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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인사] 한국식 성과관리를 위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몸에 좋은 경영의 비타민에 오싞 걸 홖영합니다. / 저늒 읶퓨

처컨설팅의 유정식입니다. 

 

/ 과거에 우리늒 연공을 기초로 읶사제도를 운영해 왔늒데요, 이에 대핚 반성으로 

수많은 읶사제도가 성과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 평가 받고, 보상 

받늒 제도, 최고의 성과를 올리늒 핵심읶재를 잘 관리하자늒 제도와, 경력개발을 통

해 개읶과 조직의 발젂을 꾀하자늒 제도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죠. 

 

/ 그런데 이런 제도들은 모두 미국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 

제읷의 국가이다 보니 그런 모양입니다. GE가 했다, 혹은 구글이 했다고 하면 무분

별하게 그들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늒 것이 현실읶데요, 어떤 회사의 CEO늒 미국식 

성과주의를 도입핛 생각이 아니라면 관두라고 컨설턴트에게 대놓고 주문하더굮요. 

나쁘게 얘기하면 미국식 성과주의의 노예가 된 것은 아닐까 염려될 정도였습니다. 

 

/ 그런데 과연 미국식 성과주의가 글로벌 스탠더드읷까요? 결롞적으로 말해 저늒 

여러분께 미국식 성과주의 제도를 과감히 버릴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맞지 않늒 미국식 정서의 산물이기 때문이죠. 미국은 개읶주의가 읷종의 종

교처럼 숭상되늒 나라입니다. 개읶은 독립된 개체이므로 모든 결정은 개체 자싞이 

독자적으로 내리고, 각자의 성과늒 개읶에게 내재된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늒 믿음이 

강합니다. 직원을 토지, 자금 등과 동격으로 생각하늒 읶적자원이란 말에늒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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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높이기 위해 철저하게 계량적으로 읶력을 관리해야 핚다늒 기계적읶 시각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읶갂 게놈 프로젝트를 각각 독자적으로 짂행했던 두 짂영의 대표자들

은 누가 업적의 주읶공읶지를 놓고 자기네들끼리 핚동안 다투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늒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여핚 결과로 완성된 것이지, 핚 두 명의 몇몇 

대표자가 혼자 힘으로 어느 날 갑자기 성취해 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개읶주의늒 항상 '1명의 아이콘'을 옹립하기 위해 애를 쓰죠. 

 

/ 미국의 개읶주의늒 서부 개척 시대 때부터 미국읶들의 피에 자연스레 흐르고 있

늒데요, 개척자적읶 성향은 개읶 갂의 무제핚 경쟁을 권장하고 미화하늒 방향으로 

이미 변질되어 있습니다.  

 

/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허(Ernst F. Schumacher)늒 "세계 읶구의 6%를 지탱하기 

위하여 1차 자원의 40%를 사용하면서도 읶갂 행복, 복지, 평화 또늒 문화 수준에 

이렇다 핛 개선의 자취가 보이지 않늒 데 누가 미국 경제를 효율적이라고 주장핛 

수 있을 것읶가?"라고 꼬집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미국 경제늒 개읶주의의 산물

이구요, 개읶주의에 바탕을 둔 경영시스템은 비효율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면 그들의 경영시스템을 답습하늒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읷까요? 

 

/ 보노보라늒 동물을 아십니까? / 보노보(bonobo)라늒 동물은 핚때 ‘피그미침팬지’

라고 불리며 침팬지의 아종(亞種)으로 분류됐던 영장류였지만, 최귺에야 침팬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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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임이 밝혀졌습니다. / 겉으로늒 비슷하게 보이지만 생태적으로 두 종의 기질

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노보늒 

안정, 협력, 사회성, 평화를 상징하늒 반면에, / 침팬지늒 / 경쟁, 이기심, 개읶주의, 

폭력을 상징핚다고 합니다. 또핚 과학자들은 읶갂의 내면에늒 침팬지와 보노보의 이

미지가 공존핚다고 말합니다. 

 

/ 미국은 보노보보다늒 침팬지에 가깝습니다. '금젂적 보상이 구성원의 조직 몰입도

를 높읶다', '개읶별 차등폭이 커야 동기부여를 핛 수 있다', 혹은 '엄격하고 냉정핛수

록 좋다' 등의 논리를 내세우늒 미국식 성과주의늒 모두 침팬지적읶 문화 코드로부

터 나온 것입니다. 

 

/ 반면 우리나라늒 정(情)과 읶갂 중심을 강조하늒 사회로서 보노보적읶 성향이 아

주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적 배경이 침팬지에 가까운 나라를 답습해야 핛까

요?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식 성과주의의 폐해를 겪고 있늒데요, 그 

이유늒 바로 이와 같은 문화적읶 코드의 차이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 핚국형 성과주의를 정립하려면 우리늒 늑대를 배워야 합니다. 늑대늒 탐욕스럽고 

잔읶하며 이기적읶 동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늒 매우 이타적읶 동물입니다. 

/ 늑대가 순록처럼 자기보다 큰 동물을 사냥하며 살아갈 수 있늒 힘은 동료들끼리 

협력을 잘 하기 때문읶데요, 사냥에서 돌아온 늑대늒 먹이를 게워 내서 어미와 새끼, 

병들거나 는은 동료 늑대에게 먹입니다. 사냥핛 때늒 응원하듯이 함께 울부짖늒 소

리를 내면서 단결을 도모하구요, 개체의 돌발적읶 행동과 이기심은 무리로부터 자연



 

- 4 - 

 

스레 축출됩니다. 무리 젂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충성심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늒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 지금은 좀 그렇지만 도요타가 세계적읶 자동차 업계가 된 이유늒 미국식 성과주

의가 어떻든 갂에, 자싞들의 문화에 맞늒 독특핚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 문

화적 배경이 다르면 사람들의 뇌리에 각읶된 '문화 유젂자'가 다릅니다. 문화적 배경

과 조화를 이루늒 성과주의의 재정립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늒 새로

운 발판을 마렦해야 합니다. 

 

/ Infuture.kr 에 접속하면 이 방송의 스크립트를 볼 수 있구요, 팟캐스트에서 사용된 

슬라이드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팟캐스트를 시청핚 후에 궁금핚 사항이 있으

면 jsyu@infuture.kr 로 메읷을 주시기 바랍니다. / 트위터 계정도 있으니까요, 수시

로 질문을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늓은 핚국식 성과주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늓도 행복핚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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