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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융·복합, 산업구조와 일자리 지형의 변화, 새롭게 요구되는 직무역량 등 소위 4차 산업혁

명이 몰고 오는 변화의 파도는 먼 미래의 일로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새 눈 앞에 펼쳐질 현실임을 

일깨워준다.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의 급변은 기업들로 하여금 ‘변화 관리(Change 

Management)’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성공적인 변화 관리의 핵심 실행 포인트는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과거 관행과의 단호한 결별이다. 커트 레빈의 소위 ‘세력-장(Force-field) 모델’의 첫 단

계 Unfreeze는 바로 굳어져 있는 기존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깨는 것을 의미한다. 새 리

더십이 강한 추동력이 될 수 있다.

둘째, “위기의식”의 전략적 활용이다. 여덟 단계의 변화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한 하버드대 석좌교수 

존 코터가 변화 관리의 처음이자 가장 어려운 단계로 든 것도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것이다. 

셋째,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변화는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 추구하

는 가치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넷째, 저항과의 싸움이다. 변화는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 일으킨다. 저항 없는 변화는 본질적인 변

화가 아니며 저항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저항을 굴복시키거나 설득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계획하기 훨씬 이전부터 실행 이후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과감한 행동과 함께 진화론적 적응이 중요하다. 기업에게 필요한 변화는 기술 혁신이나 외

부 경영 환경의 급작스런 변동으로 촉발된 경영진 주도의 탑다운 변화와 눈에 띄지 않게 분

산된 작은 움직임들이 오랜 시간 조직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바텀업 변

화 두 가지다.

변화 관리 이론이나 모델들은 각각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기존 관행과 

결별, 소통을 통한 구성원의 본질적 변화, 새로운 모습의 조직 정착이라는 세 단계는 공통적이다. 

변화 관리의 속성을 이해하고 각 실행포인트를 잘 이행하는 것이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위기를 기

회로 만드는 길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Chang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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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앞다투어 쏟아지고 있는 미래보고서들은 범위와 깊이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의 변화가 우리 눈 앞에 닥쳤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기술의 융·복합, 

산업구조와 일자리 지형의 변화, 새롭게 요구되는 직무역량 등 소위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오는 변화의 파도는 먼 미래의 일로 생각했던 변화가 곧 우리가 목도하게 될 현

실임을 일깨워준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는 기업에게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안

겨줌과 동시에 하여금 ‘변화 관리(Change Management)’에 대한 관심을 다시 고조

시키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활력

이 떨어지고 구성원의 도전의식과 기업가정신도 쇠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느끼

는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 

급격한 경영 여건의 변화는 준비된 기업일수록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준

비된 기업이란 ‘변화 관리’에 능한 기업이다. 변화 대응 역량을 키워온 기업은 남보다 

한 발 앞서 낡은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고, 스스로를 과감히 변화시키며, 그 과정에서 

변화 관리 프로세스를 조직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킨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

한 변화의 파도를 넘는 시작은 ‘변화 관리’에 있다.

성공적인 변화 관리를 위한 실행 포인트

유기체의 속성을 지닌 기업에게 ‘변화’는 일종의 생존 본능이다. 끊임 없이 변하는 환

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도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조직 안의 업무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 변화와 관계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변화에 성공한 

기업은 매우 적다. 하버드 경영대의 마이클 비어 교수에 따르면 변화를 시도한 기업

의 약 70%는 실패한다.1 부즈앤드컴퍼니 산하 경영연구기관 카첸바흐센터는 2010년 

조직 문화를 바꾸려는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4분의 3가량이 실패하였다고 결론지었

다.2 2014년 전 세계 기업의 변화 관리 책임자 1,400여 명을 설문 조사한 IBM 부설 

기업가치연구소도 조사 대상의 20% 정도 만이 변화 관리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

다고 밝힐 정도다.3 

기업의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의 돌발상황, 잘못된 계획과 역량의 부족 등 여러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수 밖에 없

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걸림돌을 극복하고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은 

오랜 동안 경영학자나 경영자들의 관심사였다. ‘변화 관리’에 대한 이론과 모델을 토

1　Michael Beer & Nitin Nohria, “Cracking the Code of Change”, HBR May-June 2000

2　Gregory P. Shea & Cassie A. Solomon, Leading Successful Change: 8 Keys to Making Change Work, Wharton Digital Press, 2013

3　Hans-Henrik Jorgensen & Oliver Bruehl & Neele Franke, “지속적인 업무 변화에 따른 변화 관리: Change Architect가 조직 변화

를 지휘 및 관리하는 비결”, IBM기업가치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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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행 포인트를 살펴보자.

(1) 과거와의 단호한 결별

GE는 2017년 8월 1일자로 제프리 이멜트 회장의 뒤를 이을 CEO로 존 플래너리를 선

임하였다. 제프리 이멜트가 취임한 지 16년 만에 리더십 교체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

다. GE의 리더십 교체를 이멜트 회장의 실패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00년 대 들

어 제프리 이멜트가 이끈 GE는 다양한 혁신으로 잭 웰치 시대로부터의 변화를 성공적

으로 이어왔다. 과감한 사업 매각과 인수 합병으로 GE의 포트폴리오 혁신을 이끌고 

미래지향적인 기업문화를 구축한 것이다. 이제 또 다른 변화의 모멘텀에 서 있다고 판

단한 GE는 존 플래너리라는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하였다. 구성원의 변화 인식과 행동

을 이끌어 새로운 GE로 도약시키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와튼스쿨에서 리더십과 조직 변화를 연구한 그레고리 세어 박사는 “변화는 리드 독

(Lead dog, 우두머리 개)이 이끈다”고 말한다. 리더가 조직 변화의 출발이라는 의미

다. 변화를 추진하는 세력과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에서 변화를 얘기하면 저항력도 동시에 강화되어 효과가 반감된다. 따라서 저항력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조치 중 하나가 리더

십 교체다. 조직 변화 관리의 대가 존 코터는 “변화는 한 조직이 좋은 지도자를 새로 

맞이하고, 그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한다. 새로운 

리더십 없이 진정한 변화는 시작되기 어렵다는 점을 짚어주는 것이다. 

커트 레빈의 소위 ‘세력-장(Force-field) 모델’은 과거 관행과의 단절을 강조하는 변

화 관리 프로세스다. 194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커트 레빈은 조직의 변화 관리를 

Unfreezing - Moving - Refreezing의 3단계 프로세스로 정립하였다(차트 1 ). 그 

첫 번째 단계인 Unfreeze가 바로 기존의 낡은 사고와 행동 방식을 깨는 것을 의미한

Unfreezing
(해빙)

Moving
(이동) Refreezing

(응고)

-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 약화되고 변화 
   추진력과 저항력 사이의
   균형이 파괴

- 새롭게 요구되는 사고 및 
   행동 방식과 기존 방식과 
   차이에 대한 인식 확산

- 변화에 대한 믿음, 지지,
   지원이 표출되고 새로운 
   조치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새로운 단계로 이동

- 새로운 가치관이 인정되고 
   변화된 행동이 반복됨으로써 
   조직 및 직무 안정화

- 모든 업무에 변화가 정착되고 
   내면화되어 구성원들의 
   자신감 확산

커트 레빈의 변화 관리 3단계 모델     1

자료 : Don Hellriegel & John W. Slocum, Organizational Behavior,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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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까지의 조직 문화, 혹은 사업 방식이 더 이상 적절치 않다는 인식에서 변화

는 시작된다. 조직 문화의 핵심은 리더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레빈의 모델은 조직 

변화에서 새로운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하게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2) “위기의식”의 활용

1988년 7월 6일, 북해의 원유 시추 플랫폼 파이퍼알파에서 연이은 화재와 폭발이 발

생했다. 자유의 여신상 2.5배 크기에 달하며 228명의 인부들이 상주하고 있던 바다 

위의 거대한 구조물에서 사상 최악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한 인부가 밸브를 손으

로 잠근 후 기계로 재차 조이지 않은 실수에서 참사는 시작되었다. 압력을 견디지 못

한 밸브 틈에서 가스가 누출되었고 여기에 불이 붙은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자 인부

들은 헬기장 아래 플랫폼으로 모여 구조를 기다렸다. 그러나 불길이 너무 강해 구조 

헬기가 올 수 없었고 열을 버티지 못한 고압가스관이 다시 폭발을 일으키자 인부들은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잠시 후 크레인은 무너졌고 그 안에 있던 81명의 인부는 

전원 사망하고 말았다. 구조대원 2명을 포함 총 167명이 사망한 대참사였다.

당시 불타는 플랫폼에 서있던 인부들의 선택지는 그대로 기다리든지, 아니면 30m 

아래 바닷물로 뛰어드는 것의 두 가지였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느리지만 확실한 죽

음’을 선택한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체온 저하로 몇 분

을 버틸지 모르는 상황에서 검은 기름으로 얼룩진 차가운 바다 속으로 목숨 걸고 뛰

어든 사람 중에 53명이 살아남았다. 참사 후 ‘불타는 플랫폼(Burning Platform)’은 

위기의식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상징어가 되었다. 2011년 노키아의 휴대전화 부문을 

- 상황이 긴급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함으로써 실천적 행동 유도

- 능력과 기업에 대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로 지도자 그룹 형성

- 나갈 방향에 대한 큰 그림(비전)과 이를 이루기 위한 전략 수립

- 조직 구석구석에 반복적으로, 솔선수범을 통해 비전 전파

- 직원들이 넓은 범위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도록 과감한 임파워먼트

-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공체험으로 사기 진작과 도전적 열정 자극

- 성공에 대한 자만과 안주를 경계하고 후속 변화 과제 도전

- 위의 일곱 단계가 확고한 조직 문화로 정착되도록 함

위기 의식 고조

변화선도팀 구성

1

2

3

4

5

6

7

8

올바른 비전 정립

소통과 비전 전달

권한 부여

단기성과 확보

변화의 속도 유지

변화를 기업문화로 정착

존 코터의 변화 관리 8단계 프로세스     2

자료 : John P. Kotter, Leading Change, HBR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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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바일부문 CEO 스티븐 엘롭은 사원들에게 보낸 첫 메일

에서 “우리는 지금 불타는 플랫폼 위에 서있습니다. 어떻게 변해야 할지 지금 결정하

지 않으면 안됩니다”라며 과감한 결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위기의식을 가장 강조한 학자는 변화 관리에 관한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긴 하버드대학

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존 코터다. 그는 실패하거나 성공한 100여개 회사들을 집중 

분석해서 여덟 단계의 변화 관리 프로세스로 정립하였는데(차트 2 ), 그 중 첫 단계

가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것이다. 존 코터 자신이 지켜본 기업들의 50% 이상이 이 

단계에서 실패하였다고 말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확산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그에 따

르면 경영진의 75% 이상이 현재의 통상적 사업만으로는 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실행이 일어난다.4 변화에 성공하는 기업이 적은 것도 이 수준으

로 위기의식을 확산시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 

최근 보도된 일본 기업 다카다의 파산은 ‘불타는 플랫폼’ 즉,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

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다. 1933년 창립, 20개국 56개 공장을 운영하며 2016년 매출 

약 6조 7천억원, 종업원수 4만 6천여명을 거느린 다카다는 에어백과 안전벨트 등 

자동차 안전용품에서 세계 시장의 20%를 차지하던 글로벌 기업이었다. 위기는 

2004년 에어백 결함 이슈에서 시작되었다. 경영진 일부는 2000년경부터 제품의 결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10년 이상 조직 내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4년 혼다가 미국 시장에서 전면 리콜을 선언했을 때조차 경영진은 “원인 규명이 

먼저”라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2015년이 되자 빗발치는 항의와 압박을 견디지 

못한 다카다는 에어백 결함을 인정하고 미국 전역의 리콜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국 법무부가 2017년 초 제품 결함 은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자 다카다는 10억 달

러 벌금에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 파이퍼알파의 불타는 플랫폼에서 끝까지 뛰어내리

지 못했던 인부들처럼 위기 시 과감한 행동을 하지 못한 다카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하게 된다. 

변화가 꼭 필요함에도 잘 실행되지 않을 때는 위기 상황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전

략이 된다. 위기 의식이야말로 변화 촉발의 가장 확실한 동인(動因)이기 때문이다. 

존 코터에 따르면 변화 관리에 성공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불타는 플랫

폼’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면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것이 뻔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

시하거나, 실수가 불거지도록 방치하기도 하며, 의도적으로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하

여 경쟁업체에 비해 취약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방식을 쓰기도 한다. 다만, 의도적으

로 위기 의식을 고조시키는 전략은 실질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리더십에 대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4　Kotter, John P. “Leading Change. Why transformation efforts fail”, HBR, Januar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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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에 주목 

1990년대 초반 역사상 최악의 후퇴를 경험하던 IBM의 변신은 기업 변화 관리의 가

장 성공적인 사례로 회자된다. 루 거스너의 지휘 아래 IBM은 메인 프레임 제조업체

에서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합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신하였

다.  2000년대로 접어들자 IBM은 ‘Big Blue’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도약하고 있

었다. 이때 IBM은 CEO를 교체하며 또 다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2002년 CEO

로 취임한 팔미사노는 맥킨지 출신의 전임 CEO 루 거스너와 달리 영업사원에서 출

발하여 30년간 조직을 위해 헌신한 진정한 IBM맨이었다. 그에게는 침몰하는 배를 

살려낸 루 거스너에 이어 새로운 대양으로 배를 인도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팔미사노는 가장 먼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즉시 

고위 임원 300명과 1,000명이 넘는 직원들과 대화를 시작했다. 취임 후 1년이 지난 

2003년 7월 전 직원이 참여한 72시간의 인트라넷 토론 ‘밸류스 잼(Value’s Jam)’은 

중간 점검과 같은 행사였다. 그 해 11월 마침내 ‘모든 고객의 성공을 위한 헌신’, ‘우리 

회사와 세상을 위한 혁신’,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와 개인적인 책임감’이라는 

IBM의 새로운 가치가 선포되었다. 직원들의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모으기 위한 2년여 

동안 혼신을 다한 팔미사노의 노력 덕분에 IBM의 변화는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조직 변화는 눈에 보이는 조직 구조나 제도보다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 추구하는 

가치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속성에 주목한 사람이 미국

의 변화 관리 컨설턴트 윌리엄 브리지스다.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강조한 그는 

‘Change (변화)’ 대신 ‘Transit(변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브리지스의 정의에 

따르면 Change는 정책이나 조직 규모, 사업 구조 등 겉으로 보여지는 변화에 해당한

다. 반면 Transit은 구성원들의 심리와 정서, 일을 대하는 자세와 추구하는 핵심가치

의 변화다. 속도도 빠르고 관리하기도 쉬운 Change와 달리 Transit은 시간이 오래 

- 기존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업무, 환경, 
   관계로 떠남

-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보다 과거의 정체성 폐기가 
   더 중요

- 과거 정체성과 현재 모습과의 
   혼돈과 불확실성이 강한 시기
 
-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생산적 
   시기지만 새로운 방향 설정과 
   본질적 변화를 위해 반드시 
   잘 지나야 할 중요한 단계

- 새로운 행동과 사고가 
   시작되는 단계

- 미래를 향한 길을 보여주는 
   신호를 잘 이해해야 함

Endings
(Saying Goodbye)

The Neutral Zone
(Explorations)

New Beginnings
(Moving Forward)

윌리엄 브리지스의 변환 관리(Transition Management) 모델    3

자료 : William Bridges & Susan Mitchell, Leading Transition: A New Model for Change, Berlin/Eaton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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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는데다 지시나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팔미사노의 노력이 바로 브

리지스가 말한 ‘Transit’에 해당한다. 

윌리엄 브리지스는 조직 변화의 실체를 ‘Endings - Neutral zone - New 

beginnings’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차트 3 ). 특히 첫 단계인 Endings에 대해 

Saying Goodbye 단계라는 별칭을 붙였는데, 내면의 본질적 변환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수정하고 보완해가는 수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1루에 발을 붙이고 2루를 훔칠 수 없다’는 야구 격언에 비유하기도 한

다. 기존의 사업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기존 방식과 성과들을 그대로 놔둔 채(Let it 

go),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것이다. 

(4) 저항과의 싸움은 장기전 

IBM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은 팔미사노가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었다. 변화를 지지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지만 인트라넷에는 직원들로부

터 수천 개의 날카로운 비판이 포스팅 되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이메일이 CEO에게 

날아들었다. 팔미사노는 “피드백을 모두 인쇄했더니 높이가 약 90센티미터나 되었고 

1주일 내내 읽었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이처럼 변화는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 일으킨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누구나 새로

운 방식을 배워야 할 때, 스스로가 일시적으로 무능하게 느껴지거나 유능한 집단에서 

제외되고 극단적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한

다. 그 결과 변화가 필요 없다는 자기 합리화를 무의식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미

국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에서 성인학습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로버트 케건 교수는 사

람들이 변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무의식 중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음으

로써 변화와 경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5 저항은 그냥 그대로 있고 싶다

는 관성이 아니며 사실은 변화에 대응하는 일종의 면역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항 없는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며 저항은 매우 자연스러

운 것이 된다. 보스턴 경영대학원의 리처드 베카드 교수와 동료 루벤 해리스는 변화 

관리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와 저항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베타드와 해리스의 변화 

방정식(C=DVF>R)’이라는 공식을 만들었다. 여기서 C는 변화(Change), D는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족 정도(Dissatisfaction), V는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나타내는 비전(Vision), F는 비전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들(First 

Steps), R은 비용을 포함한 저항(Resistance to Change)을 뜻한다. 즉, 변화를 일으

키는 요소들의 곱이 저항보다 클 때 변화가 일어난다. 

5　Robert Kegan & Lisa Lahey, “The Real Reason People Won’t Change”, HBR Novemb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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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을 굴복시키거나 설득하는 핵심 수단은 소통이다. 소통은 변화를 계획하기 훨씬 

이전부터 실행 이후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6 IBM의 변화 관리도 

새로운 핵심가치가 선포된 이전보다 더 오랫동안 팔미사노가 기울인 소통 노력이 핵

심이었다.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변화에 동참할 가능성이 없는 소수에 

너무 오래 끌려 다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포

기하는 과감함도 필요하다. 

한편, 소통은 말로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직의 운영 방식, 제도와 시스템 

등 업무 환경도 변해야 행동도 바뀐다. 작은 변화라도 의미를 부여하고 공유하는 것

도 중요하다. 존 코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강력한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변화를 중도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유혹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업무 환경의 변화

와 단기적 성과 두 가지다. 

(5) 과감한 행동과 진화론적 적응 

스탠퍼드대 조직행동학과의 데브라 마이어슨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직은 과

감한 행동이나 진화론적 적응이라는 두 가지 방식에 의해 변화한다. 과감한 행동이란 

기술 혁신이나 외부 경영 환경의 급작스런 변동으로 촉발된 경영진 주도의 탑다운 변

화를 의미한다. 이런 변화는 대개 빠르게 진행되면서 동시에 큰 저항과 고통을 동반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진화론적 적응은 눈에 띄지 않게 분산된 작은 움직임들이 

오랜 시간 조직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바텀업 변화를 의미한다. 

기업에게 필요한 변화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이다. 

IBM기업가치연구소가 2014년 변화 촉진 문화를 조성하고 변화 역량을 강화하면서 

6　David A. Garvin & Michael Roberto, “Change Through Persuasion”, HBR February 2005

- 표준화된 방법 없이 
   최고경영진이 변화 
   관리 주도

- 프로젝트 단위의 진척 
   과정에서 변화 관리 
   활동 반영

- 관리자를 대상으로 
   변화 관리 교육 시작

- 표준화된 조직 변화 
   관리 방법 활용

- 특정 프로젝트에 변화 
   관리 활동과 역량을 
   응용하는데 주력

- 자사의 변화 역량 
   확대에 주력

- 모든 관련 직책을 
   대상으로 변화 관리 
   교육 실시

- 변화 관리의 책임과 
   권한 부여 받은 
   중간 관리자 역할 大

- 변화 관리 활동이 
   통합되고 공식적 방법과 
   도구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효과 측정 실시

- 다양한 변화에 유연히 
   대처하며 변화 관리가 
   기업 전체의 문화로 정착

Informal Stage
(비공식단계)

Emerging Stage
(초기단계)

Formalizing Stage 
(공식화단계)

Scaling Stage
(확대단계)

Embedded Stage
(체질화단계)

IBM 기업가치연구소가 제시하는 5단계 변화 관리 성숙도    4

자료 : IBM 기업가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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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Change Management”

지속적인 변화 관리에 성공적으로 임한 기업들의 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

과에 따르면 상위 20% 기업들은 모두 과감한 행동 이후 진화론적 적응을 잘 관리한 

경우였다. 이들 기업은 모든 계층에 변화를 주도하는 책임자를 배치했거나 그런 역할

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다.7 최고 경영진부터 중간 관리자까지 모두가 변화주도자 

역할을 솔선수범하였다. 조직 운영에서는 직원들의 공식적 직책, 커리어 계획, 업무 

및 프로젝트 수행에서 다양한 변화 관리 기법을 적극 적용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과

감한 변화 시도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고,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기업 전체

로 확산되었으며, 변화 관리는 조직의 근육으로 체질화될 수 있었다(차트 4 ). 

변화 관리 프로세스가 문화로 정착되어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변화 관리 이론이나 모델들은 각각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다

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기존 관행과 결별, 소통을 통한 구성원의 본질적 변화 

유도, 새로운 모습의 조직 정착이라는 세 단계는 공통적이다. 왜 변해야 하는지, 어

떻게 변할 것인지에 해당하는 이유와 비전이 명확하게 공유되고 과거로부터 과감히 

탈피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과정에서 외형적인 제도와 조직 구조의 변화보다 끊

임 없는 소통으로 저항 세력을 설득하고 구성원의 마음을 얻는 지속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비전(가치관), 사람(리더와 인재), 일하는 방식(조직 운영)의 세 영역에서 일

치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변화 관리 프로세스는 비로소 하나의 조직 문화로 정착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 관리의 속성을 이해하고 각 실행포인트를 잘 이행하는 것이 변화

로 인해 야기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길이다. www.lgeri.com

7　Hans-Henrik Jorgensen & Oliver Bruehl & Neele Franke, “지속적인 업무 변화에 따른 변화 관리: Change Architect가 조직 변화

를 지휘 및 관리하는 비결”, IBM기업가치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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