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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기업의 창업가들과 경 자들은 로벌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산업들에서 성공하기 해 필요한 규모

능력을 달성하기 해서 력업체들과의 확장된 네트워크를 잘 이용할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된다. 기업의 경

자들은 간소하지만 민첩한 기업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기업의 조직구조 모델이 운 효율성, 유연성에 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업 조직을 기업환경과 략(기회와 을 감지하고 응할 수 있는)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지를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한 기업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창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기 해 필요한 역량들을

검토한다. 본 논문에 제시된 것 들은 빠르게 변하는 로벌 경제의 수요에 처하려 했던 수백 명의 경 자들과 기업창업자

들의 지난 20년 동안의 노력의 결과들이다[1].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기술(IT)이 기업의 성공을 해 필요한 역량 조직구

조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계량 인 연구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 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의 정보기술 환경에서 기업들이 조직의 구조를 설계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들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연구

의 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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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of researchers and business futurists agree that traditional organizational designs are inadequate for 

coping with today's turbulent and increasingly networked world. Executives in small firms find that their organizations 

must tap into an extended network of partners to achieve the scale and power needed to succeed in industries 

dominated by large, global firms.

As they attempt to build lean yet agile businesses, these executives are finding that they no longer rely on gut instinct 

alone. Neither can they simply copy organizational model that worked in the past. They must understand how 

organizational design choices influence operational efficiency and flexibility and, even more important, how to best 

align the organization with the environment and the strategy chosen to quickly and effectively sense and respond to 

opportunities and threats

This research examines the capabilities required to build businesses that can survive and prosper in today's fast-faced 

and uncertain environment. The insights presented in this research have emerged from over 30 years of work with 

hundreds of executives and entrepreneurs as they struggled to build businesses that could cope with the demands of 

a rapidly changing, networked global economy. The insights from this research suggest that IT is an important enabler 

for developing the best capabilities required for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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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새 운 기업 역량에 대한 수

기업의 경 진들은 20세기 들어서 많은 시간을 조직

의 계층 구조를 만들어 정교하게 하고, 지난 몇 십 년

은 동안에는 그러한 조직 구조를해체하는데 소비하 다.

1980년 와 1990년 에 다운 싸이징은 물론, 기업의 계

층 구조를 허무는 등 기업 구조조정이 기업들을 휩

쓸고 지나갔다. 기업들이 로벌 시장에서 고객 맞춤 서

비스를 제공하면서 핵심역량에 집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에는엄격했던 기업간 는기업내부의부서 간

경계를 허물었다. 기업들은 기업 내부에서 효과 으로

얻을 수 없었던 기업역량과 문성을 얻기 해서 략

트 십과 략 제휴를 단행하 다.

기업이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간 괸리층의 보고

업무를 정보시스템이 체하면서, 조직의 계층 조직구

조가 슬림화 된다. 그리고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이 계층

구조의 아래 계층으로 이동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

화되며,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계층 구조를 제거하기 한 요구는 매우 강

하 고, 변화의 주도권은, 물론 부분은 정보기술에 의

해 가능하 지만, 시장과 기업들에게는 그 근본을 흔들

정도의 큰 충격임에는 틀림없었다.

경 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신속성을 해서 효율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경 자들은 고객의

요구나 기업 성과에 직 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

에 해서 직원과 력업체들에 한 그들의 권한이나

통제력을 포기할 수 도 없다. 이러한 딜 마는 정보기술

환경에서 기업의 조직구조에 한 새로운요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 다.

2. 기업조직에 한 행연

2.1 기업조직  변화

1990년 반에 당시 제 럴 일 트릭의 CEO 던

잭 웰치는 제 럴 일 트릭이 직면하고 있던 딜 마를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고 있다. “10년 에 우리의 계획

은 단순했다, 우리는 기업의 단 을 제거하면서도

기업의 장 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로벌 기업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 다.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기업은 기업

의 힘과 자원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소기업의 열정을 갖

고 있는, 즉 일종의 하이 리드 조직모델의 기업 이었

다.”[2]

오늘날 기업들만 이러한 도 에 면해 있는 것이

아니다. 소기업들도 로벌 력업체들과의 비즈니스 거

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에 묘사된 경 의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실

은 기업이 슬림하면서도 기민하도록 설계된 하이 리드

형태의 기업조직에 한 묘사는 50년 와 60년 에는 흔

한 것 이었다. 이러한 하이 리드 기업조직 모델 하나

인 매트릭스 모델은 유연성과 신속한 응답을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통제와 효율성의 요구에 한 기업 조직

의 해결책으로 여겨졌다[3].

그러나 1960년 와 1970년 하이 리드 조직모델을

채택했던 기업들은 새로운 조직구조와 시스템이 갈등,

혼란, 정보 과부하 값비싼 자원의 복을 래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Bartlett and Ghoshal(1991)은 매트

릭스 조직을 채택했던 많은 기업들이 곧 포기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최고 경 층은 기

업에 한 통제를 잃고 있다. 문제는 경 자들이 증

가하는 복잡한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요를 잘못

단한 것도 아니며, 한 새로운 도 에 합한 략을 개

발하는데 실패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개발한

복잡한 략들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데 있다.

이러한 하이 리드 조직들이 과거에 실패해하 다면,

왜 다시 하이 리드 조직을 시도하려고 하는가? 흥미롭

게도, 매트릭스 조직의 문제들 하나는 처리해야할

시의 정보가 격하게 증가한다는데 있다. 계층 조직

이 복잡성을 최소화하는데 반해 매트릭스 조직은 리자

들이 직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제품 리자

들이 그들의 계획과 운 을 부서장들과 력하여 처리해

야 한다. 고 리자들은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고 기업

략을 세우려고 할 때 다른 정보들과 충돌하는 것을 인

식하게 된다.

1960년 70년 계층 구조의 기업에서는 서류에

근거한 구두 정보가 느리게 이동하고 소통 채 한 한

정되어 있었다. 한편 당시의 메인 임 컴퓨터 시스템

은 이러한 유형의 정보를 처리하기에 합하 으며,

앙집 식 의사결정과 계층 의사소통에 합하도록 계

층 구조로 설계 되었다.

2.2 문제  제기

1980년 의 마이크로컴퓨터 개발은 분권화된 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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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한 도구들을 제공하 으며, 분권화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마이크로컴퓨터 기술은 지역 이

면서 동시에 기업 반에 걸친정보공유와 의사소통에는

부 합 했다고 볼 수 있다.

Stable/Certain Dynamic/Uncertain

Simple

Complex Extended

Enterprise+

On Demand

(Lean,Agile,Ne

tworked)

Hierarchy+Ma

inframe

(Lean,

Centralized)

Entrepreneurial

(Agile,

Decentralized)

Fig. 1. Change of Organizational Structure

정보기술이 에서 언 했던 조직 설계에 내제된 정

보기술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게 된 것은 최근의 일

이다(Fig. 1 참조). 1980년 시작 으며, 인터넷의 상업

화로 인해 가속화된 네트워크 IT 명은 조직이 소통하

고 정보를 공유하기 한 새로운 방법들을 가능하게 했

으며, 새로운 조직모델의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

다. IBM의 한 CEO는이러한 근방식을 다음과 같이 이

름을 붙이고 있다: "Business on Demand". 그는 On

Demand enterprise를 정보, 로세스, 인력을 통합하

여 모든 로세스가 기업은 물론 산업 체 심지어는

로벌하게 통합되어져 고객의 어떤 요구든지신속하고 유

연하게 처할 수 있는 기업을 창출하는 것으로 묘사하

고 있다. 어떻게 하면 경 자들이 정보기술 인 라를 이

용하여 조직들이 동시에 크고 작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정보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최

신의 정보기술을 지원하고 운 할 수 있는 조직설계의

새로운 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실패를 주의 깊게 살펴 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베어링 은행에 닥친 재앙을 고려해보자[4]. 1995년

2월 28일 , 월스트리트 기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

고 있다: “경고등이 켜졌어야 했다. 233년이나 된 베어링

은행이 비인가 된 생 상품 거래로 인해서 막 한 자산

을 잃고 붕괴되었다는 것은 요한 의문을 제기 한다: 얼

마나 많은 베어링 투자자 들이 있었겠는가?[5]

막 한 손실은 선물시장에서 베어링 은행을 신해

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당시 27세의

싱가포르 지 의 트 이더의 거래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

으로 추정된다. 부분의 증권회사들은 유사한 권한을

트 이더에게 부여한다, 권한의 남용은 베어링 은행의

경우에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의 설명

에 따르면, 베어링 은행의 트 이더는 백오피스의 거래

처리 시스템에 한 근 권한도 가졌던 것으로 보고되

었다. 불과 몇 달 동안 베어링 은행의 자산 잔고는 거의

다 소진되었다. 베어링 은행의 기 리 체계와 경 진

의 감시도 재앙을 탐지하지도 못하 으며, 재앙을 방지

하기 한 응도 시에 하지 못 하 다.

어떤 기업도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완 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계층 조직은 기업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조직구조와 시스템을 규정한다.권한체계는

CEO를 제외한 모든 구성원에게 엄격한 책임과 의무, 직

무의 표 을 부여하고, 직 감시하며, 정보 자산에

한 제한 인 근만을 허용함으로써, 의사결정 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이론상으로는, 계층 조직은피고용인

단독 는 집단으로 기업 체를 할 수 있는 의사결

정이나 행동을 취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심지어 CEO도

주주들의 이익을 표하는 외부 멤버들을 포함하는 이사

회의 책임을 지고 있다.

계층 조직의 리 시스템도 여러 지 의 견제 포인

트를 통해서 운 업무를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다. 계층 조직의 하 벨에서는 통제시스템이

행 통제에 근거하고 있다. 종업원들은 그들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하라고 지시 받고, 상 은 그들이

그 게 하는지를 감독한다. 계층 조직구조에서 한 계

층 올라가게 되면, 리자들은 미리 정해진 수행 기 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평가되고 보상받는다. 이

처럼 결과에 근거한 통제는 리자의 주의와 행동을 조

직의 우선 업무에 을 맞추도록 도와주며, 부서 경계

를 넘나드는 활동 의사결정의 업에 도움을 다. 인

력 리(personnel controls)는 합한 기술을 갖고 있는

합한 인력이 채용되고, 개발되고, 동기가 부여되고, 유

지되었는지를 보증한다. 끝으로, 거래 리(transaction

control)는, 재무 이고 합법 인 거래에 한 정확하고

완 한 서류처리(고 경 진, 이사회 외부 회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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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검토를 포함한)에 한 리를 의미한다.

재의 “신세 조직”이라고하는 유행어는 최고경

자들에게 종업원들의 능력을 키우고 그들의책임 분야를

넓힐것을권고하고 있다. 즉, 간 리층을없애고자율

경 을 하는 을 만든다. 그러나 그들은 통 인 조직

시스템이 무 지면, 어떻게 통제 권한이 유지될 것인

지에 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최고경 자들은 그

들이 주도 인 변화를 시작하면서 조직통제의 복잡성과

한 체계에 한 요한 교훈들을 종종 얻게 된다. 일

부의 최고경 자들은 불행하게도, 베어링 은행의 경우처

럼 그 교훈을 무 늦게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실패에 한 분석은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고

복잡하며 변덕스러운 기업환경에서 요구되는 감지와 반

응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하기 해서 필

요한 세 가지 요한 교훈들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해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환경이 불안할 때에는 속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제품은 좀더 신속하게출시되어야한다. 주문이

행 사이클은 극 으로 여야한다. 최고경 자들은 아주

작은 것에 좌우될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하도록 요구를 받

게 된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30km로 주행하는 사람은

만일 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면 한 험에 처

할 수 있다. 의사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오류

의 여지가 없다. 숙련된 기술과 문성은 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특히 요하다. 끈임 없

는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가 자동차를 빠르게 운 할 때

에는 차에 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 빠르게

변하는 조직의 경 자들도 같은 딜 마에직면하고 있

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업운 을 감시해

야할필요성이커지고, 엄무 규칙을명확히규정해야 한다.

둘째, 권한부여(권한이양) 라는 용어에 한 정의를

요청 받았을 때 일부 경 자들은 “의사결정을 으로 내

려 보내려고모호하게 애쓰는” 것으로묘사하고 있다. 다

른 경 자들은 권한이양을 “ 간 경 층을 우회하는” 것

과 동일 시하고 있다. 부분의 경 자들은 어떤 의사결

정을 가 내리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어려움을 겪

고 있다. 경 자들은 한 회사를 신해서 의사결정 권

한, 취해야할조치, 자원에 한 근권한을갖고 있는

사람에게 련된 의사결정들이 조직설계의 복잡한 요인

들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

한 조직설계의 요인들은 조직구조, 보고 계 권한, 그

리고 인센티 와 수행평가(보상 평가) 리등을 포함

한다. 조직구조는 어떻게 조직구성원들을 부서별로 그룹

지우고, 어떻게 부서들이 력하여 제품 서비스를 개

발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하는지를 명시한다. 조직 체를

통틀어 권한과 통제에 한 보다 종합 인 재정의가 없

이 종업원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려는 고립된 시도들은 큰

재앙을 래할 수도있다. 를 들면, 권한이 이양된조직

에서는 고 경 자들이 업무에 덜 여하는 게 아니라,

더 여하게 되며, 조직 경계 가치 시스템이 더 명확

하게 소통되고, 면 히 통제되며, 일 되게 시행된다.

셋째, 조직구조도에서 조직 계층들을드러내고 조직도

를 다시 그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직구조의 변

화로 인한 조직의 혼돈은 확고하게 자리 잡은 조직을 긴

장시키고, 변화에 필요한 여건을 만들 수 있지만, 조직구

조의 변화만으로는 보편 인 목표나 방향으로 조직을 재

창출하려는조직구성원들의노력을충분히활용할수없다.

조직구조의 단순한 변화는 복잡하고 변덕스럽게 변화하

는 경 환경에서 의서결정과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데 필

요한 인력, 로세스, 정보의 조정을 향상시킬 수 없다.

업으로부터 얻은 이러한 세 가지 교훈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한 기업환경 하에서 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쌓는 것은 리자들이 비즈니스 모델 설

계의 5가지 주요 분야( 로세스, 인력과 력업체, 조직

과 문화, 인 라, 리더십)에서 역량에 한 분석 재조

정을 포함하는 포 인 조직설계의 방법론을 채택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 와 고성능 네트워크 시스템에

함 향상된 근은 5가지 모든 분야에서 재설계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연 모델

3.1 정보, 조직 및 통제

우리는 조직 자체가 정보처리시스템 이라는 것을 오

래 부터 알고 있다[6][7]. 그러므로 수평 이고 수직

인 정보처리 능력의 한계는 리자들이 략을 실행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직의 선택 범 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 조직의 략과 역량을 변하는 경 환경에 맞

게 조정하고 응할 수 있는 능력이 성과가 좋은 기업을

구축하는데 필수 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

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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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자들은 지난 20년동안 쉽게변하고, 복잡하며, 네

트웍크화 된 기업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창할 수 있는 새

로운 조직 모델을 찾아 왔다. 경 자들은 조직을 설계하

고 역량을 키우려고 했을 때 두 가지 요한 조직설계의

문제들에직면하 다. 아래에서볼 수있듯, 이러한두 가

지 문제 을 성공 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정보처리 역

량의 한계를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

3.2 혁신 및 실행  한 조직화

경 자들이 다음과 같은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간소

화 되고, 기민한 조직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경 자들이 다른 부서나 력업체, 공 업체, 는 고객

기업들에게 미칠 수 있는 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부서의 운 일부를변경하기 때문이다. 를들면, 소

비재 제조 기업이 공 망, 생산, 는 주문처리 로세스

를 고려하지 않고 신제품 개발 속도를 가속하려고 한다

면, 보다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경 자들이

그들의 조직을 조화롭게 설계되어야할 통합된, 그리고

수평 운 로세스들의 집합이라고 보지못했기 때문

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공 업체들은 수요를 감당

하지 못하고, 생산 결함은 증가하며, 창고에는 재고가 쌓

이게 된다.

이처럼 첫 번째 로세스 재설계 노력이 실패함으로

써, 소비재 제조기업의 경 진은 이번에는 신제품 개발

로세스를 공 망, 생산 주문처리 로세스와 통합

하는 두 번째 로젝트를 시도하 다. 이번에는 병목

상을 제거하고, 로세스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간

비용을 일 수 있었지만,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에는 아직도 부족한 이 있다.

의 제는 두 가지 일반 인 문제 을 명확히 보여

주고있다. 첫째, 공정 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것을 실

패한 경우이다. 둘째, 운 을 조직설계의 다른 구성 요소

들(조직구조, 통제, 권한체계, 인센티 , 조직문화)에 맞

게 재조정 하는 것을 실패한 경우이다. 두 문제 다 실패

의 원인이 된다. 경 자들이 모든 공정에 한 고려 없이

신제품 개발을 가속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문제에 부딪치

게 된다. 경 자들은제품의 종류, 신제품 개발속도 마

캠페인과 로모션의 수를 늘린다. 이러한 행동들

은 운 의 복잡성을 극도로 증가시킨다. 제품 리자

(product manager)에 의해 만들어진 몇 달 에 승인된

계획들이 고객의 요구에 응하기 해서 업직원에 의

해서 수정된다. 동시에, 마 리자는 목표 고객 그룹

을 상으로 로모션을 제공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생

산 부서나 물류 부서도 이러한 결정에 여하지 않았으

며, 공 생산 스 에 따른 시의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놀랍지도 않지만, 짧은 시간동안에 회사는 통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두 번째 로젝트의 문제 들은 경 진들이 새롭게

간소화되고 통합된 로세스들이 통제, 권한시스템 등과

부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하 다는 사실에 귀

결될 수 있다. 결과 으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조 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실시간 비

즈니스 인텔리 스 와 조기 경보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

다. 문제를 탐지할 기회는 사라졌고, 문제 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비재 제조 기업들은 그들이 직면했던 일련의 문제

들로부터 다수의 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상

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요한 교훈이 있다.

첫째, 우리는 변화에 한 우리의 비 을 특정 부서(기

능) 차원 보다는 사 차원에서 주도 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기업조직이 기능별로 세분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운 은 통합되어 있다.

다른 분야(기능)에서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서는 한 분

야(기능)의 변화를 꾀할 수 없다. 둘째, 우리는 로세스

를 가속화하려면 보다 더 많은 시의 정보를 련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끝으로, 우리는 부서장들을 모아서 소 운 이라고

하는 을 만들고, 그들에게 모든 로세스에 한 조정

통제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에서 언 되었던 소비재 기업의 경 진들은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 으로 감지하고 응하는 능력을 쌓으려

면, 조직통제가 두 개의 긴 하게 통합된 로세스에 의

해 결정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요하다는 을 발

견하게 된다. 운 로세스(operating processes)는 기

업이 어떻게 제품을 디자인, 생산, 유통, 마 , 매

지원 하는지를 규정한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한다. 리

로세스(management processes)는 략 인 방향을 규

정하고, 기업의 운 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활동들을 의

미한다. 기업의 경 진들이 신속하게 응하려고 하면,

운 로세스와 리 로세스는간소화되는 것은물론,

통합되고 동기화 되어야 한다. 신 이면서 즉시 반응

하는 기업을 설계하는 것은 리 로세스의 근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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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계를 요구한다.

통 인 계층 기업구조는 직무의 표 화와 직

감시와 같은 엄격한 통제 모델에 을 맞추고있다. 요

즘처럼 빠르게 변하고 복잡한 로벌 네트워크 경제 상

황에 합한 조직 구조 모델은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권

한 임을 조장하는 새로운 학습 모델을 요구한다[9]. 체

계 인 사고- 즉, 상황 는 문제를 체 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학습의 핵심이다. 학습은 시스템의 개개

의 구성요소들 간의 인과 계에 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러한 인과 계에 한 이해는 목표를달성하는데 있어

시스템의 성과와 연결 된다[10-13]]. Fig. 2는 이러한 상

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학습 모델은 핵심 인 운 로세스에 한

깊은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테일러의 제품을 일 성 있

게 만드는 가장 효율 인 방법에 한 정의의 강제성을

연상시키듯이, 이러한 학습 모델은 운 로세스의 간

소화와 동기화를 요구한다. 경 자들은 이러한 로세스

들을 분리하고 조직하기 보다는 통합하고계속 으로 향

상시키려고 한다. 그 게 하기 해서는, 상세한 시의

정보가 필수 이다.

간소화되고 동기화된 로세스들은 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련이 있는 부서의 직원들로 구성된 에 의해

리되어야 한다. 를 들면, 만약 간소화된 로세스가

공 망, 제조, 물류, 업, 주문등에 포함되어있는

에 신제품을 양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 로세스

의 과정에책임이있는 은 련된 모든 부서의 구성

원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들은 정보의 의미에

해서 함께 논의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기업성과에 근거

해서 술 인 략 행동을 조정할 수있는 기회를 가

져야 한다. 끝으로, 기업의 성과를 그들이 취한 의사결정

조치들과 연결지울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통제의 학

습 모델은 빠르게순환하며, 간소화 되고 통합된 운

로세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 설계 요소들은 조직학습의 정의와 일

되게 부합된다. 조직설계는 문제 발견 시스템 역학

계의 깊은 이해에 한 극 인 근방법을 지원한다.

시스템 역학 계의 이해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력업체와 업무를 조율하는 경 진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설계는 성과 리와 인센티 체계가 목표를

공유하고, 이러한 목표에 한 이해를 공유하겠다는 약

속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정보 집약 이며

경 자가 정보에 정통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리의 학습 모델로의 환은 로세스 과정의 실

행과 결합될 때 엄격한 통제와 유연성간의 모순문제와,

실행을 한 조직과 신을 한 조직 간의 모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3.3 책 과 협동  한 조직화

권한부여, , 력조직 등의 문용어들은 조직의 권

한 구조 체계의 여러 다른 측면들을 묘사하고 있다.

즉, 기업내에서 권한 책임의 분산을규정하는 공식

비공식 조직구조, 조정체계, 책임 동기부여를 의미

한다.

통 으로, 조직 내에서 권한의 공식 인 분산은

앙 집 형과 분권 형 간의 충 형이 일반 이다. Fig.

2는 통 인 계층 조직구조에서 분산형 조직구조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조직구조의 권한시스템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직들은 소유주와 고 경 자등 기업의

표자들 간의 계 네트워크로간주되었었다[14-17]. 계

층 기업 조직에서, 지역 인 운 을 조직화하고, 개인

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비용 험성은 의사결정을

앙 집 화 하고, 운 을조직화하고, 깊은 계층 구조를 발

시킴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18]. 이러한 근방식은

앙에 있는 경 자들과 의사결정자들이 지방의 업무들

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근이 가능하다는 제에

근거하고 있다. 이 경우에 기업의 이익을 최 화할수 있

는 의사결정들을 보장하기 해서 의사결정자들이 정보

를 분석할 수 있는 문성과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제

가 필요하다.

기업환경에 있어서 복잡성, 불확실성, 변동성이 커

지면, 이러한 가정들을 만족시키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1990년 에는, 다수의 경 자들이 채택한 해법은 신속성

과 반응성에 유리하도록 의사결정 권한을 분권화 하는

것 이었다[19]. 그러나, 권한의 분권화는 직원들이 정보를

수집, 종합, 해석 정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정

통제의 비용을 증가시킨다[20,21].

어느 로벌 석유회사 회장은 분권화에 한 그의 실

패한 시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들을 “통제의 횡포”

라고 불 다. 우리는 기업의 조직을 분권화 하려고 했을

때, 새롭게 생성된 모든 조직 단 에 리자들을 추가하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업의 본부에 리자들의

숫자 한 증가하 다. 결국 우리는 리자들을 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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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리자들을 추가한 꼴이 되었다. 경쟁과 가격 인

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처럼 늦게 반응하고 비용이 많

이 드는 권한구조 체계를 갖고있는 신에 뒤처지고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석유회사의 경 진들은 우수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

는 앙집 센터를 갖춘 매트릭스 조직을 기에 생성

하여 응하 다. 간 경 층 직원의 수를 극 으로

이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 되었다.이 게 함으로써, 석

유회사의 경 진들은 구조 조정 에 있었던 계층 인

권한 체계의 원칙들을 고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 진

들은계층 인 지휘계통, 직 감독, 한정된 통제범 등

다른 것들을 포기하 으며,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체

인 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새로운 정보처리 역량이 보강되지도 않았다. 장

에 있던 종업원들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한 정보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결국에는 기업의 성과도 악화되

었다.

궁극 으로는 간경 층을 이려는 시도들은 권한

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을떨어뜨리는 결과를 래하 다.

지역 리자들은 결과에 해 책임이 한 시스템 조직

구조를 구 하는데 실패하 다. 를 들면, 구조 조정된

직원들 부분은 주로 있고, 경 진 그룹도 책임이 있다.

Fig. 2. Redefinition of Authority Systems*

Hierarchical Organization On Demand Enterprise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with incentives that foster collaboration to establish

clear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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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e employees have the best understanding of

operations

B. Senior managers understand strategic goals and

initiatives

C. Responsibility for operating decisions is often

delegated to middle management, but valuable

information is lost and response is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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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llenge is to bring these two perspectives

together uniting people, processes, and information

across an entire enterprise.

Flattening and elevating the information access curve

is not sufficient. Collaborative structure, culture,

authority systems, incentives, and roles must evolve

along with the ability of individuals and teams at all

levels to deal with problems of information over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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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조직의 연구들에서 보아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을 땐, 아무도 책임이 없는 것이다.

경 진들이 신과 실행 모두를 한 조직을 설계하

려고 할 경우에, 우리는 권한의성격을 한번 더 생각해야

한다. 권한의 성격은 더 이상 개인 권한과 동 간의

간단하고, 일차 인 상충 계가 아니라고 보여 진다.

리자들은 앞서 언 했던 것처럼 권한과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하며, 동시에 통합된 로세스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에 책임이 있는 경 진들이 모여서 성과 결과

에 련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이것

이 조직설계의 변화에 어떻게 반 되었는가? 권한은 계

속해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한편, 공익기업의 이사회와

유사하게, 경 진은 모든 로세스의 성과에 한 책임

을 공유한다. 은 의사결정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물론, 조직의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요한 체

크 앤 밸런스를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 인 책임은 여 히 유지되어야 하기 때

문에, 성과 평가와 인센티 는 는 조직의 목표 이외

에 개인의 목표에 반하는 성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

해야한다. 조직의수 에서 보면,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노력을 강화하고, 우선순 를 명확하게 하고, 주의

집 개개의 부서들 간의 업을 지원하는 약속을 하

는데 도움을 수 있다.

공동의 인센티 ( 베이스 인센티 와 직원 스톡 옵

션)는 공동의 한을 증가 강화시키고 개인 조

직의 우선순 를 부합하고 조정하는데 도움을 다. 계

층 명령체계는 더 이상 조직이 어떻게 운 되어야 하

는지를 지시하지는 못하지만, 책임과 권한의 소재를 명

확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다. 많은 기업들에서, 부서 단

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우수한 직무 직업 개발

의 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반 으로 운 략의 개발 운 략의 실행에

한권한은 기업의 본부로부터 장으로옮겨가고 있다.

부서들 간의 운 은 기업의 간에 삽입되며, 이러한

들은 운 략을 세우고, 운 략을 수행하고 리

하기 한 로세스, 시스템을 정의하기 한 폭넓은

권한이 주어진다. 이러한 들은 수익성, 주주 만족, 운

로세스 설계 지속 인 개선에 한 책임이있다. 이

러한 들은 면, 정보기술에 의한 정보공유 인터넷

커뮤니 이션 등을 통하여 기업 내부는 물론 외부 사업

들을 조정한다.

4. 약 및 결

최근에는 보다 더 획기 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인터넷이 시장, 산업, 조직을 변화시킴에

따라, 기업의 경 진들은 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고 품질

의 맞춤 제품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고, 비용을 획기

으로 감해야 한다. 일부 기업들에서는 간의 리

계층이 고 권한의 범 가 확 되어 경 진들이 우려할

정도로 통제의 범 를 벗어나고 있다. 신규 창업한 기업

들이 민첩성, 신속성 고객 수용성을잃지 않고 성장하

고, 제품 시장을 확 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통

인 조직 모델들, 즉 계층 모델과 기업가 모델, 뒤에

숨어 있는 가정들을 어내야 한다.

우리는 기가 새로운 이론 는 모델 출 의 조라

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에 직면

했을 때 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기존의 모델을 거부하

지 못한다. 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 인

조정을 시도하며, 구 모델들이 바탕을 두고 있는 근본

인 구조와 가정들을 흐리기 시작한다. 문제해결을 한

익숙한 방법들이 효과가 없어지면서, 구 모델들을 가정

먼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실무자 들이다. 어떤 시 에

서는, 체 인 복구가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이 동안에는 구 모델과 신 모델 방식으로 해결되는 문

제 들 간에 종종 복되는 것들이 있다. 그 지만, 어떤

모델이 사용되었건 간에, 해결 방식에 따라 결정 인 차

이가 있다.

정보시스템과 조직구조의 설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기업 측면에서 신속하게 주어진 문제에 해

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하기 해서는 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필수 이다. 정보시스템과 조직구조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구조를 기능별로 부서화한 구조보다는, 유

연하게 로젝트별로 네트워크화된 제로 운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 게 하려면 업무처리 방식을 부서별

로 나 어 처리하는 것보다, 로세스 별로 업무를 인식

하고, 정보시스템도 로세스별로 설계하고 운 하는 것

이 효율 이다. 즉, 한 로세스의 련된모든부서의책

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로세스에 한 조정 통

제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과 조직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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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둘째, 기업은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로벌 네트

워크 상황에서는 직 감시와 엄격한 통제 보다는 유연

성을 유지하면서 권한을 과감하게 임할 수 있는 조직

구조와 조직의 학습 모델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학습 모

델은 운 로세스의 간소화와 동기화를 요구하며, 이

것은 시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

한데, 이는 사 차원에서 통합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기

업의 성과를 그들이 취한 의사결정 조치들과 연결지

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권한 임할 경우에 책

임도 함께 고려해야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운 로세스와 리 로세스를 동기화 하기

해서 한 조직, 로세스, 정보를 효율 으로 통합하

는 방법을 찾는것이 문제이다. 조직의모든 계층에 정보

근이 가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부서, 들 간의

동 인 조직구조, 조직문화, 권한체계, 인센티 역할

이 개인 의 역량과 더불어 진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계량 인 연구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 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의 정보기술 환경에서 기업

들이 조직의 구조를 설계하는데 있어고려해야할 들과

지침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환경하에서 조직구조 설계의 계량 인연구 모

델을 제시하는 것이 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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