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9. 30. (제74호)

몰입과 열정의 源泉

'人本主義(Humanism)' 경영

작성 : 임성훈 수석연구원(3780-8146)

shodong.lim@samsung.com

목차
1. '인간존중'의 人本主義 1

2. 인본주의 경영을 위한 조건 3

① 신뢰 구축 3

② 자부심 발현 6

③ 가치 공유 8

3. 시사점 9



《 요 약 》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해 위기에 처한 한국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대

대적으로 인력감축을 실시하였으며, 과학적 관리론에 근거한 서구식 합리

주의, 효율경영을 경쟁적으로 도입하였다. 이후 생산과정의 비효율을 제거

하고 구조조정 등 과학적 경영기법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의 상시 전략과제

처럼 인식되어 왔고 경영의 중요한 툴로 자리 잡았다. 기업의 경쟁력을 제

고하기 위해 비효율과 불합리를 제거하는 것은 기업 생존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지나친 효율, 관리와 통제 중심의 경영은 기업의 핵심 요소가 사

람이라는 것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결국 조직원의 자발적 몰입과 충성심을

저하시키고 우수인력의 이탈을 야기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

용을 초래 했다.

21세기 창조경영의 시대에는 사람을 통한 가치 창출이 핵심 이슈로 대두

되고 있고, 인적자원(Human Capital)의 아이디어가 기업의 지속성장을 견

인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사람의 가치가 경영의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한 현 상황에서 기업은 인본주의 경영을 재조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인본주의 경영의 첫 번째 필수조건은

경영자와 직원 간 신뢰 구축이다. 신뢰는 지나친 관리와 통제에서 탈피해

'자유와 자율'의 문화를 구현하는 기본으로 작용하여 직원의 창의적 사고

를 촉진한다. 두 번째 조건은 조직원의 자부심 발현이다. 이는 직원 스스

로의 몰입과 열정을 끌어내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조건은 비

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회사의 성장 비전과 가치를 공유할 때 직원

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신뢰, 자부심, 가치공유의 유기적

인 상호 보완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인본주의 경영이 가능하고 나아가 지

속성장이 가능한 회사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을 끌고 나가는 것도 사람, 기업의 비즈니스를 완성시키는 것도 사

람이다. 따라서 직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경영이 시작되어야 한다. 일할 맛

나는 회사,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직원들의 창의성이 발

휘되고 생산성과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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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존중'의 人本主義

인본주의는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 인본주의는 '人間主義, 人文主義'라고도 하며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중시하는 사상과 이론체계를 통칭하는 것으로 기업경영에 널리 적용 중

- '인간존중' 사상은 '사람이 회사나 조직에 있어서 가장 핵심 자산'1)

이라는 생각에서 출발

- '인본주의 경영'은 임직원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경영이 시작되어야

하며, 결국 사람을 위해 기업을 운영한다는 근본적 가치를 견지

ㆍ"좋은 사람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접하면

기업이 더 잘되고 세상이 풍요해지고 평화도 이룬다."

(마쓰시타 고노스케, 마쓰시타전기 창업자)

□ 1990년대 이후, 한국기업은 과학적 관리론2)에 근거한 효율경영을

강화했으나 지속성장의 한계에 도달

- 기업의 조직 관리상 비효율적이고 마구잡이식 구조조정은 직원의 충성심

저하, 우수인력 이탈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회사의 경쟁력이 상실

ㆍ"조직에 헌신적이지 못한 종업원은 충성고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수 없다." (프레드릭 라이헬드, 경영 컨설턴트)

- 효율경영으로 인한 단기 성과 강조 및 지나친 관리와 통제는 직원의

자발적 몰입과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저해하여 기업성장을 방해

1) Pfeffer, J. & Veiga, J. F. (1999). Putting People First for Organizational Success.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3(2), 37-48.

2) 인간의 생산과정에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물리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직무를 설계한 후 인
력을 배치하며, 인력의 산출량에 비례한 보상을 주는 관리 방법이나 인간의 심리적ㆍ사회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기계적ㆍ물리적ㆍ생리적 측면만 강조하는 단점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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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원의 기계 부품화

▷ 단기적 성과 및 효율성에 치우치는 경영방식은

창조적 변화에 저항을 초래

- 효율 일변도의 기업 경영방식은 조직 구성원을

회사의 미미한 부품과 같이 인식해 창의적이고

자발적, 진취적 직원보다는 조직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직원을 선호

- 회사 발전을 위한 구성원의 성장, 발전보다는 획일적 통제에만 관심

(자료: 최동규 (2010).『인간존중의 생산성』. 한국생산성본부.;

채플린, 찰리 (감독) (1936). 모던타임스〔영화〕.)

□ 21세기 창조경영의 시대에는 인적자원(Human Capital)을 통한 가치창출이

경영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어 인본주의를 재조명할 필요성이 제기

- 농경사회는 육체노동, 산업사회는 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창조경영을 위해서 사람의 능력이 보다 중요

ㆍ한국은 모방을 통한 캐치업(Catch Up)형 공업화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지속성장의 한계에 도달

- 현 시점에서는 명령과 통제의 수동적 문화를 탈피, 임직원 스스로 몰입하고

열정을 키워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인본주의 경영이 필요

- 인본주의 경영철학은 직원의 숨은 재능과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시켜

이를 기업성과 도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3)

ㆍ"우수한 제품을 만들려면 직원을 다그칠 것이 아니라, 그런 제품을

스스로 만들어보자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HP의 인본주의 경영철학, HP Way 中)

3) 정만국, 김지은, 강종현 (2008). "新휴머니즘 경영의 시대: 조직성과 창출하는 인본주의 철학".

Chief Executive, 65, 96-97.

SERI 경영 노트 제74호



3

2. 인본주의 경영을 위한 조건

□ 회사와 임직원 간 상호 신뢰 구축, 직원의 자부심 발현, 회사의 핵심

가치 공유는 인본주의 경영의 3대 필수조건

① 신뢰 구축: 지나친 관리와 통제에서 탈피해 '자유와 자율'의

조직문화를 구현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② 자부심 발현: 직원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몰입하게 만드는

열정의 원천

③ 가치 공유: 회사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지속가능경영의 밑거름

인본주의 경영을 위한 3대 조건

① 회사와 임직원 간의 신뢰를 구축하라

□ 창의적 사고를 위해 '명령과 통제'의 구조를 벗어나 신뢰에 기반한

'자유와 자율'의 문화를 구축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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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스스로 열정을 갖게 하기 위한 '자유와 자율'은 인본주의 경영의

기본

ㆍ"관리자 스스로 학습할 목적이 아니라면, 일에 대해 담당자보다 적게

일하고 있다면, 그룹 단위로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관리자는

관여하지 마라."(윌리엄 코인, 3M R&D 부사장)

- 관리와 통제는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제한하며 창의적 사고를 저해

ㆍ리더들은 조직원들이 자유를 주면 방만하게 행동하고 나태해진다고

인식하는 등 직원을 신뢰하지 못함

- 회사와 직원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직원을 신뢰해야 창의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

ㆍ직원의 무한한 잠재성을 발현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과감한 권한 위임과 경영층의 끊임없는 신뢰가 절대적

(데일 스미스, 경영학자)

□ 직원에 대한 경영자의 신뢰뿐만 아니라, 회사와 경영자에 대한 직원의

신뢰 구축도 중요

- 직원의 비판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경영자의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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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신의 의견을 기탄 없이 피력하는 데만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윈스턴 처칠, 前 영국 총리)

- 경영자는 소통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직원의 만족 여부를

살피는 등 관심을 기울여야 직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ㆍ소통의 부재는 임직원 간의 상호작용을 감소시켜 신뢰 구축을 차단하고,

그 결과 직원의 창의력과 생산성이 저하

셈코의 '자기경영' 스토리

▷ 1954년 설립된 브라질 기업 셈코(SEMCO)는 선박용 펌프/디지털 스캐너를

생산하는 회사로 최근 업무만족 및 근무분위기 측면에서 구글을 능가

▷ 근무시간과 업무진행에 대한 최적의 판단은 직원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기경영'을 실천해 매년 4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

- Up and Down Pay: 자신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과 급여를 스스로 조정

Work and Stop: 어떠한 이유든 3년간 휴직을 지원

Lost in Space: 신입사원에게 1년간 사내 모든 부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Rush Hour MBA: 러시아워 시간에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함으로써 아이디어

촉진

▷ 업무 환경,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25년이 소요되었으며, '일하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혁신을 달성

(자료: 세믈러, 리카르도 (2006).『셈코스토리』(최동석 역). 한스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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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직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하라

□ 회사와 업무에 대한 자부심은 구성원을 즐겁게 하고 구성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 상사는 부하 직원의 업무에 대해 꾸준한 의미를 부여하여 스스로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견인

- 자부심은 '자기통제(Self Control)'를 가능케 하여 특별한 규정 및

규율이 없더라도 회사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임직원 스스로를 독려4)

□ 자부심을 갖춘 직원의 성장 없이는 회사의 성장도 없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

- 직원의 강점과 약점을 관찰해 부족한 역량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직원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에 최대한

열정을 쏟을 수 있음

ㆍ"능력이 부족해도 끝까지 회사에서 성실히 일한 사람은 나중에 능력도

개선돼 훌륭한 인재가 된다."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명예 회장)

- 직원의 역량 강화는 직원 스스로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해 지속성장

가능한 회사의 밑바탕으로 작용

ㆍ직원의 역량을 강화해 효율 및 단기성과 중시의 폐해인 우수인력의

에너지 소진(Burn-Out)을 방지

ㆍ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스터디 조직 구성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이 필요

4) 최병권 (2005).『미래기업의 인재코드』. 새로운 제안. pp. 1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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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익스프레스 항공사(People Express Airline: PEA)의 실패

▷ PEA는 조직의 성장을 위해 지나치게 성과주의를 강조한 반면, 조직의

무형자산(임직원의 사기, 동기, 평판 등) 성장은 무시

- 고학력ㆍ경력자만 영입하여 성과주의를 강조하였으나, 원가절감기에 임금하락으로

고임금 직원의 대거 이탈이라는 위기에 직면

▷ 직원의 성장을 간과하여 위기극복에 실패

- 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역량개발에 소홀한 결과,

직원의 내재적 동기유발에 실패

(자료: Morecroft, J. D. W. (1997). The rise and fall of People Express: A dynamic

resource-based view. Proceedings of 15th International System Dynamics Conference

(pp. 579-586). Istanbul, Turkey: Bogazici University Printing Office.)

□ 사회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 열정을 발휘

- 기업은 생산활동을 통한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시민정신5)을 갖고 책임을 다해야 지속성장 가능

ㆍ기업시민정신에서 기업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 법적인

인격체로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인식

- 기업시민정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은 종업원과 고객, 나아가

사회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는 회사로 성장

ㆍ사회의 압력 때문에 억지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진정성이 필요

(제임스 챔피, 세계적 경영 컨설턴트)

5) Marsden, C. (2000). The New Corporate Citizenship of Big Business: Part of the Solution to

Sustainability, Business and Society Review, 105(1),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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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사회의 공기(公器)다

▷ 1993년 설립된 일본의 대표적인 부품 및 공장자동화 업체 옴론의 CEO 사쿠다

히사오가 경영이념으로 주창

※ 공기(公器): 사회 일반에게 공동으로 쓰이는 기구

- 사회공헌을 위해 기술개발을 하면 이윤이 저절로 생긴다는 이념으로 경영

- "우리의 활동으로,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자"는

구호와 함께 하루의 일과를 시작

(자료: "기업은 公器… 사회공헌 위해 기술개발하면 이윤 저절로."

(2010. 5. 12.).『한국경제』. A8.)

③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라

□ 회사가 임직원과 회사의 성장 비전에 대한 목적과 가치를 공유할 때,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

- 조직의 비전과 핵심가치는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상호

작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념6)을 반영

ㆍ"모든 비즈니스는 반드시 위대한 미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피터 드러커, 경영학자)

- 회사의 가치를 공유하여 구성원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강화하면

회사에 대한 신뢰 및 자부심도 더불어 향상

□ 선진기업은 존경받는 회사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 자신의 공유가치를

정립하여 직원에게 명확한 정체성을 제시

6) Strange, J. & Mumford, M. (2005). The origin of vision: effects of reflection, models and

analysis. Leadership Quarterly, 16(1), 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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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과 가치를 공유한 조직은 이를 기반으로 강력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기업 성과를 높임

- 높은 경영성과만으로는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며 종업원,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

ㆍ종업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지지하는 회사가 될 때 지속성장 가능

공유가치(Shared Value)와 기업성과

▷ 공유가치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기업문화를 지닌 조직은 지속성장 가능

- 공유가치가 없는 기업보다 보통 수익은 4배, 일자리 창출 비율은 7배,

주가 성장률은 12배, 이윤 실적은 750%가 높은 것으로 조사

- 공동의 가치관과 목적을 정립하여 경쟁력이 높아진 조직은 10년 동안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순이익은 10배, 주가는 3배 이상 성장

(자료: 쿠제스, M. 제임스 & 포스너, Z. 베리 (2008).『리더』 (김예리나 역).

크레듀에서 재인용)

3. 시사점

□ 지속가능경영은 인본주의 경영을 통해 실현 가능

- 인본주의 경영은 직원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경영이 시작되어,

결국 직원을 위해 기업을 운영한다는 근본 가치를 견지

ㆍ직원은 '자유와 자율'의 환경을 조성하고 배려해주면 자발적으로

과업에 몰입하고 열정을 갖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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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인본주의의 3대 조건인 신뢰 구축, 직원의

자부심을 고취, 회사의 가치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

ㆍ신뢰, 자부심, 가치 공유의 유기적인 상호 보완을 통해서만 회사의

지속성장이 가능

□ '창조와 개방형 혁신'7)의 시기에 인본주의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마음을 여는 경영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

- 경영자는 '보여주기식' 또는 '구색 갖추기식' 활동이 아닌 직원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성을 발휘해야 함

- 직원의 감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창조적 성과 창출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감성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

감성의 패러독스

▷ 감성이 필요한 지도자가 오히려 감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묘한 법칙이 존재

- 한국의 CEO는 '학력과 감성은 반비례', '나이와 감성은 반비례', '사회적

지위와 감성은 반비례', '분주함과 감성은 반비례'하는 법칙으로 인해

감성이 저조

▷ 기업의 경영자는 '감성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으나, 감성경영의 시대에는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영자의 노력이 필요

(자료: 윤은기 (2010). "골프도 경영도 마음을 파고들어야." 『신동아』, 609, 362-370.)

-以 上-

7) 내부의 혁신을 촉진하고 더 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외부의 지식 및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내부의

지식을 끌어내는 의도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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