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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CEO의 가치관은 기업문화에 영향을 주고 기업문화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준
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치관경영이 대두된 경영 패러다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 가치관, 조직문화, 그리고 CEO 가치관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다음 CEO
가치관, 조직문화, 그리고 경영성과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다음
훌륭한 CEO 가치관으로부터 탁월한 경영성과에 이르게 하는 경영기법인 가치관경영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치관경영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지를 도출하였다.
2000년대 이후 경제 패러다임의 핵심인 공존과 상생은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즉 기업
이익 중심에서 공유가치 창출로의 변화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경영 패러다임에 적합한 경
영기법으로 가치관경영을 들 수 있다. 이는 가치관경영은 종업원을 중심으로, 종업원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최대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가치관경영이란 CEO와 종업원이 원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과 우선순
위가 각자의 업무와 의사결정에 일관되게 적용되게끔 하는 것이다. 즉, 가치관경영의 본
질은 훌륭한 기업문화를 형성하여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와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관경영은 가치관 현황진다, 가치관의 정립, 가치관의 시스템화, 그리고 가치관의
생활화의 순서를 밟아 실천할 수 있다. 가치관경영은 실천이 중요하므로 기업은 미션이나
비전을 세우고, 인사관리, 조직관리 등을 통해 종업원에게 피드백을 주는 운영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가치관경영을 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성장률, 고용성장률, 주가성장
률, 그리고 수익성장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기업은 중소기업ㆍ대기업
관계없이 모두 가치관경영을 실천하여 훌륭한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ㆍ발전하기
를 희망한다.
<주제어> CEO 가치관, 기업문화, 경영성과, 가치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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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학교, heungkyu@dankook.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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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어느 집단에서든지 리더의 가치관은 그 집단의 문화에 영향을 준다. 기업도 하나의
집단이므로 CEO의 가치관은 그 기업의 문화에 영향을 준다.
CEO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늘 위기의식을 갖고 경영혁신과 비전제시를 통
해 경영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CEO의 가치관이 기업문화에 좋은 영
향을 미쳐야 하며, 이는 경영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가치관경영이란 말 그대로 CEO의 가치관을 하나의 경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가치관경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가치관경영은 어려운 경
영 여건에서도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음 가치관경영은 기업문화에 큰 영향
력을 가진 CEO에게 좋은 가치관을 갖도록 하여 기업을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경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가치관경영이
대두된 경영 패러다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 후 가치관, 조직문화, 그리고 CEO 가치
관에 관한 그간의 연구를 고찰하여 가치관경영을 설명하고자 한다.

Ⅱ. 가치관경영의 등장
1. 자본주의의 변천
19세기에 시작된 고전파 경제학은 시장 자체에 의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했
으나, 1930년 대공항을 거치면서 케인스학파의 정부개입이 강조되었다. 이후 1970년
오일쇼크에 따른 불황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을 주류로 다시 등장
시켰다(김성기, 1996). 이후 신고전파 경제학을 계승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등장했으
나 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혼란에 빠져 있다(구형건ㆍ박정숙ㆍ정재웅, 2015).
이러한 혼란의 핵심은 성장과 분배이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
은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분배 또한 계속 나빠져 빈익빈 부익부
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인간사회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를 보완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윤과 성장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인간사회 구성원 전체의
생존과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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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본주의의 변천
패러다임

시기

특징

고전파 경제학

18세기 후반 ~
1920년대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각 주체가 이윤추
구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가 생산성을 극대
화한다고 보는 체제

케인스학파

1930년대 ~
1960년대

독점의 폐해와 빈부격차 등을 국가의 개입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신자유주의

1970년대 ~
1990년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자유시장과
자유무역, 규제완화, 국제적 분업 등을 강조

공생적 자본주의

2000년대 ~

시장주의 바탕 위에서 사회공헌이라는 부가가
치를 생산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는 상생의 체제

출처：최종태(2011), ｢사회적기업연구｣.

2. 경영 패러다임의 변천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원을
획득ㆍ가공ㆍ분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경영의 본질임에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
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경제 패러다임의 핵심은 공생, 즉 공존과 상생이
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에 변화를 초래했다. 즉, 기업은 이윤
과 성장은 물론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가져야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머물지
않고, 종업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가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종업원에 관한
관심은 기술주의적 경영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인본주의적 경영 패러다임을 불러왔
다. 즉 종업원을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요소로 보
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서다. 따라서
최근 경영학계에 조직문화ㆍ종업원주도ㆍ가치공유 등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
니다(신종백, 2013; 최종태, 2013).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에 적합한 경영기법으로 가치관경영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가
치관경영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기업을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소로 생각하도록 하며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가치관경영은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역량을 극대화하
여 기업의 경영성과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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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영 패러다임의 변천
시기

~ 1990년대

2000년대 ~

특징

경영 패러다임

기업이익 중심

인간이 제공하는 노동력도 여러 종류의 자원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이 기업이라는 울타
리 안에 있는 한, 인간도 결국은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이다.

공유가치 창출

다른 형태의 자원과는 달리 인간이라는 자원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만족이나 몰입, 위신
이나 평판과 같은 심리적 혹은 사회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Ⅲ. 가치관, 조직문화, 그리고 CEO 가치관
1. 가치관
1) 가치관의 개념
가치관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것의 올바름과 그릇됨을 판단하는 기준을
나타내므로 가치관은 인간의 태도를 결정하고 행동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가치관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이며, 한 집단 내의 개인은 그 집단 내 타인과
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집단의 가치관을 습득하는 한편, 그 집단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Laurent, 1985). 가치관이란 사물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행동원리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되는 심층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정범모, 1972). 습득된 행동 양식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에 의하여 공유되고 전달되면 가치관이 형성된다(Linton, 1955).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에 방향성을 결정하고 문제해결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준다.
가치관은 평가를 목적으로 구분ㆍ분석할 수 있는 인식(cognitive), 영향(affective), 그
리고 방향(directive)의 3요소에 일정한 형태를 보이는 원칙이고, 이러한 평가과정이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Kluckhohn &
Strodtheck, 1961). 가치관은 자연 속에서의 개인의 상태, 타인과의 관계 등과 관련된
올바름과 그릇됨에 관한 내용으로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Kluckhohn,
1962). 따라서 개인의 가치관은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며, 개인의 행동을 제약ㆍ
구속ㆍ평가하는 심리적 체계에 작용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의 가치관은 경험으로부터 형성되고,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때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그 개인의 미래가 결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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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치관의 영향
가치관

→

가치

→

태도

→

행동

2) 가치관의 특성
가치관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행동연구의 주된 관
심사가 된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풍요에 가치를 두는 개인은 자아실현의 욕구보다는
경제적인 보상에 관심이 많고, 명예를 중시하는 개인은 타인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언
행을 조심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중시하는 개인은 가정생활에 충실하다.
가치관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관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갖는데, 이는 개인이 사회화과정(process of socialization)을 통해 누적된 경험
에 의해 형성되며, 내면의 깊숙한 의식구조 속에 정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박내회,
1995). 둘째, 가치관은 개인별 또는 집단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Weber, 1990). 또
한, 유사한 범주의 직업을 지닌 개인은 서로 유사한 가치관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
(Weber, 1990). 국가별 문화의 차이는 개인의 가치관의 차이로 나타난다(Hofsted,
1980). 셋째, 가치관은 개인의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Steers &
Black, 1994).

3) 가치체계
가치체계는 사회, 부족, 국가 등 비교적 큰 집단이 갖는 문화를 하나로 통합한다. 가
치체계는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을 선택하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많
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가치체계는 일정한 규칙처럼 작용한다.
가치체계의 기능은 의사결정이나 갈등해소와 같은 단기적 기능과 인간의 기본적 욕
구해소와 같은 장기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가치체계는 개인의 태도와는 다르
게 자기방어적인 기능이 있다.

2. 조직문화
1) 문화의 생성
문화의 어원은 재배 또는 경작 등을 나타내는 라틴어 ‘colore’인데, 이는 자연 상태
의 사물을 변화시켜 새로운 사물을 만든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간이 개입되어 발생하
는 현상이나 사물은 모두 문화라고 할 수 있는 한편, 자연적인 상태의 사물 자체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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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라고 할 수 없다. 문화는 인간이 개입되어 이루어낸 모든 역사와 제도를 포함한다.
문화에는 종교, 정치, 도덕, 예술, 문학, 경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것들은 집단에 의
해 상호 공유된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는 전통적으로 사회학과 인류학을 중심으로 연
구되어 왔으며, 학자들의 견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어 왔다. 즉, 문화는 그
의 다양성으로 인해 그 정의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이양수, 1990).
문화는 시대, 지역, 인종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개인의 가치관은 개인
이 속하는 집단의 문화적 요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결국, 문화는 개인이 집단의 구
성원으로 습득한 지식, 신념, 예술, 법률, 도덕, 관습 등과 같은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
함하는 복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Tylor, 1871). 개인의 가치관은 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되고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개인의 행동
이 달라진다.
문화는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이 가진 행동의 정형화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는 어느 한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과 그 외 다른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을 구분 지으며,
문화는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같은 경험에 의해 많은 개인의 특성을 포함할 때 형성된
다(Hofstede, 1983).
<그림 2> 가치관과 문화
가치관

→

태도

→

행동

→

문화

출처：Hofstede(1983).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 Organization｣.

2) 조직문화의 정의
조직문화는 특정 시기에 특정 조직의 운영을 위해 집합적으로 수용된 하나의 시스템
으로서 가치, 이념, 언어, 신념, 의식 등의 개념으로 나타난다. 조직문화는 조직을 구성
하는 개인이 공통으로 갖는 가치관을 나타낸다. 즉, 조직문화는 주어진 환경에서 조직
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심미적, 종교적, 이론적 가치관
등의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문화는 특정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의 행동
을 지배하는 가치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조직문화에 관한 관심은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는 조직에서 만들어진 문화는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논리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Smircich, 1983). 조직문화는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의 조직 내에서의
태도와 행동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는 관계로, 조직문
화가 어떠하냐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은 다르게 나타난다(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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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조직문화는 조직 내부에서 조직의 가치로 나타난다(신유근 외, 1983). 조직문
화는 구조, 목적, 의무, 신뢰 등의 잠재변수의 영향으로 형성되고, 조직을 구성하는 개
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박순애ㆍ오현주, 2006). 사회문화는 조직문화에 영향
을 주고, 조직문화는 그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에 영향을 준다.
조직문화는 가시성의 수준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Schein, 2010).
먼저 가시적인 형태로 문화유산, 기술, 행동패턴 등이 있으며, 문화유산은 문화적 의미
를 전달하는 물리적 환경요소를 의미하며, 기술은 조직이 받아들이는 환경요소를 조직
내부에 맞게 전환하는 수단을 의미하며, 행동방식은 단순히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의
행동을 의미한다. 다음 조직 내의 공유가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예로는 충성심, 동료
애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이 갖는 신념과 가정이 있다. 이러한
신념과 가정은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의 깊은 내면에 있고, 조직문화에 다양하게 영향
을 준다. 조직의 외부인은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3. CEO 가치관
CEO의 가치관은 기업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업문화의 형성을 통해
경영성과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Jim Collins는 저서 “GOOD TO GREAT”에서 가치에 의한 경영은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고, 사람이나 시스템에 의한 경영은 좋은 기업은 될 수 있어도 위대한 기업
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동일한 업종에서 좋은 성과와 함께 계속 성
장할 수 있는 기업 내에는 종업원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가치관이 존재한다.”라
고 주장했다(Collins, 2011). 이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치에 의한
경영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CEO의 가치관은 종업원에게 영향
을 주고, 이는 기업문화를 형성하며, 기업문화는 자연스럽게 기업경영의사결정과정, 문
제해결방식, 그리고 윤리적ㆍ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따라서 CEO의
가치관은 기업경영활동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치관경영은 기업의 성
장과 발전에 기반이 되는 경영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CEO의 가치관은 기업문화에 영향을 주고, 기업문화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CEO의 가치관이 높은 기업에서는 훌륭한 기업문화가 만들어지
고 이러한 기업문화는 자연스럽게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특히 작은 규
모의 기업일수록 CEO의 가치관은 높은 영향력을 보인다(노부호ㆍ윤완수, 1999).
경영환경이 안정적일 때에는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으나, 경영환경이 불안정적일
때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기업문화이다. 기업에서는 CEO의 가치관 또는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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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즉 인격(personality)이 CEO의 전략적 행위를 통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Finkelstein & Hambrick, 1990).
CEO의 가치관은 그가 소속된 기업의 종업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CEO의 의사
결정과 문제해결에 영향을 주며, CEO가 조직의 압력과 목표를 수용하고 거부하는 정
도에도 영향을 준다. 결국, CEO의 가치관은 기업의 윤리적ㆍ비윤리적인 행동에 결정
적인 영향을 주며, 사회적 요인을 구성하는 각종 규범, 윤리의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Verschoor, 1998).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면서 CEO의
의지와 실천이 가장 핵심을 이룬다(이진규 외, 1997). 가치관경영은 종업원에게 미션
(mission), 비전(vision), 핵심가치(core value) 등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이다.
가치관경영의 효과 중의 하나는 종업원을 계약적 존재에서 이념적 존재로 변화시킨
다는 것이다. 또한. 가치관경영을 통하여 자율과 통합 그리고 변화와 혁신 두 마리 토
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은 가치를 중시한다.
따라서 기업은 가치라고 봐도 될 것이다. 가치관경영은 종업원의 생각을 미션, 비전,
핵심가치로 정리하여 종업원의 가치관을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이다. 따라서 CEO
의 가치관과 경영성과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게 된다(Ghiselli, 1968).

Ⅳ. 가치관경영의 이해
1. 가치관경영
1) 가치관경영의 정의
가치관경영은 ‘management value(s)’ 또는 ‘manager’s values’라고 표기되며, 이
는 기업의 가치관(acquired values)은 CEO의 가치관에 의하여 형성됨을 의미한다.
가치관경영이란 CEO와 종업원이 원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과 우선순
위가 각자 업무와 의사결정에 일관되게 적용됨을 의미한다(전성철ㆍ조미나ㆍ양백ㆍ정
진호, 2014).
어느 기업에 가치관이 있다는 것은 그 기업 종업원이 각자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과 우선순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관은 핵심가치
를 포함하고 CEO와 종업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행동의 기준을 담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CEO의 가치관이 기업문화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지속적으로 유
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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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경영이란 CEO에 의해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는 경영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세우고, 이를 핵심으로 모든 업무처리와 의사결정과정에 명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기법이며, 가치관경영의 핵심은 지속적인 수행이다. 따라서 가치관경영은 기
업의 생존은 물론이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경영원리라고 할 수 있다.

2) 가치관경영의 성립조건
CEO의 가치관이 종업원에게 긍정적으로 전달되어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그 기업문화
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전달수단이 필요하다. CEO의 가치관을 종업원에
게 전달하는 방안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 미션(mission)으로 이는 기업이 존재하
는 이유이고, 기업의 사회적 사명이다, 미션은 종업원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부
심을 주고 일에 대한 열정과 집중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비전(vision)으로 기업이 장기
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이며, 동시에 미래상이다. CEO가 비전을 제시하면 종업원
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셋째, 핵심가치로서 이는 기업이 주
주, 고객, 종업원 등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로서 일하는 원칙과 기준, 기업이 해야
할 우선순위 등을 의미하며, 도전, 열정, 창의 등을 말한다. 넷째, 행동규범으로 이는 추
상적인 핵심가치가 종업원 개인의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구체화한 행동기준을 말한다.
가치관경영이 CEO의 가치관이 종업원에게 전달되고, 기업문화를 형성하게끔 하는
경영을 위한 수단이 되려면 종업원의 인식과 참여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
(Savolainen, 2010). 또한, CEO의 가치관이 종업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운
영시스템에 적용되어야 한다.

2. 가치관경영의 실증사례
국내 공공기관에서 가치관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한 사례를 미션, 비전, 핵심가치, 행
동규범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션의 경우
공공기관은 법이 정한 설립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역할을 정의한다. 따라서
조직의 역량으로 사회에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표
현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가치관이 절대로 필요하다. <표 3>은 국내 공공기관에서 사용한
미션의 실증사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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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션의 실증사례
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청

내용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행복한 삶에 공헌
축산물에 가치와 신뢰를 더하여 사람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
좋은 에너지로 더 좋은 세상에 기여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
일자리창출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

한국고용정보원

신속하고 정확한 고용정보 제공으로 인력수급 원활화

KBS 한국방송

가장 신뢰받는 창조적 미디어

2) 비전의 경우
비젼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따라서 기업의 비젼을 제시하
고 종업원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수행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
요하다. <표 4>는 국내 공공기관 비전의 실증사례를 나타낸다. 미션의 내용보다 더욱
구체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 비전의 실증사례
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청

내용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
100세 시대,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행복 파트너
축산물의 품질, 유통, 정보를 선도하는 글로벌 No.1 축산전문기관
기업 고객과 함께 하는 글로벌 KOGAS, 기업가치 30조 달성
행복한 삶의 터전을 창조하는 초일류 토지주택서비스
글로벌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뿌리가 튼튼한 중소기업 강국 실현

한국고용정보원

세계 일류 국가고용정보기관

KBS 한국방송

TV를 넘어, 세계를 열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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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가치(core value)의 경우
핵심가치는 종업원이 미션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이
다. 따라서 정립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핵심가치를 널리 알려 실천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핵심가치로 많이 등장하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주로 신뢰, 소통, 열정, 변화, 책임, 행복, 전문성, 혁신, 도전, 감동 등이다. <표 5>는
국내 공공기관 핵심가치의 실증사례를 나타낸다.
<표 5> 핵심가치의 실증사례
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청

내용
사랑과 봉사, 배려와 화합, 열정과 창의, 최고의 전문성
신뢰, 소통, 열정, 행복
공정, 전문성, 소통, 도전
신뢰, 도전, 변화, 책임
신뢰, 감동, 도전
개방, 공유, 소통, 협력

한국고용정보원

변화, 혁신, 열정, 전문성, 창의, 협업, 소통, 투명, 고객감동

KBS 한국방송

공정, 혁신, 열정, 소통

4) 행동규범
추상적인 핵심가치가 종업원 개인의 행동방침으로 연결되도록 구체화시킨 기준을 행
동규범이라 하는데, 공공기관의 CEO는 정해진 미션, 비전, 핵심가치를 종업원의 행동
으로 유도하는 운영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3. 가치관경영의 실천
1) 가치관경영의 실천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Jim Collins는 기업의 가치관을 제대로 수립하는 기업이야말로 위
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CEO는 건강한 조직문화와 우수한 경영성과
를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고민이 해결되어야 계속기업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종업원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에 만족하고 긍지를 갖게 된
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치관경영이다. 가치관경영의 프로세스는 가치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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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진단, 가치관의 정립, 가치관의 제도화, 그리고 가치관의 생활화로 이루어진다. 이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관의 현황진단이다. 가치관의 현황진단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사, 활동내용
등을 분석하고 종업원과의 면담을 통해 가치관정렬지수(Value Alignment Index)를
계산한다. 여기서 가치관정렬지수란 종업원의 가치관 인식과 공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종업원은 기업의 가치관을 제대로 인식하고 크게 공감함을 암시
한다. 그 결과 가치관정열지수가 큰 기업은 조직문화가 건강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조
직문화가 건강한 기업은 경영성과가 좋은 경향이 있다. 즉, 가치관경영을 하는 기업은
기업문화가 건강하고, 기업문화가 건강한 기업은 경영성과가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성의 경우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는 이병철 회장의 신념에서 비롯되
었고, 현대의 경우 창조적 예지, 적극 의지, 강인한 추진력은 정주영회장의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가치관의 정립이다. 가치관의 정립은 가치관경영의 당위성과 분위기를 조성하
여 종업원이 가치관경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종업원 사이에 가치관에 대한 공감
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워크숍, 선포식 등이 수행되어야 한
다. 즉,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가치관경영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높은 직급에 있는 일부 종업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기업의 가치관에 관한
논리를 전개한 후에 기업의 가치관을 확정하여 낮은 직급의 종업원과 공유하도록 하여
야 한다.
셋째, 가치관의 시스템화이다. 가치관을 시스템화하기 위해서는 전 종업원이 가치관
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 교육, 보상 등의 인사제도와 조직관리와 같은 운영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알리바바닷컴은 인사고과기준으로 성과와 가치관을 각각
50%씩 반영하고 있다. 기업의 가치관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교
육, 워크숍, 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인사제도를 마련
하고 조직관리를 실시하는 등 기업의 가치관이 전사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가치관의 생활화이다. 기업의 가치관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CEO의 실
천의지와 솔선수범하는 태도와 행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CEO에게는 기업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다음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종업원이 기업의 가치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의
가치관에 관한 논리를 정리하여 종업원은 물론 주주, 고객 등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자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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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관경영의 효과
가치관경영을 하면 기업의 미션, 비전, 핵심가치 등을 알게 되고 이들이 기업문화를
형성하여 종업원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리드하게 된다. 기업의 가치관을 정
립하면 자연스럽게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는 종업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며,
종업원 간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대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가치관경영은 종업원에
게 기업의 미래를 보여 주고, 비전을 심어주며,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서 이직률
을 감소시키고 주인의식이 제고됨으로써 경영이념, 경영철학, 경영방침, 행동지침 등의
전달이 쉬워진다. 이와 함께 기업의 가치관과 개인의 가치관이 충돌 시에는 자연스럽
게 기업의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기업풍토가 조성되어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대된다.
하버드 경영대 John Kotter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가치관경영을 하는 기업은 그렇
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성장률은 4배, 고용성장률은 7배, 주가성장률은 12배, 수익
성장률은 7.5배가 더 높다고 한다(전성철, 2015).
회사가 안정되었을 때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이 영혼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공통으로 믿는 가치관이 있다면, 그
래서 영혼이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면 제가 죽고 없어도, 구성원들이 바
뀌더라도 회사는 계속 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안철수, 2005).

Ⅴ. 맺는말
가치관경영을 하면 취약한 경영환경에서도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문
화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CEO에게 좋은 가치관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가
치관경영은 기업 각자에게 적합한 기업문화를 형성하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는 경영기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EO의 가치관이 기업문화에 영향을 주고, 기업문화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 조직문화, CEO의 가치관
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였으며, 이로부터 가치관경영의 정의와 효과를 살펴보았다. 또
한, 가치관경영을 도입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기업을 위하여 가치관경영을 실천하
기 위한 방안도 도출하였다.
CEO가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CEO의 가치관이 기업문화를 통하여 경영성

- 39 -

｢경영사연구｣ 제35집 제3호(통권 95호)

2020. 8. 31, pp. 27~44.

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준비돼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야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다. 이처럼 훌
륭한 기업문화를 형성하여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치관경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관경영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CEO가 아무리 훌륭한 가치관을 갖고 있더라도
이것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지속적으로 실천하여야 하기 때문
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미션이나 비전을 세우고, 인사관리, 조직관리 등을 통해
종업원에게 피드백을 주는 운영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ㆍ대기업 관계없이 모두 가치관경영을 실천하여 가까운 미래에 위
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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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경영에 관한 소고

Notes on Value Management

Chi-Woo Lee*ㆍHeung-Ky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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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tarted with the idea that the CEO’s values affect the corporate
culture and the corporate culture affects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first examined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management
paradigm in which value management emerged. Next, we looked at trends in
research on values, organizational culture, and CEO values. Next, we looked
at trends in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values, organizational
culture, and business performance. Next, we introduced value management, a
management technique that leads to excellent management performance from
excellent CEO values. Finally, it was derived how to practice value management.
Since the 2000s, coexistence, the core of the economic paradigm, have
triggered a change in the management paradigm, that is, from the focus of
corporate profits to the creation of shared value. Value management is a
management technique suitable for this management paradigm. This is because
value management helps to maximize the business performance of a company
by maximizing the capabilities of the employees, centering on the employees.
Value management is to ensure that the principles and priorities that the
CEO and employees must adhere to to create the desired company are
consistently applied to their work and decision making. It can be said that
the essence of value management is to form an excellent corporate culture to
create outstanding management performance and fulfil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Value management can be practiced by following the steps, assessment of
values, establishment of values, systemization of values, and life of values.
Since value management is important to practice, companies need to establish
a mission or vision, and establish an operating system that gives feedback to
employees through personnel management and organization management.
Since value management is important, companies need to establish a mission
* First Author, Researcher,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Dankoo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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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vision, and establish an operating system that provides feedback to
employees through personnel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Companies that do value management are said to have very high sales
growth rates, employment growth rates, stock price growth rates, and profitability
growth rates compared to those that do not. We hope that korean companies
will practice value management, grow, and develop into a great company in
the near future.
<Key Words> CEO Values, Corporate Culture, Management Performance, Valu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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