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1950년대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자원, 자본, 시

장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미국의 데밍(W. E. Dem-

ing)은 일본을 방문하여 서구의 경 관리방법을 소개하 다. 일본은

‘서구를 모방하자(copy the west)’라는 모토를 내걸고 미국을 벤치

마킹(benching marking)하 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구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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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요타는 카이젠(改善, kaizen)이라는 일본의 독특한 경 혁신기

법을 개발하 다. 1970년대에 국제적인 석유파동으로 곤란을 겪을

때 일본의 산업계는‘자본이 없으면 머리를 써라. 머리가 없으면 땀

을 흘려라’를 외치며 부단하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국제경쟁력을

획득하고 1980년대에는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반면에 국제경쟁력을 일본에 내어 준 미국은 동시공학(concurrent

engineering)이라는 일본의 경 혁신기법을 벤치마킹하고 비즈니스

전쟁에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대적인 다운사이징을 시행하

고 품질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총괄적 품질경 (TQM：total

quality management)을 도입하고 1990년대에는 프로세스를 획기적

으로 개선시키는 리엔지니어링(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

ing)이라는 경 혁신기법을 창안하 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0년대에는 크라이슬러의 네온이 일본차보다 우수하다는 평을 듣

게 되었고 미국은 1990년대 전후 최대의 호황기를 맞게 된다. 2000

년대에 들어서는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서방세계를 위협하는 테러와

이에 대응하는 전쟁의 위험이 세계경제를 다시 혼미상태로 빠져들

게 하고 있으나 브릭스(BRICs), 특히 중국경제의 호황과 위안화(元

貨) 절상,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 등 또 다른 세계경제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예견하게 하

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로벌 경 환경 속에서 로벌 경쟁에 대응

하여 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 의도적으로 변화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밖에 없다. 경 혁신은 기업이 환경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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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품, 사람, 경 방식, 프로세스에 의도적으

로 시행하는 계획적인 노력을 총칭한다. 경 혁신은 변화하는 환경

에 대응하여 혁신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업의 역량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쟁우위를 추구하는 경 방식이며 이러한 경 혁신을 시행하는 데

있어 정보기술은 핵심기반기술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경 혁신은 혁신(innovation)과 개선(improvement)으로 구분된다.

혁신은 현재를 잊고 무에서 시작하여 한 번의 획기적인 변화에 의하

여 극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접근방법으로 정보기술이 중요한 핵심

기반기술로 이용되며 높은 투자와 위험을 수반한다. 따라서 혁신은

조직의 상위층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비하여 개

선은 현재의 상태를 조금씩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접근방법

이다. 여기에는 통계적 기법들이 주로 활용되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

지 않고 위험부담도 적으며 현장을 중심으로 변화가 관리된다. 혁신

의 범주에 해당되는 혁신기법으로는 리엔지니어링, 동시공학, 다운

사이징, 아웃소싱 등이 있으며 개선의 범주에 속하는 혁신기법에는

카이젠, 벤치마킹,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 품질경 등이

있다.

2. 카이젠

카이젠은 일본식 경 혁신 방안으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

배한 후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돈이 없으면 머리를 써라. 머리가

없으면 땀을 흘려라’, ‘노력, 노력, 노력, 그리고 카이젠, 카이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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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젠’을 외치며 부단한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발한 기

업체질개선방안이다.

일본은 1870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자금력이 있는 가족지

주회사 중심의 대기업 재벌(財閥：자이바쯔)로 구성된 산업제국을

형성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점령정책에 따라 일본을 삼

류국가로 전락시킬 목적으로 대재벌의 해체를 추진하 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1950년의 한국전쟁의 발발은 미국

의 점령정책을 변경시켰고 미국은 다시 일본을 일류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 다. 일본기업들은 전과 같이 지주회사를 두지 않고 법

적으로도 계열을 형성하지 않으면서 은행, 보험회사, 종합상사 등을

중심으로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열(系列：게이레쯔)

을 형성하며 발전하 다. 더욱이 1970년대 2차례의 오일쇼크는 미국

에서 일본의 경차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 고 1980년

대의 초엔고를 일본기업은 오히려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활

용하 다. 일본이 패한 후 자본의 부족, 열악한 자원, 좁은 국토, 시

장규모의 협소, 낮은 기술력 등 열악한 국내환경과 불리한 국제환경

속에서도 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할 만큼 성공적으로 기업이 체질을

강화시킨 것은 일본정부의 정책이나 지원보다 기업들이 지속적인 노

력으로 경 혁신을 추구하며 자체적으로 축적한 기업체질 강화방안

인 카이젠의 체질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대대적으로 서구를 벤치마킹하 다.

1950년 일본을 방문한 데밍은 자료와 사실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강

조하고 시장조사, 제품개발, 생산, 판매로 구성되는 데밍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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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ng cycle)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품질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 다. 또한 슈하르트(W. A. Shewart)의 통계적 품질관리, 쥬

란(J. M. Juran)의 프로젝트 관리기법, 화이겐바움(W. A. Feigenbaum)

의 총괄적 품질관리(TQC：total quality control) 등 미국의 경 관리

기법들이 일본에 전파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경 기법들을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개선을 추구하여 그들만의 독특

한 카이젠이라는 경 관리기법으로 발전시켰으며 린생산(lean pro-

duction)방식, 동시공학, 유통혁신, 전사적 품질관리(CQM：compa-

nywide quality control), 품질기능전개(quality function deployment)

등을 포함하는 경 혁신기법으로 일본기업의 경쟁우위를 통한 일본

경제의 세계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게 된다. 그 결과로 1980년대에는

일본에 경쟁우위를 내어 준 미국이 반대로‘일본이 할 수 있다면 미

국이 못할 이유가 없다’는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반대로 일본기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혁신을 추구하기에 이른다.

카이젠은 특히 품질관리를 경 에 카이젠을 도입하는 총체적 수단

으로 보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품질이 기업의 존속을 결정짓는 필수

적인 전제조건이므로 고객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품질, 원가, 공정

등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카이젠은 현장을 매우 중시하며 모든 카이젠이 현장으로부터 출발

한다는 것이다. 현장은 일이 실제로 수행되는 중요한 곳으로 현장을

통해서만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점을 미리 예견할 수 있으며 연구 또

는 개발부문과 제조부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차이를 미리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이젠은 현장을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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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운동을 병행한다. 5S란 정리(settle), 정돈(standstill), 청소(sweep-

ing), 청결(sanitary), 습관화(style)를 말한다. 

카이젠은 과정을 중시하며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혁신기법이

라는 것은 이미 혁신과 비교하여 설명된 바 있다. 구미의 기업은 대

규모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한 번에 극적

인 결과를 추구하는 혁신에 주안점을 두는 데 반하여 카이젠은 현장

에서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부단한 노력으로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

한다. 

카이젠은 현장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제안제도를

그 기본으로 삼아 창의성을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안제도는

1894년 NCR, 1898년 고다쿠사, 그리고 1905년 제안을 위한 의견상

자를 배치한 가네보에서 시작하 으며 1946년 도시바에서는 본격적

으로 제안제도를 제도화하 고 1950년에는 마쓰시타, 1951년에는

도요타에 파급되었다. 도요타의 도요다 에이지(豊田英二) 회장은

‘일본의 노동자는 손만이 아니라 머리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

카이젠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수단은 소집단 활동이다. 작업자를

비공식적이고 자주적인 소그룹을 구성하여 최선의 작업방법을 논의

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도록 유도하 으며 후에 이러한 소집단은 품

질분임조(quality circle) 등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카이젠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으

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는

부문 간의 협조와 경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한다. 구미기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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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간의 문제를 분쟁으로 보고 개인의 문제를 결점으로 여기기 때

문에 구성원들이 가능한 한 문제를 숨기려 하고 기업은 분쟁 당사자

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나 카이젠은 서로의 문제를 인정하고 서로

의 협조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추구하므로 그 접근방법에서 구미기

업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카이젠은 모든 분야의 관리법을 카이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품질

관리를 카이젠을 도입하는 총체적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므로 카

이젠은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법으로 품질관리에 적용되는 방법들

을 도입하여 양적 데이터를 해석하는 수단으로는 흐름도, 특성요인

도, 파레토그래프, 히스토그램, 관리도, 산포도, 각종 그래프를, 계량

화가 힘든 경우에는 친화도법, 연관도법, 계통도법, 매트릭스도법,

매트릭스데이터해석법, PDP(process data program) 차트, 화살표 다

이어그램 등의 도구를 활용한다.

3. 린생산방식

린(lean)은 야윈, 마른, 작은 것을 의미하며 린 생산방식은 제2차 세

계대전 후 시장, 자원, 자본 등이 열악한 일본의 기업환경 속에서 형

성된 공장운 , 제품개발, 부품조달체계, 판매유통체계, 그리고 기업

경 의 광범위한 기능을 갖는 일본식 경 방식으로 당시 세계를 풍

미하던 미국 등의 대량생산 방식과는 현저한 차이를 갖는 경 방식

이다. 린 생산방식은 생산혁신의 천재로 불리는 도요타의 오노 타이

이치(大野耐一)가 창안하고 MIT공대의 국제자동차산업연구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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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IMVP：international motor vehicle program)의 연구원인 크라식

(J. Krafcik)이 일본의 이러한 특수한 경 방식을‘린 생산’이라고 처

음으로 명명하 으며 린 생산방식은 이름 그대로 노동력, 면적, 생산

소요 시간, 재고, 결점수 등이 다른 생산방식보다 현저하게 적으면서

도 제품은 더욱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방식이다. 

1950년 도요타의 창업주인 도요다 에이지가 오노 타이이치와 포드

의 디트로이트 루지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후 일본에서는 미국의 대

량생산방식이 절대로 일본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

로 새로이 회사, 수요자, 유통업자, 공급자 등 모두를 공동체의 개념

으로 하여 고안한 것으로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전 세계를 풍미한

경 방식이다.

적시생산방식은 린 생산방식에서의 부품조달 및 공장운 방식이

다. 미국 디트로이트를 방문한 오노 타이이치는 자동차 공장보다 미

국식 대규모의 슈퍼마켓의 운 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미국의 슈

퍼마켓은 초기에는 상품과 소비자가 격리되어 소비자가 요구하는 물

품을 점원이 찾아 내어주는 방식이었으나 1930년대부터는 넓은 매장

에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골라 구

매하는 현재의 방식이었다. 오노 타이이치는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상품들이 수많은 소비자의 무작위한 구매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채워

져 가는 현상에 매우 깊은 흥미를 느꼈으며 그 결과로 개발된 방법

이 적시생산방식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대량생산방식의 각 작업장

에는 작업에 필요한 부품이 대량으로 재고로 싸여 있음에 반하여 모

든 조건이 열악한 일본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공장을 운 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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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도 자원도 더욱이 수요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적

시생산은 꼭 필요한 양을, 꼭 필요한 시기에 생산하거나 공급함으로

써(just-in-time delivery of purchased parts) 낭비의 근원인 재고를

근본적으로 없애자는 철학 위에 정립된 공장운 방식이다. 

적시생산시스템은 집단가공기법(GT：group technology)에 의한

배치로 라인생산을 추구하며 각 작업장의 부하는 균등하게(uniform

workload) 부여된다. 이종의 부품생산에서 요구되는 금형교환 등에

따른 가동준비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임으로써(reduced setup times)

혼류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작업물의 입고, 출고 , 생산, 이동 등은 칸

반(kanban)에 의하여 통제된다. 작업자는 다기능을 보유하여(multi-

functional workers) 작업, 품질검사, 청소, 고장수리 등 모든 업무나

작업을 함께 수행한다. 비슷한 예로 축구감독 히딩크(G. Hiddink)는

각 선수에게 필드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여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 으며 우리는 이를 압박축구라 불 다. 모든 설비

는 사전에 철저히 검사 보존되고 고장발생 시에는 모든 작업자가 합

심하여 바로 수리한다(total preventive maintenance). 권한은 작업자

에게 하부로 이양되어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품질분임조 등 소그룹

을 중심으로 스스로 처리되고 개선방안이 제안되도록 유도하여 최

선을 방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불량이 확인되면 누구

라도 라인가동을 중단시키며 불량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확인

한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라인이 자주 멈추게 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멈춤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높은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된다.

적시생산시스템은 꼭 필요한 양만큼을 꼭 필요한 시간에 생산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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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재고, 운반, 불량품, 초과 및

조기달성, 가공, 동작, 대기와 같은 7가지의 낭비를 제거하는 것을

추구한다. 

4. 총괄적품질경

총괄적 품질관리는 1956년 화이겐바움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화이겐

바움은 품질이 고객에 의하여 정의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만약

품질을 알고 싶다면 고객에게 물어보라’고 하 다. 또한 품질은 결

점이 아닌 우수의 개념이며 개개 부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직 전체,

그리고 공급자에서 고객까지의 가치사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으

로 품질의 개념을 시스템의 개념으로 확대시켰다. 또한 품질비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예방비용, 교정비용, 검사비용에 의한 상호관계를

정립하 다. 이러한 총괄적 품질관리를 전수받은 일본은 그들의 카

이젠을 강조하는 품질관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전사적 품질관리라

이름하 다.

전사적 품질관리는 고객만족을 위한 제품책임을 전제로 전 구성원

과 부서가 품질지향 조직정신을 가지고 제품설계, 제조, 판매, 사후

관리의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관리하고 개선하며, 모든 분

야의 전 과정을 카이젠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품질관리방법

이다. 즉 품질은 소비자에게는 존재하든지 않든지 둘 중 하나라는 고

객지향 정신을 바탕으로 좀 더 좋은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제공하

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품질기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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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의해서 소비자의 요구는 부품, 공정사양, 생산사양, 그리고 서

비스에 체계적으로 반 되며 신제품 도입 시 부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공정, 생산, 검사, 그리고 출하의 전 부문 간 조정을

통하여 사전에 제거한다는 것이다. 

품질관리의 개념은 품질경 의 개념으로 발전하여 1985년 미국에

서는 품질경 을 보증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을 강조하는 총괄적 품

질경 의 개념이 도입된다. 총괄적 품질경 은 고객지향 문화를 바

탕으로 품질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품질경 방식으로, 품질의

결과보다 품질을 계획·조직하고 감독·통제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

할 수 있는 행위나 관행의 구성에 관심을 갖는다. 품질에 관한 국제

규격인 ISO9000시리즈는 품질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을 위한 총괄

적 품질경 의 표현이다. 드루커는 무결점 경 이 총괄적 품질경

이라 하여 품질경 의 중요성을 강조하 으며 미국정부는 1987년 총

괄적 품질경 의 확산을 목적으로 말콤볼드리지(Malcolm Baldrige)

품질상을 제정하 다. 

5. 벤치마킹

벤치마킹은 변화에 대응하여 사전에 결정적 성공요인을 구축하고 지

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기법이다. 미국의 제록스는

일본 캐논의 NP400 복사기가 자신들의 제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고 가격이 낮은 것을 보고 두 복사기를 비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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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캐논의 복사기는 동시공학으로 제품개발 소요시간을 단축시

키고 제한된 수의 공급자로부터 부품이 저렴하게 공급되는 등 두 복

사기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력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그 결과로 1982

년 로체스타에서 실시한 자사 교육에서‘competitive benchmarking’

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벤치마킹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 목표로 설정하고 내부의 방식과 비교·평가하여

창조적인 모방을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과정을 통해 객관적으

로 변화의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경 수단이다. 즉 벤치마킹은 조직

의 내·외부, 세계 어느 곳의 어떤 조직이든 선도자적 위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자신의 방식과 비교·평가하는 지속적인 측정과정을 통해

성과를 개선하고 개선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벤치마킹은 누구와 무

엇을 비교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를 측정·비교하여 둘 사이의 차

이를 파악하고 차이의 원인을 밝혀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비교할 대상(what)을 결정해야 한다. 벤치마킹은

자원배분, 전략, 계획, 기술, 품질, 비용, 공정, 사람, 경 변화 등 개

선이 요구되는 경 전반의 광범위한 과정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

으나 자사와 경쟁적이거나 유사한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대상을 확

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적절한 성

과측정치를 결정하여 자신의 성과가 먼저 측정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남을 배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상대(whom)가 있어야 한다. 벤치마킹은 유사하거나

경쟁적인 대상 또는 프로세스에 대하여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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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대로 시행할 수 있다. 조직 내부 벤치마킹은 부서 부문 간의 현

재의 업무개선을 위하여 다른 부서의 업무내용을 기준점으로 하여

자신의 부서의 현행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고, 조직 외부 벤치마킹은

경쟁기업의 강점과 약점, 같은 산업에 속하는 기업 전체의 동향, 그

리고 선두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내용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비교

기준을 삼는 것이다. 벤치마킹의 상대와는 상호교환적 관계위에서

호혜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며 호혜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

을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자료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

므로 벤치마킹은 적절히 수행되지 못할 것이다.

상대와 대상이 결정되면 적합한 성과측정치에 의하여 상대와의 차

이 정도(how much)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측정을 위해

서는 대상조직의 구조, 문화, 상황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많은 자료가 수집 측정되어 분석되고, 그 결과로

차이의 정도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왜 차이가 나는지(why), 즉 상대의 우수한 성과를 제

공하는 원인과 방법인 프로세스의 실행동인(process enabler)을 밝히

는 것이다. 벤치마킹의 목적은 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변화를 추

구하는 것이므로 차이의 정도만이 아니라 실행동인을 파악하고 배우

며 이에 따라 부단하게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벤치마킹은 경쟁에 대한 인식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고 지속적인 개

선을 추구하여 경쟁력의 우위를 확립하기 위한 혁신기법으로 리엔지

니어링, 동시공학, 지식경 등 다른 경 혁신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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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습조직

학습조직은 정보와 지식이 조직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학습은 지식을 창조하기 위한 수단이며 학습조직은 학습

이 일상화된 조직으로 지식경 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

천전략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조직은 항상 변화

해야 하며 학습조직은 조직 전체가 항상 새로운 것을 학습함으로써

변화에 능숙한 체질을 구비한 조직을 말한다. 1980년대 말 학습조

직의 창시자인 센게(P. Senge)는 제5수련(the fifth discipline)에서

학습조직의 기본원칙으로 회사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

전을 함께 공유하며,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생각을 위해 스스로 노

력하며, 팀으로 함께 학습하며 나아갈 것을 제시하 다. 학습조직은

비전을 가지고 개방된 사고와 창의성 위에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는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많은 경 혁신들이 일회성으로 적

용되고 지속적이지 못함에 반하여 학습조직은 항상 학습하는 조직

문화의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환경과 기업과의 관계는 동적이며 진정한 경쟁우위의 원천은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전사적인 능력을 통합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

는 능력에 있다. 다양하게 발전하는 조직 내의 기술과 능력을 통합하

고 적용하여 경쟁우위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조직의 집단적인 학

습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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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식경

학습조직은 1994년 노나카(I. Nonaka)가 지식경 (knowledge

management)의 개념으로 구체화된다. 지식경 은 지식을 기업의 가

치의 근원으로 보고 조직의 핵심자산으로 간주하여 지식을 창출하고

형식화하여 전파함으로써 기업의 가치창출 활동을 극대화하고 이를

제품, 서비스, 시스템으로 형상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추구하는

경 방식이다. 그러므로 지식경 은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지식을

창조하고 개선하여 새로운 지식체계를 획득하고 이를 통하여 행동이

변화하고 새로운 신념과 행동체계를 구축하는 학습조직을 목표로 한

다. 지식경 의 효율적 실천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4대 요소로는

프로세스, 사람, 조직, 정보기술을 들 수 있다.

지식을 확보하는 절차인 지식활동이나 지식프로세스는 창출(gen-

eration), 형식화(codification), 전파(transfer)의 세 과정으로 구성되

며 우선순위 없이 상호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된다. 지식 창

출과정은 지식의 창조(creation), 통합(synthesis), 융합(fusion), 각색

(adaptation) 등의 획득과정을 말한다.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지식

을 선험지(a priori knowledge)라 하면 학습의 결과로 얻어지고 축적

되는 지식을 후험지(a posteria knowledge)라 한다. 후험지는 경험지

(experimental knowledge)와 분석지(analytical knowledge)로 구분된

다. 경험지는 학습이나 업무경험이 축적되어 획득되는 지식임에 반

하여 분석지는 학습이나 업무의 결과로 나오는 자료 등을 분석하여

추출된 지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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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화는 창출과정을 통하여 변화되거나 축적된 지식을 통합이나

결합의 과정을 통하여 언어로 바꾸거나 다른 형식으로 바꾸는 과정

으로 일종의 표상화(representation)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요약되고

압축되어 의식으로 존재하나 그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주관

적인 암묵지(tacit knowledge)를 언어의 형태로 표현된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디지털의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바꾸는 것은 형식

화의 예이다. 암묵지는 어머니의 손맛으로 표현되는 김치 담그기와

같이 그 내용을 외부로 표현하기 힘든 덩어리 지식이다. 형식지는 김

치 담그는 절차를 유형화하고 표준화하여 각 절차를 기술함으로써

형식화할 수 있다. 이는 사용되는 재료의 질과 양, 배합비율, 배합절

차 및 배합시간, 용기의 종류와 질, 숙성기간 등 다양하게 유형화되

고 표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형식지는 매뉴얼, 문서, 데이

터베이스, 수학공식, 또는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표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파는 지식을 공유, 축적, 배분하는 등 지식의 이동과

관련된 과정을 말한다. 지식은 개인의 암묵지가 다른 사람에 전수되

어 다른 사람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사회화(socialization), 암묵지가

형식지로 변환되어 전파되는 외부화(externalization), 형식지로 표시

된 지식이 개인의 암묵지로 변환되어 실제화되는 내면화(internaliza-

tion), 그리고 형식지가 확대되어 또 다른 형식지로 변환되는 종합화

(combination) 등의 변환과정을 갖는다. 이러한 변환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지식인 개인지는 조직의 차원의 지식인 조직지로 확산되어

간다. 

지식경 에 있어서 사람은 매우 중요하다. 지식 프로세스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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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모든 지식노동자(knowledge worker)의 질적 중요성은‘모든

것이 사람이다’(It’s all about people)라는 맥킨지(McKinsey)의 구호

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또한 효율적인 지식경 을 위해서는 지식

경 을 총괄하는 CKO(chief knowledge officer)의 위상, 리더십, 역

할, 자질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식경 의 또 다른 요소는 조직으로 그룹웨어 조직 또는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으로 지식경 전담조직이 구성되고 구성원은 마인드

쉐어(mindshare)를 통하여 지식만이 아니라 노하우, 마음, 지혜까지

철저히 공유하는 조직문화 속에 효율적으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지

식경 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식창출, 가공, 확산을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연구활동과 승진 등을 제도적

으로 지원하는 지식경 보상체계가 지원되어야 한다. 

정보기술은 지식경 의 핵심기반기술로 활용된다. 정보기술은 지

식의 창출, 형식화, 전파로 구성되는 지식프로세스에 있어서 지식창

고와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식지도를 작성하는 등 객관

성과 실천전략을 부여하는 기반기술이 된다. 정보기술은 지식경 을

위한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과 그룹웨어 조직을 형성하는 데에도 필

수적인 기반기술로서 필요하다. 

8. 광속의상거래

광속의 상거래(CALS：commerce at light speed)는 화상, 상, 이미

지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의 교환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있어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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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90년대 초반 보잉사

가 개발한 보잉 777기는 약 13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산재한 17,000여 하청업체와 협력해야 한다. 미 순양함

빈센트 호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도면의 무게는 23톤이나

되어 순양함을 5cm나 가라앉게 하며 B-1B 폭격기는 총 유지비의

10%를 백만 장에 달하는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데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 산재한 협력업체나 구매자 등과 제품수명

주기 전 과정에 있어서 설계도면에서부터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이

나 기술자료에 이르기까지 관련되는 모든 멀티미디어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제는 매우 절실한 데 이를 실현한 것이 광속

의 상거래이다. 

광속의 상거래는 제품의 설계, 공정, 제조, 유지, 사후관리 등 수명

주기 전반에 있어서 설계, 기술, 발주, 수주 등과 관련된 도면, 매뉴

얼, 계약서, 기술자료 등 모든 멀티미디어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통합

된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정보가 발생하는 즉시 모든 관련되는

사람이 공유하는 동시공학체계이다. 그러므로 광속의 상거래는 정보

를 공유함으로써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재고가 감소하며 업무절차가

표준화·간소화되고 중복된 제작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전달과 운

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감소하며 품질이 향상되고 프로세스가 혁신

되어 비용이 절감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 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국제적 정보의 표준화

가 수행되어 정보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다양한 효과를 수반한다.

CALS는 1985년 미국에서 효율적인 무기지원을 위해 국방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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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컴퓨터에 의한 병참업무지원(computer-aided logistics

support)’이란 명칭을 시초로 사용되기 시작하 고 이의 기능이 확

대되어 전방위 산업체로 확산되었던 것을 계기로 1988년에는‘컴퓨

터에 의한 조달 및 병참업무지원(computer-aided acquisition and

logistics support)’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전 산업체에서 관

심을 갖고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1990년에는‘지속적 조달 및 수명주

기지원(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 cycle support)’으로 개명되

었고, 다시 제품수명주기 전반에 관한 정보가 통신에 의하여 전달된

다는 사실이 강조되면서‘광속의 상거래’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

다. 미국, 구미, 일본 등 전 세계는 광속의 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기업의 외부에서 수행되는 기업 간, 소비자와 기업

간, 또는 공급체인상의 거래 등 문과적 성격의 거래를 지원함에 반

하여 광속의 상거래는 기업의 내부에서 수행되는 제품설계, 원자재

조달, 공정계획, 생산계획 등 이과적 성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별

할 수 있다. 두 상거래를 합쳐 ECALS(electronic commerce at light

speed)로 통합하여 부르기도 한다. 

9. 비즈니스다운사이징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의 테러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심

각한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많은 인원을 감축하 다. 로벌 기업환

경에서 격심해지는 기업 간의 경쟁은 미국에서만도 1980∼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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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4,000만 명이 넘는 비즈니스 사상자를 양산하 다. 경기 후퇴

기에 비즈니스를 통폐합하여 인력, 부서, 직무 등을 감축하는 것은

비즈니스 다운사이징의 한 예이다. 실질적으로 많은 회사들은 다운

사이징을 통해 과거의 부실한 실적에서 벗어나 더 높은 실적을 창출

하려고 노력하 으며 경쟁력을 회복하기도 하 다. 

예를 들면 던랩(Al Dunlap)은 1983년부터 1986년까지 빚더미에 있

던 일회용컵 제조회사인 릴리 튤립(Lily Tulip)의 CEO로 재직하면서

본사의 직원 수를 십분의 일로 줄이는 등의 살빼기로 회사는 부채를

청산하고 회생하 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크라운 젤리박(Crown

Zellerbach)과 인터네이셔널 다이아몬드(International Diamond) 구조

조정에, 1991년도에는 컨솔리데이티드 프레시 지주회사(Consolidated

Diamond) 구조조정에 관여하 다. 다시 던랩은 대규모 투자와 대공

황 이후 최악의 불황으로 1993년 8,000만 달러의 적자를 낸 스코트

제지(Scott Paper) 회사의 CEO로 1994년 취임하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25,900개의 일자리 중 11,000개의 일자리에 해당하는 본사 직

원의 71%, 전체 사무직원의 50%,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의 20%의 인

원을 감축하 고, 이에 따른 계층과 부서를 축소한 조직개편으로 미

국 역사상 하나의 기록으로 남을 다운사이징을 단행함으로써 2년 후

65억 달러의 자산증가를 기록하 으며 신용등급은 상향되었고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상위 1%의 기업에 진입하기도 하 다. 

비즈니스 다운사이징은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불필요한 낭비를 축

소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혁신기법으로 인력, 계층, 작업, 직무, 부

서 등 규모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여 비즈니스를 재설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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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운사이징은 기업이 경기후퇴 등 심각한 위기의 기로에 서서 이

에 대처하여 기업의 쇠퇴를 면하기 위하여 피치 못하게 시행하는 대

수술(Would you pick surgery or death?)이기도 하며, 조직의 군더더

기를 제거하여 정예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 재구축

방법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셀러리맨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다운

사이징이라는 단어 대신‘rightsiz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요

구하기도 한다.

다운사이징은 분명 단기적으로는 경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회복

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연 어떠한 결

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의문 또한 제기되어 왔다. 세종실록에는 식

위민천(食爲民天)이란 말이 있다. 먹는 것이 백성들의 하늘이라는 뜻

이다. 일반적으로 한 집안의 가장이 직장이 없으면 권위도 자존심도

위엄도 나아가 먹을 수도 없을 것이다. 선조실록에는‘기근이 극심

해 심지어 사람 고기를 먹으면서도 전혀 괴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길가의 굶어 죽은 시체에도 완전히 붙어 있는 살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산 사람을 도살해 내장과 골수까지 먹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사헌부 보고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구조조정

은 구성원들이 창의력을 추구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몰두하게

되며 사기를 떨어뜨리고 집단적인 소요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최선의 방법은 구성원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는 것이다. 

스코트제지 회사를 회생시켰다고 알려진 던랩은 다시 믹서, 가스

그릴, 전기담요 등을 생산하는 선빔(Sunbeam)의 요청을 받고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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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취임하 다. 던랩은 12,000명의 직원의 반을 해고시키고 생산시

설도 축소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회사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

켰으나 여러 회사를 인수하는 등 무리한 확장으로 회사는 막대한 부

채와 손실에 허덕이게 되었다. 매출은 하락하고 주가는 곤두박질쳤

으며 1998년 이사회는 결국 던랩의 해고를 결정하 다. 문제는 던랩

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여 실적을 부풀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

다. 뿐만 아니라 던랩은 과거에도 두 번이나 해고된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조작하 음이 밝혀졌으며 그 결과 미국 증권거래위원

회는 던랩이 스코트제지를 경 하 을 때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회사

의 장부를 조작하고 실적을 부풀렸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0. 리엔지니어링

리엔지니어링의 창시자인 헤머(M. Hammer)는‘Reengineering

works：don’t automate, obliterate’라고 하여 프로세스를 백지상태

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할 것을 제시하 다. 1980년대 인원감축

을 목표로 하는 다운사이징이 조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조직

의 활력을 감소시키는 등 부작용을 수반하 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

로 1990년 리엔지니어링이 소개되었다. 부서별로 업무가 분담되는

과거의 기능중심의 조직에서는 문제발생의 요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 으며, 이에 따라 변해야 할 요인도 사람이라는

생산자 중심의 사고에 기반하여 조직이 운 되었다. 그러나 리엔지

니어링은 고객중심의 사고를 기반으로 하며 제품의 생산이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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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하는 일은 전 조직에 걸쳐 수행되는 프로세스에 의해 발생

하므로 문제발생도 프로세스에 의하여 일어나고, 변해야 할 요인도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여하는 일련의 총체적인 프로세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엔지니어링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변화시

켜 대응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적 혁신을 추구

한다. 

리엔지니어링은 프로세스를 근본적(fundamentally)으로 다시 생각

하여 과감하게(radically) 재설계하고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 등과

관련된 핵심 성과지표를 극적으로(dramatically) 향상하고자 하는 경

혁신기법이다. 프로세스는 정보기술을 통해 획기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리엔지니어링을 위해서 정보기술은 핵심적 구

현도구가 된다. 헤머는 성공적인 리엔지니어링의 기본 조건으로 우

수한 조직원이 필요함을 강조하 으며 열등한 사람들에 대해 스스로

탈바보화(debubbafication)하거나 직장을 떠날 것을 요구하 다. 

특히 리엔지니어링은 서비스 위주의 경쟁방식에서 더 필수적이다.

리엔지니어링이 추구하는 프로세스 중심의 조직은 빠른 서비스를 통

해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고객중심의 조직이다. 지휘계통과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별 조직은 복잡한 부서 간의 업무절차로 부서 간

서류가 이동하고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결과적으로 주

어진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총 리드타임(lead time)이 매

우 길다. 만약 각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고 하여도 이동이나 지체 등으로 부서 간에 소

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총 리드타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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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제적인 단축은 매우 미약한 결과를 제공할 뿐이다. 이에 반하여

프로세스 조직에서는 이러한 부서 간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단순

화하고 개선하며 정보기술은 특히 이러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핵심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 프로세스에 정보기

술이 활용되면 어떻게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리엔지니어링 되는지를

보기로 하자. 재래의 기능별 조직에서는 기안서, 주문서, 송장, 물품

인도, 물품인수서, 대금청구, 대금지불 등과 관련된 업무가 구매부

서, 공급자, 물품인수부서, 미지급처리부서 등 다양한 부서를 거치면

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처리된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들을 정보기

술을 이용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기존의 직렬로 순차적

으로 수행되던 일련의 프로세스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어 부서 간

서류의 이동이 필요없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거나 통합하거나 또는 제거하지 않고도 모든 분

업화된 업무가 통합되어 병렬로 처리되고 리드타임도 획기적으로 감

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포드사는 자사의 외상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500

여 명이 넘는 데 비하여 일본의 마쓰다는 동일한 업무를 10여 명의

직원이 처리함을 알고 마쓰다의 외상매입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

다. 자사의 외상매입 프로세스가 주문, 구매, 송장, 인수증 등을 처리

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함을 알고 송장을 인수증으로 대체하고 송

장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함으로써 200여 명으로 동일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외상매입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

링하 다.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제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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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11. 동시공학

1984년에 거행된 LA 올림픽에서는 일본의 후지필름이 공식 후원업

체로 선정되고 LA 상공에 띄운 후지의 비행선은 코닥뿐만이 아니라

미국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 다. 당시 일본은 세계

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미국에서 록펠러 센터, 콜롬비아 화사

를 매입하는 등 경제적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었으며 일본기업은 카

이젠과 더불어 동시공학이라는 제조분야의 리엔지니어링 등으로 미

국기업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었다. 당시 코닥은‘우리는 지금보다

잘할 수 있다’며 대대적인 사업구조를 재구축하고 혁신적으로 제품

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이었으나 후지의 일회용 카메라 개

발기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것을 알고 후지를 벤치마킹한

결과 신제품의 개발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후지의 신

제품 개발방식을 동시공학이라 이름하 다.

동시공학은 제품을 계획하는 데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제

품설계와 관련된 전 수명주기를 동시화하여 생산리드타임을 획기적

으로 단축시키는 리엔지니어링에 의한 혁신기법이다. 과거에는 상품

기획, 연구개발, 제품설계, 공정설계, 생산설계, 검사설계, 출하설계

에 이르는 제품수명주기와 관련된 모든 개발과정이 직렬로 구성되었

고 순차적으로 수행되었다. 동시공학은 제품개발이 시작되는 처음부

터 제품수명주기의 모든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여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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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병렬로 병행하여 개발함으로써 생산리드타임과 비용을 획기적으

로 줄이고 동시에 시행착오도 감소시키는 것이다. 제품개발 초기부

터 제품수명주기 전 과정과 관련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품질, 비용

등 모든 내용에 대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

하여 함께 검토하고 기획·설계하여 일관적, 동시적, 체계적, 병행적

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성과를 추구하는 혁신기법이다.

동시공학은 제품개발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히 외부환경에 대응

하는 경 혁신기법으로 시간에 의거한(time based) 경쟁우위를 획득

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12. 리스트럭처링

산업구도가 고도화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복합화됨으로써 규모나 범

위, 그리고 연결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업을 수평·수

직으로 확대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은 기

업매수합병, 전략적 제휴, 사업단위 확대, 통폐합, 축소, 주력사업 선

정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전략기획 방법이다. 리스트럭처링은

사업구조 차원에서 조직의 비전을 재설정하고 사업구조를 재구축하

여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실행해나가는 경 혁신기법이

다. 특히 리스트럭처링은 재설정된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산과 자본구조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점이 리스트럭처링 다운

사이징을 포함하는 조직 재구축이나 재무구조 재구축과 다른 점이

다. 1980년 이후 구미기업들이 비관련 다각화 부문을 처분하고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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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회귀하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리스트럭처링의 좋은 예이다. 

13. 고객만족경

고객만족 경 (CSM：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은 고객지

향의 문화 위에 고객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이익창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모든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경 사조

이다. 고객은 소비자는 물론이며 조직 구성원, 주주, 협력업체, 공급

원, 시장 등 모두를 포함한다. 소비자에 대한 고객만족은 광고 및 홍

보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시적 메시지를 제공하여 기대수준을

높이고,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방법 및 지불방법 등의 구

매행위를 지원하며 구매 후에 발생하는 고객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고객만족을 위

해서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전에 먼저 종업원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

며 협력업체, 공급원, 그리고 시장 또한 중요한 고객으로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14. 스피드경

스피드 경 (speed management)은 비즈니스 환경과 시장의 기호가

급변하는 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경 프로세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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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높임으로서 급변하는 경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함을 기본

철학으로 하는 경 방법으로 먼저, 빨리, 제때, 그리고 자주를 전제

로 하는 시간에 기초한 경 을 말한다. 스피드를 기업의 가장 중요

한 경쟁력으로 보고 신속한 의사결정, 멀티태스킹의 활성화, 일사불

란한 추진력 등을 전제로 기업경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의 CEO인 존 챔버스(John

Chambers)는‘큰 규모의 기업이 항상 작은 기업을 이기는 것은 아니

지만 빠른 기업은 언제나 느린 기업을 이긴다’고 하 다. 시스코 시

스템즈는 지난 2000년 세계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회사이다. 

스피드 경 은 투입요소, 제조과정, 시장으로부터의 다양성 및 불

확실성에 신속히 대처하고 더 나아가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를 재빨

리 전략에 적응시키고 시장의 요구를 신속히 제품화하며, 제품화한

것을 바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GM은‘Go-Fast’라는 경 기법을 도입하여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아이디어 창출에서부터 제품출시까지의 시간

을 획기적으로 단축하 다. 미국기업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이 빠른 속도로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과 제록스가 GUI를 제일 먼저 발명하 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기술을 상품화하지 못하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하여 상품화된 것 등은 스피드 경 의 결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많은 기업에서 수행되는 일상업무는 클릭 한 번으로 보고서나 계

획서 등 모든 문서가 결재되고 화상회의를 통하여 모든 로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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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참여하고, 통신을 통해 업무가 지시되고 의사가 소통되며, 이

메일과 팩스로 수신된 내용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통하

여 음성으로도 전달된다. 이러한 업무처리는 정보기술을 이용한 스

피드 경 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고객의 다양한 주문사양과

옵션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규격이 명시되고,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의하여 최적의 구성으로 설계되며 자재명세서와 조립도면이 작성되

고 공구와 공정이 계획되며 자동으로 생산되고 인도된다. 전화나 서

류에 의한 주문에서 발생하던 오류는 없어지고 제품의 구성에서 품

질까지 고객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어 제

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은 현저히 감소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속도성

은 스피드 경 의 필수조건이 된다. 

15. 정보시스템다운사이징

정보시스템 다운사이징은 과거의 중앙집중식 자료처리에 대비하여

분산처리환경에서의 하드웨어 선택에 관한 개념으로 기업의 자료처

리 전산망을 과거의 메인프레임 위주가 아니라 네트워크 환경의 클

라이언트-서버 형태로 재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정보시스

템 다운사이징에 의한 근거리 통신망 중심의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중형이나 대형 컴퓨터보다는 마이크로프로세서로 네트워크를 구성

하여 다운사이징됨을 말한다. 

정보시스템의 다운사이징은 IBM 와튼연구소의 헨리 다운사이징

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1980년대 초 헨리 다운사이징은 당시 메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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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 위주의 컴퓨팅 환경에서 더 작고, 더 낮은 가격에, 더 빠르고,

더 신뢰성 있는 컴퓨터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컴퓨팅 환경을 변화시

킬 것을 주장하 기 때문이다. 메인프레임은 1960년대에는 CPU를

의미하 으나 그 후에는 중형과 슈퍼컴퓨터 사이의 컴퓨터를 지칭

한다. 

16. 가치분석

마일스(L. Miles)에 의하여 제안된 가치분석(VA：value analysis)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규정하고 이들 기능에 대한 가치를 설정

하여 주어진 기능을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떠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보완함으로써 가치를 높이는 체계적

인 방법이다. 여기에서 가치란 기능/비용으로 정의되어 제품이나 서

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금전적 유용성으로 품

질, 신뢰도, 또는 성능 등을 말한다. 

가치분석을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엄

격한 의미에서 가치공학은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이 주어진 기능에

적합한가를 분석하고 주어진 기능을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

는 설계변경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법으로 제품과 공정설계에 주안

점을 두는 것이다. 반면 가치분석은 설계는 그대로 두고 부품의 기능

과 가격을 분석하여 부품 변경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구매품이나 하

청품의 원가분석기법이다.

가치분석은‘이 부품은 왜 필요한가?’, ‘이 부품은 다르게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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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가?’등에 답하기 위하여 비용, 유용성, 표준화, 용량, 무게, 허

용오차, 가공방법, 품질, 구매방법, 운반, 포장 등 부품의 모든 요소

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 설계변경, 제조공정개선, 제조방법변경, 서

비스 개선 등의 결과를 추구한다. 

17. 패러다임경

조직을 기준으로 하면 패러다임은 조직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패러다임 경 은 조직이 좋은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보유하여 조직의 구성원이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는 범위

나 규칙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유도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는 경 방법이다. 

예를 들어, 로벌 기업을 추구하는 조직에서 같은 조직에 근무하

는 여러 민족이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조직원보다 더 접한 동문

(alumni)으로서의 유대관계를 기초하여 기업발전에 기여하기를 원한

다면‘우리는 모두 동문이며 하나이다’라는 패러다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18. 핵심역량경

1990년 하멜(G. Hamel)과 프라하라드(C. K. Prahalad)에 의해 HBR

(Harvard Business Review)에 소개된 핵심역량 경 은 기업이 보유

하는 우수한 내부역량을 발굴하여 독특한 기업문화와 경쟁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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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켜 나가는 경 기법이다. 핵심역량이란 주어진 산업에서 경쟁

자와 비교하여 더 우위에 있는 상대적인 경쟁능력을 말한다. 그러므

로 핵심역량 경 이란 기업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을 핵심역량으로 간주하는 경 이다. 만약 후지, 캐논, 마쓰다가

경쟁기업보다 신제품 개발속도에 있어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라면 이

는 핵심역량이 될 것이고 프록터와 갬블이 브랜드 관리와 판촉에 있

어서 경쟁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면 이 또한 핵심역량이 될 것

이다. 핵심역량은 주어진 산업에서 다른 기업보다 우수한 디자인 능

력이 될 수도 있고 경쟁자보다 우수한 강력한 리더십이나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일 수도 있다. 

핵심역량 경 은 1959년 팬로스의 기업론에서 유래한다. 기업을

단순히 생산기술을 보유한 하나의 개체로 여겼던 과거의 경제학과는

달리 기업론에서는 기업을 생산적인 경 자원의 집결체로서 보고 기

업이 보유하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원의 차이가 기업의 초과이익

(economic rent)을 창출하는 기업성장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1980년

일본기업의 로벌 경쟁우위에 대한 광범위한 미국의 인식과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에 기초한 산업의 선택이 경쟁우위를 높일 수 있는 실

제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기존 전략에 대한 회의 속에서

1984년 워너팰트(B. Wernerfelt)는 기업론을 배경으로 하는 경 자원

론을 경 전략 분야에 도입하 다. 경 자원론은 산업의 구조보다는

오히려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 자원이나 핵심역량이 경쟁우위

를 창출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역량 경 은 기업이

내부자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경쟁자와 비교하여 강점과 약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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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기업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해 제품과 산업에 적합한 독특한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것

이다. 이러한 핵심역량의 가능성은 기술력, 유통망, 마케팅 능력, 빠

른 제품개발능력, 비용우위능력, 브랜드명, 명성, 기업문화, 인적자

원 관리능력, 그리고 제시된 경 혁신 능력 등 유·무형의 자원을 포

괄한다.

무리한 다각화나 인수합병이 결국은 기업을 파국으로 이끄는 것은

범위의 경제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핵심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성장

만을 추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반대로 기업이 핵심역량을 개발하

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면 훨씬 성공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 조직은

개인이나 부서, 그리고 기능별로 핵심역량들을 결집할 수 있는 능력

을 보유할 때, 이는 조직 전체로서의 핵심역량으로 발전하고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캐논이 제록스와의 경쟁에서 제록스의 복

사기와는 다른 더 좋고 새로운 NP(new process) 복사기를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다시 프린터에 적용하여 레이져 프린터를 개발하여

다시 광학기술, 정 제조기술, 그리고 전자기술을 융합하여 반도체

기술로 발전시켜 집적회로 사업으로 확장하여 나가는 것은 범위의

경제를 활용한 복합적 기술을 핵심역량으로 하여 성공한 핵심역량

경 이다.

19. 전략적관리회계

회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경쟁우위의 확립에 활용하기 위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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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혁신을 추구하는 혁신기법으로 원가기획제도와 활동기준 원가

계산(ABC：activity based costing)이 있다. 일본의 관리회계의 핵심

을 이루고 있는 원가기획제도는 1970년대 초반 일본의 자동차 등 조

립형 산업을 중심으로 적용되기 시작하 다. 미국의 크라이슬러

(Crysler)가 이를 벤치마킹하여 저원가 고성능의 내온을 출시함으로

써 일본에 비하여 열세인 경쟁우위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

다. 기존의 원가관리는 기업의 내부활동이나 제조활동에 대한 원가

의 사후적 관리에 관심을 두는 반면 원가기획제도는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판매, 애프터서비스에 이르는 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원가

를 기획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이에 기준하여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

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활용하려는 사전적 원가관리제도

이다. 

1970년대는 공장자동화의 결과로 제조시스템에 있어서 직접노무

부문이 없는 환경이 도래하 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과거 전통적인

원가할당방식인 간접비를 직접노무비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제품별

로 할당하던 기존의 방식은 적용이 곤란하게 되었다. 제조시스템에

있어서 간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원가

할당방식으로는 정확한 원가산출이 곤란하고 나아가 제품수명주기

에 대한 원가정보나 비재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 다. 이에 비

하여 활동기준원가계산은 프로세스 중심의 원가계산방법으로 제품

생산과정을 활동으로 구분하여 나누고 각 활동별로 원가를 집계하고

원가동인을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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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활동은 조직에서 수행되는 일로 프로세스는 수평적 활동들의

모임으로 구성되며 제품이 비용을 소비하지 않고 활동이 비용을 소

비하므로 원가를 활동에 배분하는 전략적 원가관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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