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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이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함
께 번영하여 ‘계속적 기업(Going concern)’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핵심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기업의 핵심 가치는 ‘조
직의 미션이나 비전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 방식에 대한 것으로 핵심가치가 대두되게 된 배경은 “윤
리점검”과 “사업적 목표 달성”이다. 이러한 핵심가치는 기업이념 속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기업이념이란 회사를 
어떤 목적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경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생각,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경영자가 스스로 기
업 경영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표한 견해로 최근 많은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핵심가치에 기반을 둔 기업이념을 선포
하였다 이에 국내 대기업인 L- 그룹의 사례인 L- Way를 통해 핵심가치가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에 미치는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주제어 : 경영환경, 계속적 기업, 핵심가치, 기업이념, LG Way 

Abstract  In today’s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core value” has been emerging for companies to 
survive as “going concern” and respond to the conditions of the market environment and prosper together as the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grows. LG Way states the contents to achieve “Number 1 LG” which is the vision 
of LG through achieving “Do it the right way and concentrate to what we can do best” which is the LG 
behavior methods through “value creation for customers” and “management of human dignity” which are LG 
corporate philosophy. It provides directions of various management activities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also provides the foundation of core competencies. the core value provides the future directions in an uncertain 
business environment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a continuous going concern through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growth of the organization. Therefore, in order for the core values to be shared 
among the members of the compan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company should present a clearer core 
value. By conducting continuous monitoring if the members have properly settled, they should be able to 
conduct going concern by the core value acting as the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of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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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의 기업은 세계화라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

내에서 벗어나 해외로 그 활동 무 를 확장해 나갔다. 

지 공장을 설립하며, 때로는 해외 법인을 두어 지 시장

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해 많은 해외 투자를 실시하

다. 그러나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은 기업에 유리하게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해외 시장에서 만난 세계의 다양

한 기업들은 그들의 경쟁자가 되었으며 이들과의 경쟁에

서 살아남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하 다. 

이러한 경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업은 종 과 같은 

기업 심의 경 기법으로는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떠오

른 화두로 기업의 지속가능경 이 등장하게 되었다. 다

양한 내, 외부 이해 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기 해선 기업의 지속가능경 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속가능경 을 해서 핵심가치의 역할이 강조

되고 있다. 핵심가치는 기업 의사결정의 기 이 되는 동

시에 그 기업만의 독특한 기업문화의 형성하여 내부 역

량을 한곳으로 집  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핵심

가치는 기업 외 이미지를 높여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

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기업은 핵심가치

에 기반을 둔 경 활동을 통해 불확실한 경 환경과 이

해 계자의 요구에 일 성을 가지고 응하여 지속가능

경 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국내 많은 기업들이 핵심가치에 기반을 둔 경

이념을 새롭게 선포하고 있다 LG 그룹의 경우 ‘LG Way’

를 선포하면서 ‘인간존 의 경 ’과 ‘고객을 한 가치창

조’를 L- 만의 행동방식인 ‘정도경 ’을 통해 ‘일등 LG’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하 다. POSCO의 경우 'Creating 

Another Success Story' 이란 비 을 제시하고 있다. 그

래서 이를 실 하기 해 ‘고객가치’, ‘도 추구’, ‘실행

시’, ‘인간존 ’, 그리고 ‘윤리 수’의 방법을 통해 경 목

표인 ‘열린 경 ’, ‘창조경 ’, ‘환경경 ’을 이루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인 LG 그룹을 사례로 기업

의 지속가능 경 에 있어 핵심가치의 역할과 요성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속가능경영

2.1.1 지속가능성 경영과 전략적 접근

가. 지속가능 경 의 개념  정의

21세기에 들어 선진 기업들을 심으로 화두로 등장

하고 있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 경 (Sustainability 

Management)이다.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에서  세계를 향한 경제  성

장 심의 험을 경고한 이후 1987년에 이르러 유엔 세

계 환경 개발 원회(WCDE)의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의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 발

(Sustainability Development)에 한 개념을 정의하게 

되었다. 결국 량생산과 량소비의 경제패턴을 환하

지 않는 이상 다가 올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 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지구  기를 래

한 가장 큰 비  상이었던 산업계는 이에 응하기 

해 노력하기 시작하 다(김익 , 2007).

 세계 지속가능발  기업 의회(WBCSD)의 신인 

BCSD는 1994년 “Business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eadership and Accountability for the 90"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한 산업계의 견

해를 최 로 언 하 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차원의 

지속가능성이란 ‘미래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 자원과 

천연자원을 보호하면서 재의 기업과 이해 계자의 욕

구에 부합하는 수 의 경 략  경 활동을 채택하는 

것’이라 하 다. 이러한 BCSD의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한 정의는  세계 지속가능발  기업 의회(WBCSD)

에서도 그 로 용되고 있다. 이는 궁극 으로 경제, 사

회, 환경  측면에서의 지속 인 경쟁우 를 확보할 수 

있는 경 활동  략을 기업의 지속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다(이기훈, 2005).

한 스 스의 Swiss Re에서는 Sustainability Manage- 

ment에 해 “지속가능발 을 한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  책임을 지는 것”으로 포 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 학계의 Reed(2001)는 Corporate Sustainability란 

“주주가치를 제고 시키는 동시에 외부 이해 계자들에 

한 사회  환경  가치를 부가하려는 기업 략”이라 

정의하 다.

이처럼 학계와 산업계에서 정의하는 기업의 지속가능

성 혹은 지속가능경 의 핵심요소를 살펴보면 기업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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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환경, 경제, 사회를 포 하는 기업의 책임, 이해 계자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에 따라 지속

가능경 (CSM)은 “지속가능발 의 환경, 경제, 사회  

지속가능성을 해 기업이 노력하는 동시에 이에 다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주가치를 포함한 기업 가치를 제

고시키려는 경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기훈, 2005).

나. 기업의 지속가능 경 을 통한 가치 창출

기업의 지속가능경 (CSM)에 한 정의는 결국 기업

의 환경 , 경제 , 사회  측면의 지속가능경 활동과 

가치 추구에 한 활동이며, 이를 통해 경쟁우 를 확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

(CSM)의 실 을 해서는 궁극 으로 이에 한 철 한 

이해와 동시에 미래에 한 측, 최고경 자의 리더십

하의 략  비 , 그리고 이들을 구체 으로 경 활동

에 실행하는 것을 기업의 내・외부 이해 계자들과 더불

어 경 활동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내・외부 이해
계자 커뮤니 이션과 함께 추진하여 신가치와 가치

창출을 이끌어내야 한다.

결과 으로 지속가능경 을 통해 첫째 로벌 수 에

서 다양한 이해 계자를 상으로 한 략  비 을 제

시할 수 있으며, 둘째 기업의 지속  추진과 가치 이 

 창출활동을 구체 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새

롭게 출 하는 이슈 악과 잠재  향분석 등과 같이 

보다 미래 측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구성

원 사이에서 련사례  욕구에 한 악과 이해, 경험

공유 등과 같은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김익 , 2007).

기업의 지속가능 경 (CSM)은 이러한 지속가능경

의 가치창출 모델을 통해 궁극 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함과 동시에 험 리를 통해 험요소를 

방하면서 지속 인 기업 성장과 경쟁우 를 확보하기 

한 략  경 활동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2.2 핵심가치

2.2.1 핵심가치의 중요성 및 개념

가. 핵심가치의 요성  개념

21세기에는 철학과 가치가 강한 기업이 승리한다는 

강한 믿음 하에 핵심가치는 21세기 로벌 기업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 문화가 제 5의 경 자원이라

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되었으며 최근에는 기업문화의 요

체인 핵심가치의 요성이 두되고 있다.

세계 인 컨설  기업인 Bain & Company의 Orit 

Gardiesh 회장은 “풍랑을 만난 항해사가 북극성을 보고 

진정한 북쪽을 찾는 것처럼, 기업이 생존의 을 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최고경 자는 그 기업의 항해 방향을 

알려주는 내부  나침반이 필요한데 그러한 내부의 나침

반이 바로 핵심가치이며, 이는 기업 구성원이 공유하고 

신뢰하는 핵심 인 원칙, 믿음, 가치”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의 기업은 자신만의 독특한 기업문화를 지향

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핵심가치는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타’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

고 있다(신태균, 2006).

핵심가치가 심을 끌고 있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우선 “윤리 검”이다(고 철, 2004). 

이는 기업이 비즈니스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감독기 으

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것 등이 계기가 되어 기업들이 

윤리 수 의 검 차원에서 핵심가치에 한 심이 불

거지게 되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 인 이유는 경 환경

의 변화에 따라 기업들이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

치고 나가서 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에 있다(이태

형, 2009).

1980년  “사람에게서 기업 경쟁력을 찾자”라는 주장

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핵심가치의 요성이 기업들에

게 범 하게 확산되었고, 90년 에 이르러 다운사이징

이 일상화되면서 핵심가치가 최고 기업들이 보유한 차별

 우  요소로 인식되었다. 2000년  로벌의 개념이 

시장 확장에서 최우선 순 에의 도 으로 바뀜에 따라 

핵심가치가 다양성 리, 윤리성 확보 등의 기  요소로 

정착되었으며, 재 핵심가치는 윤리와 경쟁력을 포 하

는 사업의 토 이자 성공유 자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

서 경 의 나침반으로써 핵심가치는 무엇이고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 있다.

나. 가치  핵심가치의 개념

핵심가치란 기업 경 에 있어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한 지침이 되는 일반 인 가치들  가장 요하게 여

겨지고 모든 가치들의 심에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따

라서 핵심가치에 한 정의를 내리기 에 보편 인 의

미에서의 가치에 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Rokeach(1973)는 “가치 이란 어떤 구체 인 행동양

식이나 존재상태가 그 반 의 행동 양식이나 존재 상태

보다 개인 으로 는 사회 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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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라고 정의하 다. 따라서 가치 은 여러 가지 행동 

안이나 여러 가지 가능한 상태 에서 어느 것이 더 좋

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 혹은 어느 것이 더 올바르고, 어

느 것이 더 그르다는 개인  는 사회  규범을 의미한

다. 한 개인의 가치 은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시스템의 모습으로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

러한 시스템은 개인이 강조하는 요도에 따라서 우선체

계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이 오랫동안 학습을 통

하여 형성해온 확신체계이자 성격의 한 부분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구성을 지니고 있다(이학종 & 박헌 , 

2008).

핵심가치에 한 개념을 살펴보면 Paul. Niven은 핵심

가치는 조직 내에 깊게 내재된 믿음을 표 하며 모든 직

원들의 매일 매일의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조직을 인

도하는 원한 원칙이라 정의하 다. 한 Jim Collins와 

Jerry Porras는 “핵심가치는 특수한 문화나 운  지침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경제  이익이나 근시안 인 기

치와도 타 해서는 안 되는 조직의 필수 이고 속

인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워튼포럼 역, 2005).

Charles와 Jones(2008)는 “핵심가치는 조직의 미션이

나 비  성취에 도움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

이나 구성원들의 행동방식에 한 규범”이라 하 으며 

노용진(2003)은“핵심가치란 조직 내에서 바람직한 행동

을 제시하는 기본 인 규범이며, 기업 구성원들이 공유하

고 있는 가치 이자 신념으로 장기간 변하지 않는 특징들

의 결합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김동철과 서양우(2008)

는“핵심가치는 미션  비 을 쫓아가는데 있어서의 일하

는 방식에 한 정의”이며 흔히 창업자나 최고경 자가 

추구하는 정신이나 자세가 반 된 경우가 많으며 그 회사

의 무형  정체성  기업문화가 함축된다고 한다.

상기 의견을 종합할 때 기업의 핵심가치란 “조직의 미

션  비 을 달성하기 한 창업자나 최고경 자가 추

구하는 정신이 반 된 일하는 방식으로 이는 조직 구성

원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제시하는 기본 인 규범이자 

기업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이자 신념 체계”

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간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

진다.

2.2.2 핵심가치의 기업이념과의 관계

가. 기업이념의 개념  기능

기업의 핵심가치를 상기와 같이 정의할 때 창업자나 

경 자가 요시 하는 그 회사의 가치  혹은 일하는 방

식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강령, 경 이념, 경 철학, 신

조, 지도”등의 표 과 핵심가치와의 계가 문제된다.

기업이념이란 회사를 어떤 목 에서  어떤 방식으

로 경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한 기본  생각, 사

상을 표 한 것으로 경 자가 스스로 기업경 에 해 

사회 으로 공표한 견해이다. 따라서 기업이념은 기업경

에서 흔히 사용되는 경 철학과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신태균, 2006).

경 철학은 창업자 혹은 최고 경 자의 인생 , 가치

, 기업  등이 반 된 것으로 불문법과 같은 형태를 지

니는데 반해 기업이념은 경 철학을 성문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념이란 한 기업이 공유하고 추구

하는 공식 으로 공표한 가치와 신념체계라 할 수 있다.

기업이념은 그 기능에 있어 두 가지 측면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먼  내성 측면에서 기업이념은 기업 내 

구성원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통일시켜 공유하고 있

는 가치와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내  통일성에 기여한다. 

이와 다르게 외성 측면에서 기업이념은 기업 활동가 

련된 외부와의 계를 형성하여 기업의 외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외이미지를 높여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나. 기업이념의 구성요소

기업이념은 크게 기업목 , 경 이념, 행동규범 이

게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신태균, 2006).

첫째, 기업목 은 기업의 존재이유이자 기업이 추구하

는 궁극 인 목 에 한 것으로 창업자나 최고 경 자

의 경 철학이 반 되어 기업이념, 사시, 사명 등의 모습

으로 나타난다.

둘째, 경 이념은 기업이 기업목 을 달성함에 있어 

기업 경 방침에 한 기본 인 규범이자 경 의사결정

의 기 으로 구성원의 신념, 도덕률, 논리 을 심리 으

로 지배하며 사훈, 경 원칙, 기업규범 등으로 표 된다.

셋째, 행동규범은 경 이념을 실천하기 한 행동방식

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에 한 의사결정 기 이나 

가치 단의 척도가 되며 행동지침, 행동원칙, 사원정신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 핵심가치와 기업이념의 계

핵심가치  기업이념의 구성요소인 기업목 , 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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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행동규범에 한 국내 기업들의 표 은 기업마다 다

르게 나타난다. L-그룹의 경우 비 에서 “L- Way란 ‘L- 

임직원의 사고  행동의 기반’으로서 경 이념인 ‘고객

을 한 가치창조’와 ‘인간존 의 경 ’을 L-만의 행동방

식인 ‘정도경 ’으로 실천함으로써 L-의 비 인 ‘일등 

L-’를 달성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표 하고 있다. 

즉 L-에서는 경 이념, 행동방식, 비 이란 표 을 사용

하는데 반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 가치체계에서 경 이

념과 이를 해 모든 삼성인이 공유하고 지켜야 할 핵심

가치, 그리고 이 핵심가치를 실 하기 해 경 원칙을 

표 하고 있다.

양 그룹의 기업이념의 구성요소를 비교하여 보면 기

업목 에 한 표 을 양 그룹 모두 경 이념이라 하고 

있고 문표 은 각각 ‘management principles’과 

‘business philosophy’ 로 서로 다르다. 한 L-그룹의 경

우 기업 목 은 경 이념(management principles)으로 

경 이념은 회사 운  원칙으로 그리고 행동규범은 행동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삼성의 경우 기업 목 은 경

이념(business philosophy)으로 경 이념은 핵심가치

로, 그리고 행동규범은 경 원칙으로 각각 표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태형, 2009).

라. 핵심가치의 개

핵심가치가 상기된 내용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하기 해서는 핵심가치가 구호나 선언에 머물 것이 아

니라 실질 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살아있는 핵심가치를 만들기 해서는 핵심가치가 

기업문화로 정착되도록 하는 핵심가치의 개활동이 필

요하다.

핵심가치는 크게 핵심가치 도출과 가치별 행동요소 

추출, 선포, 시스템에 정렬 강화와 같이 5단계를 거쳐 진

행된다(고 철, 2004).

기업 내 핵심가치의 정립이 필요한 경우는 기업의 합

병, 신규 사업에 진출, 속한 환경변화 등 기업의 외부  

기나 조직의 인 신 필요성 등 내부  기를 

경험할 때 혹은 최고 경 자를 포함한 리더의 세 교체

에 따라 새로운 가치의 정립의 필요성이 두될 때 등이

다. 기업이 핵심가치의 정립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은 차를 거친다(신태균, 2006). 

첫 번째 단계는 핵심가치 도출 단계로 기업은 핵심가

치의 도출을 해 기존 기업 내 유지되어 오던 가치들을 

분석하고 창업자나 최고 경 자의 경 , 기업  등을 

정리한다. 한 동종업계의 선진기업이나 벤치마킹을 하

고자 하는 기업의 핵심가치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기도 하

며, 임직원들의 심을 제고하거나 참여를 구하기 

해 내부설문이나 공청회 등을 갖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가치별 행동요소 추출하는 단계로 핵

심가치를 도출한 후에는 각 가치들을 바탕으로 직군 별 

가치의 세부 인 행동요소에 한 정의와 그 기  등을 

설정하여 각 가치 별 요구되는 한 태도  행동에 

한 일련의 기 이나 기 치를 추출한다.

세 번째 단계는 선포 단계로 핵심가치의 도출  행동

요소를 추출한 후에는 선포 는 하여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선포  상징 인 행

는 CEO와 체 구성원들 사이의 간담회나 경 이념 선

포식과 같은 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한 해의 시작

을 알리거나 한 해의 결산 보고를 할 때 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공식 서한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가치의 선포가 

끝나면 기업들은 체 구성원에게 왜 기업이 이러한 가

치를 선정하고 선포하며 무엇을 해 이러한 가치를 정

립했는지 인식시켜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일반 으

로 교육과 사내홍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네 번째 단계는 시스템에 정렬하는 단계로 핵심가치

의 실 을 유도하고 진하기 하여 각 기업들은 가치

를 제도화하게 된다. 특히 인사제도에 연계시키는 경우

가 많다. 인사제도에는 기업이 정한 핵심가치를 인재상

으로 만들어 채용 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이를 정량화

하여 인사고과에 반 하는 방법이 있다. 기업은 단순히 

업무 성과에만 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

에 잘 부합하여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이는 기업의 가치를 잘 수하고 따르려는 종업원의 

충성도 외에도 구성원 스스로 가치를 실 시켜 자기실

에 도달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정 인 것으

로 평가 받고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강화단계로 기업의 핵심가치가 구

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져 기업문화로 정착시키

는데 있어 최고경 자를 포함한 경 진의 의지와 솔선수

범이 매우 요하다. 그리고 핵심가치에 한 구성원들

의 지속 인 심을 유도하기 해 각종 성공사례를 만

들어 이를 공유하면 구성원들의 인식도를 높이고 감을 

불어 넣어  수 있다. 이는 강한 동기부여로 이어져 구

성원들의 핵심가치에 한 몰입도를 향상시켜 기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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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구성원들에게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정 인 결과를 창출한다.

3. L- Way의 기본 철학

3.1 L- Way의 기본철학

기업은 시장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시장의 테두리 안에서 시장과 계를 맺고 지속 인 성

장을 추구하며 생존하고 도 발 하는 생명체이다. L- 역

시 시장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다. 그래서 L-는 시장이 발

해야 L-도 발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과 

L-가 공존하면서 함께 발 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기업이 시장 생태계와 공존하면서 함께 발 하기 

해서는 공동 번 을 추구하는 분명한 정신과 철학이 있

어야 한다. 그러한 정신과 철학으로 L-에는 L- Way가 

있다.

L- Way의 바탕에는 고객이 있으며 고객이야 말로 기

업의 존재기반이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 고객이 

L-의 제품과 서비스를 신뢰하고 구매하지 않는다면 L-

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존과 번 을 

한 기반을 튼튼히 하려면 고객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지

속 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객가치를 기업 번 의 핵심

으로 인식하고, 모든 행동과 의사결정의 출발 을 항상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수 있느냐’에 두어야 한다.

고객에게 남과 다른 차별 인 가치를 지속 으로 제

공하려면 기업의 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것이 

L-가 추구하는 ‘고객을 한 가치 창조’의 기본 신념이다.

고객가치 창출의 원천은 조직의 구성원이다. 사람은 

생산설비나 경 시스템처럼 리를 해야 하는 수동 인 

‘경 의 상’이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동

인 ‘경 의 주체’이다. L-는 모든 구성원이 회사의 비

을 실천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창조하는 주체라 

믿는다. 모든 구성원은 경 의 주체이기에 더더욱 인간

으로서의 존엄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동등하게 존  받아

야 한다. 그래야 자발 이고 능동 으로 고객가치 창출

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고객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분야

나 역량 측면에서는 구성원 개개인이 다를 수 있다. 따라

서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극 화하여 최고의 

고객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에 해

서는 공정하게 평가, 보상해야 한다. 이것이 L-가 추구하

는 ‘인간존 의 경 ’의 기본 신념이다. L-의 모든 구성

원은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정도경 ’을 

실천해야 한다. ‘정도경 ’이 표방하는 고객에게 신뢰 받

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투명하고 정직한 경 , 깨끗

한 윤리의식, 각 나라의 법규에 한 철 한 수, 기업의 

사회  책임 이행 등의 실천항목은 어떤 경우에도 타

할 수 없는 L-의 행동원칙이다. L-는 구성원들이 실력을 

배양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정도경 ’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L-는 구성원 모두가 ‘고객을 한 가치

창조’, ‘인간존 의 경 ’, ‘정도경 ’을 극 실천하여 세

계 최고의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 한 번 잘하는 것이 아

니라 시장의 흐름에 기민하게 응하면서 지속 으로 잘

하기를 원한다. 이 게 하면 인류사회의 발 에 기여하

면서 지속 으로 성장하는 ‘일등 L-’가 될 수 있을 것이

라 믿기 때문이다.

3.2 L- Way의 역사

1947년 창업 이래 창업회장의 경 철학을 반 하여 

인화단결, 개척정신 그리고 연구개발이라는 세 가지 경

이념을 설정하고 이를 경 에 반 시켜왔다. 이 가운

데 특히 인화는 L-의 통 인 공유가치로 구성원 상호

간의 존경과 사랑, 포용과 신뢰, 더 나아가 애사심을 강조

하는 상장이라 할 수 있다. 한 개척정신과 연구개발의 

가치를 내걸고 왕성한 도 정신, 창의력 그리고 추진력

을 가진 L-인을 육성해왔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할 은 

인화가 결코 온정주의나 가족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L-에서의 인화는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상호간의 의

를 거쳐 원칙을 정한 후 그 원칙을 지키기 해 상호간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해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 이래 계승해온 경 이념은 L-가 더욱 발 된 미

래를 향해 끊임없이 신하면서 비약 으로 성장하는 원

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경 이념은 변하는 경 환경에 따라 새로운 

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0년 를 시작하면서 다가오

는 21세기 경 을 해 L-는 스스로 과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 고, 이를 통해 ‘고객을 한 가치 창조’, ‘인간존

의 경 ’이라는 진일보한 경 이념으로 새롭게 정립한 

것이다. 이는 남과 다른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여 고객

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조하

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사람을 신뢰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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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하는 ‘인간존 의 경 ’을 추구해야 21세기에도 지

속 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0년 2월 개척정신, 연구개발에서 진일보

한 ‘고객을 한 가치창조’ 그리고 인화단결의 이념을 발

시킨 ‘인간 존 의 경 ’을 L-의 새로운 경 이념을 선

포하 다.

이로서 L-는 창업이념에 기반을 두면서도 경 환경의 

변화에 응하는 한편, L- 안 의 이해 계자 모두가 공

감하고 모든 사업에 용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는 경

이념을 정리하게 되었다. 한 최고 경 자의 의지가 반

된 원칙을 구성원 개개인에게 보다 분명하게 달하는 

것도 가능해 졌다. 이 게 정립된 신 경 이념은 자율경

을 뒷받침하는 제도  장치를 튼튼히 하고 경 에 활

력을 불어넣는 한편, 구성원에게 21세기 경 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신  좌표로써의 모든 사업 분야의 결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1995년 취임한 구본무 회장은 ‘고객을 한 가치창조’

와 ‘인간존 의 경 ’이라는 기존 경 이념의 기반 에

서 ‘정직’과 ‘공정’울 바탕으로 하는 ‘정도경 ’을 새로운 

L-시 의 경 철학으로 제시하 다. 부단한 자기 신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 경 , 공정한 경쟁, 그리고 사

회  책임을 극 실천하는 ‘정도경 ’의 토양을 일구어 

우량 L-를 실 한다는 의지의 표 이다.

한편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상황에서 지속 으로 생존

하고 발 하기 해서 비 을 명확히 수립해야 할 필요

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선포된 것이 ‘일등 L-’이다. 결

국 경 이념인 ‘고객을 한 가치창조’, ‘인간존 의 경 ’

에 경  이념의 실천을 한 행동방식인 ‘정도경 ’ 그리

고 L-의 궁극  지향 인 ‘일등 L-’가 더해지면서 재

의 L- Way라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Fig. 1]은 L- 

Way의 진화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L-는 L- Way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 

모두에게 체화되어 실제 업무에 실천 으로 용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시 의 변화에 부합

하는 L- 고유의 사상으로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원칙으

로, 그리고 구성원들이 마다 꿈을 가지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 으로 

진화시켜나가고 있다.

출처 : L- Way(2011)

[Fig. 1] L- Way development process

3.3 L- Way 핵심 개념

3.3.1 일등 L-

‘일등 L-’란 L-의 모든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

인 지향 이다. 자신 사업 분야에서 고객에게 지속

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탁월성을 실 하여 로

벌 경쟁에서 월등한 우 를 확보함으로써 극 으로 시

장을 주도해가는 L-가 되겠다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해

당 사업 역에서 구도 넘볼 수 없는 리더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

'일등 L-'가 되기 해서 ‘해당사업 분야에서 고객에

게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아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회사의 제품 는 

서비스를 꼭 사고 싶다고 할 만큼 리미엄의 가치가 있

는 특출한 회사’로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서 각 사가 ‘일등 L-’를 실로 만들겠다는 

꿈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 자사의 사업 특성과 환경을 고

려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 인 목표와 계획을 세

우고 도 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꿈을 실 하기 

해서는 그만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즉 원천기술, 마

, 디자인 등 해당 사업 분야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지

속 으로 제공하는 원동력이 될 핵심역량을 끊임없이 확

보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핵심역량을 략

으로 활용하여 ‘일등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어떤 형

태로든 성과가 없는 일은 의미가 없다.

‘일등 성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L-의 

모든 회사를 마다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주도 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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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표 을 만들어가며 끊임없이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다. 다른 하나는 L- 체의 에서 향후 부가가치가 높

아질 새로운 사업 역을 탐구하여 선정하고 집 으로 

육성함으로써 미래의 사업  기술에서 주도권을 선 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Fig. 2]와 같이 L-는 

인류사회의 발 에 기여하고 사회  책임을 다하면서 

속 으로 발 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 ‘일등 L-’에 해 잘못 이해하고 오

해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일등 L-’를 단기

인 목표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속 인 

기업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험한 생각이다. ‘일등 L-’

를 단기 목표로 오해하면 매출 등 외형으로 나타나는 정

량 인 성장만을 추구하게 되고, 자칫하면 R&D 등 장기

인 에서 미래 비를 해 필요한 요한 활동들

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 한 시장 여건상 아무리 노력

해도 정량 인 일등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기업의 

경우, 구성원들이 일등을 비 실 인 목표로 인식하여 

좌 하거나 냉소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경 이념인 ‘고객을 한 가치창조’와 ‘인간존 의 경

’, 행동 방식인 ’정도경 ‘을 체질화하고 철 히 실 하

면서 [Fig. 2]와 같은 일등 L-‘는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이

며, 재무성과는 그 결과로써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신

념을 가지고 있다.

출처 : L- Way(2011)

[Fig. 2] figure of NO.1 L

3.3.2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일등 L-'를 달성하기 해서는 L-만의 독특하고 탁

월한 고객가치를 지속 으로 제공하는 일, 즉 고객을 

한 가치창조‘가 필수 으로 요구 된다.’ 고객을 한 가치

창조‘는 L-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인 경 이념이다.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L-가 존재한

다. 그러므로 고객을 해 기존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동

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객을 

한 가치 창조’는 타 할 수 없는  기 이다. 따라

서 단기 인 매출이나 이익을 해 고객가치를 훼손시키

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고객가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고객은 항상 새롭고 

차별 인 가치를 원하기 때문에 고객가치는 지속 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고

객 가치 창조는 고객 에서 고객이 원하는 실질 인 

가치를 제공하기 해 끊임없이 신하는 가운데 이루어 

질 수 있다

출처 : L- Way(2011)

[Fig. 3] making value for customers : 
components and behavior principles

그 동안 L-는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좋게, 더 싸

게, 더 매력 있게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리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하지만 높아진 고객의 기 수 과 빠

르게 진행되는 경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등 L-’를 실

하기 해서는 지 보다도 한걸음 더 앞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고객 니즈를 독창 으로 해석하고 차

별화된 기능과 품질, 감성 인 디자인을 가진 제품과 서

비스로 고객가치 측면에서 강한 경쟁력을 발휘하는 사업

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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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으로 고객가치 신에 앞서가도록 원천기술의 개발 

비 도 높여가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객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L-는 ‘만약 내일이라도 시장에서 

사라진다면 고객이 아주 많이 슬퍼할 회사’, ‘세상에 반드

시 있어야 하는 꼭 필요한 존재’로 고객에게 인식되고자 

한다.

‘고객을 한 가치창조’는 [Fig. 3]과 같이 고객 시, 

실질  가치제공, 신을 통한 창조 등 3개의 요소로 구

성되어 있다.

가. 고객 시

고객 시는 모든 경 활동에서 고객을 가장 먼  생

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을 시하는 자세는 회사

의 단기  목표 달성 등의 이유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인 기 이다. 그러므로 L-의 모든 조직과 구성원

은 항상 자신의 활동이 고객이 느끼는 가치와 어떻게 연

계되어 있는지를 뒤짚어보고, 고객가치의 에서 업무

를 추진하고자 한다.

나. 실질  가치제공

재 시 에서의 생존과 수익 창출은 물론 속기업

으로서 미래의 성공까지도 가능하게 하려면 고객에게 끊

임없이 실질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제품과 서

비스를 비할  기술  난이도가 높거나 단순히 남들

과 다르다는 것을 가치의 기 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

종 발생한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고객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고객이 꼭 필요로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고객이 제

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 인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구매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비로소 실질  가치를 제공했

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실질  가치는 고객이 지  필요

하다고 구체 으로 표 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미래에 필요로 할 가치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그

러므로 고객의 미래가치를 측하여 제공하고, 그 을 

고객들이 인정하여 다시 찾을 수 있도록 L-만의 독특한 

가치를 지속 으로 창출해야 한다.

다. 신을 통한 창조

‘고객을 한 가치창조’는 기존의 경 활동 방식을 답

습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다른 경쟁사들

에 비해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기존의 경  활동 방식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큰 폭으로 고객 가치 신에 

앞서가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L-가 추구하는 

신의 방향이다. 경쟁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차별  

가치를 창조하고 이를 고객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 의 가격으로 공 함으로써 L-의 제품과 서비

스에 해 고객이 느끼는 효용을 획기 으로 증 시키기 

한 것이다. 바로 가치와 비용 사이의 상충 계를 타

하는 신이다. 이를 해서 한편으로는 핵심원천기술을 

선행 으로 확보하기 한 노력을 계속하고, 다른 한편

으로는 고객과 시장의 변화를 기민하게 감지하여 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해나가야 한다.

3.3.3 인간존중의 경영

‘인간존 의 경 ’은 구성원이 곧 고객가치 창출의 주

역이라는 신념에 따라, 개개인이 자신의 업무에 주인의

식을 가지고 최 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주체

는 결국 조직의 구성원들이다. 그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

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일하도록 할 것인가를 모색 하는 

데서부터 ‘인간존 의 경 ’은 출발한다.

L-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업무에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일할 때 진정한 의

미에서의 고객가치를 실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구성원

들이 고객가치 창조를 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업무에 몰입하여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해서는 구

성원 모두가 자신이 경 의 수단이 아니라 주제로서 

으로 존  받고 있다는 자존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서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성장하여 자신의 

꿈을 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 꿈을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제

공되어야 한다. 성과를 창출한 구성원은 자연스럽게 드

러나 조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발 된 성과에 

해 객 이고 공정한 평가와 보상도 함께 이루어 져

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스

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업무에 몰입하여 성과를 창출함으

로써, 조직의 성장과 개개인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존 의 경 ’의 핵심이다.

‘인간존 의 경 ’은 다음 [Fig. 4]와 같이 창의, 자율, 

인간 시, 능력개발  발휘 극 화, 성과주의 등의 요소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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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L- Way(2011)

[Fig. 4] people oriented management : 
components and behavior principles

가. 창의, 자율

구성원의 창의와 자율이 발 되어야만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구성원들이 

‘고객을 한 가치창조’를 통해 ‘일등 L-’를 실 하는 주

체임을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해 스스로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자신

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와 자율은 구성원으로 하여  스스로 목표를 향

해 도 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창의와 자율은 강

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일과 

조직에 한 주인 정신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발휘된다. 

따라서 창의와 자율이 존 되는 문화구축을 통해 구성원

들이 존재감을 느끼고 배려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나. 인간 시

인간 시란 경 의 주체인 구성원 개개인의 존엄성을 

으로 존 한다는 의미이다. 즉, 구성원이 조직 안

에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며, 자신이 배

려 받고 발 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의 능력과 장 을 고려하여 의미 있는 업무를 부

여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조직

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게 되어야만 자연

스럽게 주인 정신에 바탕을 둔 창의와 자율이 발휘된다.

다. 능력개발  발휘 극 화

능력개발  발휘 극 화는 구성원이 스스로 세계 최

고가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해 노력하고, 회사는 개개인의 잠재력이 최 한 발휘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해 일을 하는 과

정에서 구성원 개개인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량을 개발

하고 언제든지 그 역량을 발휘하는 역동 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

라. 성과주의

L-의 성과주의는 도 인 목표를 세우고 지속 인 

성과 창출에 노력하며, 능력과 장단기 성과에 따라 공정

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과주

의는 단순히 성과에 한 평가와 보상에 국한하는 개념

이 아니다. 조직이나 개인이 높은 목표에 도 하고, 달성

된 성과에 해서는 이에 걸맞은 보상을 함으로써 지속

으로 성과가 창출되는 선순환의 문화를 조성하려는 총

체 인 개념이다.

3.4 정도경영

고객에게 진정으로 인정받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L-를 

만들기 해서는 ‘고객을 한 가치창조’와 ‘인간존 의 

경 ’을 통해서 이루어 내야 한다. ‘정도경 ’이 정착되기 

해서는 원칙과 기 에 따라 편법 없이 투명하게 일을 

해나가는 ‘정직’함이 필요하다. 한 고객과 사회에 해 

책임 있게 행동하고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기업 경

의 핵심요소  하나임을 인식해야 한다. 력회사 등 

외부와의 거래에서는 공정하고 합리 인 계를 유지하

고, 상호 발 을 한 트 십의 계를 만드는 것도 필

요하다.

L-가 표방하여 실행하고 있는 ‘정도경 ’은 단순히 윤

리경 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윤리경 을 기반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꾸 히 배양하여 정정당

당하게 승부하고 이를 통해 실질  성과를 창출하는 L- 

고유의 행동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L-인으로서의 명

와 자 심을 지키면서 기업의 본질  경쟁력을 높이는데 

력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정도경 ’의 정신이다. ‘정도

경 ’이 명실상부하게 L-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을 

때, L-는 고객으로부터 폭 인 신뢰를 받으면서 지속

으로 건강하게 생존, 발 할 수 있다.

‘정도경 ’은 다음 [Fig. 5]와 같이 정직, 공정한 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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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통한 정정당당한 경쟁 등 3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L- Way(2011)

[Fig. 5] components and behavior principles 
of "Jung Do" management

3.4.1 정직

원칙과 기 에 따라 편법 없이 투명하게 일을 해 나가

는 정직함은 기업경 의 기본이다. L-인이라면 그 구

라도 작은 이익에 유혹되어 큰 것을 놓치는 소탐 실이

나 도덕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L-는 창업 기부터 ‘정도경 ’의 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정착하기 해 꾸 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따라서 ‘정도경 ’의 의미와 실천의 필요성

에 한 구성원의 인식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직도 일부에서는 사업 특성 때문에 ‘정도경 ’의 

원칙과 기 을 철 하게 수한다는 것이 실 으로 쉽

지 않다는 인식이 잔존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원칙과 기

에 다라 투명하게 일한다는 ‘정직’이란 개념은 사업 여

건이나 행 등에 다라 선택 으로 용할 수 있는 이  

잣 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도경 ’의 실천을 한 원칙과 기 은 결코 타 할 

수 없는 것이며, 합리 이고 일 되게 용되어야 한다. 

과거부터의 행으로 인식되고 행해졌던 불합리한 들

이 있다면 철 하게 배격하고 이를 개선하기 해 노력

해야 한다. 정도의 근본은 모든 조직구성원의 자기 존

감에 있다. 자기 심성이 확고한 사람은 원칙과 기 에 

따라 투명하게 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된다. 따라서 

구성원 개개인은 L-인의 지와 자부심을 함양하여 항

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해나

가야 한다. 이러한 기 과 원칙을 어기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성과 창출 여부와는 계없이 엄 하게 페 티

를 용해야 한다.

3.4.2 공정한 대우

공정한 우는 력회사 등 외부와의 거래에서 공정

하고 합리 인 계를 유지하고, 상호발 을 한 건강

한 트 십의 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 으로 고객과 사회에 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

심요소  하나임을 인식하고, 력회사와의 계에서도 

신뢰받는 행동을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  책임을 실천한

다는 의미이다.

3.4.3 실력을 통한 정당한 경쟁

실력을 통한 정당한 경쟁은 ‘정도경 ’이 단순히 윤리

이고 도덕 인 의미를 넘어 우리 자신의 실력을 바탕

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야 한다는 L-의 행동방식이다. 

즉 아무리 경쟁이 치열한 환경이라 해도 L-인으로서의 

명 와 자 심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야 한다는 

신념의 표 이다. 이를 해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내부 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을 높이는 데 력하는 것이 ‘정도경 ’의 참 뜻이다.

3.5 요약

L- 그룹의 “L- Way 사례처럼 지속 인 성공을 구

하는 기업들은 모두 공통 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의욕 으로 일하고 잠

재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한 기업의 핵심가치는 경 의사결정의 기 이 되어 

안으로는 내부 이해 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밖으로

는 외부 이해 계자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요구에 일

성을 가지고 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

이처럼 기업의 핵심가치는 불확실한 경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한 기업 스스로를 향한 변화의 기 이자 구

성원의 내부 역량 응집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생존은 핵심가치에 기반을 둔 체 경 활동들 

사이의 통일성과 상호 유기  연결에 따라 기업의 지속

가능 경 의 성공여부가 결정되어 21세기 로벌 기업으



소비자만족과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업의 핵심가치의 역할과 중요성 -L-그룹 사례를 중심으로

222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May; 11(5): 211-223

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핵심가치가 기업 문화를 구성하는 요한 가치

으로써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통된 가치 으로 자리 잡

아야 한다. 한 가지 사실에 한 서로 다른 해석은 양측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조직의 역량을 분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 경 자는 기업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고 공통된 가치 을 공유하여 기업의 비  달

성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4.1 시사점

L- Way는 변하는 기업 경쟁 환경 속에서 시장과 

고객이 지속 으로 인정하는 일등 기업을 달성하기 해 

요구되는 L-인의 근본 가치 체계이자 행동 지침이다. 이

처럼 L- Way와 같이 기업의 핵심가치는 액자 속에 있던 

추상 이고 선언 인 의미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장에

서 구 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기업의 핵심가치가 실제

로 구 되기 한 향후 과제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4.1.1 지속적 메시지 전달을 통한 이해도와 공감

대 제도

기업의 핵심가치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통된 가치

으로 인식되고 장에서의 실제 용을 한 가이드라인

을 제공하기 해서 구성원들과 많은 논의와 공감  형

성을 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해 교육,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구성원들이 핵

심가치의 개념  실행 방안에 한 이해도와 공감 를 

높이기 해 노력해야 한다. 

4.1.2 핵심가치의 실행력 강화

L-그룹의 경우 L- Way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부분의 구성원들이 이를 장에서 자기 업무와 연계

하여 용 할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

생하고 있다. 그래서 L-그룹은 L- Way가 장에서 내재

화되기 해서는 으로 갈수록 원론  설명이 아니라 

장에서 바로 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기 한 활동

을 실행하고 있다. 즉 의사결정과 실행이 기업의 핵심가

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세스가 정립되어

야 한다.

따라서 핵심가치의 구체  실행방안에 한 구성원의 

요구가 증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핵심가치를 제

로 해석하고 실제 경 과 의사결정에 용한 다양한 사

례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발굴된 사

례를 어떻게 활용하고 고려할 수 있는지에 해 구성원들

과 지속 으로 커뮤니 이션하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은 원칙의 천명에서 더 나아가 회사 내의 

제도, 조직 운 방식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기업의 핵심

가치와 연계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핵심가치에 부합

하는 행동을 진시키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지속 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

4.2.3 정착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Upgrade

기업은 핵심가치의 구 과 체화 정도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L-그룹의 ‘L-Way 서베이’, 

‘L-Way 리더십 평가’ 등과 같이 지속 인 모니터링을 통

해 개선 방향을 고찰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사업과 사

람들을 기업의 핵심가치 에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

고, 아무리 성과가 좋더라도 기업의 핵심가치에 부합하

지 않을 경우 과감한 퇴출도 필요하다.

한 기업의 핵심가치는 경 환경의 변화  생존 법

칙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화해야 한다. 따라서 

장에서 검증된 구체 인 실행방안들과 기업 내  

경험과 지혜를 반 한 Upgrade 방안을 지속 으로 추구

해야 한다.

결국, 구성원들의 이해도  공감  제고 → 핵심가치

의 실행력 강화 → Monitoring & Upgraded의 선순환 창

출을 통해 기업의 핵심가치가 실제 장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핵심가치에 한 조직 구성원들의 공감 가 

형성되고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때, 기업은 멀지 않은 장

래에 경쟁자들이 쉽게 침해할 수 없는 차별화된 경쟁우

를 바탕으로 로벌 시장에서도 차별  우 를 할 

수 있을 것이다.

4.2 연구의 한계점 및 과제 

기업의 핵심가치 개는 많은 경우 그 속성상 기업의 

내부  경 활동인 경우가 많고 그것도 비정형  방식으

로 개는 비공식 으로, 그리고 매우 실무 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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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 내부 활동

도 투명경 에 한 이해 계자들의 요구나 기업 간 벤

치마킹을 통해 차 공개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러한 경향이 기업차원에서 볼 때에도 자신

이 구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철학을 가지고 경

활동을 개하고 있는가에 한 임직원은 물론이고 고객, 

력업체, 주주 등 이해 계자를 포함한 사회 체에 공

개하여 오히려 극 으로 홍보하는 것이 그 기업의 

랜드가치 증 를 해서도 필요한 활동이라고 본다. 고

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기업도 사회를 떠나서는 생

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서 한 기업의 존재 이유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이른바 기업의 유 자라 할 수 있는 핵심가치의 구성

내용이나 더 나아가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가치  DNA

의 구조나 성분을 비교함으로써 한 기업의 성장과 발 을 

진키시고 유지시킬 수 있는 공통 인 기업가치를 발견

하고자 하는 시도는 앞으로도 더욱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로벌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지속

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세계  우량기업들이 공

통 으로 확보하고 있는 보편 인 가치를 상호 비교, 연

구하는 노력이 실하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의 핵심가

치 내용, 개방식, 실천, 제도화, 임직원들의 공유 를 

한 구체 인 로그램들의 개별  비교 연구 탁월향후 

보다 미시  있는 세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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