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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ng norms Competing norms 
by cooperationby cooperation

새로운새로운 시대의시대의 기업이윤과기업이윤과 사회의사회의 경제적경제적 부의부의
근본원천은근본원천은 경쟁이경쟁이 아니라아니라 ‘‘협력협력’’과과 ‘‘제휴제휴’’이다이다..
부와부와 이윤이이윤이 경쟁이라는경쟁이라는 ‘‘보이지보이지 않는않는 손손’’ 으로부터으로부터 나온다나온다
는는 경제학자들의경제학자들의 주장은주장은 새로운새로운 시대에시대에 걸맞은걸맞은 것으로것으로 수정수정
될될 필요가필요가 있다있다..
욕망으로욕망으로 인한인한 행위로서가행위로서가 아니라아니라 자부심과자부심과 애정을애정을 가지고가지고
만든만든 상품이나상품이나 용역을용역을 다른다른 사람에게사람에게 제공하는제공하는 것은것은 다른다른
사람에사람에 대한대한 관심과관심과 세심함을세심함을 나타내는나타내는 것이다것이다..

제휴를제휴를 잘잘 하는하는 경영자가경영자가 협력으로협력으로 인한인한
경쟁경쟁에서에서 살아남아살아남아 크게크게 성공성공 할할 수수 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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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으로협력으로 인한인한 경쟁의경쟁의 예예
GE GE 캐피털캐피털

GEGE의의 자회사인자회사인 GE GE 캐피털은캐피털은 미국에서미국에서 가장가장 큰큰 비은행비은행 금융기관금융기관 가운데가운데 하하
나로나로 비행기비행기 임대사업도임대사업도 하였는데하였는데, Eastern Airlines, Eastern Airlines의의 파산으로파산으로 임대하임대하
던던 몇몇 대의대의 보잉보잉757757기기 처리문제를처리문제를 해결하기해결하기 위해위해 US US 항공사와항공사와 협력을협력을 통통
하여하여 US US 항공사의항공사의 맥도널맥도널 더글러스더글러스MDMD--8080기를기를 회수하여회수하여 중국의중국의 항공사에항공사에
임대하고임대하고 US US 항공사가항공사가 원하던원하던 보잉보잉757757기를기를 임대함임대함

도널드슨도널드슨, , 러프킨러프킨, , 젠틀러젠틀러(DLJ)(DLJ)의의 예예
DLJDLJ는는 창업한지창업한지 5~65~6년년 만에만에 19601960년대년대 미국미국 증권회사들증권회사들 가운데가운데 중요한중요한
기업으로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성장하였으며, , 일반인에게일반인에게 주식을주식을 판매하는판매하는 최초의최초의 증권회사였음증권회사였음

DLJDLJ는는 ‘‘새로운새로운 자본가자본가’’와와 제휴하는제휴하는 것으로것으로 사업내용을사업내용을 정하고정하고, , 이들에게이들에게 금금
융서비스를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제공하면서 상담과상담과 지도를지도를 함으로써함으로써 성장을성장을 함함

협력으로협력으로 인한인한 경쟁이라는경쟁이라는 개념은개념은 경영자들에게경영자들에게
““공동의공동의 목표를목표를 이룩하기이룩하기 위해위해 이해와이해와 목표가목표가 같은같은
사람들과사람들과 함께함께 일해일해 나갈나갈 수수 있는있는 방법은방법은 무엇일무엇일
까까??””라는라는 질문을질문을 요구요구 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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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으로협력으로 인한인한 경쟁이경쟁이 사업상의사업상의
의사결정을의사결정을 하는데하는데 중요해지는중요해지는 이유이유??

1. 1. 많은많은 산업분야에서산업분야에서, , 주요주요 기업들은기업들은 더더 이상이상 지역이나지역이나 국내시장에서만국내시장에서만
경쟁하는경쟁하는 것이것이 아니라아니라 활용무대가활용무대가 전전 세계세계 시장으로시장으로 확장확장
ex)ex)합작회사합작회사

2. 2. 상품과상품과 용역용역 가운데에서가운데에서 지식을지식을 기초기초로로 하고하고 정보가정보가 강화강화된된 것이것이 점점점점
더더 많아많아 짐짐
ex)ex)기계전기공학기계전기공학((MechatronicsMechatronics))

3.3. 새로운새로운 상품과상품과 용역은용역은 한한 가지의가지의 주요주요 기술로만이기술로만이 아니라아니라 여러여러 가지가지

기술기술 명세서를명세서를 한꺼번에한꺼번에 포괄포괄
오늘날오늘날 전략적전략적 동맹자자의동맹자자의 역할은역할은 더욱더욱 중요해지고중요해지고 있는데있는데 이는이는 서로서로 다른다른 기술적기술적
진보를진보를 통합하는데통합하는데 여러여러 가지가지 능력을능력을 조화시킬조화시킬 수수 있는있는 높은높은 수준의수준의 경영기술이경영기술이
필요함필요함

ex)ex)더글러스사의더글러스사의 DCDC--33의의 성공은성공은 오늘날과오늘날과 같은같은 환경에서는환경에서는 어려움어려움

경쟁을경쟁을 잘잘 하는하는 기업이란기업이란, , 가장가장 강력한강력한 경쟁자와도경쟁자와도 협력협력, , 제휴제휴
하기하기 위한위한 혁신적인혁신적인 방법을방법을 알아내는알아내는 기업이다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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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전략협력전략
StrategyStrategy

stratosstratos((군대를군대를 뜻하는뜻하는 그리스어그리스어) + ) + 아제인아제인 ((이끌어간다이끌어간다))

하버드대하버드대 교수인교수인 마이클마이클 포터는포터는 기업이기업이 관계를관계를 맺게맺게 되는되는 네네 가지가지
대상으로대상으로 구매자구매자, , 원료공급자원료공급자, , 잠재적잠재적 경쟁자경쟁자, , 현존하는현존하는 경쟁자경쟁자
들이들이 어떤어떤 식으로식으로 결합하는결합하는 지를지를 분석분석 하였는데하였는데 이는이는 네네 가지가지 대상대상
모두와의모두와의 협력관계를협력관계를 개발하는개발하는 것의것의 중요성에중요성에 관한관한 내용임내용임

Contestable markets theoryContestable markets theory
((경쟁가능경쟁가능 시장이론시장이론))

이이 이론은이론은 설령설령 어떤어떤 산업을산업을 지배하고지배하고 있는있는 기업이라기업이라 할지라도할지라도 마치마치 경쟁경쟁

기업이기업이 있는있는 것처럼것처럼 행동행동해야해야 한다는한다는 것을것을 주된주된 내용으로내용으로 함함

따라서따라서 기업들은기업들은 경쟁자들과도경쟁자들과도 합법적으로합법적으로 제휴함으로써제휴함으로써 독자적인독자적인

시장과시장과 고객고객 지명도지명도, , 수요를수요를 창출하고창출하고, , 경쟁을경쟁을 줄이기줄이기 위해서위해서 노력노력 함함
-- William William BaumolBau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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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전략협력전략 구성을구성을 위한위한 질문질문 점검표점검표
1.1. 자신의자신의 기업이기업이 어떤어떤 경영환경과경영환경과 시장조건에서시장조건에서 경쟁하는가경쟁하는가??

2.2. 어떤어떤 사업을사업을 하고하고 있는가있는가??

3.  3.  회사를회사를 유지하기유지하기 위해위해 활용할활용할 수수 있는있는 자원들은자원들은 무엇인가무엇인가??

4.4. 경쟁상대들은경쟁상대들은 누구인가누구인가??

5.5. 경쟁상대들의경쟁상대들의 기술과기술과 자원들은자원들은 무엇인가무엇인가??

6.6. 자사자사 제품들이제품들이 어떤어떤 점에서점에서 경쟁제품과경쟁제품과 비교가비교가 되는가되는가??

7.7. 판매수익과판매수익과 시장점유율을시장점유율을 얻기얻기 위한위한 경쟁에서경쟁에서 경쟁기업보다경쟁기업보다
지속적인지속적인 우위를우위를 갖는갖는 요인은요인은 무엇인가무엇인가??

8.  8.  어떻게어떻게 살아남고살아남고 견뎌서견뎌서 승리할승리할 것인가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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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으로협력으로 인한인한 경쟁경쟁’’을을 위한위한
99가지가지 접근법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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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도구 1 : 1 : 비용비용--가격가격--가치가치
19901990년대는년대는 Decade of valueDecade of value((가치의가치의 시대시대))

19801980년대의년대의 산출량과산출량과 지출지출, , 고용고용 등의등의 증가증가 현상은현상은
19901990년대년대 미국경기의미국경기의 후퇴와후퇴와 유럽에서의유럽에서의 불황으로불황으로 인하여인하여, , 
기업들이기업들이 적당한적당한 이윤을이윤을 얻을얻을 수수 있는있는 비용비용 수준에서수준에서 소비자소비자
들이들이 지불하는지불하는 금액에금액에 적절한적절한 가치를가치를 돌려주어야돌려주어야 한다는한다는
원리에원리에 충실충실 하게하게 됨됨

경영자들이경영자들이 비용과비용과 가격을가격을 변동시킬변동시킬 수는수는 있지만있지만,,
가치창조에서가치창조에서 구매자와구매자와 판매자판매자 사이의사이의 상호작용상호작용
을을 염두에염두에 두지두지 않으면않으면 비용비용, , 가격가격, , 
이윤이윤 사이의사이의 고리가고리가 불완전불완전 하게하게 된다된다..
ex)ex)맥도널드의맥도널드의 세트세트 메뉴메뉴 CombosCom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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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도구 22와와 도구도구 3 : 3 : 교환교환, , 감춰진감춰진 비용비용, , 
비교우위비교우위((비용비용 대대 가치가치)  I)  I

교환교환
보스턴보스턴 컨설팅컨설팅 부사장인부사장인 Thomas M. Thomas M. HoutHout는는 ““국제국제 신상품신상품 개발조사개발조사 : : 
조사조사 결과에결과에 대한대한 비평비평(International New Product Development(International New Product Development
Survey : Review of Findings)Survey : Review of Findings)””라는라는 논문에서논문에서 새로운새로운 상품상품 개발의개발의 속도가속도가

시장시장 점유율과점유율과 새로운새로운 상품이상품이 성장해성장해 나가는나가는 비율을비율을 결정하는데결정하는데 가장가장 중요한중요한

요인이라고요인이라고 분석분석

어떻게어떻게 하면하면 비용의비용의 손해를손해를 입지입지 않고않고 새로운새로운 상품을상품을

빠르게빠르게 도입할도입할 수수 있을까있을까??
그그 해답을해답을 하운드는하운드는 ‘‘제휴제휴’’와와 ‘‘협력협력’’에서에서 찾음찾음
빠르고빠르고 혁신적인혁신적인 기업들은기업들은 실무진들이실무진들이 잘잘 갖추어져갖추어져 있다있다. . 이런이런 기업은기업은 제품을제품을

개발하는개발하는 과정에서과정에서 각각 부서들부서들 사이에사이에 활발한활발한 상호교류가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상호작용에

의해서의해서 발전하며발전하며, , 이런이런 유형의유형의 협동은협동은 특별한특별한 조직을조직을 만들어만들어 내는내는 것보다것보다 기존의기존의

조직을조직을 어떻게어떻게 잘잘 운영하느냐에운영하느냐에 승패가승패가 달려있다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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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도구 22와와 도구도구 3 : 3 : 교환교환, , 감춰진감춰진 비용비용, , 
비교우위비교우위((비용비용 대대 가치가치)  II)  II

비교우위비교우위
창업가창업가 Howard HeadHoward Head는는 성공적인성공적인 두두 개의개의 기업인기업인 알루알루
미늄미늄 스키를스키를 만드는만드는 Head Ski Co. Head Ski Co. 과과 알루미늄알루미늄 테니스테니스
라켓을라켓을 만드는만드는Prince Manufacturing Co.Prince Manufacturing Co.를를 경영하였경영하였
는데는데 그는그는 프린스프린스 라켓을라켓을 독자적으로독자적으로 만들기만들기 보다는보다는 대만대만
기업인기업인 ‘‘쿠난쿠난 로로((KunnanKunnan Lo)Lo)’’ 사와사와 협약을협약을 맺음으로써맺음으로써
쿠난쿠난 로의로의 품질품질 좋은좋은 알루미늄알루미늄 생산생산 전문가와전문가와 결합하여결합하여
프린스사는프린스사는 시장거래와시장거래와 유통에만유통에만 집중함으로써집중함으로써 성공성공
할할 수수 있었다있었다..

서로의서로의 이익을이익을 위해위해 자사에서자사에서
가장가장 잘잘 할할 수수 있는있는 일에일에 집중집중
하는하는 협력관계협력관계 구축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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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도구 22와와 도구도구 3 : 3 : 교환교환, , 감춰진감춰진 비용비용, , 
비교우위비교우위((비용비용 대대 가치가치)  II)  II

‘‘감춰진감춰진 비용비용’’에서에서 가장가장 중요한중요한 것것 가운데가운데 하나는하나는 주식주식

투자자들의투자자들의 자본비용자본비용 임임

Ex1) Ex1) 코카콜라의코카콜라의 경영진들은경영진들은 자기자기 자본에자본에 대해서대해서 16%16%의의 기회비용기회비용
‘‘금리금리’’를를 지불해야지불해야 했는데했는데, , 이것은이것은 진정한진정한 비용을비용을 반영하고반영하고 그그 자본의자본의
사용에사용에 대해대해 옳은옳은 결정을결정을 내리도록내리도록 하기하기 위함위함

Ex2) Ex2) 러시아는러시아는 주요주요 산업국으로산업국으로 구리구리, , 철철, , 알루미늄알루미늄 그리고그리고 석유의석유의 생산생산
능력이능력이 막대한데막대한데, , 이러한이러한 것을것을 생산생산 하는하는 데는데는 막대한막대한 자본이자본이 투입된다투입된다. . 
하지만하지만, , 그그 자본은자본은 누구에게누구에게 속해있으며속해있으며 기회비용은기회비용은 무엇인지에무엇인지에 대한대한
명확한명확한 구분이구분이 어려운어려운 상태이며상태이며, , 수백만의수백만의 러시아인들은러시아인들은 국유도국유도 아니고아니고
사유도사유도 아닌아닌 애매모호한애매모호한 대규모대규모 공장에공장에 고용되어고용되어 있다있다. . 러시아의러시아의 공장공장
경영자들은경영자들은 상품의상품의 가격에가격에 자본비용을자본비용을 포함시키지포함시키지 않고않고 세계시장에세계시장에
최저의최저의 바닥가격으로바닥가격으로 판매판매 함함. . 현재현재 러시아의러시아의 산업생산고산업생산고 가운데가운데 1/31/3이이
이윤이이윤이 없는없는 것으로것으로 추정되는데추정되는데 이러한이러한 가격왜곡가격왜곡 현상은현상은 시장에시장에 급격한급격한
변화를변화를 주고주고 불안정하게불안정하게 만들만들 것이라것이라 예상됨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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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도구 4 : 4 : 비용함수비용함수((비용비용 대대 가치가치))
합작사업의합작사업의 증가증가 원인원인 ::
국제경쟁이국제경쟁이 심화되고심화되고 있는있는 결과로서결과로서 연구연구 개발에개발에 관련된관련된, , 규모가규모가 크고크고 증가증가

하는하는 고정비용을고정비용을 협력기업과협력기업과 분담함으로써분담함으로써 그그 부담을부담을 줄이기줄이기 위함위함

‘‘합작연구사업합작연구사업’’에에 관한관한 이론적인이론적인 모형모형
MITMIT의의 슬로안슬로안 경영대학교의경영대학교의 Deepak Deepak SinhaSinha & Michael & Michael CusumanoCusumano

상호보완성상호보완성
거의거의 비슷한비슷한 연구능력을연구능력을 지닌지닌 기업들기업들 사이의사이의 합작합작 연구는연구는 독자적인독자적인
경쟁자에경쟁자에 대해대해 별별 우위를우위를 갖지갖지 못한다못한다. . 자사가자사가 갖는갖는 능력을능력을 중복시키중복시키
는는 것보다는것보다는 서로서로 보완할보완할 수수 있는있는 참모진이참모진이 있는있는 회사를회사를 찾아야찾아야 한다한다..
비비 용용
합작합작 연구사업을연구사업을 통해통해 참여한참여한 기업들의기업들의 연구비가연구비가 더더 낮아진다낮아진다. . 이렇이렇
게게 될될 수수 있는있는 근거는근거는 규모의규모의 경제경제 탓도탓도 있지만있지만, , 일정한일정한 설비비를설비비를 가가
지고지고 더더 넓은넓은 범위의범위의 연구사업을연구사업을 벌일벌일 수수 있기있기 때문이다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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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연구개발을합작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성공적으로
이끌기이끌기 위한위한 모색모색

대기업들이대기업들이 연구결과를연구결과를 응용응용 할할 수수 있는있는 가장가장
유리한유리한 위치에위치에 있다는있다는 점을점을 인정인정
대기업이대기업이 그그 보다보다 작은작은 기업과기업과 합작합작 연구사업을연구사업을 벌이는벌이는 경우경우 대부분의대부분의
경우경우 실패실패
합작합작 연구연구 사업의사업의 대상을대상을 대학이나대학이나 비영리비영리 연구연구 재단재단 또는또는 자사가자사가 속한속한
산업의산업의 외부에서외부에서 찾는찾는 것을것을 모색모색
미국의미국의 경우경우 산업체와산업체와 연방기관과의연방기관과의 합작연구개발협정이합작연구개발협정이 500500건건 이상이상
체결되어체결되어 있음있음

비공식적으로비공식적으로 기술을기술을 교환하는교환하는 방식으로방식으로 심지어는심지어는 경쟁사간경쟁사간
에서도에서도 이루어짐이루어짐

Ex)Ex)에릭에릭 폰폰 히펠히펠(Eric Von (Eric Von HippelHippel))은은 미국미국 고철고철 재생산업분야의재생산업분야의 1111개개 기업기업
을을 조사하여조사하여 경쟁자경쟁자 간에도간에도 생산공정생산공정 기술을기술을 교환하는교환하는 사실을사실을 발표발표

비용을비용을 절감하기절감하기 위한위한 기회를기회를 만들어만들어 내는내는 것이것이 때로때로

는는 경쟁이경쟁이 아니라아니라 협력이라는협력이라는 사실에사실에 주목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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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도구 55와와 7: 7: 긍정적일긍정적일 수도수도 있는있는 학습곡선학습곡선((비용비용 대대 가격가격))
과과 사람사람,,기계기계, , 그리고그리고 지식의지식의 특질특질((가치가치 대대 가격가격))
사업의사업의 성공을성공을 위해서는위해서는 생산품에생산품에 대한대한 크고크고 작은작은 개선은개선은 물물
론이고론이고, , 그그 결과를결과를 신속하고신속하고 민첩하게민첩하게 전환전환시켜야시켜야 함함

Ex) IBMEx) IBM은은 PCPC의의 주요주요 혁신자지만혁신자지만, IBM, IBM은은 그에그에 상응하는상응하는 큰큰 이익을이익을 보지보지 못못
했으며했으며, , 이익의이익의 단물은단물은 모방자에게모방자에게 돌아감돌아감. IBM. IBM의의 문제점은문제점은 그그 회사의회사의 다른다른
부서들이부서들이 PCPC상품을상품을 중요한중요한 동반자로동반자로 취급하지취급하지 않았기않았기 때문에때문에 PCPC를를 만든만든 성성
공과공과 성취로부터성취로부터 어떠한어떠한 것도것도 배우지배우지 못했음못했음

학습곡선의학습곡선의 효과가효과가 부정적으로부정적으로 나타난나타난 예예
Ex)Ex)에어버스의에어버스의 사례사례 ( ( 평균산출량이평균산출량이 적었기적었기 때문에때문에 학습효과를학습효과를 통한통한 비용절비용절
감이감이 이루어이루어 질질 수수 없었음없었음) ) 
Ex)Ex)영국영국 해군해군 장교였던장교였던 퍼시퍼시 스콧스콧 경경(Sir Percy Scott)(Sir Percy Scott)이이 개발한개발한 연속발포연속발포
장치는장치는 도구도구 55에에 나오는나오는 사람과사람과 기계와기계와 지식을지식을 결합결합 시킨시킨 예라고예라고 할할 수수 있었으있었으
나나 그것을그것을 도입도입 하는하는 데에는데에는 많은많은 착오가착오가 있었음있었음 ((모든모든 조직들이조직들이 배우거나배우거나 개개
선하는데선하는데 열정을열정을 보이는보이는 것은것은 아님아님))

경영자들은경영자들은 학습곡선을학습곡선을 통하여통하여 이익을이익을 얻게얻게 될될 자사의자사의 노동자노동자
들과들과 함께함께 동반자동반자 관계를관계를 이루어야이루어야 하며하며, , 학습에학습에 대한대한 반대반대 의의
견견 역시역시 과소과소 평가평가 해서든해서든 안안 된다된다. . 반면에반면에 경영자들은경영자들은 그러한그러한
반대반대 의견에의견에 굴복해서도굴복해서도 안안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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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도구 6 : 6 : 규모와규모와 범위범위 ( ( 비용비용 대대 가격가격))

현재현재 빅뱅빅뱅(Big Bang)(Big Bang)
속에서속에서 새롭게새롭게 만들어만들어 지는지는

최신최신 시장은시장은 ‘‘디지털디지털 미디어미디어’’
(Digital Media) (Digital Media) 시장시장

디지털디지털 미디어는미디어는 엄청난엄청난 양의양의 화상화상, , 음향음향, , 문자를문자를 디지털디지털 정보정보 형태로형태로 전화선과전화선과

위성을위성을 통해통해 전달하는전달하는 것으로것으로 범위의범위의 경제를경제를 기초로기초로 하여하여 세워진세워진 산업이다산업이다. . 일일
단단 전화선이나전화선이나 케이블이케이블이 가정으로가정으로 연결되기만연결되기만 하면하면, , 다른다른 TVTV채널이나채널이나 홈쇼핑홈쇼핑

서비스를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데제공하는데 들어가는들어가는 한계비용은한계비용은 매우매우 작아진다작아진다. . 이이 산산
업은업은 대기업과대기업과 긴밀한긴밀한 협력관계를협력관계를 유지할유지할 때때 성장성장 가능성이가능성이 높아짐높아짐

19701970년대년대 말말 몽상적인몽상적인 학자학자 니콜라스니콜라스 네그로폰트네그로폰트

(Nicholas Negroponte)(Nicholas Negroponte)는는 디지털디지털 미디어의미디어의 탄생의탄생의 예견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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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그로폰트의네그로폰트의 미래미래 산업산업 예측표예측표

오늘날오늘날 네그로폰트의네그로폰트의 예견처럼예견처럼 컴퓨터컴퓨터, , 오락오락, , 인쇄인쇄 산업의산업의 통합은통합은 빠르게빠르게 진행진행

네그로폰트는네그로폰트는 자신이자신이 인용한인용한 산업산업 예측표를예측표를 통해통해 필요한필요한 기금을기금을 조성조성

하였으며하였으며 미디어미디어 연구소를연구소를 세우고세우고 혁신을혁신을 위해위해 다른다른 기술과기술과 전문가를전문가를 결합결합

하여하여 거의거의 모든모든 산업에서산업에서 합병대상을합병대상을 찾을찾을 수수 있었음있었음

디지털디지털 미디어와미디어와 같이같이 신생신생 산업에서는산업에서는 제휴로제휴로 인한인한 혁신의혁신의 최선의최선의 경쟁경쟁

방법이며방법이며 이를이를 위해서위해서 경영자들은경영자들은 협력할협력할 용의가용의가 있는있는 제휴자를제휴자를 찾아야찾아야 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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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도구 8 : 8 : 시장과시장과 수요수요((가격가격 대대 가치가치))
포르셰의포르셰의 경영진들의경영진들의 선택선택

포르셰포르셰(Porsche)911(Porsche)911은은 19631963년년 최초최초 생산된생산된 이래로이래로 많은많은 전문가들이전문가들이 최고로최고로 평가해왔다평가해왔다. . 

19801980년대는년대는 포르셰처럼포르셰처럼 고가고가, , 고성능의고성능의 차가차가 큰큰 성공을성공을 거두었으나거두었으나 9090년대에년대에 들어서면서들어서면서

심각한심각한 판매부진을판매부진을 격에격에 되었는데되었는데, , 이러한이러한 위기는위기는 포르셰의포르셰의 자동차들은자동차들은 해마다해마다 질과질과 성능면성능면

에서에서 개선을개선을 못한못한 것이것이 문제가문제가 아니라아니라, , 소비자들의소비자들의 욕구가욕구가 달라졌기달라졌기 때문에때문에 기인한기인한 문제였다문제였다.  .  

그러한그러한 문제를문제를 해결하기해결하기 위해서위해서 포르셰포르셰 경영진들은경영진들은 시장시장 수요를수요를 다시다시 조사해조사해 비용비용 –– 가치가치

논리를논리를 적용하여적용하여 문제를문제를 해결하기로해결하기로 결정하고결정하고 비용에비용에 대한대한 목표인목표인 66만만 4,9904,990달러를달러를 정하고정하고

이이 가격으로가격으로 판매하여판매하여 이익을이익을 남길남길 수수 있는있는 새로운새로운 모델모델 포르셰포르셰 911911을을 개발개발 계획을계획을 세우게세우게

되었고되었고 이에이에 따라따라 설계기술자들은설계기술자들은 저렴한저렴한 비용으로비용으로 생산할생산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하기하기 위해위해 생산기술자생산기술자

들과들과 긴밀한긴밀한 관계를관계를 갖고갖고 작업하였다작업하였다..

기업을기업을 성공적으로성공적으로 경영하기경영하기 위해서는위해서는

제휴와제휴와 협력협력의의 과정이과정이 반드시반드시 필요하다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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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와제휴와 협력의협력의 작용작용
제휴와제휴와 협력은협력은 구매자들과구매자들과 부품공급자들부품공급자들, , 회사직원과회사직원과
경영자들을경영자들을 해당해당 시장에시장에 적절한적절한 생산품을생산품을 만들겠다는만들겠다는
목표로목표로 결속시키는결속시키는 역할역할

다른다른 사람에사람에 대한대한 이기심이기심 보다는보다는 배려와배려와 협동을협동을 통한통한
이윤의이윤의 토대가토대가 되는되는 경쟁경쟁을을 모색해야모색해야 함함

성공적인성공적인 사업은사업은 고객들의고객들의 요구를요구를 이해하고이해하고 그그 욕구를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충족시킴으로써 가치를가치를 창조창조

사업의사업의 동기가동기가 무엇이든무엇이든 간에간에 그그 목적은목적은 단지단지 자신자신
을을 위한위한 것뿐만이것뿐만이 아니라아니라 동시에동시에 다른다른 사람사람, , 곧곧 고객고객
을을 돕는돕는 것이어야것이어야 하며하며, , 이러한이러한 시장구조시장구조 속에서속에서 그그
에에 대한대한 보상으로보상으로 얻는얻는 것은것은 그그 사업이사업이 이러한이러한 목적목적
을을 얼마나얼마나 잘잘 이루어이루어 내는가에내는가에 비례비례 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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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도구 9 : 9 : 기대값기대값 ((가치가치 대대 가격가격))
1990~931990~93년의년의 기간기간 동안동안 미국의미국의 금리가금리가 떨어지면서떨어지면서 많은많은 사사
람들이람들이 투자의투자의 대상으로대상으로 주식이나주식이나 뮤추얼펀드뮤추얼펀드(mutual (mutual 
funds)funds)등을등을 고려하게고려하게 되었음되었음

주식으로주식으로 투자대상을투자대상을 전환하는전환하는 것이것이 현명한현명한
것일까것일까??
이것은이것은 달리달리 표현하면표현하면 기대값에기대값에 대한대한 질문질문이며이며, , 이는이는 부분부분
적으로적으로 제휴에제휴에 관한관한 쟁점을쟁점을 내포내포 함함

자본시장의자본시장의 문제문제 가운데가운데 하나는하나는, , 위험을위험을 안고안고 있는있는
상품이나상품이나 서비스들의서비스들의 실질가격이실질가격이 주식이나주식이나 채권채권, , 옵옵
션션, , 외환외환 따위의따위의 명목가격과명목가격과 상당한상당한 차이가차이가 있으며있으며, , 
그것이그것이 갖는갖는 위험부담의위험부담의 특성을특성을 평가하기가평가하기가 종종종종 너너
무나무나 어렵다는데어렵다는데 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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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불확실성 속에서의속에서의
경영자의경영자의 판단판단

경영자들은경영자들은 위험에위험에 대해대해 정확히정확히 판단해야판단해야 한다한다. . 

기대값은기대값은 중요한중요한 경제학적경제학적 도구이지만도구이지만, , 기대값을기대값을 매매
우우 신중하게신중하게 이용해야이용해야 한다는한다는 주의주의 사항이사항이 따른다따른다. . 

경영자들은경영자들은 전문가들이전문가들이 몇몇 년년 동안동안 전체적으로전체적으로 잘못잘못
된된 판단을판단을 해왔을지도해왔을지도 모른다는모른다는 사실을사실을 감안해야감안해야 하하
며며, , 또한또한 전문가들은전문가들은 위험을위험을 분산할분산할 수수 있는있는 선택대선택대
안을안을 조합하는조합하는 것이것이 가장가장 바람직하다고바람직하다고 조언해조언해 오는오는
경우가경우가 많다는많다는 점을점을 고려해야고려해야 한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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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 자본주의자본주의 : : 전기를전기를 일으키는일으키는 발전소발전소
일까일까, , 아니면아니면 멸종할멸종할 공룡일까공룡일까??

현대사회는현대사회는 협력협력 함으로서함으로서 경쟁한다경쟁한다..
서로서로 대화하고대화하고 견실한견실한 팀을팀을 꾸려꾸려 그것을그것을 함께함께 유지해유지해 나가는나가는 과정을과정을 통하여통하여 현대사회는현대사회는 형성형성
되며되며, , 특히특히 지식이지식이 기초를기초를 이루는이루는 경제의경제의 경우경우 더욱더욱 그러하다그러하다..

경쟁은경쟁은 열정으로열정으로 가속화되고가속화되고, , 협력은협력은 이익으로이익으로 힘을힘을 얻는다얻는다..
애덤애덤 스미스는스미스는 ‘‘국부론국부론’’에서에서 ““사람들이사람들이 열정과열정과 이익이라는이익이라는 두두 가지가지 요인으로요인으로 인해인해 얼마나얼마나 추진추진
력을력을 얻을얻을 수수 있는지있는지””에에 대하여대하여 말하였는데말하였는데, , 오늘날오늘날 경영자들은경영자들은 경쟁자를경쟁자를 앞서나가려는앞서나가려는 욕구욕구
나나 희망을희망을 동구부여로동구부여로 하는하는 열정을열정을 도구로서도구로서 이용할이용할 수수 있지만있지만, , 공동의공동의 이익을이익을 달성하기달성하기 얻기얻기
위하여위하여 함께함께 일을일을 하는하는 사람들이사람들이 노력과노력과 사고를사고를 집중하는집중하는 것이것이 일반적으로일반적으로 더욱더욱 효과적이고효과적이고
제어하기제어하기 쉬운쉬운 도구이다도구이다. . 

미국의미국의 체계체계 [[경쟁적경쟁적 경영경영 자본주의자본주의
(Competitive managerial capitalism)](Competitive managerial capitalism)]

미국식미국식 자본주의는자본주의는 경쟁을경쟁을 강조하는강조하는 법과법과 가치가치 체계체계 위에위에 세워세워 졌고졌고, , 이것이이것이 초기초기 사업사업 사회에사회에
서는서는 적절히적절히 운영되었지만운영되었지만, , 후기산업시대의후기산업시대의 세계세계 기업기업 환경에서는환경에서는 점점점점 더더 적합하지적합하지 않다않다..

독일의독일의 체계체계 [[제휴적제휴적 경영경영 자본주의자본주의
(Cooperative managerial capitalism)](Cooperative managerial capitalism)]

독일이독일이 비록비록 최근최근 격심한격심한 경기침체를경기침체를 겪고겪고 있다고있다고 하더라하더라
도도 협상을협상을 통하여통하여 제휴를제휴를 선호하는선호하는 독일의독일의 방식이방식이 세계시세계시
장에서장에서 성공할성공할 것으로것으로 예상된다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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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기업의 경쟁력은경쟁력은 협동을협동을
잘해내는잘해내는 기술에기술에 달려있다달려있다..

피터피터 드러커는드러커는 기업을기업을 ‘‘교향악단교향악단’’이라고이라고 말하며말하며, , 최고경영자가최고경영자가 지휘자의지휘자의 역할을역할을 한한
다고다고 하였고하였고, , 퀸퀸 밀스는밀스는 기업을기업을 ‘‘집단집단’’, , 로버트로버트 워터맨은워터맨은 ‘‘특별특별 위원회위원회’’, , 멜멜 호위는호위는
‘‘계통적계통적 기업을기업을 분석분석’’하였고하였고 존존 카젠바흐는카젠바흐는 ‘‘수평적수평적 조직조직’’에에 대한대한 글을글을 썼는데썼는데 이이 모모
든든 개념은개념은 대화대화, , 팀워크팀워크, , 통합통합, , 협력을협력을 증진증진시키기시키기 위해위해 세워진세워진 조직을조직을 의미한의미한 것이것이
었다었다..

[[자본주의의자본주의의 77가지가지 문화문화]]
경영경영 컨설턴트컨설턴트 Charles Hampden & Charles Hampden & AlfonsAlfons TrompenaasTrompenaas

부를부를 창출하는창출하는 것이것이 경영인들이경영인들이 공공연하게공공연하게 내거는내거는 목표인데목표인데, , 이것이이것이 도덕적도덕적 가치로부터가치로부터
나온다고나온다고 하면서하면서, , 이것이야이것이야 말로말로 ““국가의국가의 정체성을정체성을 결정하는결정하는 근본근본 원리이자원리이자 경제의경제의 장단장단
점의점의 원천원천””이라고이라고 주장하였다주장하였다..
논문의논문의 저자는저자는 도덕적도덕적 가치를가치를 나라별로나라별로 비교비교, , 대조하기대조하기 위하여위하여 77개국의개국의 경영자경영자 11만만 55천천
명에명에 대해대해 조사하였다조사하였다..
미국의미국의 경영자의경영자의 2/32/3는는 기업끼리기업끼리 서로서로 협력을협력을 하도록하도록 하는하는 경우경우, , 대개는대개는 기업이기업이 소비자들소비자들
이나이나 더더 큰큰 사회에사회에 대항해서대항해서 공모를공모를 벌일벌일 것이라고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생각하였는데 일본의일본의 경우경우 ¼¼에에 미치미치
지지 못했고못했고 독일은독일은 14%14%만이만이 이에이에 동의하였다동의하였다. . 또한또한 미국의미국의 경영자는경영자는 종업원을종업원을 채용할채용할 시시, , 
집단생활에집단생활에 대한대한 적응력적응력 보다는보다는 ‘‘개인적개인적 능력능력’’에에 우선권을우선권을 둔다고둔다고 92%92%가가 답하였다답하였다..

앞으로의앞으로의 미국의미국의 경제는경제는 미국의미국의 최고최고 경영자들에경영자들에 달려있다달려있다..
미국미국 경영진들은경영진들은 지금지금 놓여있는놓여있는 환경에환경에 적합한적합한 협력협력 체계를체계를 본뜰본뜰 수수 있는있는 지혜를지혜를 갖추고갖추고, , 
배우며배우며 변화변화 할할 때때, , 치명적인치명적인 종말을종말을 맞아맞아 사라져사라져 버리지버리지 않을않을 것이다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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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결론과 요약요약 : 10: 10개의개의 도구들도구들--점검목록점검목록
1.1. 생산공정을생산공정을 처음부터처음부터 끝까지끝까지 해부해해부해 조사해조사해 본본 적이적이 있는가있는가??
2.2. 기업운영에기업운영에 관해관해 회계감사를회계감사를 해본해본 적이적이 있는가있는가??
3.3. 거래과정을거래과정을 얼마나얼마나 잘잘 관리하고관리하고 있는가있는가??
4.4. 산출량이산출량이 들어남에들어남에 따라따라 비용이비용이 어떻게어떻게 변화했는지변화했는지 알고알고 있는가있는가??
5.5. 당신당신 기업의기업의 노동력노동력, , 자본자본, , 원료원료, , 정보정보 따위가따위가 거기에거기에 들어가는들어가는 비용과비용과 비교비교

했을했을 때때 얼마나얼마나 생산적인지생산적인지 알고알고 있는가있는가??
6.6. 생산규모생산규모 곧곧 생산량을생산량을 늘림으로써늘림으로써 비용을비용을 더더 낮출낮출 수수 있는가있는가??
7.7. 당신의당신의 기업은기업은 학습능력을학습능력을 가지고가지고 있는가있는가??
8.8. 당신의당신의 기업에서기업에서 생산하는생산하는 것이것이 고객에게고객에게 창조적인창조적인 가치를가치를 어느어느 정도정도 창출창출

하고하고 있는지있는지 정확히정확히 알고알고 있는가있는가??
9.9. 위험을위험을 적절하게적절하게 평가하고평가하고 있는가있는가? ? 확률에확률에 기초를기초를 둔둔 결정을결정을 갖게갖게 되는되는

많은많은 함정을함정을 피해피해 나가고나가고 있는가있는가??
10.  10.  각각의각각의 구성구분이구성구분이 내부적으로내부적으로 서로서로 협력협력, , 협동하는협동하는 조직을조직을 갖추었는가갖추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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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미래의 경영자경영자
전략적인전략적인 동맹의동맹의 확대확대
전략적인전략적인 동맹을동맹을 통한통한 효율적인효율적인

일의일의 진행방식은진행방식은 자회사자회사 내에서의내에서의
협력과협력과 다른다른 자회사와의자회사와의 협력협력, , 
그리고그리고 세계의세계의 다른다른 기업과의기업과의 협력을협력을
더욱더욱 중요하게중요하게 할할 것이다것이다..

효율적인효율적인 경영경영
미래의미래의 경영자들은경영자들은 현재보다현재보다 휠씬휠씬 다양한다양한 방법으로방법으로 회사를회사를 경영경영
할할 것이고것이고 이를이를 위해서위해서 미래의미래의 기술을기술을 사용할사용할 것이고것이고, , 또한또한 조직조직
과과 동맹자들을동맹자들을 이용하게이용하게 되고되고, , 그들은그들은 새로운새로운 상품이나상품이나 개념을개념을
위해위해 꾸려지고꾸려지고, , 또또 그그 역할을역할을 다하면다하면 스스로스스로 해체될해체될 것이다것이다. . 

비용비용--가치가치--가격가격 체계에체계에 의한의한 경영경영
경영자들은경영자들은 이윤의이윤의 세가지세가지 축인축인 비용비용, , 가치가치, , 가격가격 덕분에덕분에, , 그것을그것을
관장하는관장하는 경영자는경영자는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변화하는변화하는 세계시장에서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성공적으
로로 경쟁하기경쟁하기 위한위한 일관된일관된 사고의사고의 틀을틀을 갖추게갖추게 될될 것이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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