설비 및 조직에 크게 의존하였다

기계산업에 비교해서 전기 및 전자장비 산업

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들이 협상과 계약에 의해 시장점유율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
했다

전기 및 전자산업에 있어서의 1iff究開發投資에 의한 제품다각화는 화학산업에 버금

갈 만큼 활발했으며 해외진출만큼이나 중요한 기업성장의 경로였다.

예컨대 GE는 전선

의 케이블에 이용될 새로운 합금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금속산업으로 진출했고， 전선
피폭-에

쓰이는 단열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화학산업에 뛰어들어

Du Pont의

경쟁엽체가

되렀으며， 진공관에 대한 연구는 엑스레이 (X-ray) 기술의 개발 및 이에 따른 의료산업진
출로 이어졌다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해외진출과 제품다각화는 기업의 규모확대뿐만 아니라 대
기추들의 所有構造와 經營組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여러 국가와 다양한 산업의 시

장을 대상으로 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고 복잡한 정보와 전문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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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만큼 專門經營陣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또한 여러 제품의 생산 및

해외투자는 부서의 분화를 가져오고 이들의 조정과 통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생
산품의 개발계획이나 장기전망의 수립도 중요해졌다. 이상의 변화는 복잡한 M형 기업의
확산과 추가적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제 2차 세계대

전까지는 미국의 어떤 대기업에서도 사내 이사진 가운데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대기업들에 있어서 신상품의 개발을 위한 R&D 투자의 중요성이 커
지게 된 것도 이 시기였다

3.5.

(7)

比較史的 跳望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근대적 대기업의 성격과 형성과정은 다른 선진국들과는 상당히

구분되는 면이 있다.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경험했고 19세기 말 미국과 독일에게 추월당
하기 전까지 세계 최대의 공업국이었던 영국은 기업의 규모가 미국에 비해 작았고 경영
조직의 발전이 미약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더디게 진행되어 20세기 초에도 소유주

의 가족이 경영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들은 공식적인 결합보다는 전통적인 카
르댈에 의존하여 경쟁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庫業合理化의

일환으로 企業合拉이 일어난 경우에도 참여기업들이 경영통제권에 집착하여 전문경영언

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경영조직의 건설에 실패하였다챈들러의 견해에 따르면 영국 기업들에게서 발견되는 組織的인 力量의 미약함은 영국
산업의 경쟁력을 손상시킨 중요한 원인이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대기업들과 같이 規模의 經濟를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範圍의 經
濟를 기반으로 관련된 제품생산으로 다각화한 기업이 별로 없었다. 미국의 전문경영인들

이 장기적인 이윤 및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한 데 비해 영국의
소유주들은 안정적인 소득에 집착하여

이윤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

(7) 19세기 초반까지는 주로 개인 발병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특허 및 라이선스 시장의 기능을 통
해 확산되어 오던 신기술의 개발과 발명은 20셰기 초에 들어오면서 기업내부 연구개발투자

(in-house R&D) 위 주로 전환하게 된다 (Soko1off(1988)， Soko1off and K따m(1990) ， Lamoreaux and
Soko1off (1999)J . 이는 대기업의 형성과 이들에 의한 다각화의 수요 이외에도 기술이 복잡해
지고 소요자금의 규모가 커져서 개인적인 연구개발이 한계에 직변했다는 것과， 시장에서 거
래되기 어려운 종류의 정보 및 지식이 증가했다는 것에 의해 설명된다

초기의 대기업들은

내부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대학과의 산학협동을 통한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수행했으며， 외부
기술의 검색과 라이선스를 통한 홉수노력도 병행하였다

그러나 1940년대 이후에는 반독점볍

의 개정에 의해 지적재산권이 보다 강력하게 보호되면서 외부기술의 흡수에 제약이 생겼고，

정부의 대학연구지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학협동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기업
내부 연구개발투자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Mowery

and Rosenberg(1989)J .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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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만한 충분한 초기투자에 실패하여， 식품， 기계， 천기. 철
강， 자동차 등에 있어서 미국과 독일의 선도기업들에게 유럽은 물론 영국 국내 시장까지
내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8)

미국 대기업에 비교한 英國 企業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설명된다. 첫
째，

영국은 좁은 국토면적에 인구밀도가 높았고 일찍부터 유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었으

며 기존의 도 · 소매상들이

잘 단결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에서와 같이

제조업자들이

스스로 유통망을 건설할 이유도 능력도 없었다. 둘째， 영국은 家族所有의 전통이 미국보
다 강해서 소유주가 경영권을 통제하려는 강도가 높았으며. 그 결과로 영국 대기업의 소
유집중도가 미국보다 훨씬 높았다. 셋째， 영국은 미국에 비해 기술 및 경영 교육을 등한

시하여 우수한 전문경영인의 공급에 애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넷째， 카르텔의 결성
이 용인되고 심지어 그 계약의 강제 이행이 법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보
다 강력한 기업결합 및 통일적인 경영조직 건설의 유인이 적었다

미국과 함께 후발국가로 출발한 독일은 1914년까지는 영국을 제치고 유럽의 선두주자
로 말돋움하였다.

챈들러는 이와 같은 獨速塵業의 결정적인 성공요인을 企業家의

(entæpreneurial success) 으로

경제를 실현하였으며

즉 독일기업들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전문경영인을

본다

채용하여 경영조직을 건설하고

成功

생산시설에 대한 대규모의 초기투자를 수행하여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제품다각화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상의

역량을 기초로 하여 화학， 중기계， 철강산업에서는 영국을 국제시장에서 내몰았고. 전기

기계산업에서는 국제시장을 나누어 가졌으며‘
업에서는 국제적인 과점을 형성하였다

고무.

레이온， 화약，

합성알칼리 등의 산

다만 대량생산 경기계 및 식품，

표포장소비재 등에서만 미국기업에 열세를 보였다

담배와 같은 상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대기업들은 영

국보다는 미국기업들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독일과 영국기업의의 차이를 낳은 요인으로는 영국에 비해 풀業敎育의 전통이 강했다
는 것과 市場統合의 효과가 컸다는 점이 지적된다- 즉 독일의 경우， 유통망이 발달한 도
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적었으며，

19세기 후반에 통일될 때까지 시장의 政治的 ·

(8) 근래에는 이와 같은 챈들러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반박하는 사례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대 Ll oyd-Jones

and Lewis (l 994) 에

예컨

따르면 셰필드 (Sheffield) 지방의 금속산업의 주류였던 소규

모의 가족기업들은 상표에 의해 제품을 차별화하고， 고가제품의 생산에 주력하였으며. 다품
종 소량생산에 의해 소비자의 필요와 기호에 맞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1 차대전 전까지 미국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적인 반레에도 불구하고 19세

기 말까지 대량생산업종에서 영국 산업의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음을 부인하기
는어렵다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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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的 統合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대륙에 위치했던 만큼 잠재적인 시장의 규

모는 영국에 비해 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치적인

통일에 따른 시장통합의 경제적인 효과는 미국에 비해서는 작았을지 모르지만 영국에 비
해서는 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반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대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달랐다. 첫째， 미국에 비해 대기업들이 資本財의 생산에
집중되어 있었다. 둘째， 미국 대기업들이 치열한 흉古的 觀爭을 했던 데 비해서 독일 기

업들은 談合과 協力에 의존하는]경향이 있었다

이는 카르텔과 기타 담합행위를 용언하

고 보호하는 독일의 사법적반술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산업화 및 대기업
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산업금융에 대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 대규모 은행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영국이나 미국보다 대학교육이 더 일찍 발달했으며， 특히

技術 및 經營敎育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끝으로 기업소유주의 가족에 의한

경영의 장악은 미국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9)

4. 美國 大企業의 形成要因: 資本市場 · 勞動市場 · 政府規制
위의 장에서 개관한 미국 근대적 대기업의 형성요인에 대한 챈들러의 견해는 관련 분

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이지만， 학계의 전적인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좌파학자들로부터는 지나치게 親企業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

고， 이데올로기적인 면을 떠나서도 대기업 형성에 있어서 적지 않은 중요성을 지니는 요
인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 Parker (1 991 )의 서평에 따르면

챈들러의 i'The Scale and Scope~ 에

챈들러의 연구는 法

制度， 政府의 영향을 크게 고

려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특히 1940년 이후의 시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섬각한 약점

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조직의 결정에 있어서 거술이 주연을 맡고 있고 상대가격의 역
할은 무시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勞動問題와 資本市場의 영향이 무시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기업의 출현이 노동의 만족도， 교육， 노동력구성 등에 미친 영향이 고려되

지 않고 있으며 , 대기업의 국제적 비교에 있어서 상이한 기업 노동 관계의 역할이 무시
되고 있는 것이다

(9)

영국과 독일

또한 투자은행의 성장과 주식시장의 발달과 같은 자본시장의 영향이
대기업들의

특징과 성과에

H때nah (1 983) 를 참고할 것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Ch없ldler (l 990 ，

3,

4부) ,

챈들러와 그 동료들에 의한 대기업의 비교사적 연구는 근래에

와서는 선진국의 범위를 넘어서서 더 많은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른 유럽
의 후발국가들과 남미 및 우리나라를 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기업의 특정과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Chandler, Amatori, and Hikino (1 997) 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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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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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이상의 요인들이 미국 기업조직 변화에 미친 영향

을 개관함으로써 앞서 제시한 챈들러 가설이 지닌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하겠다. 이0)

4. 1. 資本市場의 影響
널리

알려진 대로 금융의 기능은 유휴자본을 동원하여

빠른 부문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성장이

이런 점에서 金歸폼g門이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대해 지

니는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Gershe피cron(1962)， C없neron(1967 ， 1972)J. 근대

적 대기업의 형성도 막대한 자본이 특정 부문의 특정 기업으로 집중되는 현상이었던 만
큼， 금융부문의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금융부문의
발달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대기업들이 출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본동원능력을 개

선해준다- 19세기에 대기업이 처음 출현했던 산업들은 투자가들에게 새로운 산업이었고，
대기업의 조직과 전략도 새로운 것이었던 만큼 공신력 있는 金顧때介機關의 적극적인 개
입은 대기업 형성에 필요한 자본동원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

不完全한

資本市場은 인맥이나 외형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을 통하여 특정기업이 다른 잠재적인 기
업들의 희생 위에 산업전체를 압도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금융부문의 영향은 자본시장의 발전이 기 업의 자본동원능력
을 높여서 기엽규모의 확대를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貨햄市場은 지역적인
이자율의 수렴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19세기 후반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합되었다 (11) 이

료된다 (12)

19세기를 통해

미국의

證췄市場도 크게 성장하였다-

택

와 같은 화폐시장의 통합은 보다 빠르고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가능케 했을 것으로 사
운하와 철도의

7-1
L

•-

그리고 남북전쟁 중의 전비조달이 가져온 막대한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마

설
국의

증권시장은 규모와 기능 면에서

크게

발전하였고

뉴욕의 월스트리트는 세계적인

(1 0) 챈툴러의 경영사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평가에 관해서는 lohn (1 997) 을 보라

(11 ) 미국 자본시장의 통합시기와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자본시장 통
합의 실증적 증거를 가장 먼저 제시한 Davis ( 1965 )는 상업어음( commercial paper) 시장의 확
산에 의해 19세기 말부터 시장이 통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James (I 976) 는 시기적으로

는 19세기 말이었다는 데 동의하지만 통합의 원인은 주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법은행

(state b뻐ks) 의 증가 때문이었다고 보았다
아 설립된 국법은행

Syl퍼(1 969) 는 1900년 이후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

(national b뻐ks) 의 증가가 자본시장의 통합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했다

Sushka and Barrett (l 984) 의 연구는 수요측변의 행태변화에 의해 남북전쟁 이후부터 시장이
통합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과 20

세기 초 사이에 지역간 이자율의 수렴현상이 나타났던 사실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 , 2) 미국남부는 20세기 초까지도 이와 같은 전국적인 자본시장의 통합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

는 남부 제조업부문 기업들의 평균적인 규모가 북부에 비해 훨씬 작았던 원인의 하나로 지
적된다 [Carlton 뻐d

Coclanis ( 1989) . 이철희 (1 990)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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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까지 미국의 증권시장은 주로 연방 및 지방정부의 공

채， 철도 및 기타 준공공적인 산업의 채권과 주식을 거래하였다. 새롭게 성장하던 산업

부문의 증권은 높은 위험도로 인하여 공적인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19세기 말
부터 산업부문의 선도적인 대기업들이 눈부신 성공을 통해서 공신력을 얻기 시작하고，

아직 미비하기는 했지만 기업의 회계 및 운영상의 정보의 공개가 그 전보다 개선되었으
며， 과거에는 주로 철도부문의 증권을 취급하던 투자은행들이 산업부문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 결과 1890년대 이후부터 산업부문의 회사채와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기
시 작하였다 [Navin

and S않rs(1955)， Bas때1 and 뼈ranti(l 997)J. 이 와 같은 자본시 장의 성 장은

적어도 1898-1902년의 기업합병운동 시기부터는 대규모의 자본동원에 기초한 기업의 내

부적 성장과 기업결합에 의한 규모의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金뭄뽀 및 塵業部門의 긴밀한 연관관계가 금융부문의 효율성 및 안정성과 및 산업의 성

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쟁이

진행되고 있

다(1 3) 반면 금융과 산업의 연계가 大企業의 형성을 통해 塵業集中을 가져온다는 견해는
동시대인들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대체로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견해는

특히 영국의 금융부문이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19세
기 말 20세기 초 영국산업의 쇠퇴를 가져왔다는 주장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이 시기 영국

금융부문에 대한 비판자들은 런던을 중심으로 한 주요은행들이 단기대부에 주력하는 등
보수적이고 위험 기피적인 영업을 했고，

는 상반되는 정책，

예컨대

환율의

[Kennedy(1987) , Collins(1991)J .

안정

과다한 해외투자를 했으며， 산업부문의 이해와

및

고금리

정책을 관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대규모 겸업은행들이 주식의 보유나 이사진의 파견

을 통해 산업부문의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의 경우와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1 4)
미국은 독일의 사정에는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영국보다는 금융과 산업의 연
관관계가 긴밀했고，

이것이 대기업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화 초기의 동북부 지방에서는 은행의 이사진이나 주주와 같은 內部者에 대한 貨出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Calorniris (1 995) 와 Foh피1 (1 999) 을 볼 것 .
(1 4)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영국 금융산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산업부문

(13)

에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공급부문의 제약 때문이 아니라 자본에 대한 수요
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해석한다. 또한 해외투자는 기대수익률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영
국자본시장에 실패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Ed리stein(1982)，

Collins(l 991)).

독일의 경우

은행에 의해 주도된 장기산업대출이 중화학공업에 대해 인위적으로 과다한 자원배분을 초래
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성의 감소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있다 [Neuburger and Stokes(197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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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sider lending) 의 관행 을 통하여 높은 위 험을 지 닌 산업 부문 기 업 들에 대 한 투자가 이 루
어졌다〔냐moreaux(l 991 ) J . 투자은행들은 지분의

확보와 이사친의

파견을 통하여

생명보

험회사， 상엽은행 등의 금융기관， 철도회사 및 산업부문의 기업들을 통제하였다

예컨대

도건(J. P. Morgan) 의 투자은행은 20세기 초까지 최소한 10개의 철도회사와 세 개의 전차

(street railway) . 그리고 유나이티드 철강 (United States Steel)‘ 제너럴 일렉트릭 (General
Electric) ‘

AT&T(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 인 터 내 셔 널 하비 스터 (Intemational

Harvester)

,

웨 스턴

유니 온

(Western Union)

[Carosso( 1970). 김남석(1 999) J

등의

대 기 업 들을

통제 하고

있었다

投資銀行들은 이와 같은 통제력을 기초로 기업에

대한

金騙商談者 및 合f井의 프로모터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대규모 투자은
한들은 합병에

을 줄였으며，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들과 신디케이트 (syndicate) 를 조직하여 은행의 위험

기엽에게는 필요자금의 빠른 조달， 신용과 평판의 개선，

시장의 확대， 주식판매조건의 개선과 같은 이점을 제공하였다

발행주식에 대한

기업에 관련된 정보가 충

분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신력이 높은 투자은행들은 기업과 투자가 사이의 情報
上의 非對稱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15) 이와 같은 투자은행의 역할
은 기업합병에 대한 대중 및 내부자의 평가를 높이고 합병의 비용을 낮추어 기엽합병을
촉진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資本市場의 不完全性이 차별적인 자본의 배분을 통해 塵業集中을 가져왔다
는 주장이 있다
업입지의

Davis (l 966) 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에 비해 기술

산업구조， 지리적인 산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여 대규모 자본동원의 필요성이 컸던 반면 자본시장의

발탈은 영국에 비해 지체되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에게 있어서 자본동
원능력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사적인 연줄에 의해 자금을 얻을 수 있었던 소

수만이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희생 위에 산업생산을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카페기(A. Camegie) 는 철에

더 탁월했고.

대한 지식보다는 낮은 비용으로 자본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육류포장업의 스위프트 (G. Swift) , 석유의 로커펠러(J. D. R。이‘efeller) 등도

은행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공적인 시장에서

(15) R때lÍrez (1 993) 는 모건과 연관된 기업과 그 밖의 기업들의 투자회귀분석을 통하여 모건가와
연관을 맺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있었음을 보임으로써 모건이 자신의
고객기업과 투자가 사이의 주인 대리인 문제와 정보상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투자가들은 모건이 투자한 회사들은 모건의 감시 하에 견실하고 안

정적인 영업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고， 이는 그 기업의 주식가격을 높이는 역할
을 하였다

De Long (1 990) 의

더혔다고 보고하였다

실증적인 연구는 모건의 명성이 보통주 가격에 30% 의 가치를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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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본동원이 가능하여 자본동원능력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았고 후발주자들도 비
교적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

이 견해는 결론적으로 자본시장의 발달이 자금력에 따른 진

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산업집중을 완화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 주장은 적어도 이론적

으로는 타당하며， 자유로운 금융시장의 발달이 사회적 · 경제적 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
는 최근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R며 an

and Zingales(2003)]

그러나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19세기 말 영국의 경우 금융시장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에 대한 장기자금
의 투자가 부진했다는 사실과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영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대기업 형성의 차이를 가져온 주된 요인은 資金의 供給{則面， 즉 금융시

장의 특성이 아니고 需要剛面(기술， 시장， 산업의 성격 등)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4.2.

勞動市場의 影響

미국 노동시장의 성격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기업의 구조와 전략에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챈들러가 근대적 대기업의 출현을 가져온 요인으로 지목한 資
本集約的인 大量生塵技術의 발달을 고려해 보자. 챈들러의 견해가 지니는 문제점의 하나
로 지적되는 것은 기술의 발전이 外生的 · 獨立的인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선택은 단지 과학적인 지식의 수준이나 기존의 기술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다양한 社會·經濟的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勞動市場 및 勞動
運動의 성격도 그 중요한 요인이다

영국과 미국의 생산기술의 차이는 이미 19세기 중반

의 동시대인들에 의해 관찰되었으며 그러한 차이를 낳은 요인은 오랫동안 경제사학자들
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등에

의해

대표되는

[Hab와druk(1962)]

.

문제의 핵심은 왜 미국은 일찍이 호환성 부품

자본집약적인

생산기술을

도입하게

되었는가

연속공정시스템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미국의 상대적인 노동력부족과 이에 따른

높은 노동비용을 자본집약적 기술채택의 원인으로 제시한다 [Rothbarth( 1946)] . 그러나 이

해석은 19세기의 대부분 기간을 통해서 미국의 자본비용(이자율)이 영국보다 높았으며

자본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했다는 사설과 부합하지 않는다 [Temin(1 966)] . (1 6) 노동시

[Harley(1974)]
산에

(16)

상대적으로

희소했던

련

미국에서

一
。
고。

라

숙

장과 관련된 또 다른 해석은 자본집약적인 기술이 노동일반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
E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견해이다

최근에는 農業勞動市場의 특성을 가지고 미국이 영국에 비해 공장제 생

의한 선대제의

대체가 빨리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이 수수께끼는 토지를 논의에 포함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즉 19세기의 미국은 토지로 대
표되는 자원이 풍부한 대선 노동과 자본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경제였고， 이에 따라 노동과
자본 모두가 유입되었던 것이다 [Fogel(1967) ，

Summers and Clarke(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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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koloff and Dollar (l 997) 에
이

따르면 영국의

농업은 곡물생산 위주여서 노동수요의

이 때문에 농한기에는 값싼 농촌유휴노동이 존재했으며，

섬했다

은 이러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계절성

농촌의 가내수공업

19세기 중엽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외 같은 계절적인 유휴노동의 부재로 인해 일찍부터 공장제 생산이 제조업을 압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기엽의 인사관리 및 임긍정책도 순수하게 효율성 제고의 관점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
고，

노동시장의 사정과 노동운동의 강도에 의해 적지

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기업들은 20세기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초반을 통해 體系的인 人事管理組織과

內홉r~勞動市場에 의해 대표되는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정착시켰다. Jacoby (l 985) 에 따르면
이 과정은 기업규모의 확대가 가져온 내부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변화， 노
조

및 정부의

압력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진행된 것이었다.

기업의

야

고용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분수령이 되었던 것은 제 1 차 세계대전이었다
F

부족을 가져왔고，

로 나타났다

이는 노사분규의 증가

강제되었다，

권정하였고

전쟁은 노동공

그리고 이직의 증가

한편 정부는 전쟁 중의 조업중단을 막기 위해 노조에 유화정책을 쓰게 되

였고 이에 따라 노조의 가입이 자유로워졌으며
산업에

노동통제의 어려움

인사조직과

임금 및 노동조건의 표준이 설정되어 전

정부는 또한 노사분규를 막기 위해

인사관리

人事管理의 도입을 기업들에게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대학에서 강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에 따라 인사관리부서를 둔 기업의 수와 인사관리자의 수가 1915 년에서

1920년 사이

증하였고，

전국적인

각 지방의

인사관리자 협의회가 조직되었으며，

(National Association ofEmployment Managers) 이
제 1 차 세계대전 중의

1919년에는

。1
:二L

H

;ζ;<:1
~

•

1

설 립 되 었다

인사관리조직의 도입은 제한적이었으며 그나마 1920년대를 통해

노동공급의 상대적인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미국사회의 분위기가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정
체 내지 퇴보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기업들의 인사관리 및 고용관계가 큰본적으로

변화한 것은 1930년대의 대공황과 제 2차 세계대전 기간을 통해서였다- 정부는 구매력의
확보 및 설업률의 감소를 위해 최저임금 및 최장노동시간을 도입하였고‘ 노조의 결성과
단체교섭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1933년 이후 노조원이 급증하고 파업이 증가하였다

노조가 결성된 기업에서는 노조의 압력에 빌려서，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노조의 설립

을 샤전에 저지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年
功序列밟Ij度. -時解흩옮IJ 度(lay-off)
도입되었다

.

업무평가 및 人事考課制度，

공식적인 승진제도 등이

제 2차 세계대전은 제 1 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노동공급의 부족과 산엽평

화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동배려정책을 낳았으며 그 결과 1945 년까지 노조는 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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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였다-

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사관리부서를

더욱 강화하고 內部勞動市場을 건설하였다

이것은 체계적인 채용(채용시험) , 인사관리，

업무의 단순화， 직업훈련， 내부승전

업무평가에 입각한 임금의 결정， 해고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사유제시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기업의 규

모 확대가 가져온 기업 내부적인 필요성에 정부 및 노조의 앓력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압
력이 결합되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관료제적인 인사관리가 정착되었다
기업의 貨金政策이나 社內福社制度도 노동시장의 여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
으로 평가된다. 소위

‘福社資本主義 (welf따ecapi때ism) ’ 라고 불리는 일련의 사원복지제도

의 출현이 1910년대에 활발하게 나타난 것은 이 시기에 나타난 노동수급부족， 이직률의

급증， 급진적인 노동운동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은 포
드 자동차회사의 소위

‘5달러 일당 (five-dollar day) ’

정책이다‘

1914년 헨리 포드는 자격

을 갖춘 자사의 노동자들에게 8시간 노동에 5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다. 당시 동종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9시간 노동에 2 ， 34달러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는 매우 파격적인
개선이었다. Raff(l 988) 는 이와 같은 임금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학적인 설명들을 검
토한 후， 이것이 산업의 평화를 사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당시에
큰 연기를 누렸던 Model-T의 판매증가로 막대한 이윤을 누리고 있던 포드사로서 가장 큰
위협은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으로 조업이 중단되는 것이었다. 특히 포드사는 막대한 고정
자본을 투자하고 있었으므로 조업중단의 잠재적인 손실은 더욱 컸고 따라서 이윤의 일부

를 배분하여 이를 막으려고 했다는 해석이 타당성을 갖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사관리
조직과 임금체계

이외에 企業年金의

도입

[Quadagno(l 988 , Chapter 4), Ransom, Sutch, and

Williamson(l993)) 이 나 평 균적 인 노동시간의 감소[Whaples( 1990), Shiells( 1990) )의 시기도
노동시장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3.

法과 政府規制

챈들러의 견해에 따르면 근대적인 대기업은 시장의 확대와 기술의 변화에 대한 조직상
의 대응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시장의 형성을 지역간 通商障뿔의 제거로 정의한다면

챈틀러의 견해와는 반대로 근대적인 대기업의 형성이 시장통합의 전제조건이었다는 다소

상반된 주장이 있다. McCurdy (l 978) 에 따르면 1870년까지 미국의 각 주 사이에는 상당한
통상장벽이 존재하였다

각 주정부는 과세，

인가， 검역 등에 있어서 다른 주의 업자를

차별함으로써 자기 지방 기업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대기업들은 전국적언 유통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군소상인들과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이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주간통상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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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로비와 법정투쟁을 벌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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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법적인 관점에서 전국적으로

통합된 시장의 형성에 공헌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대기업이 법이나 제도의 변화에 영
향둡 미침으로써， 기업의 환경자체를 변화시킨 사례를 보여준다

기업이 처한 환경(시장

과 기술)과 기업의 조직적 특성은 상호작용의 관계를 갖는다고 해석한다면， Chandler와
McCurdy의 견해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1 7)
법과 정부규제가 대기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경로는 역시 反獨古法의 제정
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정부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한 반독점법을 발전시킨 사례를 보여준다

적어도 19세기 말까지도 미국의 기업정책은 자유방임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고 기엽내부
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간여하지 않았으나， 공공의 건강， 안전. 복지와 관련된 기업의

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은 유럽의 국가

들과는 달리 封建밟Ij나 協同主義( corporatism) 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적 · 정치적 위계질서
가 부재했으며， 대기업의 성장이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특수성은 19세기
말에 나타난 산업집중의 사회적인 폐해를 심각하게 부각시켰으며 유럽보다 철저한 반독
점볍의 출현을 가져왔다 [Keller(l 980) ] .

산업규제는 근대적 대기업이 가장 먼저 출현했던 철도산업에서 시작되었다. 이 8) 1870년
대

이전까지

철도에

대한 규제는 주 · 군 (county)

지방정부에

맡겨져

있었다 [Kanazawa

(1 994)J. 1870년대 이후 전국을 포괄하는 대규모 칠도회사가 출현하고， 이들에 의한 가격
차별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이루어진다
間通商法 (InterstatεCommerce Act) 이

통과되어

1887년에는 州

요율차별을 조사하고 그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州間通商委員會(Interstate Commerce Committee) 가 창설

되었다

(1 9)

이후 1903년 엘킨스법 (Elkins Act) 은 특정고객에 대한 리베이트를 금지하였고‘

1906년의 행번법 (Hepbum Act) 은 주간통상위원회에 요율설정의 권한을 주었으며，

(: 7)

변화거래소에 관한

Lipartito (1 983) 의

1910년

연구는 유통구조의 개선과 같은 제도적인 변화에 의해

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J 8) 철도산업의 규제이유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제시된 바 있다

전통적인 견해는 독

점적인 철도회사들의 횡포를 막아 대중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으로

동시

대의 개혁주의자들에 의해 피력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수정적인 견해로 등장한 이론은 철도
규제가 특정이익집단을 위한 정부의

Kolko (J 963 ,

개입이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수정주의적

연구인

1965) 에 따르면 철도산업의 연방규제는 경쟁의 압력에 직면한 철도회사들을 보

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제적인 설명에 따르면 철도는 국지적으로 자연독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경쟁균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Hove따arnp(1991)]

(J9) 주간통상위원회의 철도규제와 그 성과의 해석은 양동휴(1 994 ， 8 장)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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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 엘킨스볍 (Mann-Elkins Act) 은 요율심사 및 기타 분쟁조정을 위한 법정의 설립을 명

시하였다. 산업부문에 대한 연방규제는 1890년 셔먼反獨러法 (Sherman Antiσust Act) 의 제
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초기의 셔먼법은 그 조항의 모호한데다 행정적 조직이 아닌 사법

부에 대한 전적인 의존 때문에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사법부는 1895년의 E. C. Knight 판
결에서 볼 수 있듯이 셔먼법을 제조업체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좌절시켰다

(20)

그러나 19

세기 말까지 차츰 규제가 강화되어 利潤配分 (φ이s) . 트러스트 (trust) . 카르텔 (cartel) 등이

불법으로 규체되었으며
만들어졌다

20세기 초에는 볍무부에 셔먼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한편 법원은 合理性 原則 (rule of reason) 을 채택하여 기업의 규모나 시장점유

율보다는 독점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 보다 신축적인 고려를 하게 된다- 이후 반독점
소송은 크게

증가하였고

스탠더드

오일 (Standard Oil)

아메리칸 토바코 (American

Tobacco) 에 대한 반독점판결은 미국 반독점규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14년에는 클레
이 튼법

(Clayton Act) 과 聯郭通商委員會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이 제 정 되 어 주간

통상법과 셔먼법에 의해 시작된 초기 규제시스템이 완성되었다 (21)
미국의 반독점법의 성격은 대기업 형성의 방식과 시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셔먼법은 카르텔과 트러스트와 같이 비교적 느

슨한 결합을 금지한 반면 持妹會社와 같이 강력한 결합은 용언하였다. 카르텔의 금지는

소규모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거업들이 공식적인 합병을
통해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경쟁을 제한할 유인을 갖게

하였으며

사이의 기업합병운동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1898년 -1902년

반면 1904년의 Northem

Securities 판결은 지주회사가 셔먼법의 적용대상이 되리라는 것을 예고하였고， 이는 이후
합병이 감소하고 다시 내부적 성장이 기업규모 확대의 주된 형태로 되는 계기가 되었다

[Freyer( 1995)) . 그리고 사법부가 합리성 원칙에 따라 기업의 행위에 근거한 규제를 시작
하면서， 대기업들의 시장전략이 바뀌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Lamoreaux(1985, chapter 6)

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수직적 통합에 의한 원료의 장악이나 제품
차별화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기존업체와 담합하면서
잠재적인 진입을 억압하는 先導企業戰略( dominant firm sσategy) 을 이용하였다 (22)
(20) 이 판결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경우는 셔먼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천명하였다

(21)

클레이튼법은 노동조합과 농산물판매조합을 셔먼법의 적용에서 제외하였고， 가격차별， 강제

계약(밍ing

contracts) . 경쟁을 저해하는 이사진이 교차파견 (inter-1ocking 이rectorship) 을 금지하

였다

(22)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부의 직접적인 산업규제 및 미국 산업규제의 비교사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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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이 기업 활동과 경기에 미친 영향에 관한 논란은 역사가 오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최근 Bittlingmayε[ (1 996) 는 1891 년 1914년 사이

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업들이 연루된 반독점관련 기소건수가 생산과 투자에 유

의한 악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대기엽들에 대한 공격이 경제적인 불확

실성을 높임으로써 투자를 저해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 결과는 이 시기

의 기업규모 확대가 시장지배력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증

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5.
5. 1.

美國 大企業의 財務 · 會計 · 支配構造

企業財務 (23)

역사적으로 볼 때 기업재무의

역사는 資本動員能力의 확대와 非對稱的인 情報의 극복

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Baskin(l 988)J. 산업화
초기의 기업들은 널리 알려진 대로 투자자본의 원천을 주로 기업유보이윤이나 친인척의
자끔에 의존하였다

이 경우에는 기업재무와 관련된 비대칭적인 정보의

문제는 별로 없

지만 자본동원의 원천이 제약된다는 단점이 있다‘ 자본동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은
차츰 지방내의 금융기관.

타치방의 금융기관，

전국적인 자본시장 등 자본동원의 잠재력

은 큰 반면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적은 익명의 투자가들에게로 자금이 원천을 확대하게
되고 이는 정보상의 비대칭성 문제를 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공적인 자본시장이 발달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이와 같은 정보의 부재에 기인한 투자가들외 위험을 낮추는 것이
었다
힐찍부터 공적인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던 부문은 철도나 운하회사와 같은 準公共

的인 성격을 띤 산업이었다. 철도나 운하는 상당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우 공
유지 불하와 같은 형태로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전망을 제공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지역적인 독점기업으로서 높은 수익

기업법의

변화와

함께

有 ßR責任 (Iimited

liabílity )제도가 확산되면서 , 정부는 채권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 기업정보의 보다 투명한
공개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로 인해 기업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용이해졌다

격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하라

(23)

각종 전문잡지 및 서적의 증가

또한 초기 철도회사의 성공으로 투자가

뉴딜 산업규제에 관해서는 관해서는 양동휴 (2000) 를 참고

McCraw (1 997) 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관한 간략한 국제적 비교를 제공해 준다

기업재무의 역사에 관한 서술은 Baskin 뻐d

Miranti (1997) 의

저서에 크게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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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확신이 높아졌고， 1. P. Morgan, Kuhn-Loeb 등과 같은 철도전문 투자은행의

간여는

철도회사들의 공신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는 철도회사들이 비
대칭적인 정보를 극복하고 일찍이 증권시장에 진출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까지도 비대칭적인 정보에 따른 위험성은 여전히 높아서 철도회사들

의 자본조달은 樣式의 발행이 아닌 負慣에 크게 의존하였다- 채권에 의한 자본조달의 장
점은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담보에 기초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유의 분산 및 경영권의 상실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높은 부채비율은 1890년대의 불황 시 많은 철도회사들이 파산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여건으로 말미암아 19세기 말까지 주식의 주종을 이루었던

것은 優先林 (preferred stocks) 였다. 이는 최소한의 고정적인 배당수입을 보장하고 파산 시

우선변제의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형태로서， 危險텀、避와 經營權防
響라는 기업과 투자가의 요구를 함께 충족시켜 주는 장점이 있었다.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다음과 같은 경제적 · 제도적

변화와 함께

普通**(comon

stocks) 의 발행에 의한 자본조달이 확대되었다. 먼저 근대적인 대기업이 형성되면서 산업
부문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뢰가 높아졌다.

둘째로，

公益慶業의 持妹會社 (public

utilities holding company) 의 자회사， 투자트러스트 (investment trust) , 상업은행의 증권회사
자회사， 개인투자가 대상 증권회사 (retail brokerage fmn) 등 個人投資家를 대상으로 한 전

문화된 금융중개기관이 출현하여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4)
마지막으로 점진적이고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기업정보의 공개가 개선되어 I帳講價植 (book
V외ue) 에 기초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시기에는 특히 배당의
크기가 기업가치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이용되었는데， 기업합병운동 이후 대기업들은 투
자가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60-80% 에 달하는 높은 배당률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여
건이 변화를 통해 일반주의 보유는 점차 확대되어

1900년에 50만 명이던 일반주 보유자

는 대공황 직전까지는 10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1929년의 주식시장붕괴는 많은 개인들의 파산을 가져오는 등 심각한 사회적인 파장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제도적 미비점과 부당거래의 관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

리를 높여서 證卷市場改후을 추진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1933년과 1934년의 證췄去來

(24)

투자트러스트는 영국에서는 1860년대부터 동장하였고 개인투자가들에게 다각화된 포트폴리
오 구성을 포함한 전문적인 자금운용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29년까지는 770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Co. 와

이 시기에 설립된 대표적인 개인투자가 대상 증권회사는 ch때esE.Mεnill

Bache&Co.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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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Securities Acts) 에 명시된 개혁의 내용을 보면 먼저 상장왼 기업들로 하여금 정기적인
회쳐보고서를 공개하게 하였다. 그리고 금융종사자의 책임범위를 확대하여 부정직하거나

성설치 못한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지도록 명시하였
증권시장의

다

규제는 證용去來委員會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를 통해

엽져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이후의 부당거래 사례나 최근의 회계부정사건에서

확인되듯이 이와 같은 증권시장개혁이 완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는 기업
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하고 투자가들의 신뢰를 높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9세기 말

이후에 꾸준히 진행된 금융상품， 자산구성， 거래기법에 있어서의 혁신은 증권시장의 성
장을 뒷받침하였다 [Graham 빼 Dodd(1934)]

이와 같은 증권시장의 양적 · 질적 발전은 시

장을 통한 직접적인 자본조달이 미국기업재무의 중심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고. 더 나아
가

‘약하고 分散된 所有와 강력하고 集中된 經營’ 으로 표현되는 미국기업지배구조가 형

성도1 는 데 있어서 제도적 기초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5.2.

企業會計 (25)

1900년까지도 미국 제조업부문 기업들의 회계보고는 양적으로 크게 부족했을 뿐만 아
니라 정확성과 표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은행， 철도，

보험회사 등의 공익기업들은 다

소 4은 편이었으나 주의 규제에 따라 회계보고의 편차가 섬했으며 규제가 제대로 지켜
지7-.~ 않는 경우도 많았다에

의해 공증되지

양적으로 부족한 공개회계자료들도 기엽이나 독립적인 회계사

않았으므로 대중은 전적으로 경영자의 정직성에 의존할 수밖에

。H>i

HλλA

이 시기에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회계보고를 했던 기엽에는 American Tobacco와 같이

다

선각자적인 경영인을 둔 기업과 외부자본의 조달이 중요했던 기업 등 두 가지 유형이 있
었다

정보공개를 꺼리는 현상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에서 발견된다

가 잘 공개되지 않은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기업의 정보

첫째로 所有主 經營者의 전통이

강하고 企業 公共性의 개념이 정착되지 않았던 상황을 들 수 있다

사적인 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서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수집의 책임이 있다는 관념이 정착되어 있었고‘

。1

는 증권의 거래에도 적용되어 주주가 기업의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이 만연
했다

둘째로， 각 주는 더 많은 기엽들의 유치를 원했기 때문에 州政府의 企業法은 대체

로 기업들에 대해 엄격한 정보공개의 요구를 하지 않았고 회계보고서를 대외비문서로 취
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셋째로， 당시 산업증권은 대체로 기업을 대리한 프로모터나 투

자은행들에 의한 대량유통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企業財務公示에 대한 압력을 행

(25) 기업회계의 역사에 관한 일반적인 서술은 Hawkins (1 %3) 의 고전적인 연구에 크게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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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會計專門家가 부족하고 會計理論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

에 회계상의 표준이 만들어지기 어려웠던 점을 들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정보의 공시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

기 시작했다. 우선 대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증가하게 되
었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한 지위를 지니지 못한 경우에는

‘購買者 責任”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그리고 주식투자가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당

거래 및 주가조작에 의한 소액투자가들의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실질
적인 개혁의 주장은 기업과 비교적 가깝게 연관된 그룹에서 제기되었다. 먼저 뉴욕證卷
去來所 (New York Stock Exchange) 는 이 미
업에 요구하도록 합의하였고
다 엄격하게 요구하였다.

1869년부터 年次報告書 (annual report) 를 상장기

1897년에는 그 동안 거의 지켜지지 않던 이 공시의무를 보

1926년에는 모든 상장기업에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유

했으며， 독립적인 회계사에 의한 연차보고서의 공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는 쉽게 수용되지 않았다.

1910년까지 非上場 部暑 (unlisted departrnent) 가 운영되어 비상

장 기업의 주식도 상장기업의 주식과 큰 차이 없이 거래될 수 있었으므로 상장기업에 국

한된 공시의무는 쉽게 회피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의 증권거래소 및 장외거래소와의 경
쟁 속에서 기업에 엄격한 요구를 강요하기는 어려웠다.
美國投資銀行協會(πle Investment

Bankers Association of America) 도 1920-1927년 사이 회

원사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산업부분의 증권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하고 이를 공시
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는 고객인 투자가들을 보호하고， 일반대중의 반감으로부터 투자

은행을 보호하는 한편， 연방 및 주정부의 증권규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증권의 인수와 판매가 기업이나 증권의 질보다 투자은행의 평판에 의존하는 상황
에서 이러한 노력은 별 설효를 거두지 못했다. 다른 한편， 회계사들은 이 시기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표준적인 회계의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20세기 초를

통해 기업의 외부자본조달의 중요성이 커지고 1913년에는 소득세

1917년에는 超過利潤

鏡 (excess profit tax) 가 도입되면서 公認會計士의 역할이 커지고 이들의 위상이 높아졌다.
1900년 뉴욕대학 (New York University) 을 필두로 대학에서 회계학 강의가 개설되어 우수
한 회계학자들이 출현하였고 1905년에는 회계사들의 전국적인 조직도 만들어졌다.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연방통상위원회(FfC) 등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표준적인 회계원칙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1917년의

~Uniform Accounting.l. 1929년의

WVerification

ofFinanci머 Statements.l 등 중요한 성과가 발표되었다 (26) 그러나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이

전까지 이와 같은 전문가집단의 개혁노력은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기업을 고객으

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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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둔 이 집단들의 요구는 강력하게 개진되기 어려웠으며 기업들은 쉽게 정보공개의 요구
를 묵살하였다

의

확산과 함께

그러나 이 시기의 매우 더딘 진보에도 불구하고 進步主義 (progressivism)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강조되어

갔으며，

브랜다이스 (Louis D.

Br때deis) 나 벌리 (Adolph Berle , Jr.)와 같은 비판적인 인사들이 부상하여 이후 기업회계규
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와 뒤이은 대공황의 발생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을 증폭
시카고 비판자들의 요구가 수용되는 계기를 가져왔다

1933년 5월의 證卷法(깐le Securities

Act) 은 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되는 기업의 성격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한 공시를 명시하였
으며 1934년에는 이 법을 자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특별기구인 護卷去來委員會 (SEC) 가

창설되었다. 위원회는 기업들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형식을 표준화하고 기업회

계원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상장기업의 정보공시를 자체적으로 규제하였다

반면

주주들에게 제출되는 정기보고서는 여전히 경영자 및 회계사의 정직성에 의존하고 있었

다- 회 계 사들의 전국적 인 단체 인 美國會計機構 (American Institute of Accounting) 는 합리 적
인 표준적인 회계원칙의

수립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證春去來所와의 協力

委월會 (Committee on Cooperation with Stock Exchange) 를 통한 작업의

결과로 1936년에는

TExamination of Financial Statement.JI 를 출간하였 고 , 會計節次에 관한 委員會 (Commission on
Accounting Procedure) 는 1939년에서 1958년까지 :'"Accounting Research Bull벼nJ 을 발간하였
다- 이와 같은 성과물을 통해 개진된 미국회계기구의 의견은 뉴욕증권거래소와 증권거래

위원회의 지지를 받으며 미국 기업들의 표준적인 회계방식으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이 20세기 초반을 통해 만블어지고 정착된 미국기엽들의 회계방식에 대해서는

적가 않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 갈래의 비판은 최근의 기엽회계부정사태를 통해 드러

나는 것처럼 이윤의 보고에 있어서 기업이나 회계사가 지나치게 큰 자율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은 이미 1960년대에 Hawkins ( 1963 )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는 전혀 다른 방향의 비판도 존재한다

기업외부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회계사들이 만든

회져방식이 19세기를 통해 경영자들이 발전시켜 온 기업내부의 통제를 위한 정보전달체
계룹 왜곡하여 미국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27) 이 견해에 따르
면 회 계 는 經營會計 (management accounting) 와 財務會計 (financial accounting) 로 나눌 수 있

으며‘ 전자는 개인의 작업 및 하부생산단위를 통제하는 쯤營情報시스템의 근간이 된다

(26) 미국회계사협회를 통한 개혁론자들의 회계표준화 노력이 회계사들과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
쳐 실패하게 된 자세한 과정은

Miranti (1986) 를

참고할 것

(2.7) 이 주장은 Johnson (1 99 1)의 연구를 통해 잘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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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까지 미국기업들은 매우 진보된 회계 및 비회계 경영정보시스템

을 건설했던 것으로 평가된다(쟁) 1920년대까지 미국 대기업의 경영자들은 주인의식이 강
했으며，

이들이 개별근로자나 하부사업장에 요구했던 것은 단기적으로 바람직한 재무상

의 결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일’ 이었다. 그리고 비용이나

마진에 관한 정보는 재무회계의 부산물이 아니라 개별근로자나 사업장에 관한 의사결정

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기업내부의 효율적인 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발달했
던 회계시스템은 企業外部의 요구에 부합하는 財務會計 (extemal fmancial ac∞unting) 의 발

전에 의해 대체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회계시스템은 경영자들의 태도
를 변화시켰고， 재무회계의 수치들은 하급관리자와 근로자들의 평가에 이용되게 되었다.

경영정보의 속성이 주관적이며 生塵 및 眼賣 過程 指向的 (process-oriented )인데 반해， 재
무회계의 특징은 객관적이고 原則 指向的 (rule-oriented) 이다. 따라서 경영자들이 재무회계

에 기초하여 경영상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기업구성원의 인센티브와 의사결정에 왜곡

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 즉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재무제표상의 목표와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생산자체를 위한 생산， 재무성과

의 조작， 장기적인 성장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의 훈련， 보수， 투자 등의 지연과 같은 부
작용을 낳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견해에 따르면 20세기 초반을 통해 회계사들에 의해

고안되고 표준화된 회계시스템은 기업의 투명성 확보에는 공헌했을지 모르지만 기업내부
의 경영정보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와 미국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5.3.

支配構造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저로 산업화 초기 미국기업의 주된 형태는 個A所有企業
이나 파트너쉽이었으며， 주식회사의 본격적인 확산은 19세기 말을 통해서야 이루어졌다.

따라서 20세기 전까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은 개인 혹은 소규모의 집단에 집중되어 있었

다

1800년까지 미국에는 모두 3357R 의 주식회사가 있었으며 , 대다수가 유료도로， 교량

및 운하，

금융업과 같은 공익산업 에 집중되어

있었다 (Berle and Means(1933 , chapter 2)J.

제조업 부문에서 주식회사설립은 19세기 초 뉴잉글랜드 지방의 대규모 면직공장의 건설
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세기 중엽 이후 철도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그러나 Kim (2oo3) 의 추계에 따르면 1880년까지도 주식회사는 전체 기업 수의 5% 머

만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며 중심적인 기업형태는 개인기업 (62%) 과 파트너쉽 (31%) 이

(갱) 기업내부의 정보시스템의 발전에 관해서는 Lev，태S빼(1 991 ，

1998) ,

Y;와es(I991) 등을 참고하라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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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세기 말이 되자 앞에서 살펴본 기업규모의 확대 및 대량생산체제의 도입과 함께

제조엽 및 광업에서의 주식회사전환이 크게 확대되었다

의 66.7% 가 주식회사에서
다
록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제조업의 경우 1899년까지 생산

이 비율은 1919년까지 87% 로 증가했

주식회사의 비율은 사업의 공공적인 성격이 중요할수록，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주석회사의

등장으로 기업의

고정자본의 필요성이 클수
所有 (ownership) 와 支配

(control)의 분리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초
가 놓이게 되었다

Berle and Means (1933) 의 선구적인 연구에 따르면 20세기의 첫 30년을 통해 미국 대기
업틀의 소유의 파편화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오늘날 볼 수
있는 미국기업지배구조의 전형적인 형태가 완성되었다. 所有의 破片化는 각 부문의 최대
기엽들의 최대주주 및 20대 주주들의 지분비율에서 잘 드러난다

1929년 현재 미국 철도

산엽의 최대기업이었던 펜실바니아 철도회사의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이
주 전체의 지분이 2.7% 에 불과했다. 제조업의 경우，
Sted) 의 최대주주 지분이

0.9%.

주주에 의해 소유되었으며，

최대기업이었던 유에스 철강(u. s.

20대주주 전체의 지분이 5.1% 였다

가운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144개 기업을 보면

20대주

0.34%.

당시의 200대 기업

절반 이상의 기업이 50.000명 이상의

주주의 수가 5000명 이하인 기업은 20개사에 불과했다

200

대 이하의 기업들도 거대기업들보다는 느렸지만 소유의 분산화가 상당정도 진행되어

있

었다.

스유의 파편화와 함께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기업소유와 지배의 분리현상이었다
andMeans에 따르면 企業支配의 형태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Berle

1) 完全

한 所有에 기초한 지배. 2) 多數持分에 기초한 지배， 3) 피라미딩이나 의결권이 없는 주
식의 발행 등 法的인 道具에 의한 지배. 4) 小數持分에 기초한 지배， 5) 참營者에 의한

지버 등이다.

소유가 파편화된 대기업의 경우，

확보하기 어렵다

어느 주주도 지분에 기초하여 지배권을

원칙적으로 주주는 직접 의결에 참여하거나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하며 이사진의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파편화된 소유구조 하에서 주주들은

많은 노력을 들여 기업경영을 통제할 유인을 갖지 못하게 된다. 반면 전문경영인들은 정
보력 의 우위 , 주주총회 시 代理人委員會 (proxy cornrnittee) 를 구성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이사친의

선임과 이사회의

운영을 통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Berle and Means(l 933 , chapter 5)는 1920년대 미국 200대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지배권의 분
포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국 대기업의 58%
는 경영자에 의한 지배

22% 는 볍적인 도구에

의한 지배구조를 타나내고 있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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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까지 대다수의 미국 대기업들은 소유에 기초하지 않은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소유의 파편화와 소유 · 지배의 분리는 전통적으로 근대적인 대기업의 형성이 가져

온 부산물로 파악되었고， 기업조직의 변화가 그러했듯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
타난 기업 진화의 한 형태로 이해되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Chandler ( 1977) 는 대규모
자본동원의 필요성 증가， 해외진출과 다각화에 따른 경영의 복잡화는 소유의 파편화 및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시켰던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근대적 대기업의 대두에도 불
구하고 많은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는 다른 기업지배구조를 발전시켜왔다. 예컨대 독일이

나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산업화 단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대규모 지분
보유가 일반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구조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국가에 따른 기업지
배구조의 차이와 그러한 차이의 역사적인 존속은 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파편화

된 소유구조와 경영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낳게 된다.
Roe (1 994) 의 연구는 美國企業支配構造의 형성을 政治的인 요인에 의해 설명한다.

즉

미국대중은 역사적으로 대규모 금융기관에 의한 경제력의 독점에 대해 강한 불신과 반감

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19세기 말부터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표출되
었다는 것이다.

애초에 지점설립의 규제로 인해 파편화된 단점체제를 형성했던 은행은

대기업의 대주주가 되기에는 지나치게 규모가 작았으며
권업 겸업과 주식소유를 제한하였다

1930년대의 은행법은 은행의 증

20세기 초의 가장 거대한 금융기관이었던 保險會社

는 1906년 이래로 주식의 보유가 금지 내지 제한되었으며， 뮤추얼 펀드와 年基金 (pension
funds) 도 대규모 지분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 · 구조적 제약을 받았다. 소

규모 지방은행들의 연합과 같은 이해집단은 어떤 경우에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대부분
의 경우 법안통과 이후 규제의 유지를 위해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였다. 요컨대 대규모
금융거관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이해집단의 로비에 기초한 일련의 규제법안으로 인해 機

關投資家에 의한 대지분의 보유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고 미국 기업은 個A投資家를 중
심으로 하는 파편화된 소유구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Roe(2003) 는 더 나아가 여러
선진국들의 기업지배구조상의 차이가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잘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특
히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는 주주와 경영자 사이 代理A費用 (agency cost) 을 증가시켜
미국식의 파편화된 소유구조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
력집중에 대한 반감이 대규모 금융기관의 규제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유럽에서와 같은 외
부적인 정치적 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소유의 분산화가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지배구조의 형성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은 어떤 支함體造模型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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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의 논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형태는
결코 정치적인 진공상태에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난 제도적인 진화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적어도 아무런 외적인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효율성을 추구하여 이루어

진 변화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둘째，

한 사회의

기엽지배구조는 다른 政治的 · 社會的 · 文化的 요인과 상호작용을 하며 歷史的으로 형성

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기업지배구조와 맞물려

있는 정치 · 사회 · 문화적 속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업의 구조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

다

영국의 경우

1979년 보수당 집권 이후 정치적 우경화 및 탈규제의 과정이 진행되면

서 비로소 기업소유분산이 증가하기 시작했던 예는 이를 잘 보여준다-

맺음말: 歷史的인 經驗이 주는 몇 가지 示뺏點

6.
기업조직에

관한 챈들러의

기념비적인 연구에

따르면，

시장의

확대나 기술의

진보와

같은 경영여건의 변화에 빠르게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그 산업의 선도자가 된 기업

은 결국 전국 혹은 세계시장을 압도하는 경쟁력을 확보하여 그 분야의 先導企業으로 부
상하였다- 선도기업들은 물적인 생산설비， 유통조직， 경영조직 등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
를 통해 組織上의

力量 (organizational capabilities) 을 축적했으며 , 이것이 기엽의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의 원농력이 되었다.
서의 조직상의

19세기 말에 성장한 자본 · 기술 집약적 산업에 있어

역량은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를 통한 規模의 經濟 달성， 전후방 통합을

통한 大量生풀과 大量流通의 결합， 範圍의 經濟를 실현한 제품의 다각화， 그리고 무엇보
다도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제적인 경영조직의 건설을 통해 얻어졌다. 20세기의 가장 성공
적인 대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혹은 제품이 출현한 후 10년 이내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

안 생산， 유통， 경영 조직에 대한 세 갈래 투자를 수행하여 선점기업으로 발돋움하였고.

국내 혹은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흉입企業으로 성장하였다- 한 산업의 경쟁력은 이와 같
은 과점적인 근대적 대기업들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었다

기업조직상의 실패가 산업의

실패， 더 나아가 전체 국민경제의 상대적인 쇠퇴로 이어진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 . 한 시대를 대표하는 산업들에 있어서의 기업경쟁력은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

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시각은 1960년대 말 이후 미국경영자본주의의 쇠퇴요인에 대해 유용한 시사
점쓸 던져준다- 챈들러에 따르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출현한 미국의 쯤營資
本드義 (managerial capita1ism) 의 역동성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20년 동안 전성기를 구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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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기본적으로 196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전쟁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이로 인한 지리적 공간의 축소， 미국주도의 무역장벽 완화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었으나 20세기 초에 형성된 대기업들은 여전히 건재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같이
새로운 분야에서도 설비， 유통， 경영인력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 소수의 선도기업

이 출현하고 이들이 해외진출과 R&D에 기초한 다각화의 전략으로 성장하는 등 과거와
비슷한 기업성장의 패턴이 나타났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대기업들이 경쟁의 격화와 이

윤율의 저하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미국의 경영자본주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다. 챈들러는 이러한 위기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경영조직의 붕괴를 제시한다.
우선 이윤율의 감소에 직면한 기업들이 기술적인 관련이 적은 분야로의 다각화를 통해

난국을 타개하려 하였고 이는 대규모의 企業合佛 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출현한 多
品種巨大企業( conglömerates) 은 경영조직에 엄청난 부담을 가하게 된다. 경영자들은 기업

내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게 되었고 수많은 상이한 부서의 설립

은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에 과부하를 일으켰다. 경영진의 지나친 확대로 인해 경영자간
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의사결정이 인적인 논의보다 자료에 의존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

타났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기업합병이 실패로 끝나고 1970년대를 통해서는 대규
모 企業分웹의 파동이 이어지게 되어

1970년대 중반까지 기존합병기업의 절반이 분리되

었고， 기업의 합병과 분할이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대두되게 된다. 여기에는 資本市
場의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2차대전 이후 주식소유가 대중화되었고， 연기금

의 규모가 커졌으며， 뮤추얼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런데 챈들러에
따르면 연금 및 뮤추얼펀드의 관리자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건전성이 아닌 단기적인 수익
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결과， 경영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외시하고 단기적인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기업의 조직상

의 역량을 파괴하고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29) 이러한 견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안목과 개인적인 책임의식을 가진 경영자를 중심으로 하는
견고한 경영조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이며

이러한 경영조직은 한 기업의 업종이 기술적

으로 어느 정도 동질적일 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앞에서 제시된 서베이는 기업조직에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갇은 점을 시사한
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역사적인 경험은 技術的인 요인과 市場 環境의 변화가 기
업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 영국， 독일의 대기업

(29) Chandler (l 994).

H와1(1994).

Baldwin and Clark (l 994)

등은 1960년대

의의 성격변화와 그것이 기업경쟁력에 미친 영향을 잘 정리해 준다

이후 미국 경영자본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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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주로 화학， 석유， 금속， 전기 등 資本 · 技術集約的인 塵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
고. 이러한 특성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대기업의 산업별 분포는

20 세기를 통해 산업화에 성공한 후발국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제도적 환경과 정부의 정책
이 상이한 시대와 국가에 대해 발견되는 산엽구조상의 공통적인 성격은 대기업이 특정한

기술 · 시장의 변화에 대한 조직상의 대응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자본 · 기술

질약적인 산업의 중요성은 현재에도 여전히 크며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까지 그러하리라
고 예상된다. 또한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과정이 지속될 경우 세계시장의 추가

츠인 통합은 기업규모 확대의 유인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세기를 통해
많은 국가에서 유지되어 온 대기엽 중섬의 산업구조가 21 세기에 들어와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반면 근래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과 기술의 변화는 기존 대기업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

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보급은 기업 내 권한관계와 직무구조를 보

다 수평화시키고 의사결정을 분권화시킴으로서 기존 대기업들의 관료제적인 성격을 약화
시 키 는 경 향이 있다 [Bresnahn‘ Brynjolfsson, and Hitt(2002)]. R며 an 뻐d Wul f( 2oo3) 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중간관리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미국의 300대 기업
들의 경영조직이 근래에 들어 수평적으로 변모하였다 i 또한 20서1 기 초반을 통해 형성되
었던 기업들의 내부노동시장은 1980년대 이후 크게 유연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30) 이와
함께 많은 대기업들이 수직적으로 결합되었던 회사를 分社시키고 원자재.

중간재 및 기

타 서비스의 공급을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정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거래비용의 감소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경쟁압력 및 불확
실성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1)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시사점은 한 국가의 企業構造가 기술이나 시장과 같이 시대

(30)

아직까지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1980년 이후 이직률이 높아지고 직엽의 안정성이 저하

되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Hansen (1 999). Bemhardt et al. (1 999)

s、~innerton

and Wial (1 995) ‘ Neumark. Polsky‘ and

등을 참조할 것，

(3 1) 그러면 왜 19세기의 기술변화와 시장의 통합은 기업의 수직적인 통합과 관료제적인 기업구
조를 낳은 반면 20세기 말의 유사한 기술변화 및 시장의 확대는 아웃소싱의 확대와 경영조
직의 유연화를 가져왔을까 9 이에 대해 확실한 해당을 먼지기는 어렵지만 앞에서 제시한 서
베이를 기초로 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로 19세기의 교통통신의 발

달이 가져온 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제품의 출현은 지역이나 업종에 있어셔 기업 활동의 외
연을 크게 확대했으며，
로 판단된다

이것이 가져온 통합의 유인은 거래비용 감소효과를 압도하였을 것으

반면 20세기에 있어서는 시장이 과거보다 발달하였고， 국내 및 해외의 경쟁압

력이 더 크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는 수직적 통합보다 더 큰 거래비용감소효과를 낳은 것으
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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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가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특수

한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요인에 의해 역사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챈들러가
비교적 간과했던 資本市場， 勞動市場， 法과 政府政策이 기업구조에 미친 영향에서 잘 드

러난다

미국이 가장 먼저 근대적 대기업의 형성과 발달을 경험했던 것은 챈들려의 지적

과 같이 시장과 기술의 특성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었지만

유럽국가들과 구별되는 자

본시장의 성격， 노동조직의 강도， 숙련공의 공급조건， 반독점 규제의 성격 등의 요언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자본시장

노동시장， 정부규제의

성격 등은 미국의 고유한 政治的 · 社會的 · 文化的 배경에서 歷史的으로 형성되었음을 관
찰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에는 국제적인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는 미국의 기업재무 · 회
계 · 지배구조는 적어도 19세기 말까지는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전근대적인 것이었

으며，

이후 오랜 시간과 사회적인 갈등을 거치며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해 왔던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기업지배구조의 형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잘 드러나듯이 이와

같은 제도적 진화는 정치적인 진공상태에서 순전히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

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와 무관한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인 제약과 압
력에 크게 좌우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미국의 企業財務 ·
會計 · 支맴觸造를 국제적연 표준 혹은 모델로 수용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선 기업의 구조와 관행을 변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미국과 같은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 (적어도 단기적으로) 산업 ·

기업경쟁력의 제고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둘째， 미국의 제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정치 ·
사회 · 문화적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었던 만큼， 특정한 제도의 도입은 기

존 기업구조의 다른 변들과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32)

(32) 이러한 함의는 선진국의 산업정책의 역사에 기초한 Chang(2002) 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연구는 선진국들의 산업화 초기단계의 산업정책과 제반제도들은 오늘날의 표준으로는 후
진적인 것이었으며 이것들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적지 않은

사회적인 갈등과정이 소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을 볼 때
오늘날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 제안하는 산엽화의 전략은 선진국들의 이해에 따른 것이며

후진국들의 경제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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