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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다운과 바텀업은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상호 보완재에 가깝다. 

한시도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 바텀업 혁신이라면, 지금과 같은 저성장기,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좀더 힘을 집중해 실행해야 하는 것이 탑다운 경영이다.

저성장 위기에 주목해야 할
‘탑다운(Top-down) 경영’

105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 히타치는 2006

년 8천억 엔의 적자를 기록하며 무너지는 것처

럼 보였다. 하지만 2014년 6천억 엔의 흑자를 내

더니, 올해도 3천억 엔이 넘는 이익을 거두며 일

본의 대표적인 B2B 기업으로 부활했다. 알짜 

사업의 매각과 같은 독한 결단, 파격적인 인수합

병을 통한 발빠른 사업 재편 등 과감한 실행력

이 히타치 부활의 힘으로 꼽힌다.1 그러나 그 원

동력은 CEO 가와무라 다카시의 진두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진행된 탑다운2 경영에 있었다. 

히타치의 부활과 같은 극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영 트렌드는 조금 다른 면

을 중시하는 듯 하다. 창의와 혁신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면서 보다 수평적이고 분권화된 

조직운영, 즉 바텀업 경영에 대한 관심이 늘어

가는 추세다. 미국 USC 대학의 제라드 텔리스 

교수는 “혁신은 바텀업에서 나오므로 탑다운

1　�‘日立V字回復の舞台裏…“異例”人事と“大胆”グル-プ再編’,�Business�

Journal,�2012.�12.�28

2　�본�고에서는�일반적인�상사-부하�간이�아니라�CEO(혹은�경영진,�사업책

임자)와�구성원�간의�관계를�전제로�함

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애플에 대해서도 ‘한 

사람의 홈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탑다운 기업’이라 혹평한다.3

과연 저성장의 위기 돌파가 절실한 우리 

기업들에게 유용한 무기는 무엇일까?

탑다운 vs. 바텀업

● 야구는 감독이 하는가, 선수가 하는가?

야구와 관련하여 해묵은 논쟁이 하나 있다. 

‘야구는 과연 누가 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

다. 최고의 야구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린다. 

한 쪽은 선수 기용이나 작전 지시 등 감독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야구는 감독이 하

는 것이라 주장한다. 반대 편에서는 공을 던지

고 치는 것은 결국 선수가 아니냐며 맞선다. 

작전야구와 자율야구로 불리는 두 관점은 각

각 탑다운과 바텀업을 대변한다. 

야구 경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

에 일일이 개입하는 감독은 거의 없다. 반대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선수 자율에 맡기는 감독

도 없다. 일반적으로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

을 때, 감독은 대개 별다른 작전 없이 선수 개

인의 판단에 맡긴다.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3　�Gerard�Tellis,�Unrelenting�Innovation:�How�to�build�a�culture�for�market�

dominance,�Jossey-Bass,�January�2013

히타치 부활의 원동력은 CEO 가와무라 다카시의 진두지휘 아래 일사분

란하게 진행된 탑다운 경영에 있었다.(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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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다운과 바텀업은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상호 보완재에 가깝다.

를 고민하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시도

하게 함으로써 한 단계 성장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나 흐

름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야구 감

독은 적극적으로 작전을 낸다. 선수

의 판단에 맡기지 않는다. 대신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려준다. 무엇을 해

야 할지 고민하는 대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야구는 ‘감

독이 선수와 함께’ 하는 경기다. 경

기 상황에 따라 감독의 역할이 달라질 뿐이

다. 그래서 “이겼을 때는 선수들이 잘 (실행)해

서 이겼고, 졌을 때는 감독이 잘못 (지시)해서 

졌다”라는 감독 인터뷰가 팬들의 호응을 얻는

다. CEO라는 감독과 구성원이라는 선수로 이

루어진 기업도 이와 하등 다를 바 없다. 

● 양자택일이 아닌 조합의 이슈

탑다운은 단적으로 모든 사안을 조직의 최상

층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실행은 위에서 아

래로, 중간 관리자를 거쳐 현장으로 이어진다. 

최종 담당자가 정해질 때까지 과제는 작게 세

분화된다. 목표는 물론, 달성 방법에서도 중요

한 결정에 현장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

는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의사결정의 

주체인 조직 최상층부가 진다. 시키는 대로 일

하는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는 피할 수 없는 

단점이다. 

반면, 바텀업은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 

정반대다. 계획 수립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조직의 아래에서 출발하여 위로 올라간다. 처

음부터 참여한 직원들은 실행 과정에서 스스

로 동기부여 되어 사기도 높다. 시간이 오래 걸

리기는 해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기

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계획도 가능하다. 탑

다운의 일방향 소통과 권위주의적 지시/통제

와 달리 자발적 헌신과 몰입에 기반하여 업무

가 실행된다.

그런데 사실,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

서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프

로젝트 단위에서 탑다운이 전략에 대한 것이

라면, 바텀업은 전술에 관한 것이다.4 기업 단

위에서는 탑다운 경영이 빠르고 강력한 변화

가 필요할 때 선택해야 할 무기라면, 바텀업 경

영은 시기와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문화와 같은 것이다. 바텀업이라 하더라도 

최종 승인을 거쳐 실행되는 모습은 탑다운과 

유사한 경우가 많다. 둘은 반대인 것처럼 보이

지만 상호 보완재에 가깝다.

글로벌 복합 기업 GE는 탑다운 경영의 대

명사로 여겨진다. 120년의 역사에서 고비마다 

CEO가 주도하는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로 변

화를 성공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잭 웰치

도 탑다운만으로 조직을 올바르게 이끌 수 없

다는 생각을 피력하였다. “직원들이 CEO만 쳐

다보느라 그들의 엉덩이는 고객을 향하고 있

다”며, 탑다운이 CEO 눈치만 보게 만드는 탑 

오리엔테이션(Top-orientation)으로 변질될 

4　Marlene�Gundlach,�‘Top-down�vs.�Bottom-up�Planning’,�July�2,�2011

프리미어12 결승전, 9회 패배 직전의 위기에 

과감한 용병술로 우승컵을 들어올린 김인식

감독(연합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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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했거나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경우 

바텀업보다 탑다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 있음을 통렬히 지적했던 것이다. 잭 웰치가 

생각한 탑다운의 보완재는 고객과 시장에서부

터 출발하는 아웃사이드인(Outside-in)이었

다.5 아웃사이드인은 고객과 접촉하는 현장 직

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다른 의미의 바텀업

이라 볼 수 있다. 

위기에는 탑다운이 중요하다

야구 경기에서 9회말 패배의 위기에 몰려 있는 

5　�Steve�Denning,�‘The�Alternative�to�Top-down�is�Outside-in’,�Forbes,�

Feb�13,�2011

팀을 가정해보자. 그 팀은 작전야구(탑다운)를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 자율야구(바텀업)를 선

택해야 할까? 실제 야구 경기를 자세히 본 사

람에게는 어렵지 않은 문제다. 거의 모든 야구

팀의 선택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타자가 바뀌

는 매 순간, 볼카운트마다 감독의 손은 모자

와 코, 귀를 왔다갔다하느라 바쁘다. 현란한 

수신호의 작전 지시는 코치와 선수에게 끊임 

없이 전달된다. 플레이에 들어가기 전 선수들

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바짝 긴장하여 수신호

를 응시한다. 

바텀업(Bottom-up)의 한계

M&A 조사기관인 머저마켓(Mergermarket)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성사된 M&A 규모가 전년

도에 비해 17%나 상승한 48,200억달러에 이른

다고 한다.1 국내만 해도 어느 때보다 M&A 소식

이 빈번하다. 저성장 시대 몸집을 키워야 살아남

는다는 인식과 함께, 내부 역량을 키우는 것보다 

외부에서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M&A와 같은 전략 수립은 바텀업 방식으로 담

아내기 어렵다. 더 넓은 시야와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고도의 경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

다. 또한 바텀업은 실제 작동이 부드럽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수직적 위계 구조라는 조직의 

본성이 발목을 잡는 것이다. 계획 단계부터 이해

당사자간 조정이 쉽지 않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

면 될 것 같지만 평가가 달려있어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상위로 올라갈수록 생각지 못한 변수들

1　매일경제�Biz�Focus,�2015.�12.�4일자

이 튀어나오기 일쑤다. 이를 보완하다 보면 또 

다른 이슈들이 속출하고 시간은 더욱 지체된다. 

결정된 사안도 CEO의 확실한 승인이 확인되기 

전에는 조직 내에서조차 충분한 지원과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 암묵적 위계 문화도 바텀업의 이

론과 실제 간 괴리를 더해준다. 

프레드릭 테일러에서부터 피터 드러커까지 미

국 경영학 구루들의 사상을 집약한 책 『False 

Prophets(거짓 예언자들)』을 발간한 메사츄세츠

대 제임스 훕스 교수는, “바텀업이 탑다운에 비

해 오히려 교묘한 방식으로 상사의 파워를 은폐

할 수 있다. 모든 결정은 이미 탑다운으로 결정

되어 있으면서 바텀업이란 허울을 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라는 주장을 편다.2 ‘누가 결정할 것

인지를 누군가 이미 결정한(Who decides who 

decides)’ 바텀업이라면 ‘바텀업으로 포장된 탑

다운’이라는 것이다. 

2　‘Top-down�v�bottom-up’,�The�Economist,�Sep�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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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다운은 판단력, 스피드, 내구성 측면에서 

위기의 기업에게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야구팀과 마찬가지로 평상시가 

아닌 위기라면 바텀업보다 탑다운

이 적합하다.6 2009년 CEO에 취

임하여 히타치의 위기 돌파를 이끈 

가와무라 다카시는, “위기 속에서

의 성장 전략은 고통이 따르는 결

단을 수반한다. 아래에서 위로 진

행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고 잘라 말한다. 위기는 모든 역량

을 하나로 모아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바텀업은 아무래도 계

획의 수립과 실행에서 시간이 걸리는 탓에 역

량이 분산된다. 다양하고 실제적인 아이디어

의 취합이라는 장점도 위기라는 대전제 아래

서는 빛이 바랜다. 

탑다운이 중요한 이유

● 조금 더 나은 판단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에베레스트’는 

절체절명의 순간 탑다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8,848미터의 세계 최고봉 정상

을 불과 수백 미터 앞두고 한 대원이 지쳐버렸

다. 대장은 정상등정을 포기하고 내려가야 한

다고 말하지만 먹혀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대

원은 지난 해에도 정상을 코 앞에 두고 포기해

야 했다며 애원했다. 일생에 다시 못 올 기회를 

잡게 도와달라고 매달렸다. 마음이 흔들린 대

6　�‘Top-down�Organizational�Change�in�an�Australian�Government�

Agency’,�International�Journal�of�Public�Sector�Management,�Volume�

21�No�1,�May�2008

장은 그를 부축해 정상을 정복하게 도와준다. 

그러나 대가는 가혹했다. 서너 시간을 더 지체 

한 탓에 날씨가 악화되기 전에 하산하지 못한 

것이다. 둘은 결국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8천미터급 이상의 고산 등반은 산악인들

에게 하나의 ‘예술’로 통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

하는 듯한 행위로 여겨지기도 한다.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이 그만큼 많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이 ‘예술’의 하이라이트는 다름아닌 하

산 타이밍의 결정이다. 한 순간의 머뭇거림도 

죽음으로 직결된다. 고도의 집중력과 냉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하산 결정은 전적으로 대장

의 몫이다. 정상이 코 앞에 있어도 대장이 하

산을 결정하면 두말 없이 따라야 한다. 무사귀

환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대장보다 올바

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대원은 아무도 없다.

기업에서도 장기적인 사업 판단, 조직의 

생존이 달린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CEO를 

비롯한 최고경영진에게 더 나은 판단을 기대 

할 수 있다. 역량이 아닌 역할의 문제라서 그

렇다. 조직 최상층부로 갈수록 조직 전체에 

영화 <에베레스트>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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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다운의 맹점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핵심그룹이 변화선도자가 되는 것이다.

대한 책임감의 차원이 다르고, 경험과 통찰

력의 수준도 다르다. 조직 내 상충하는 이해 

관계를 조정할 객관적 판단력이나 실행에 필

요한 권위를 따져봐도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빠르고 즉각적인 실행

탑다운에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다. 위로부터 지시 받은 결정이 아래에서 

잘 실행되도록 자원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이

다. 계획의 효과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크게 고

민할 필요가 없다. 실무자 역시 조건 없는 즉각

적 이행을 요구 받는다. 더 나은 대안의 고민은 

한시적으로나마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당장은 

제대로 실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

하다. 직원간 경쟁도 눈에 띄게 줄어든다. 바텀

업에서와 같은 창의와 혁신의 경쟁이 없다보니, 

자연스레 직원 서로를 한 배에 탄 동료로 인식하

게 해주는 효과마저 있다.7 이런 메커니즘은 탑

다운의 실행 스피드를 더욱 높인다. 

1차 걸프전이 한창이던 1991년 2월 26일, 

아홉 대의 전차로 구성된 미군의 기갑수색연

대 독수리중대는 맥마스터 대위의 탱크를 선

두로 모래바람을 가르며 사막지대를 지나고 있

었다. 약간 경사진 언덕을 오르던 선두가 정상

을 찍고 반대편으로 기수를 내렸을 때다. 모래

바람 속으로 엄청난 규모의 탱크 무리가 갑자

기 눈 앞에 들어왔다. 이라크 공화국수비대 

7　�Dana�Sparks,�‘The�Advantage�&�Disadvantages�of�Top-down�

Planning’

타와칼라 기계화사단 예하 18여단이었다. 양

측은 모두 깜짝 놀랐다. 맥마스터 대위는 거의 

본능적으로 ‘발사’를 외쳤다. 정보 분석이나 보

고 따위는 아예 생각조차 못했다. 명령과 동시

에 부하는 거의 반사적으로 포를 발사했다. 적

군 탱크 한 대가 즉시 파괴되었다. 3초마다 이

어진 재장전과 발포로 적군 탱크 몇 대가 더 

화염에 휩싸였다. 그제서야, 뒤에 있던 나머지 

탱크들도 언덕에 올라 발포를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무기 덕을 보긴 했지

만, 독수리중대는 단 23분 만에 아홉 대의 탱

크로 부상자 한 명 없이 90여 대의 전차와 장

갑차로 이루어진 이라크 기갑 여단을 궤멸시

켰다. 갑작스런 위기에서 선제 공격이 덜 위험

할 거라 순간적으로 판단한 지휘관의 명령이 

전광석화 같은 포 사격으로 연결되어 거둔 성

과였다. 한 마디로 ‘스피드’가 가져온 승리다. 

‘73 이스팅 전투’로 불리는 

이 놀라운 교전은 현재 미

국 사관학교에서 연구되고 

있다.8

맥마스터 대위의 독수

리중대는 위기의 기업에 탑

다운이 훌륭한 돌파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느

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

다는 것이다. 또 어떻게 할 

8　�Captain�H.�R.�McMaster(Eagle�Troop,�Second�Squadron,�Second�

Armored.�Cavalry�Regiment),�‘Battle�of�73�Easting’,�During�the�war�

with�Iraq�on�February�26,�1991

73 이스팅 전투 당시 파괴된 이라크 T-62 탱크 잔해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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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다운 경영에도 ‘맹점’이 있다.

지가 정해졌다면, 빠른 실행만이 있을 뿐이다. 

중간에 결과를 걱정하고 손익을 따지느라 머뭇

거린다면 이미 패한 싸움이나 마찬가지다. 

● 더 오래 가는 내구성

1934년, 한 무리의 중국 공산당원들이 국민당 

백만 대군에 쫓기고 있었다. 이들 스스로 위대

한 퇴각이라는 의미에서 ‘대장정’이라 불렀지

만, 실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후

퇴였다. 그런데 역사는 이들 공산 혁명가들의 

편이었다.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덩샤오핑 등 

공산당 지도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농

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만큼은 철저히 경계

하였다. 농민과 일반인들의 지지만이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한치의 의심 없는 확신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도부의 교육과 

관심으로 무리는 대중과 하나가 되었고, 풍부

한 경험의 박식한 혁명가 집단으로 성장하였

다. 단단해진 결속력으로 국민당 정부를 몰아

낸 이들은 지금까지도 중국 대륙을 통치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가 절실한 GE는 2014년부터 

이멜트 회장이 주도하는 FastWorks라는 혁

신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 잭 웰치의 6시

그마 혁신 운동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강력한 

탑다운 방식이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없이 재

도약이 불가능하다는 CEO의 절실함이 반영

된 운동이었지만 처음엔 참모들조차 확신이 

없었다. 원래 스타트업 기업에 맞게 고안된 혁

신 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CEO의 확신과 

독려는 이런 염려를 기우로 만들었다. 불과 

2~3년만에 글로벌 조직 전체로 확산된 

FastWorks 프로젝트들은 예상보다 빨리 성

과를 내고 있다.9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 

만들어내며, 확신의 강도는 최고경영진의 의지

에 비례한다. 쫓기던 중국 공산당원들의 포기

하지 않는 끈기는 지도부의 승리에 대한 확신

과 의지가 만든 것이었다. GE에서도 CEO의 

강한 의지가 끝까지 밀어 부치는 실행력을 만

들어 낸 바탕이었다. 

탑다운 경영의 맹점

우리의 눈에는 맹점(blind spot)이 있다. 1백만 

개나 되는 시신경이 뇌에 연결되기 위해 빠져

나가는 구멍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시세포

가 없어 빛을 느끼지 못한다. 생물학적 진화의 

최고 작품이라는 눈에도 이런 결함이 있다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경영 수단도 ‘맹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탑다운의 치명적 약점은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독단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체크와 견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최고경영자 자신 밖에는 시정할 사람이 

없다. 잘못된 결정은, 탑다운의 장점인 스피드

로 인해 조직의 파멸을 가속시키기도 한다.

최근 불거진 독일 폴크스바겐 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은 탑다운의 맹점을 극명하

9　�강진구,�‘거대기업도�스타트업처럼,�먼저�쏘고�겨누어라’,�LG�Business�

Insight,�2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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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선도자는 능력과 충성심, CEO와의 신뢰, 

도덕성과 책임감이 높아야 한다.

게 드러낸 사건이다. 시장과 기술에 대한 내부 

논의와 소통 없이 CEO가 독단적으로 불가능

한 목표를 밀어 부칠 때, 아무도 감히 CEO를 

설득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견디다 못한 직원

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부품을 조작했고, 결과

적으로 회사는 존폐 위기에 몰리고 말았다. 

맹점 극복의 열쇠, “핵심 그룹”

우리 눈은 평소 맹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맹점

의 문제를 기발한 방식으로 해결해준 진화 덕분

이다. 의사들에 따르면, 우리 눈은 순간순간 조

금씩 다른 각도를 볼 수 있게끔 끊임 없이 흔들

리고 있다. 인간의 두뇌는 여기서 생산된 엄청난 

양의 시각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종합하여 빈 

부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채워준다는 것이다. 

탑다운의 맹점도 보완 방법이 있다. 예컨

대, 코칭이나 리더십 훈련, 정보 채널 다양화, 

의사결정 방식의 개선 등은 모두 CEO가 올바

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활

발한 커뮤니케이션도 효과적인 도구다. 스위스 

쮜리히대학 경제학과 레이프 브란데스 교수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좋고 나쁨이 명

확히 드러나는 탑다운 커뮤니케이션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반면, 커뮤니케이션을 하

지 않는 상사는 조직 성과의 30%에 달하는 잠

재적 손실을 가져온다”라며 탑다운 커뮤니케

이션을 강조했다.10 

보다 실제적인 방법은 핵심 그룹의 활용

10　�Leif�Brandes�&�Donja�Darai,�‘The�Value�of�Top-Down�Communication�

for�Organizational�Performance’,�University�of�Zurich,�Working�Paper�

No.157,�May�22,�2014

이다. CEO 혼자 탑다운 경영을 감당해 나간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

지도 않다. CEO의 판단과 결정을 도와주고, 

즉각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발로 뛰는 소수의 

핵심 그룹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이 그룹

이 폐쇄적 이너써클(Inner Circle)로 변질되어

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핵심 그룹을 군림하

는 권력 집단이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일꾼

으로 만드는 것이 탑다운 경영의 맹점을 극복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 변화선도자(Change Agent) 활용법

탑다운 경영의 대표 주자는 뭐니뭐니해도 스티

브 잡스다. 그 역시 핵심 그룹을 활용했다. 현 

CEO인 팀 쿡이나 디자인 총괄 조나단 아이브 

등으로 구성된 주요 기능 책임자들이 멤버였

다. 실력과 충성도를 겸비한 이들은 잡스의 지

시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결코 권력 남용이나 

권위주의로 비난 받지 않았다. 이들은 잡스에

게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고, 실행에 앞장 선 

진정한 변화선도자들이었다. 

잡스의 핵심 그룹이었던 조나단 아이브, 필 쉴러, 에디 큐, 스캇 포스털

(applegaze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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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 아닌 성과를 좇아야 하는 것이 리더의 숙명이다.

변화선도자가 반드시 CEO 주변의 경영진

일 필요는 없다. 잡스는 ‘탑 100’으로 불린 비

공식 핵심 그룹도 활용했다. 탑 100은 직급과 

상관없이 뽑힌 100명의 천재들로 겨우 1년에 

한 번, 3일간의 워크샵으로 모일 뿐이었다.11 

그러나 이들이 최고의 변화선도자가 되는 데

는 3일이면 충분했다. 잡스와 함께 치열한 브

레인스토밍을 가지며 회사의 비전을 공유했고, 

인정 받았으며, 회사의 제품 전략 대부분이 자

신들의 아이디어가 녹아 있는 워크샵 결과물

이었기 때문이다. 

컨설팅회사 OC&C의 창립자이자 경영컨

설턴트 크리스 오트람은 바람직한 핵심 그룹 

활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12

첫째, 멤버의 능력과 충성심이다. 이들은 

CEO만큼 전략을 이해하고, 성공에 대한 확신

으로 행동해야 한다. 조직에 대한 애정 또한 

필수다. CEO의 입장에서 반대론자나 반신반

의하는 이들에게 전략과 그 결과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 둘째, 이들

과 CEO 사이의 강한 신뢰다. 적어도 비공식 

자리에서는 가감 없는 조언과 도전적 질문과 

챌린지가 오갈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셋째, 도덕성과 책임감이다. 임의로 혹은 부지

불식간에 CEO의 의도와 계획을 왜곡하거나 

생략하여 조직에 전달하지 않아야 한다. 전략

의 실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CEO만큼이

11　�Adam�Lashinsky,�‘How�Apple�works:�Inside�the�world's�biggest�

startup’,�Fortune,�May�9,�2011

12　�Chris�Outram,�‘The�Conspiracy�theory�of�Management:�

implementating�Strategy�from�the�Top�Down’,�Insead�Blog,�May�27,�

2014

나 무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리더의 숙명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저성장기를 극복하

려면 바텀업보다 탑다운에 좀 더 주목해야 한

다. 피라미드형 위계 구조가 명확한 대기업일

수록 빠르고 극적인 변화가 어렵다. 하지만 히

타치와 GE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거대 기업도 탑다운 경영을 통해 충분히 필요

한 변화에 성공할 수 있다.

다만, 탑다운 경영에 나선 리더는 불평과 원

망을 듣기 쉽다. 바텀업에 비해 분명 달갑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미국의 교육 컨설턴트 리차드 디포

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탑다운 경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도 정작 경영자들은 ‘탑다운형 리더’라

는 꼬리표를 꺼린다. 그러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

는데 필요한 권위는 적극 행사하는 것이 리더의 의

무다”라며 탑다운 리더의 숙명을 강조한다.13 

손자병법 행군 편에는 “장수가 자상하고 

다정하게 말을 반복한다는 건 부하들의 마음

을 잃었다는 의미(諄諄翕翕徐言入人者 失衆

也)”라는 말이 나온다. 잘 싸우는 장수일수록 

불친절하다는 말이다. 제대로 된 장수라면 전

투에 이기는 데에만 집중한다. 겁먹은 병사, 꾀

부리는 병사들은 위협하고 때려서라도 전투에 

이끌고 나가야 한다. 리더십은 인기가 아니라 

성과라고 했던 피터 드러커의 충고는 위기일수

록 더 잘 들어맞는다.www.lgeri.com

13　�Richard�Dufour,�‘In�Praise�of�Top-down�Leadership’,�The�School�

Administrator,�November�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