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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요약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정립된 신경영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둔 신경영자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경영 

주체로서의 경영자 관점과 경영의 대상인 객체로서의 경영자 관점을 모두 포용하는 신경영자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 경영자가 왜 기존 경영자와 달라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다. 현대경제사회가 기존 경제사회와 

달라졌고, 경영의 대상인 현대 조직이 기존 조직과 달라졌으며,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과업이 기존의 과업과 달라졌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새로운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경영자 모델을 현대경제철학인 서비스철학의 구조와 프로세스 모델에 

기반하여 제시하였다. 제시된 경영자 모델에 따라, 새로운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과업과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영자로서의 필수 소양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소양을 가진 경영자가 수행해야하는 역할 모델을 

제시하였다. 고객과 하나가 되는 경영자 역할, 자신의 비이성성까지도 통제하는 경영자 역할, 분별과 비분별을 병행하는 

경영자 역할, 강한 카리스마와 물과 같은 부드러움을 겸비한 유연한 리더십 역할, 규정과 비규정을 포용하는 관리자 역할, 

비전과 무비전 경영을 병행하는 경영자 역할, 경쟁과 비경쟁을 모두 활용하는 경영자 역할 모델 등을 도출하였다. 경영자는 

두 개의 상반되는 역할을 태극식 모델로 포용하며 각 역할이 지닌 자체 모순을 시공간 차원에서 해결하면서 발전해가는 

나선형 변증법적 사이클로 경영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태극기에서 사용한 주역의 감괘와 리괘 모델을 

차용하여 두 대립자를 내부 및 외부에 포용하는 방식과 시공간축의 변화에 따른 변증법적 경영 실행과정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신경영자 모델에 대한 실증적 분석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확장하여 실용적인 모델로 발전시키고, 

이를 분석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표제어: 신경영학, 서비스경영, 서비스경영자, 신경영자, 경영자론, 서비스철학

접수일(2020년 7월 10일), 수정일(1차:2020년 8월 25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8일)

* 국민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hskim@kookmin.ac.kr



서비스연구, 제10권 제3호, 2020.9

2

1. 서론  

현대 서비스경제시대는 기존의 산업경제시대와 매

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큰 변화

를 겪고 있다. 산업구조도 크게 변하고 있고, 일자리 

구조와 형태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현대 조직

은 매우 다양해졌고, 과거보다 더욱 효과적인 경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 경영의 주 대상이었던 기업

은 물론이고 공조직과 국가조직, 심지어 개개인도 모

두 경영의 대상이 되었다. 전체적인 경영이 되고 있

으며, 대형 기업일지라도 개인이 주체가 되어 계획, 

집행,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현대의 정신

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인생과 삶을 경영하게 되면서 

개인도 경영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비영리조직과 공

조직은 그 수가 크게 늘어났고 규모도 매우 커졌다. 

국가조직도 경영 이론에 의해 경영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경제와 조직 상황을 반영하여 경

영자의 역할도 크게 변화해야 한다. 현대 경영에서는 

직원과 경영자와 기업을 분리하기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BTS)의 개인들은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직원이라기에는 회

사 보다 더 큰 존재일 수 있다. 따라서, 직원과 경영

자를 분리하여 논의하기 쉽지 않다. 새로운 경영자론

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

요에 의해 신경영자 모델을 탐구하였다.

경영자는 경영철학에 기반하여 경영자로서의 과업

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서비스경제시대의 현

대 경영자는 서비스철학에 충실한 경영을 하는 사람

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학적 기반이 강화된 현대 경

영자의 바람직한 모델에 대해 연구한다. 즉 현대의 

정신을 반영한 경영자론, 서비스의 본질에 충실하고 

서비스철학에 기반을 둔 경영을 하는 경영자론을 연

구한다. 

현대 경영에서는 경영자와 직원의 구분이 사실상 

사라진 하나의 경영자론이 중심이다. 니체가 기존의 

수직적 인간관과 세계관을 타파하고 네트워크형 세계

관을 제시한 이후, 세계를 구성하는 개별 노드들인 

인간들은 지속적으로 주체성을 강화해왔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발달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문맹

율의 급격한 감소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향

상되었다. 최근에 들어 정보화와 지식 보편화로 개별 

주체들이 경영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

어졌다. 또한 세상은 서비스의 체인이므로, 체인상의 

각 노드가 모두 주체성을 가진다. 경영자와 직원이 

두 개의 분리된 실체가 아니고, 모두 대립면 속의 하

나인 존재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로서의 경영자

를 중심으로 경영자론을 연구한다.

제 2 장에서는 현대경제사회에서의 신경영자에 대

해 분석하였다. 현대 경영자의 경영 직무 환경을 분

석하고 거시적인 신경영자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 3 장에서는 현대경제사회에 필요한 신경영자의 

과업과 소양을 분석하였다. 기본 과업과 기본 소양 

제시에 이어 현대 경영자적 과업과 소양에 대해 분석

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신경영자의 역할 모델을 제시

하였다. 현대 경제사회에서는 경영자가 경제사회변화

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제 5 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고 신경영자 연구의 

향후 방향에 대한 토의를 수행하였다.

2. 현대경제사회와 신경영자 

2.1 현대사회와 서비스경제

현대 경영자는 현대사회에서 활동하는 경영자다. 

따라서 현대사회와 현대정신에 부합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 또한 현대경제인 서비스경제시대에 부합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 따라서 현대경영자로서의 필요조

건으로서 현대정신에의 부합성, 현대경제에의 부합성 

등을 신경영자의 조건으로 도출한다.

현대경제사회는 리터러시의 증대와 지식획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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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폭 절감으로 개인의 역량이 크게 향상된 사회이

고, 개인의 잠재적 힘은 크게 증대되었다. 조직에서 

경영자의 역량과 조직원의 역량 간에 차이가 많이 축

소되었기 때문에 경영자의 역할과 직원의 역할 변화

가 필요하다. 즉 직원의 자율성 증대와 경영자의 창

조 역할 증대로 이어지는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의

사소통 경로와 의사소통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

하다. 경영자에게 고도의 창조적 지적작업 요구가 늘

어나고 있고, 직원들에게도 창조적 작업과 기계 대비 

인간우위 작업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Kim, 

2020b).

현대 경영자의 기반 환경인 현대의 정신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나’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 프리드리히 니체(1844-1900) 등이 현대 사

회의 구조와 현대 정신을 제시하였고 이후 현대철학, 

현대 문학과 예술, 순수학문에서 현대 정신이 구현되

어 나타났다(Kim, 2020a).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긍

정 사상,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가치가 있고 

긍정되어야 한다는 사상, 이 세상 모두가 각자 세상

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의 요소라는 사상을 

전개하였다. 니체에게 ‘세계는 서로 다른 무수한 방식

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천차만별의 무수한 사물들의 

구성’ 이었으며(Lamprecht, 1992), 니체가 중요시한 

가치는 ‘강자에 비해 약자를 보호하는 법칙이 있어야 

하고, 힘이 아닌 정의가 지배해야 하며, 모험적인 사

람이 아닌 겸손한 사람이 세력을 가지는 것(Yang, 

2012)’이었다. 현대 정신의 토대를 제시한 것이다. 이

러한 사상으로부터 탈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포스트모

던 사상들이 대거 탄생하였고, 더욱 구체적으로 현대

적 사상체계가 구축되었다. 특히 질 들뢰즈(1925- 

1995) 등은 세계는 대립이 아닌 차이일 뿐이라며 리

좀(rhizome)적 세계관을 제시하였고, 코드화된 기존 

세상 질서에의 순응이 아닌, 인간 삶 자체로의 회귀

를 주장하였다. 또한 화이트헤드(1861-1947) 등은 

전통 동양적 세계관과 부합하는 과정의 철학사상을 

전개하여 동서양의 사상적 통일 작업에 기여하였다. 

그는 우주 내 모든 사물들이 연결된 유기체이므로 모

두 변화과정에 있고 중심은 없다는 유기체 사상을 제

시하였다. 모든 유기체는 생을 마친 후 다른 유기체

의 여건이 되거나 또는 새로운 유기체로 탄생한다는 

사상이다. 이는 동양 사상의 뿌리와 맥락을 함께 한

다. 이와 같이 현대의 세계관은 ‘세상은 모두가 여러 

차원에서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이고, 접속과 단절이 

자유로운 곳’이라는 것이다(Kim, 2020a). 

현대물리학의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의 상보성원

리 및 불확정성 원리는 기존의 절대적 세계관, 인과

적 결정론을 혁신하는 새로운 세상의 원리를 제시하

였다. 현대의 정신은 서로 상반되는 것을 함께 수용

할 수 있는 정신이며, 세상과 인간에 대한 생각과 이

해의 차원을 높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상보성원

리와 불확정성 원리가 현대의 정신이고, 이는 19세기 

후반부터 발전된 현대적 철학사상과 부합한다(Kim, 

2020a). 

현대의 정신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자에게 차별 없

는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자유를 주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며, 모두가 각자의 행복을 스스로 추구하도록 하

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경영자는 현대경영

을 통해 현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Kim, 2020a).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아래 그림 <Fig.2-1>과 같이 

자유와 평등, 나 중심의 현대 정신은 19세기에 철학

에서 태동되어, 20세기 전반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예술, 물리학 등의 기초 학문에 반영되었고, 이

제 21세기의 새로운 경영학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020a).

이러한 현대정신은 현대 경영자의 경영기반이 되

며, 성공적인 현대경영자가 되기 위한 정신적 필요조

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영자의 경영대상인 경영조직이 변화하고 

있다(Kim, 2016). 경영의 대상이 되는 현대 조직들은 

근대의 조직 및 기업들과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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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근대 조직이 중앙 집중형 조직이었다면 현대 

조직은 분산형 분권형 조직이 중심이다. 국가 조직의 

경우 과거에 중앙 정부의 권한이 절대적이었던데 비

해 현대 국가조직은 지방 정부에 권한을 상당부분 위

임하고 있다. 분산형 정부 조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

이다. 기업 조직도 과거에는 본사에서 전체적인 통제

를 주도하였지만, 최근 기업들은 사업부로 나누어 의

사결정과 통제를 분산시키고 소사장제 등으로 분권형 

구조를 장려하고 있다. 벤처기업 및 첨단 기술 기업

들의 증가로 실무자로의 권한 이양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의 홀로닉(Holonic) 경영에서는 직원 개개인이 

경영자가 되어 조직원 각자가 자신을 조직차원에서 

경영하는 구조이므로, 분권형 분산형 구조가 개인단

위로까지 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근대 기업이 표준화에 의한 대량생산을 지향했다

면 현대 기업은 개인화와 다품종 소량생산이 중심이

다. 생산성 향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

잉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에게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

를 제공하는 개인화와 소량생산이 대세가 되었다. 수

요자에게로 힘의 중심이 이동되면서 기업들이 수요자

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개인들의 욕구는 다양하고 또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개인화에 지속적으로 집중해야하는 

상황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현대 

기업들의 주된 활동이 되고 있다. 

근대 조직이 통일성과 절대성을 강조했다면, 현대 

조직은 다양성과 관계성을 강조한다. 현대물리학의 

큰 발견인 상대성 이론과 불확정성 원리를 반영하여 

현대의 특징은 불확정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확정성

의 세계관에 따라 근대 조직에서는 유형성을 중시하

고 실제성을 중시했다면, 현대의 조직은 무형성을 중

시하고 관계성을 중시한다. 근대에는 제품가치가 중

요하고 가치가 절대적이었다면, 현대는 서비스가치가 

중요하고 상대적인 경우가 많다. 근대 조직은 전체적

인 통일된 질서체계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을 선호하

고, 현대조직은 조직내의 불확실성을 용인하고 다양

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근대조직 및 기업과 현대조직 및 기업의 대

표적인 차이를 도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Fig. 2-2 20c Organization and 21c 

Organazation 

 

새로운 시대의 신경영자는 이러한 현대경제사회의 

조직 변화와 인간의 변화를 고려하여 경영해야 한다. 

또한 현대 서비스경제의 본질적 변화를 반영해야 하

며, 현대의 경영자는 현대 조직의 방향을 반영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Fig. 2-1 Moving toward Modern Society

(Kim,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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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대경영과 철학적기반

신경영자의 경영이론인 현대경영학은 본질학문으

로서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현대경영학은 ‘왜 

경영하는가?’ 등 경영의 철학을 탐구하는 경영철학 

분야, ‘경영자란 누구인가?’ 등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탐구하는 경영자론 분야, 경영의 과정

과 기법 들을 탐구하는 경영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각 분야는 두 대립자를 중심으로 정의되고 탐구된다. 

경영철학은 과정과 결과, 의(義)와 이(利), 실체와 관

계, 유형과 무형 등 두 개의 원리에 대한 탐구가 중심

이 되며, 목적론, 대상론, 윤리학 탐구를 포함한다. 경

영자론은 경영 주체로서의 경영자와 경영 대상으로서

의 경영자, 이성적 존재로서의 경영자와 비이성적 행

동 주체로서의 경영자 등 두 개의 상반되는 경영인에 

대한 탐구가 중심이 된다. 경영기술 분야는 전통적인 

경영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로서 경영과정, 경

영기능, 경영기법 등 3 분야를 탐구하는 분야이다. 현

대경영학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아래 <Fig.2-3>과 

같이 표현된다.(Kim, 2020b; Lee, et. al., 2018) 

현대경영은 현대 서비스경제시대의 서비스철학을 

적용한 경영관을 가진다(Kim, 2019a). 서비스 철학

은 태극모델로 표현된다. 아래 그림 <Fig. 2-4>와 같

이 두 대립자가 서로 대립면을 공유하며 반대자와의 

철저한 상호 견제 균형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

고, 함께 발전해가는 모델이다.

Fig. 2-4 A Structure of Service Philosophy

(Kim, 2019a)

또한 대립자간에 상대측의 모순을 발견하고 해결

해가면서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것이 서비스철학의 운

용모델이다. 즉 과정 중심성이 강조된다. 이윤 창출 

등 최종 결과가 아닌, 경영하는 과정, 수행하는 과정

이 중심이 된다. 또한 유형이 중심이 된 확정적 구조

가 아닌, 무형이 중심이 된 유연한 구조를 의미한다

(Kim, 2020b). 신경영자 모델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

하여 정립되어야 한다. 

현대경영의 경영철학 중 경영관은 경영자의 역할 

수행 철학의 바탕이 된다. 현대 기업의 경영에 작용

하는 두 개의 큰 힘은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기업 활

동을 요구하는 힘과 경제적 이윤창출을 요구하는 힘

의 대칭 균형으로 제시되었다(Kim, 2019a). 즉, 경제

적 이윤창출을 위한 힘이 중심이 될 경우의 여러 문

제들과,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역할 요구의 힘이 중심

이 될 경우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는 모델이 새로운 
Fig. 2-3 A New Business 

Administration Framework (Kim,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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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경영관이다. 현대 경영의 경영관은 이 두 힘

이 임계점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시간축과 공간

축을 따라 치열하게 조화되면서 발전되는 구조를 가

진다(Kim, 2019a).

Fig. 2-5 The Management Perspective 

of Service Philosophy(Kim, 2019a)

경영자 모델은 경영주체로서의 경영자 차원과 경

영대상으로서의 경영자 차원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또한 경영자와 조직원은 모두 인간이므로 

이성성에 대한 연구와 비이성성에 대한 연구를 모두 

포함한다. 조직의 성격에 따라, 또 경영자의 역량이나 

조직이 처한 환경에 따라 경영자론은 다양한 차원으

로 전개될 수 있다. 어떤 성격의 조직에 어떤 유형의 

경영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경영역량을 발휘할 수 있

을지는 매우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내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정답이 있기는 어렵다(Kim, 2020b).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론에 대한 상위수준의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서비스철학의 기반위

에서 변화된 조직환경을 반영하는 경영자의 본질을 

도출하였다. 서비스철학의 구조를 반영하고, 현대경

제사회의 인간 변화를 반영하여, 경영자는 주체로서

의 관점과 객체로서의 관점을 동시에 가지는 태극적 

존재로 정의되었다. 기존 경영자는 주로 경영 주체로

서의 관점만을 가지고 있고, 기존 경영학도 경영 행

위 주체로서의 경영자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는데 주

력하였다. 기존에는 경영자가 이성적인 존재라는 기

본 전제가 있었고, 경영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이성적

인 경영자의 경영대상으로서 이성성과 비이성성을 함

께 가진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경영자도 육체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가 비이성성을 동시에 지닌 존

재이며, 자신의 비이성성을 통제 당해야하는 존재이

기도 하다. 따라서 신경영자론은 객체로서의 경영자 

관점과 주체로서의 경영자 관점을 포용하는 아래 그

림 <Fig,2-6>과 같은 태극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Fig, 2-6 A Structure of Manager Study

(Kim, 2020b)

즉 위 <Fig.2-6> 그림과 같이 조직을 경영하는 경

영자 관점의 경영자에 대한 경영이론과 조직 입장에

서 경영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조직원으로서의 경영

자관점을 함께 다룬다. 경영자가 스스로 자신의 비이

성성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조직 차원에서 경영자의 

비이성성 통제를 다루어야 한다. 또한 현대 경영에서

는 조직원들과 경영자가 본질적으로 수평적 관계에 

있으므로, 경영자가 조직원들에 의해 경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대 경영자의 대립적 

위상이 반영된 경영자 모델을 새로운 경영자로서의 



서비스경제시 의 신경 자 모델 연구

7

필요조건으로 도출한다. 

2.3 신경영자의 공통원리

현재 조직은 현대경제사회의 중심이므로, 신경영자

는 인류 사회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철학 기반 경

영을 할 필요가 있다. 즉 경영자는 세상의 진리, 즉 

세상을 경영하는 경영진리인 도(道)를 구현하는 사람

이다. 세상의 공통원리는 곧 신경영자의 공통원리가 

되므로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환경인 우주의 원리, 

인간 등 생명의 공통원리, 인류의 지혜인 대표사상의 

공통원리를 분석한다.

동서양 사상을 근본원리 차원에서 요약하면 우파

니샤드의 브라흐만 설명개념인 neti, neti론(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덕경의 비유비무(非有非無)

사상, 주역과 원자물리학의 태극상보론, 주역의 음양

대대원리, 상반상성론, 동서양 공통철학인 변증법사

상 등 2원 및 3원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2나 

3으로 표현될 수 있는 구조로 사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Kim, 2019b; Kim, 2019c; Kim, 2019d; 

Kim, 2017). 예를 들어 민주주의는 상보성 원리로 운

영되어야 지속가능하고, 자본주의도 상반상성 원리로 

운영되어야 지속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시대에 이러한 

원리가 확인되고 있기에, 고대로부터 발전된 공통진

리는 인류세의 진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상적로는 흘러감과 변해감이 중심사상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불교의 제행무상론,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는 헤라클레

이토스의 흘러감론 등이 인류의 인생에 대한 공통적

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대 사상이 근대 

및 현대 철학의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Lamprecht, 1992; Yang, 2012).

창조의 수 2로 표현되는 대대원리, 상반상성, 상보

성, 비유비무 원리가 진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태극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진리는 태극구

조로 표현할 수 있으며, 태극을 여러 개로 구성하여 

전체 진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

면 공통진리는 비유비무의 대대원리 상반상성 상보성

이며, 표현은 2와 3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Kim, 

2019a). 즉 공통진리는 나선형 변증법적 변화로 표현

된다. 흘러가고 변해가는 모양이 직선형이 아니고 나

선형인 것이다. 즉 대립자간에 치열한 상호작용을 통

해 상대측의 모순을 발견하고 해결해가면서 나선형으

로 발전하는 것이 세상의 진리인 것이다. 세상의 운

용모델을 표현하는 서비스철학은 아래와 같이 나선형

으로 표현할 수 있다(Kim, 2019a). 

Fig. 2-7 The Process Model of Service 

Philosophy (Kim, 2019a)

이와 같은 서비스철학의 운용 구조는 지난 수천년

간 중심이 되어온 기존 철학의 중심성 구조와 달리, 

비중심성이 기본구조가 된다. 최종 결과가 아닌, 흘러

가고 변해가는 과정이 중심이 된다. 또한 유형이 중

심이 되어 무형을 감싸는 구조가 아닌, 무형이 중심

이 되어 유형을 감싸는 구조가 된다. 

신경영자는 이와 같은 공통원리를 구현하는 사람

이며, 또한 현대경제의 중심인 서비스철학을 구현하

는 사람이다. 인간의 한계, 이기심, 비이성성 등을 극

복하며 성공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기존개

념상의 직원과 경영자는 대립면을 함께 공유하며 조

직의 발전을 위한 궁극의 도를 구현하는 존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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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존재들은 시공간 차원을 따라 변증법적으로 진화

하며 하나가 된다. 기존 개념의 경영자에게는 자신의 

주도적 입장을 약화시키고 직원과 동화하는 방향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기존 개념의 직원에게는 자신

의 수동적 입장을 약화시키고 경영자와 동화하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대립면의 동시 공유는 

필수 전제가 된다. 즉 반대편으로 향하는 운동력과 

변화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시공간 차원에서 전체가 

하나로 되는 화광동진(和光同塵: 경영자 또는 직원이 

자신의 재능과 의지를 뒤로 하고 조직원 및 경영자와 

하나가 됨) 활동이 수행되는 곳이 경영 현장이다.

따라서, 철저한 견제와 균형, 대립자의 역할 수용

이 필수적이다. 외부적으로 경영자는 하나로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궁극의 경영원리가 포용적으로 실천

되고 있으며, 모두 긴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

델이다. 이와 같은 신경영자의 과업과 소양을 아래에

서 제시한다. 

3. 신경영자의 과업과 소양 

제 2 장에서 도출된 신경영자 기본 모델을 기반으

로 신경영자의 과업과 소양을 제시한다. 

3.1 신경영자의 과업

경영자는 창조자이면서 혁신가이다. 즉 창조자이면

서 혁신가로서의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경영자다

(Kim, 2018). 경영자는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며, 경영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내⋅외부 

자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며,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경영자와 비경영자를 구분한다. 경영자는 “다

른 사람에게 비전을 제공하고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공

하는 기능 담당자(피터 드러커)” 이며, 또한 “경영 의

사결정을 수행하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의 성과

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경영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개인성과의 합보다 경영조

직 전체성과가 더 크게 되도록 하는 일”이다. 경영자

는 장기적 과제와 단기적 과제를 모두 수행하며 조화

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경영자는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임직원

들과 함께 이를 실행해야 한다. 피터 드러커의 표현

대로 경영자는 작곡자이면서 동시에 지휘자다. 지휘

자는 악보가 있으나 경영자는 악보가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악보를 만들고 스스로 지휘를 해야 하는 사람

이 경영자다. 스스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스

스로 계획의 실행을 지휘해야 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조직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현대 경영에서의 경영

자는 더욱 중요한 기관이다.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Kim, 2018).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

하고 그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변

성이 많은 인적자본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기 때문

에 경영자의 역할에 따라 조직 전체의 성과와 운명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경영자로서의 과업 모델 도출 과정은 현대경

제사회의 중심 철학인 서비스철학에 의해 다음 세 단

계로 진행된다. 먼저 두 대립자를 정의하고, 이를 중

심으로 태극모델을 구축한 후, 변증법적 프로세스 모

델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Fig.2-4> 모델

에 의해 정의되는 경영자 역할의 두 대립자는 기존개

념의 경영자와 기존개념의 직원이다. 두 개념이 하나

의 태극이 되어 하나의 경영자로서의 과업 모델이 된

다. 경영자와 직원이 두 개의 분리된 실체가 아니고 

하나의 경영자이므로, 아래 그림 <Fig.3-1>과 같이 

태극 모델로 표현될 수 있다. 

즉 경영자는 기존 관점의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되 기존 관점의 직원으로서의 역할도 융합적으로 

수행해야한다. 대립과 융합을 변증법적으로 진행하면

서 하나의 신경영자 역할이 정립된다. 

경영자와 직원이 하나가 되는 과정은 <Fig. 2-7> 

모델에 의해 아래 그림 <Fig.3-2>와 같이 나선형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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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법적 사이클로 진행된다. 즉 계획과 통제를 경영자

가 주도하는 1/4 분면의 경영자 중심에서 직원 자율

성이 강화된 2/4 분면으로 진행한다. 직원의 자율성

이 과도한 상태가 되면 조직이 비전을 잃고 방만으로 

흐르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원의 자율성을 일부 

제한하며 경영자가 통제 주도권을 일부 강화하는 3/4 

분면의 쌍방향 계획 통제 상황으로 진행된다. 다시 

직원의 자율성이 쇠퇴하면서 조직 활력이 감소하면 

경영자와 직원이 대립면을 공유하며 상호 견제하는 

4/4 분면으로 진행된다. 다음 사이클에서 조직의 내 

외부 환경이 급변하면 강력한 비전 리더십으로 난관

을 돌파해야할 필요성이 커진다. 다시 1/4 분면의 경

영자 리더십이 강화된 다음 단계의 새로운 사이클로 

진행된다.    

서비스철학 구조에 의해 경영자 리더십 우위 상황

과 직원 자율성 우위 상황은 어느 한 쪽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는 경우는 없다. 대한민국 태극기에 있는 

주역의 궤를 사용하여 상황을 표현하면 경영자가 절

대 우위인 건괘(왼쪽 위의 3개 효 모두가 양(-)효)인 

경우는 거의 없고, 또한 곤괘(오른쪽 아래의 3개 효 

모두가 음(--)효)인 경우도 거의 없다. 대다수의 경

우가 리괘(왼쪽 아래에 있는 내부가 음효, 외부 2개

가 양효인 괘)이거나, 감괘(오른쪽 위에 있는 내부가 

양효, 외부 2개가 음효인 괘)인 경우다.   

1/4 분면은 경영자가 우위인 리괘, 즉 경영자의 리

더십이 외부에서 강하게 발휘되고 있지만, 내부에서 

직원의 자율성도 존중되고 있는 상태다. 2/4 분면은 

직원이 우위인 감괘, 즉 직원의 자율성이 외부적으로 

강하기 발휘되고 있는 조직 상태인데, 내부에서 경영

자의 비전과 계획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 흔들리지 

않는 상태다. 3/4 분면은 리괘, 4/4 분면은 감괘 등으

로 기존 리괘, 기존 감괘의 모순을 각각 개선하면서 

번갈아 발전적으로 진행된다. 효과적인 경영활동에 

의해 다음 사이클에서는 각 분면간 전환이 빨라지고 

전환비용이 점점 낮아진다. 

Fig. 3-3 A Spiral Development Model for

Manager

Fig. 3-1 The New Manager as One Entity

Fig. 3-2 A Process Model for The New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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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철학에 따라 경영자의 주인의식 모델도 먼

저 두 대립자를 정의하고, 이를 중심으로 태극모델을 

구축한 후, 변증법적 프로세스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

으로 진행된다. 주인성과 손님성이 두 대립자다. 아래 

태극 그림 <Fig. 3-4>와 같이 경영자는 주인성과 손

님성을 포용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조화시켜야 한다. 

두 역할이 시간과 공간을 축으로 교대로 나타날 수 

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두 역할은 경영자 내부에서 

변증법적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Fig. 3-4 The Ownership Model for New 

Manager 

경영자가 주인의식을 실행하는 과정은 <Fig. 2-7> 

모델에 의해 아래 그림 <Fig.3-5>와 같이 나선형 변

증법적 사이클로 진행된다. 즉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

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1/4 분면의 주인성 중심에

서 손님성이 강화된 2/4 분면으로 진행한다. 주인성

이 과도한 상태가 되면 편견과 독선의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뒷모습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근본 한계로 인

해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손님성이 커지면 조직이 중심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주인성을 일부 강화하

는 3/4 분면의 주인성 강화 상황으로 진행된다. 다시 

제한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경영자의 한계가 노

정되며 조직이 경직되고 경영자가 오만과 일탈에 빠

질 수 있다. 이때 손님성을 강화하여 주인성을 견제

하도록 하는 4/4 분면으로 진행한다. 다음 사이클에

서 주인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1/4 

분면의 주인성이 강화된 다음 단계의 새로운 사이클

로 진행된다. 

Fig. 3-5 A Process Model of Management 

Practice

서비스철학에 의해 경영자의 주인성 우위 상황과 

손님성 우위 상황은 어느 한 쪽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인성을 보다 강조해야될 

1/4 분면, 3/4 분면의 상황과 손님성을 보다 강조해

야할 2/4분면, 4/4 분면 상황이 번갈아 나타난다. 두 

상황이 보완적으로 발전하며 진행된다.

육체적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경영자의 비이성

성을 통제하는 것도 현대경영자의 주요 과업이다. 서

비스철학에 의해 여기서의 두 대립자는 이성성과 비

이성성이다. 경영자는 본인 자신과 조직원 개인들의 

비이성성을 통제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생존 본

능이 있는 육체를 가진 인간의 비이성성을 적절한 수

준으로 통제해야 한다. 경영자는 본인과 조직원이 이

성성과 비이성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임을 인

식하고 비이성성을 경영활동의 일부로 포용해야 한

다. 경영에서 운의 영향을 노력이 장기적으로 상쇄시

킬 수 있도록 하듯이, 비이성성의 영향이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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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소화되도록 경영자가 역할을 수행한다. 아래 태

극 그림 <Fig.3-6>과 같이 경영자 본인과 모든 조직

원은 이성성과 비이성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하나

의 존재이며, 경영자는 포용과 조화를 통해 비이성성

을 통제하는 과정을 변증법적으로 진행한다. 

Fig. 3-6 Irrationality Control of the Manager

 

경영자가 자신과 직원들의 비이성성을 통제하는 

과정은 서비스철학의 <Fig. 2-7> 모델에 의해 아래 

그림 <Fig.3-7>과 같이 나선형 변증법적 사이클로 

진행된다. 즉 1/4분면처럼 합리적인 제도와 규정으로 

비이성성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도와 규정의 경직성이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창

의성이 위축된다. 이러한 부작용이 인지되면 제도와 

규정을 보완하거나 완화하여 2/4 분면처럼 인간의 비

이성성을 일부 용인하는 사이클로 진행한다. 이 단계

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일부 직원 또는 경영자 자신의 

비합리성 또는 불공정 행동들이 용인되고 조직은 무

질서한 상태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3/4 분면

의 비이성성 통제 사이클로 전환한다. 보완된 제도와 

규정으로 경영자 자신과 임직원들의 비이성성을 통제

하기 시작한다. 이성성과 비이성성을 동시에 인정하

지만, 비이성성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사이클이다. 

통제를 통해 어느 정도 비이성성이 관리 수준에 도달

하면, 두 속성이 상호 견제하는 상태인 4/4 분면으로 

진행된다. 비이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전략이 개

발되고 세부 기법이 적용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다음 사이클에서 다시 비이성성을 

강하게 통제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1/4 분면의 비이성성 통제 

강화 국면으로 전환된다. 

Fig. 3-7 A Process Model of Irrationality 

Control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현대경제사회의 중심사상인 

서비스철학에 의해 인간이 완벽하게 이성적이거나 철

저하게 비이성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 겉으로는 이성

적인듯 하지만 내부에서는 비이성성이 뚜렷이 나타나

고 있는 리괘형이거나, 겉으로는 비이성적인듯 하지

만 내부에서는 이성성이 강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감

괘형인 경우다. 

이와 같이 현대 경영에서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과

업 수준은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을 구축하고,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목

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조직원들의 

업무 수행 성과를 평가하는 등의 전통적인 경영자 과

업 수행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현대 경

영자는 경영자와 직원의 역할을 포용적으로 조화시키

며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변증법적으로 경영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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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해야 한다. 

3.2 신경영자로서의 소양

신경영자는 현대 경영자로서 현대 경영철학을 충

실하게 구현하고 경영자의 과업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양을 가져야 한다. 경영자의 소양

은 기본소양, 고급소양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기본소양과 고급소양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Kim, 2018).

경영자는 경영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가져야 한다. 경영자는 스

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그 목표를 관리하고,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따라

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역량인 자주역량은 경영자가 

갖추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다. 경영

자로서의 고급 소양은 서비스본질에 충실한 소양을 

의미한다. 기본 소양에 추가하여 신경영자는 스스로 

신경제의 중심재화인 서비스의 본질에 충실한 소양을 

가져야 한다. 서비스의 본질에 충실한 물의 소양, 불

의 소양, 하늘의 소양을 지녀야 한다(Kim, 2018).

이러한 소양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두 대립자는 지

식과 지혜다. <Fig.2-4> 서비스철학 모델에 의해 두 

대립자를 포용하며 경영해야 한다. 현대 경영자는 경

영 과정에서 무수한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또 예상

하지 못한 뜻밖의 경쟁자, 예측하지 못한 경쟁 환경

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장애물을 성공적으로 뛰어 

넘는 밝은 지혜 경영이 필요하다. 대립자를 함께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속도와 욕망을 추구할 

경우 그 위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보통 사람의 눈에

는 보이지 않는 경쟁자라도 신경영자는 그러한 잠재

적 경쟁자를 볼 수 있는 밝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 또

한 풍부한 지식도 필요하다. 풍부한 지식과 밝은 지

혜 양자를 내부에서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아래 태극 그림 <Fig.3-8>과 같이 지식과 지혜

를 겸비해야 한다. 빠름과 느림을 겸비해야 한다. 욕

망추구 경영과 현실만족 경영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

다. 경영자 내부에 두 대립자가 하나로 융합되어 적

시에 필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ig. 3-8 Bright Wisdom of the New Manager

경영자가 밝은 지혜를 구사하는 과정은 <Fig. 

2-7> 서비스철학 모델에 의해 아래 그림 <Fig.3-9>

과 같이 나선형 변증법적 사이클로 진행된다. 우선 

경영 현장이 치열한 욕망 추구의 장임을 인식하고 

1/4분면처럼 밝은 지혜로 그 위험성을 관리하는 경영

을 한다. 대체로 이 단계에서는 속도와 욕망의 위험

을 인지하고 유사시 상황에 대비하는 플랜B를 잘 구

축해 두며 유사시에 대비하는 경영 방식이 된다. 시

간이 지나면서 조직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조직이 느

슨한 경영 상태가 된다. 이러한 필요가 인지되면 속

도와 욕구를 강화하는 사이클로 이전한다. 2/4 분면

처럼 경쟁사회에서 조직의 승리를 강조하며 치열하게 

운영되는 경영 상태로 이전된다. 환경은 계속 변화하

며 조직의 위험은 높아진다. 이때 3/4 분면의 보완된 

밝은 지혜 사이클로 전환한다. 향상된 수준의 지혜 

경영을 하는 사이클이다. 이 단계에서 지식과 지혜의 

융합을 추진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한다. 지혜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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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영하되 지식과 속도를 겸비한다. 이 단계가 

상당기간 진행되면 빠름과 느림, 욕망추구와 현실만

족 등의 두 대립되는 속성이 하나로 융합된 상태인 

4/4 분면으로 진행된다. 급변하는 환경으로부터의 위

험에 능동적으로 지혜롭게 대응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는 속도를 추구할 수 있는 경영 사이클로 진입한다. 

이 안정 단계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환경 변화에 따

라 더 향상된 다음 나선형 발전 사이클로 진행한다. 

다시 지혜 경영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

능성이 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1/4 분면으

로 이동되어 다음 사이클로 진행한다. 

Fig. 3-9 Wisdom Acquisition Process 

서비스철학에 의해 경영자가 완전한 지혜 경영을 

하기도 어렵고, 지식 경영만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

다고 볼 수 있다. 즉 밝은 지혜를 보다 중시하는 1/4 

분면, 3/4 분면의 상황과 지식과 속도를 보다 강조하

는 2/4분면, 4/4 분면 상황이 번갈아 나타난다. 두 상

황이 보완적으로 발전하며 진행된다. 

아래에서 경영자의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 

4. 신경영자의 역할모델 

현대의 정신과 인류의 공통원리를 반영한 서비스

철학에 의한 경영자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 경영현장

의 무상함과 다양한 응용성격을 고려하고, 경영주체

인 유한한 생명의 흘러가는 운명의 인간이 이 세상에 

처한 근본 한계를 인정하면서, 본질적 차원에서 경영

자의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 

4.1 경영 스타일

경영스타일 관점에서의 두 대립자는 질서와 무질

서, 분별과 무분별이다. 현대경영자는 질서와 무질서

라는 두 스타일을 내부에 겸비해야 한다. 

Fig. 4-1 The Management Style of the 

Manager

즉 위 <Fig. 4-1> 태극 그림과 같이 필요에 따라 

분별과 구분과 질서 중심의 경영스타일을 보일 수도 

있어야 하고, 비분별과 비구분과 무질서한 경영스타

일도 필요한 상황에서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두 

스타일이 외부에서 볼 때는 경영자 내부에 하나로 융

합되어 있어 스타일의 구분이 어렵도록 융합된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 

경영자가 두 대립된 스타일을 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은 <Fig. 2-7> 모델에 의해 아래 그림 

<Fig. 4-2>와 같이 나선형 변증법적 사이클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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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우선 1/4분면처럼 동태적인 환경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무질서와 비분별을 선호하는 경영을 한

다. 대체로 이 단계에서는 창의와 혁신을 중시하며 

벤처기업과 같은 경영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

의 질서가 필요하고, 조직의 중심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가 인지되면 분별과 질서를 중시하

는 경영스타일로 이전한다. 2/4 분면처럼 조직이 질

서 속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영 상태로 이전된다. 

환경은 계속 변화하며 조직은 이에 대한 치열한 동태

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안정상태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3/4 분면의 무질서 사이

클로 전환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전 조직원

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향상된 

수준의 무질서 사이클이다. 이 단계에서 질서와의 융

합을 추진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한다. 질서와 무질서, 

분별과 비분별, 구분과 비구분 등의 두 대립되는 속

성이 하나로 융합된 상태인 4/4 분면으로 진행된다. 

조직의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질서를 수용한다. 관료적 속성을 유지하

면서도 벤처기업식 창의성을 존중한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환경 변화에 따라 더 향상된 다음 

나선형 발전 사이클로 진행한다. 다시 무질서와 비구

분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1/4 분면 사이클로 진행

된다. 

Fig. 4-2 The Management Styling Cycle 

인류 공통원리를 반영한 서비스철학에 의해 경영

자가 철저한 질서 중시형 스타일을 보이거나, 매우 

무질서한 스타일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두 극단적 유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겉으로는 무질서한 스타일인 듯 하지만 내부

에서는 질서 추구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감괘형이

거나, 겉으로는 질서를 중시하는 스타일인 듯 하지만 

내부에서는 무질서를 활용하는 리괘형 중 하나인 경

우 대부분이다. 즉 무질서를 보다 중시하는 1/4 분면, 

3/4 분면의 상황과 질서를 보다 강조하는 2/4분면, 

4/4 분면 상황이 번갈아 나타난다. 두 상황이 보완적

으로 발전하며 진행된다. 

4.2 경영 리더십

경영자 리더십의 두 대립자는 강한 카리스마형 리

더십과 물처럼 유연한 리더십이다. 물처럼 유연한 상

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으로 

물처럼 유연하고 또 결국에는 강함을 의미; Lao- 

Tzu, 1982) 리더십과 견강한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리더십 스타일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번갈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 태극 그림 <Fig. 4-3>과 같이 두 개의 대립되

는 리더십 속성이 내재된 경영자는 한 종류의 리더십 

스타일의 모순을 스스로 극복하면서 상반되는 리더십 

스타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한없이 유연한 물

과 같은 리더십에서 불 같이 열정적이고 강철같이 견

강한 리더십스타일로 스스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반대로의 전환도 자유로워야 한다.

경영자가 대립되는 두 개의 리더십 역할을 번갈아 

수행하는 과정은 <Fig. 2-7> 서비스철학 모델에 의

해 아래 그림 <Fig. 4-4>와 같이 나선형 변증법적 

사이클로 진행된다. 즉 현대 사상에 부합하는 물처럼 

유연하고 자율적인 상선약수 리더십으로 시작하여 점

차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1/4 분면 

사이클에서 시작한다. 통제가 강화되면서 조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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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이 퇴조하고 급속한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취약하게 되면 2/4 분면 사이클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유연한 리더십을 보강하여 구사한

다. 3/4 분면에서는 조직원들의 이기심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견강한 카리스마 리더십을 회복한다. 

4/4 분면에서는 경영자 본인을 포함하여 모든 조직원

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연한 리더십을 구사한다. 물론 인간의 이

기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카리스마 리더

십을 내면에서 유지하는 사이클이다. 시간이 경과하

면서 경영 상황이 변하면 다시 물처럼 유연한 리더십

으로 창의적 혁신을 추구해야할 필요성이 커진다. 그

러면 다시 1/4 분면의 유연한 리더십 사이클로 진행

된다.    

인류 공통원리를 반영한 서비스철학에 의해 경영

자의 상선약수(물처럼 유연한) 리더십과 카리스마(견

강한) 리더십은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다수의 경우가 리괘이

거나, 감괘인 경우다. 외형적으로는 유약한 리더십이

지만 내면의 카리스마가 강한 감괘형 리더십이거나, 

외형적으로 견강한 리더십이지만 내면은 부드러운 리

괘형 리더십이다. 1/4 분면과 3/4 분면은 물처럼 유

연하고 약한 리더십에서 견강한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전환되는 사이클이고, 2/4 분면과 4/4 분면은 견강한 

카리스마 리더십에서 물처럼 유연한 리더십으로 전환

되는 사이클이다.     

경영자 리더십의 중심 기제인 경영자 비전에 대한 

두 대립자는 비전 경영과 무비전 경영이다. 아래 태

극 그림 <Fig. 4-5>와 같이 현대 경영자는 비전경영

과 무비전경영을 적절히 조화시켜 활용해야 한다. 확

고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직을 경영

하기도 하고, 무비전으로 자유롭게 경영하기도 해야 

한다. 유위 시스템과 무위 시스템을 모두 포용하고 

조화시켜야 한다. 이 과정을 변증법적으로 진행할 필

요가 있다. 

Fig. 4-5 Vision Management Method

Fig. 4-3 A Manager’s Leadership Role

Fig. 4-4 A Manager’s Leadership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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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 두 개의 상반되는 시스템으로 비전을 달

성하는 과정은 <Fig. 2-7> 서비스철학 모델에 의해 

아래 그림 <Fig. 4-6>과 같이 나선형 변증법적 사이

클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먼저 자신의 확고한 비전

과 계획을 조직에 전파하여 열심히 목표를 달성하도

록 동기부여하며 시작한다. 조직의 시스템도 비전과 

계획에 적극적으로 맞추어 공조되도록 한다. 이러한 

1/4 분면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조

직의 단기적 이슈들이 해결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의 단기 희생이 수반된다. 현실의 문제와 현실

의 목표가 경영자의 비전과 맞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비전은 조직이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데는 도움을 주지만 복잡한 외부 환경에 임기응

변으로 대응할 시간과 역량 강화에는 도움주기 어렵

다. 이러한 문제점이 노정되면 2/4 분면 사이클로 진

행한다. 즉 비전 추구 중심 경영을 지양하고 현실 문

제 해결에 집중하는 단계로 전환한다. 이 단계에서는 

급변하는 현실 상황에 대한 대응력은 높아지지만 조

직이 중장기적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는 듯이 보일수

도 있다. 중장기 발전이 취약할 수 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인지되면 3/4 분면 사이클로 이전한다. 조직

의 수정된 비전을 확인하고 이에 집중하는 단계다.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최적 시스템이 도

출된다. 비전과 무비전의 조화, 유위와 무위의 조화, 

미래와 현실의 조화를 달성하는 모델이 구축된다. 장

단기 최적 시스템이 구현되는 4/4 분면 사이클로 발

전된다. 이 단계는 경영자의 유위와 무위가 균형을 

이룬 단계다. 적극적인 비전경영과 완전한 무비전경

영이 내부에서 성공적으로 융합되어 경영된다.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서 조직의 상황이 변하면 다시 1/4 

분면의 향상된 비전경영 사이클로 진행한다. 

서비스철학에 의해 경영자가 확고한 비전경영만 

활용하거나 전적으로 무비전경영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형적으로는 비전경영시스템으로 운영하

지만 내면에서는 무비전경영이 작동되는 리괘형 경영

이거나, 외형적으로는 무비전경영시스템이지만 내면

은 비전과 계획이 운영되고 있는 감괘형 경영이다. 

1/4 분면과 3/4 분면은 리괘형에서 감괘형으로 이전

하는 사이클이고, 2/4 분면과 4/4 분면은 감괘형에서 

리괘형으로 보완 발전하는 사이클이다.   

4.3 조직운영

인류 공통원리를 반영한 서비스철학 관점의 조직

운영상의 두 대립자는 규정과 문서와 시스템에 의한 

운영 방식과 규정이나 문서 없는 자율적인 운영 방식

이 있다. 즉 규정에 의한 운영과 비규정에 의한 운영

이 조직운영방식의 두 대립자다. 아래 태극 그림 

<Fig. 4-7>과 같이 두 개의 대립되는 관리 방식이 

현대 경영자의 역할 방식이다. 상반되는 관리 방식을 

조직에서 변증법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정

과 계획이 필요한 곳은 문서화하고, 자율이 필요한 

곳은 신뢰기반 자율 관리를 하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

이다. 경영자는 반대 방식으로의 자유로운 전환이 가

능하도록 조직을 구축하고, 경영 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경영자가 대립되는 두 개의 상반되는 시스템으로 

조직원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은 <Fig. 2-7> 

서비스철학 모델에 의해 아래 그림 <Fig. 4-8>과 

같이 나선형 변증법적 사이클로 진행된다. 즉 대다

수의 조직과 같이 규정과 문서 중심의 관리 방식으

Fig. 4-6 Vision Manage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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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한다. 조직원들의 역할과 책임(Role and 

Responsibility: R&R)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조직

내에서의 행동 지침도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시간이 

경과하며 이러한 1/4 분면 사이클 관리 방식의 문제

점이 노정되면 2/4 분면 사이클로 진행한다. 즉 혁신

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정과 지침을 폐지

하거나 보완한다. 조직원간에 신뢰가 부족해지거나 

일부 조직원들의 이기심이 과도하여 조직관리에 문제

가 생기게 되면 3/4 분면처럼 역할과 책임 관련 규정

을 보완하며 문서 중심의 관리 사이클로 이전한다. 

이 단계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며 4/4 분면 사이클로 

진행된다. 철저한 분석과 전략에 의해 혁신성을 유지

하면서도 조직원들의 이기적인 일탈을 통제할 수 있

는 시스템으로 발전된다. 이 단계는 조직원과 경영자 

및 조직 간에 신뢰가 충분히 구축되어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탈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적어진다. 시간

이 경과하면서 조직 환경과 조직원들의 상황이 변하

면 다시 규정과 지침으로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할 필

요성이 커진다. 그러면 다시 1/4 분면의 규정과 문서

에 의한 관리 사이클로 진행된다.    

공통원리를 반영한 서비스철학에 의해 경영자가 

철저히 문서와 규정에 의한 관리만 하거나 완전 자율 

관리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형적으로는 규정과 

문서에 의한 관리가 중심이지만 내면에서는 자율성이 

가동되고 있는 리괘형 관리이거나, 외형적으로는 완

전한 자율적 관리이지만 내면은 규정과 지침이 기반

을 형성하고 있는 감괘형 관리이다. 1/4 분면과 3/4 

분면은 리괘형 관리 상황이고, 2/4 분면과 4/4 분면

은 감괘형 관리 사이클이다.     

조직운영의 또 다른 차원의 두 대립자는 경쟁과 비

경쟁이다. 현대 경영에서는 경쟁시스템이 장기적인 

지속성장에 도움되지 않고 부작용만 커진다는 분석도 

있다.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센티브로서 조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

석이다(Lee, 2018). 노자도 도덕경 3장에서 불상현

(不尙賢: 똑똑한 사람을 높이보지 않음)론을 제시하

였다. ‘똑똑한 사람을 높이 쳐서 상을 주는 행위를 하

지 않아야 사람들이 다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Lao-Tzu, 1982). 인간의 본성이 내부 직원간의 경

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약하고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직에서는 헌신적으

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태만하고 게으른 직원이 있

기 마련이다. 적절한 수준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이다. 따라서 아

래 태극 그림 <Fig. 4-9>와 같이 현대 경영자는 경

쟁과 비경쟁을 적절히 조화시켜 활용해야 한다. 결과 

중심으로 적극적 포상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들을 독

Fig. 4-7 Employee Management Method

Fig. 4-8 Employee Manage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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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기도 하고, 과정 중심으로 성실한 직원들을 격려

해주기도 해야 한다. 또한 자유방임 시스템을 가동하

기도 하고 실패를 용인하기도 해야 한다. 결과와 과

정을 모두 포용하고 조화시켜야 한다. 이 과정을 변

증법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Fig. 4-9 Competition Management Method

경영자가 두 개의 상반되는 시스템으로 조직원 동

기부여를 수행하는 과정은 인류 공통원리를 반영한 

서비스철학 프로세스 모델에 의해 아래 그림 <Fig. 

4-10>과 같이 나선형 변증법적 사이클로 진행된다. 

즉 대다수의 조직과 같이 직원들 간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성과가 높은 직원들

에게 큰 포상을 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시작한다. 

고성과 직원들에게 승진과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진

다. 이와 같은 1/4 분면 사이클의 관리 방식에서는 

단기 경쟁이 과열되고 조직내 협업 분위기가 위협받

을 수 있다. 중장기적인 이슈들이 뒤로 밀리면서 조

직의 사업혁신이 부진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

제점이 노정되면 2/4 분면 사이클로 진행한다. 즉 단

기 경쟁을 지양하고 다양한 개성 발휘를 강조하는 시

스템으로 전환한다. 혁신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

도록 성실 실패를 용인한다. 조직원간에 신뢰가 향상

되어 협업 분위기가 회복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인간의 본능적인 이기심 문제로 인

해 다수의 직원들이 나태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상황

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인지되면 3/4 분면 사이

클로 이전한다. 포상과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현

실 안주를 경계하도록 한다. 보완된 인센티브 시스템

을 도입하여 단기 경쟁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경쟁과 비경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소모

적 경쟁과 현실안주 문제가 동시에 지양되고 혁신성

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4/4 분면 사이클로 발전된다. 

이 단계는 조직원 및 조직 간에 신뢰가 충분히 구축

되어 포상이나 인센티브 유무와 관계없이 각자 자신

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는 단계다. 시간이 경과하면

서 외부 환경과 조직원들의 상황이 변하면 다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강한 인센티브 제도로 직원들을 

독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그러면 다시 1/4 분면

의 경쟁과 인센티브 중심 사이클로 이전한다. 

Fig. 4-10 Competition Management Process

서비스철학에 의해 경영자가 치열한 경쟁시스템만 

활용하거나 전적인 비경쟁시스템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형적으로는 경쟁과 인센티브시스템으로 

운영하지만 내면에서는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는 리괘

형 관리이거나, 외형적으로는 비경쟁 자율적 관리이

지만 내면은 경쟁과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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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괘형 관리이다. 1/4 분면과 3/4 분면은 리괘형 경

쟁시스템 상황이고, 2/4 분면과 4/4 분면은 감괘형 

비경쟁시스템 사이클이다. 

이와 같이 현대 경영자는 경영의 두 대립자를 포용

하면서 시공간 차원에서 변증법적으로 경영역량을 구

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 토의 및 과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구축된 신경영학 프레임

워크에 따른 신경영자론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

다. 경영 주체로서의 경영자 관점과 경영의 대상인 

객체로서의 경영자 관점을 포용하는 신경영자론을 제

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 경영자가 왜 기존 경

영자와 달라져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

시하였다. 현대경제사회가 기존 경제사회와 달라졌

고, 경영의 대상인 현대 조직이 기존 조직과 달라졌

으며,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과업이 기존의 과업과 달

라졌음을 분석한 후 새로운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신

경영자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경영자 모델에 따라, 새로운 경영자에게 요

구되는 과업과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영자로서

의 필수 소양을 제시하였다. 요구되는 소양을 가진 

경영자가 수행해야하는 역할 모델을 제시하였다. 고

객과 하나가 되는 경영자 역할, 자신의 비이성성까지

도 통제하는 경영자 역할, 분별과 비분별을 병행하는 

경영자 역할,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을 겸비한 유연한 

리더십 역할, 규정과 비규정을 포용하는 관리자 역할, 

비전과 무비전 경영을 병행하는 경영자 역할, 경쟁과 

비경쟁을 모두 활용하는 경영자 역할 모델 등을 도출

하였다. 

향후 연구는 신경영자 모델에 대한 실증적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확장하여 실용적인 모델

로 발전시키고, 이를 분석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연구

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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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the new manager model in service economy era. It was logically 

explained that the modern economic society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economic society, the modern 

organization that is the subject of managemen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rganization, and the tasks 

required by management ar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tasks. It suggested the managerial model required 

for new managers. According to the proposed manager’s model, the tasks required of new managers and 

essential qualities as managers to perform the tasks were presented. It suggested the role model that 

managers with required qualities should play. The role of a manager who becomes one with customers, 

the role of a manager who controls even his irrationality, the role of a manager who combines discernment 

and indiscriminateness, a flexible leadership role that combines charisma and tenderness, an administrator 

role that embraces regulations and non-regulations, and vision and non-vision. We derived the role of a 

manager who manages management, and a manager role model that utilizes both competition and 

non-competition. The managers engage in two opposing roles and perform management activities in a spiral 

dialectical cycle that develops while resolving the contradictions of each role. The method of embracing 

the two opposing parties internally and externally and the dialectical management execu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space-time axis were presented by borrowing the models of The Book of Change. 

Future research needs an empirical analytical study on this new Model. There is a need for studies that 

expand this study and develop it into a practical model and verify it in an analytical way.

Keywords: New Management, Service Management, Service Philosophy, Manager Theory, 

Managemen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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