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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tried to draw the failure traits of leadership by extracting leadership parts from previous failure studies 

and including some parts which mention failure leadership among leadership-related books. All of 5 patterns 

are drawn through total 13 types of study data. From ‘insensitive to change’ and authoritarianism which is 

mentioned 8 times in such 13 studies, to ‘interpersonal problem’, which is mentioned five times, traits which 

are mentioned at least five times are selected. There are drawn 5 traits including △ authoritarianism △

insensitive to change △lack of executive ability △populism and △interpersonal problem. As being examined 

in these 5 types of failure traits, the failure of leadership is ultimately happened because of communication 

heading for the inside without any communication(exchange) to the outside. That is, it is understood that 

authoritarian leaders don’t perceive change correctly but make a wrong communication (populism) or break 

down communication. Additionally, the executive ability is to perform actually one’s idea and to be achieved 

through incessant communication with members.

Compared with other various studies to draw failure factors, these leadership traits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e previous researches conducted the study of general failure factors, △adherence to pre-

existing business and resistance to change △unfeasible expansion strategy △blind faith in successful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insufficiency to grasp competitor(consumer) are pointed out as the failure 

factors. It is deemed that these are happened because organizational management is headed for the inside 

without any communication (exchange) to the external environments.

Matters unfolded through this paper until now are an attempt to apply the failure knowledge to a leadership 

part which is an individual field in business administration. It is considered that this study will be 

complemented through additional case study or quantitative analysi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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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모든 조직경영에

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화두는 리더십(leadership)이

다. 리더십이란 집단의 목표나 내부 구조의 유지를 위

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이

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이다. 일찍이 정치학이나 

사회학의 주요 문제로 취급되어 왔으나, 기업이 사회적 

조직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자 경영의 주요 이슈

로 부각되고 있다.1)  성공한 리더가 주목을 받는 이유

를 다른 측면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주변에 성공한 리

더십이 그리 많지 않다는데 있다.2)  실패한 리더가 적

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리더십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실패한 리더십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패한 리더십 중에는 리더십을 연구하는데 좋

은 자산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성공에 이를 수 있는 리더십 모델을 더욱 강화시

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 리더십이 감춰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의 기초가 되는 리더십의 좋은 자산

이 사장(死藏)되고 있을 수도 있다. 리더십에도 실패

학이 필요한 이유이다.

본 논문은 이렇게 리더십 분야에서도 실패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지는 시대적 배경 위에서 이를 학문적 

틀로서 묶어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연구방법론으로는 탐색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는 문

헌연구와 함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실패관

련 자료들의 빈도분석을 추가하였다. 특히 리더십 실

1)  두산백과 (2014)

2) LG경제연구원이 동아일보와 잡코리아와 공동으로 2008년 1

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내 직장인들이 느끼는 리더

십의 만족도는 44.1점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낙제점수다. 만

족도 측면만 본다면 한국기업은 심각한 리더십 결핍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패요인 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비교 연구도 함께 시도

하였으며 도출된 실패 특성들에 대한 사례도 포함하

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먼저 리더십 실패지식의 연구대상

인 실패를 규정하고, 현재까지 단편적으로 이어오는 

리더십 실패의 특성을 도출하여 하나의 틀에 묶는 작

업까지이다. 이에 반해 리더십 성공과 관련된 다양한 

기존 연구들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대부분의 문헌이나 연구들이 개인이나 조직의 리더

십 성공을 다루는데 비해 실패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대적인 요구와 함께 사회트렌

드 등 필연적인 요인으로 인해 태동할 것으로 예상되

는 리더십 실패연구에 대해 국내외 상황을 고려한 유

형화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관련연구를 촉진시키는 초

석으로의 역할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실패의 정의 및 특성

실패학이란 실패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아직 학문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지만 연

구의 대상은 실패 그 자체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실

패학의 연구 대상인 실패라는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작업을 선행하여야 한다.

백과사전에 의하면 ‘실패’란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

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을 말한다. 국어사전의 의

미도 이와 유사한데, ‘어떤 일에서 원하던 결과를 얻

지 못하거나 완성하지 못함’을 이른다고 정의되어 있

다. 또한 한자사전에서도 ‘실패’를 ‘일에 성공하지 못하

고 망함’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몇 가지 정의를 살

펴보면 거의 동일한 하나의 뜻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실패란 목표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어떤 목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달성하지 못하고 처음 세웠던 목표와 다른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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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한 경우 우리는 이를 실패라고 부른다.

하지만 목표와 도출된 결과가 다르다고 모두 실패라

고 규정할 수는 없다. 목표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실패냐 아

니냐의 판별이 된다. 즉 목표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그 차이를 수용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를 실패라고 

규정짓는다. 미국토목학회(ASCE: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의 포괄적인 정의에 따르면 “실

패는 기대한 성능과 실제로 관찰한 성능 사이의 받아

들일 수 없는 차이다”3) 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패란 목

표와 결과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의 수용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실패가 가진 속성 중 가장 중요하고 실패학의 관점

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실패가 잘 드러나지 않고 

심지어 사람들은 이를 숨긴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를 행동경제학의 손실회피(loss aversion)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득에 비해 손실이 더 크게 보인다는 

사실이다. 많은 실험에 의하면 실제로 손실은 이익보

다 두 배나 더 커 보인다고 한다.4)  이익(성공)을 봤다

는 사람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손실(실패)을 

봤다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따라서 실

패학의 관점에서는 실패를 드러나게 만드는 일이 선행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실패가 가진 심리

적인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는 반복되

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실패가 반복되는 원인을 잘

못인 줄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병적 증상인 ‘반복

강박(repetition compulsion)’으로 설명하기도 한다.5) 

2.2 실패 개념의 이해

네이버 국어사전을 참조하여 유사어와의 비교를  통

3) 헨리페트로스키 (2008), 종이 한 장의 차이, 웅진지식하우스

4) Kahneman, D., &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s under risk, Econometrica 47, 313-

327.

5) 데니스 홀리 (2010), “반복의 심리학”, 흐름출판

해 실패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정의해 보았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참조하여 실패 유사어를 비교해보았다. 단

기적이며 적은 규모의 실패는 ‘실수’라고 이야기한다. 

실수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일시적이며 

곧바로 극복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가 누적되

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실수도 일을 망칠 수 있음

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사고’는 실패보다 우연성이 더 많이 개입된 경

우를 일컫는 말이다. 물론 예정되어 있는 사고도 있으

며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실

패는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위기’는 실패와 비교하여 결과보다 과정에 상대적

으로 많은 비중을 둔다. 위기는 과정이다. 이를 잘 극

복하게 되면 실패하지 않지만 잘 못 관리하면 실패에 

이르게 된다. ‘패배’는 실패보다 훨씬 더 명확한 결과

론적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스포츠경기와 같이 승패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재난’은 실패 

중 규모가 큰 실패를 이른다. 물리적이거나 자연적인 

경우에도 많이 쓰지만 꼭 이런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

은 아니다. 경제위기와 같은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재

난이라는 표현은 널리 쓰인다.

실패를 이러한 유사어와 비교하여 다시 정의해보면 

“실패란 기간이 지속되며, 사전 파악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다소 모호한 경우도 있

는, 적당한 규모의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라

고 할 수 있다.

[표 1] 실패와 유사어 관점 비교 6)

유사어 실수 사고 위기 패배 재난

관점 기간 우연 과정 명확 규모

6) 심형석(2013), 어떻게 실패는 성공을 부르는가, 커뮤니케이션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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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패학의 의의

‘실패학’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

지 못하였을 때 그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여 새로운 성

공법칙을 발견하는 학문이다.7) 따라서 실패학이란 성

공을 목표로 실패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한편, 실패의 원인을 조직 전체의 역량이나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서 찾을 수도 있다. 흔히, 개인 실패의 

이면에는 조직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의 조직은 개인의 단순한 결합체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본다. 최근에는 이렇게 개인차원과 

사회차원으로 구분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8) 

잊을만하면 일어나는 금융 사고들도 마찬가지다. 

7조원에 달하는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네랄(Société 
Générale)의 69억5천만유로에 달하는 선물거래 손실

과 최근 우리나라의 경남은행의 총5,258억원에 달하

는 PF대출사고 등도 금융 사고를 일으킨 개인에게 언

론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사고

도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

제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실패학을 다룰 때 개인차원과 함께 

조직차원의 실패학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연구할 필

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직차원의 실패는 개인차원의 

실패에 비해 더욱 복합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리더십과 같이 조직차원의 실패학에 대한 연

구에 중점을 두었다.

2.4 실패학의 범위

실패학은 연구대상이 실패라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미 드러나 있는 실패사례나 숨겨져 있는 실패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

7) 하타무라 요타로 (2008), 나와 조직을 살리는 실패학의 법칙, 

들녘 

8) 이건창 (2010), 성공적인 지식경영시스템 운영전략을 통한 조

직혁신과 성과향상에 관한 사례연구, 지식경영연구 제11권 제

5호, 25-35.

패를 분석하는 이유는 자산화할 수 있는 실패를 분류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실패를 자산화한 후 성공의 기

반을 만들기 위해 실패를 잘 경영해야 한다. 여기까지

가 실패학의 범위이며 실패경영을 통해 성공의 기반을 

구축한 이후부터 궁극적으로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범

위는 실패학에서는 제외된다. 실패학의 궁극적인 목표

는 성공이지만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실패학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패학에서는 실패를 분석하고 자산화하여 추후 성

공을 목표로 실패경영을 하는 3가지 작업이 중요하다. 

이중 가장 중요한 하나를 선택하면 실패를 자산화하

는 일이다. 그 동안 실패사례를 분석하거나 단편적으

로 실패경영을 시도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있었으나 실

패를 자산화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실패학

의 틀 안에서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분류하고 추후 성

공을 목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패사례를 자산화하

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실패학의 연구가 앞서있는 일본

의 경우 과학기술진흥기구에서 이런 목적으로 실패지

식 데이터베이스(Failure Knowledge DB)를 구축하

고 있다. 실패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실패사례를 축적

하여 실패경영을 위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정

비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실패학의 범위에서 가장 중

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9)

실패

사례
⇢

실패

분석
⇢

실패

자산화
⇢

실패

경영
⇢

성공

기반
⇢ 성공

←            실패학의 범위             →

[그림 1] 실패학의 범위

2.5 리더십 모델의 발전

리더십 이론은 특성이론(trait theory), 행위이론

9) 심형석 (2011), 실패지식의 개념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지식

경영연구, 제12권 4호, 1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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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al theory),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 이론(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ory)으로 발전해 왔다.10)  리더십의 모

델은 이러한 이론을 통해 도출되었는데 크게는 △관계

지향과 △과업지향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 리더십 이론의 발전과정

접근방법 기간 내용

특성이론 1940년 후반 이전 리더십 능력은 타고난다.

행동이론
1940년 후반 

~1960년 후반

리더십 유형은 리더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이론 및 상황 

적합적 이론

1960년 후반 

~1980년 전반

리더십 유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변혁적, 비전적, 

카리스마 리더십
1990년 초반 이후

리더는 비전으로 강한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

최근 구성원들의 감정적 요소를 기업경영에 활용하

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업지향형 리더에 비해 관계

지향형 리더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지

향형 리더는 조직 내의 갈등을 숨기거나 모른 척 넘기

려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 쌓여 회사 경영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나아가 구성원들에 대한 지나친 배려는 실행력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배려와 경청은 리더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지만 업무 실행력과 결합되지 않을 경우 

조직을 친목집단화 만들 수 있다.

릭 왜고너(Rick Wagoner) 회장 취임 이후 9년 동안 

GM은 매출이 수백억 달러 줄고 부채는 그만큼 늘었

다. 시장 점유율 또한 엄청나게 줄어들었으며 주가는 

95% 하락했다. GM은 정부에 손을 벌리는 최악의 상

황을 맞이했고, 왜고너는 사임하고 만다. 불명예스럽

게도 2010년 뉴스위크는 릭 왜고너를 대표적인 문제 

경영자로 뽑았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 온라인

10) 박보식 (2012), “리더십 이론과 실제”, 대영문화사

판11) 은 2009년 GM에서 불명예 퇴진한 왜고너의 실

패 이유를 분석하면서 그가 난국을 헤쳐 나온 경험이 

없으며, 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드

러운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반해 성과지향형 리더가 부담스럽기는 하지

만 관계지향형 리더와는 반대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인정받는 리더의 대부분이 또한 성과지향

형인 리더들이다. 이들은 강한 성과 압박으로 구성원

들에게는 가혹한 리더로 평가받을 수는 있으나 주도

적이며 강한 추진력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 향상

에 매진한다. 오너나 상위 경영자들이 가장 선호하

는 리더이기도 하다. 휴렛 팩커드(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의 전임 CEO였던 칼리 피

오리나(Cara Carleton Sneed Fiorina)는 ‘워크홀릭

(workaholic)’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과지향형으로 구

성원들에게는 가혹한 리더로 기억되었으나 그녀의 성

공요인은 이렇게 일과 삶의 구분이 없는 지나친 몰입 

때문이기도 했다.

2.6 실패학과 리더십 모델

실패한 리더십 유형을 모델화시킬 수는 있는가.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리더의 유일무이한 성공 모

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정 유형의 리더십 

모델에 천착(穿鑿)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리더십

은 몇 가지 모델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나름대로 강

점과 약점을 함께 가진다. 리더십 모델은 당시의 경영 

상황과 조직의 특성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리더십 모델은 경영환경과 조직특성에 따라 

그 명암이 갈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리더십의 밝은 

면과 함께 어두운 면인 그림자까지를 살펴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실패학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리더십에 드리

워질 그림자를 놓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패를 

11) John Baldoni (2009), How GM’s Rick Wagoner Failed to 

Lead in a Crisis, Harvard Business Review Blog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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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각과 기준을 가지고 분석해야 실패의 진정

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듯이,12) 특정 리더십의 그림자

는 리더십의 밝은 면과 함께 리더십 모델을 다양하게 

분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3. 리더십 실패 특성

3.1 실패 자료 동향

국회도서관 홈페이지(www.nanet.go.kr)의 자료검

색 메뉴에서 검색어를 성공, 실패로 하여 단순 검색해

보면 2014년 2월말 현재, 전체적으로 성공에 관한 자

료가 실패에 대한 자료보다 6.7배가 많음을 알 수 있

다. 성공에 관한 자료는 30,844건인데 반해, 실패 자

료는 이의 1/7 수준인 4,604건에 불과하였다. 더욱 우

려되는 부분은 2011년 2월 현재 조사에 의하면 성공

과 실패 자료의 검색 결과 차이가 5.2배였으나, 지난 3

년간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데 있다.

[표 3] 검색결과(단위: 건, 배)

구분 도서자료 학위논문 학술기사 인터넷자료 총합계

성공 9,430 4,704 12,470 1,494 30,844

실패 722 773 2,831 154 4,604

차이(배) 13.1 6.1 4.4 9.7 6.7

*국회도서관 인터넷 검색 사이트, 2014. 2월말 현재

국내 대표 인터넷서점인 Yes24(www.yes24.com)

와 세계최대의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www.amazon.

com)에서의 검색결과는 국회도서관의 검색결과에 비

해 오히려 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Yes24에서 

국내도서를 검색하면 성공과 실패도서의 검색 숫자가 

12.8배가 차이가 나며, 아마존은 8.5배가 차이가 난다.

12) 심형석 (2011), 실패지식의 개념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지식

경영연구, 제12권 4호, 121-132.

[표 4] 성공과 실패자료 검색결과(단위: 건, 배)

구분 Yes24 아마존

성공 5,526 184,722

실패 432 21,784

차이(배) 12.8 8.5

*각 사별 2014년 2월말 현재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실패는 성공에 비해 관심이 

낮았다. 이로 인해 실패의 교훈이 축적되지 않고 같은 

원인의 실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다.13)  

성공요인은 단순하지만 실패요인은 복잡하며 복합적

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실패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3.2 리더십 실패연구 분석 및 특성 도출

실패한 리더십의 연구를 통해 실패한 리더의 특성을 

도출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안타깝게도 실패한 리

더십에 대한 서적은 국내에는 많지 않으며 그나마 몇

몇 경제연구소에서 실패 리더십에 관한 연구와 함께 

조직부문에서 논문이 있었다. 기존의 실패연구에서 리

더십 부분을 발췌하고 리더십에 관한 서적 중 실패 리

더십을 언급한 부분을 포함하여 실패한 리더십 특성

을 도출해보았다. 총 13가지의 연구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총 13가지 연구 자료들을 통해 모두 5가지의 실패한 

리더십 특성을 도출하였다. 13가지 연구에서 8번이나 

언급된 ‘변화에 둔감’, ‘권위주의’에서부터 5번만 언급

된 ‘인기주의’와 ‘대인관계의 문제’까지 5번 이상 언급

된 특성들을 선정하였다. 5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는데 

△권위주의 △변화에 둔감 △실행력 결여 △인기주의 

그리고 △대인관계의 문제 등이 포함되었다.14)

13) 강민형 (2011), 지식이전행위, 어떻게 측정해야 하나? - 제공

자와 수용자의 관점 비교, 지식경영연구, 제12권 2호, 1-16.

14) “변화에 둔감”한 리더십 실패 유형을 연구한 자료도 있었으

나 하나의 요인을 깊게 연구한 내용으로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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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리더십 실패 분석연구

순번 연구 제목 출처

1 실패한 리더 이렇게 행동한다. 정영철 (2004)

2 리더십 실패의 함정과 성공의 지혜 노용진 (2005)

3 인재 킬러형 리더 노용진 (2005)

4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의 법칙 시드니 핑켈스타인 (2009)

5 리더십 패스파인더 이창준 (2009)

6 신임리더 100일 안에 장악하라
조지 페드라자·조지 
브래트·제이미 A 체크 
(2007)

7 CEO가 빠지기 쉬운 5가지 오류
패트릭 M. 렌시오니 
(2007)

8 굿리더십 테리 R. 베이컨 (2007)

9
정책집행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정책결정자의 역할에 관한 고찰

이광석 (2005)

10
성공한 대통령과 실패한 대통령 : 
인물론, 조직론 그리고 국민선택론

진영재 (2001)

11
Why leadership development 
efforts fail

Douglas A. Ready and 
Jay A. Conger(2003)

12 Why good management ideas fail
Willian E. 
Schneider(2000)

13 Holes at the Top
Margarethe 
Wiersema(2002)

5가지 특성 도출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

가자간 일치도(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실패경영연구소

의 운영위원 5명에게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평가결과

는 <표6>과 같다. 실행력 결여와 대인관계 문제의 일

치도가 떨어졌으며, 실행력 결여는 평가자 1인이 특성

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대인관계의 문제는 평가자 4

인이 포함시키지 않아 가장 일치도가 낮았다. 2명 이

상의 평가자간 일치도를 분석하는 Fleiss’s Kappa 

Coefficient는 0.5로 계산되었다. 이 값은 fair to 

good 구간(0.4~0.75)에 속하기 때문에 특성도출의 객

관성은 일정부분 담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6] 평가자 간 일치도

특성 동의 비동의

권위주의 5 0

변화 둔감 5 0

실행력 결여 4 1

인기주의 5 0

대인관계 문제 1 4

3.3 리더십 실패 특성의 사례

(1) 변화에 둔감

실패한 리더십 특성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리더십

은 권위주의와 함께 변화에 둔감한 리더였다. 변화에 

둔감한 리더들은 시선이 미래보다는 과거 자신이 성

취해 놓은 업적에 머물러 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을 현

재나 미래의 기업경영에 적용하려다 보니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쇠락의 길을 밟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형의 리더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새로운 시도보다는 현상 유지에 안주하거나 기

존의 관습을 바꾸지 않으려는 ‘위험회피형’ 행태를 보

여 오히려 실패를 자초하기도 한다. 컴팩(Compaq)의 

CEO였던 에커드 파이퍼(Eckhard Pfeiffer)는 신기술

로 무장한 제품이 쏟아지고 고객들도 점차 통합솔루

션을 원하는 등 산업계의 환경이 바뀌고 있는 상황임

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제조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탠

덤(Tandem)과 DEC(Digital Equipment)를 인수하

는 등 기존사업의 규모 확장에만 매달렸다. 이에 반해 

경쟁회사인 IBM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데서 벗어나 

통합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선회하였고,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델컴퓨터(Dell Computer)

는 컴퓨터 제조분야에서 컴팩을 압박하였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컴팩은 점차 쇠락의 길로 들어섰으며 

2002년 결국 HP에 합병되고 만다. 파이퍼는 컴팩이 

HP에 합병되기 훨씬 이전인 1999년 4월 이사회의 결

정으로 퇴진한다.

(2) 권위주의

실패한 리더십 특성으로 변화에 둔감한 리더와 함

께 가장 많이 언급된 리더십은 ‘권위주의’였다. 독불장

군형 또는 독선적인 리더십이라고도 언급된 ‘권위주

의’ 리더십은 가장 경계해야 하는 리더십 유형이다. 리

더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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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야 하는데 권위주의 리더십은 이를 원천적으로 차

단한다. 이러한 리더십 아래에서는 구성원들이 창의성

이나 일에 대한 열정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리더가 좋

아하는 이야기나 정보만을 언급하게 되어 심각한 정

보의 왜곡현상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리더십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조직 내에서 실패를 방지할 수 있

는 문제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기간

에 매출 2천억 달러의 세계 최대 기업군이 된 대우그

룹은 ‘김우중’이라는 창업자의 능력이 그룹 내 어떤 인

물보다 독보적이었기에 결국 그것이 독선으로 이어지

는 우를 범했다. 1997년 IMF외환위기 직후 경제사정

이 악화일로를 걸을 때 오히려 몸집 불리기를 단행하

고 나섰다. 게다가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건설과 자동차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했

다. 대우그룹의 경영진들은 이미 김우중 회장의 리더

십 스타일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다

고 판단되더라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무

리한 다각화와 확장전략은 결국 부채만 눈덩이처럼 불

어나게 만들었고 마침내 1999년 7월 세계경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3) 실행력 결여

실행력이란 조직 구성원들의 단순한 동의를 넘어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리더십의 요체하

고 할 수 있다. 도요타(Toyota)나 사우스웨스트항공

(Southwest Airlines)이 뛰어난 전략만으로 1등 기업

이 된 것은 아니다. 이들이 가진 저원가 고효율서비스

나 린 생산방식(Lean Production System)은 이미 도

입한 기업들이 있었지만 1등 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서는 궁극적으로 실행력이 뒷받침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실행력이 부족한 리더는 의사결정을 

제때 내리지 못해 기회를 잃거나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4) 인기주의

캠브리지 사전(Cambridge Dictionaries)에 의하면 

인기주의(populism)는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이나 활동”으로 정의한다. 기본적

으로는 사회적 조직인 기업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

상이다. 실패한 기업의 CEO중 끊임없이 세간의 이목

을 끄는 리더가 있다. 대중연설을 하고 언론과 방송에 

등장하며 많은 시간을 인터뷰에 할애한다. 내부에서

도 인기나 호감에 연연해하며 조직의 구성원들을 제

대로 평가, 피드백하지 못한다. 엔론(Enronne)의 빠른 

혁신과 성장기에 제프 스킬링(Jeffrey Skiling)과 켄 레

이(Ken Lay)는 기업을 열심히 경영하기 보다는 열심

히 경영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데 더 노력을 기

울였다. 이들의 홍보 덕분에 자본시장에서의 기업의 

기대치는 엄청나게 높아졌고 계속 높아지는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9.11테러

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01년 12월 엔론은 310

억 달러의 빛을 떠안은 채 파산신청을 하는 것으로 막

을 내린다. 이들은 36회 이상의 내부거래, 사기,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 스타 피고

인들은 2006년 4월 증인대에 서게 되었으며 레이는 

형이 확정되기도 전인 2006년 5월 심장병으로 사망했

다.

(5) 대인관계의 문제

미국의 서부전기회사 호손(Howthorne) 공장의 실

험에서 시작된 조직 내의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은 리

더십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오늘날 리더는 복잡

한 경영환경과 조직시스템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역

할과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역량만으

로 이를 헤쳐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변의 도

움을 받아야만 한다. 글로벌 인재 전문 컨설팅회사인 

DDI(Development Dimensions Internationa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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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설문조사를15) 보면, 신임 리더들이 고민하는 

대부분의 이슈는 상사, 동료, 부하직원 등과의 관계형

성이었다. 조직 내에서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적이며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식

되기도 한다. 따라서 오히려 개인적 재능으로 성공한 

능력 있는 리더들이 이러한 정치활동에 어려움을 겪

고 궁극적으로 실패한다. 1990년대 중반 러버메이드

(Rubbermaid)의 볼프강 슈미트(Wolfgang Schmitt)

는 지나치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따로 해임을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도 되었다. CEO와 맞지 않으

면 발탁된 것보다 더 빨리 중역들이 회사를 떠났던 것

이다. 특히 부하직원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모든 문제

를 혼자서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슈미트는 추종자

가 없는 외로운 리더였다.

[표 7] 리더십 실패 유형

순위
언급

횟수
유형

1

8
변화에 둔감(과거 성공 고집, 효과적 변신 못함, 

적응리스크, 개혁과신, 트렌드 몰이해, 위기징후무시)

8
권위주의(독불장군형, 독선적인, 통제강조, 소유는 곧 

권력) 리더

3 6

실행력 부족(팀을 구축하고 리드하지 못함, 

실행리스크, 결정을 미루고 싶은 유혹, 위기 극복태세 

미비) 

4

5

인기주의(그때 그때 달라요, 기업 이미지에 사로잡힌 

완벽한 대변인, 명확한 책임을 묻기보다 인기를 얻고 

싶은 유혹, 대중의 관심에 따라 의사결정)

5
대인관계의 문제(인간관계 리스크,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리더, 조직의 동의 없음, 협력미비)

3.4 시사점

이러한 5가지 실패 특성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궁

극적으로 리더십의 실패는 외부와의 소통(교류)없이 

내부로 향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권위주

의 리더들이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여 잘못된 소통

15) Rudies, E. (2007), CEO challenge:Perspectives and 

analysis 2007 edition, DDI

(인기주의)을 하거나 아니면 소통을 단절시키기 때문

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실행력 또한 자기의 생각

을 실제로 행하는 것으로 구성원과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이러한 5가지 리더십 

실패 특성들을 수행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말은 아

니다. 적합한 경영환경과 적절한 조직이 결합되면 상

당한 성공을 이루기도 한다. 이를테면 권위주의 리더

십의 경우 위기대응에는 가장 필요한 리더십 특성이라

고 알려져 있으며 성공한 중소기업에도 권위적이며 가

부장적인 리더십이 적지 않다.16) 실패와 성공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지 않던가. 다양한 리더십 실패 연구

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런 요인들이 모두 위험지

대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 중 하나를 발견하

게 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금 살펴보고 파국

에 이르기 전에 대응할 준비를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

는 경고이다.

이러한 리더십 실패 특성들을 실패요인을 도출했던 

다른 많은 일반적인 연구들과 비교해보아도 일맥상통

한다. 일반적인 실패요인들을 연구했던 기존의 연구에

서도 △기존사업 고수 변화저항 △무리한 확장전략 △

성공한 기술, 혁신 맹신 △경쟁자(소비자) 파악 미흡 

등이 실패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이 또한 조직의 경영

이 외부환경과의 소통(교류)없이 내부로 향하기 때문

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7)

16) 헤르몬 지몬 (2008), 히든 챔피언, 흐름출판

17) 심형석 (2011), 실패지식의 개념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지식

경영연구, 제12권 4호, 1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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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연구의 한계

국내 1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은 30년 내외라고 한

다. 국내에는 100년을 넘긴 장수기업은 손에 꼽을 정

도이다.18) 기업이 도산 등으로 기본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기업의 실패라고 한다. 경영학의 많은 가정들

이 기업이 미래에도 영업활동을 계속할 것을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원칙은 기업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

계속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승계가 중

요하다. 리더십의 승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리

더십의 실패사례 중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일단 승

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조직경영에 치명적인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더십 전문 연구기관인 

CLC(Corporate Leadership Council)가 미국 기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임 리더 중 

50%가 3년 이내에 실패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외부

에서 영입한 리더의 경우 그 실패 확률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19)

새로 부임하는 리더의 실패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

하고 지속적으로 신임 리더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리

더십의 실패를 분석하고 자산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리더의 발굴이나 영입에는 많은 노력을 투자하

지만 정작 리더가 조직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만드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왔다. 이러한 요인

이 리더의 실패를 증가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 

따라서 리더의 실패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조직

차원인 시스템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이렇게 리더십 분야에서도 실패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지는 시대적 배경 위에서 이를 학문적 

18) 이경상·남현재 (2011), 100대 기업의 변천과 시사점, 대한상

공회의소

19) Corporate Leadership Council (2004), Driving 

Performance and Retention through Employee 

Engagement, Corporate Executive Board

틀로서 묶어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다양한 사례 조사를 통해 5가

지 리더십 실패 특성이 도출되었는데 △권위주의 △변

화에 둔감 △실행력 결여 △인기주의 그리고 △대인관

계의 문제 등이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이 논문을 통해 전개된 내용들도 사실은 

실패지식을 경영학의 개별 분야인 리더십 부문에 적

용하기 위한 시도였다. 하지만 아직 학문으로 분류되

기에도 일천한 실패학을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단

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리더십

의 실패지식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나름의 틀을 공고

히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향후 추

가적인 사례분석 연구나 계량적 분석을 통해 보완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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