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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정해진 목표에 따라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조직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창발적 리더십(emergent leadership)이 필요한 시점이다. 창발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선도하여 조직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

을 높이는 리더십을 의미하는데, 조직구성원을 직접 통제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한다.

스스로 창조하고 진화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리더는 3가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혼돈(chaos)의 조성이다. 이것은 끊임없이 조직에 자극을

가하여 긴장과 의견 충돌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이 감내할 수 있는 충

격 강도와 보유자원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목표 제시, 조직의 개방성 확대,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증대, 기능횡단 TF팀 활성화, 조직 내 권한 위임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 끌개

(attractor)의 형성이다. 이것은 자유방임이 부를 수 있는 무정부 상태를 방지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일이 지시, 감독, 매

뉴얼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원이 지향해야 할 공유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

여 조직행동의 규율로 내재화하고, 리더는 일관된 언행을 통해 조직의 공유가치

와 정체성의 전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는 양의 피드백(positive

feedback) 확산이다. 이것은 조직구성원이 창출한 아이디어가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여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에너지를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내외부

네트워크와 소통의 장을 활성화시키고,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

치까지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CEO는 안정, 균형, 효율을 중시하기 쉬운 현실에서 혼돈, 불균형, 적응 등의

가치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위계질서가 공고한 조직에서

는 관리적 리더십과 창발적 리더십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창발적

리더의 3가지 역할은 우선순위가 존재하거나 취사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균형 있

게 모두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가령 공유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돈의 조성은 자칫 자율이 아닌 방종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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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발적 리더십이란?

□ 창발적 리더십(emergent leadership)이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선도하도록 만들어 조직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리더십1)

- 하향식(top-down)의 지시가 아닌 상향식(bottom-up)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창조와 혁신을 유도

- 조직구성원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

관리적 리더십과 창발적 리더십2)

비교항목 관리적 리더십 창발적 리더십

목표
효율 극대화를 통해

주어진 비전/목표 달성

조직의 적응력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성 증대

리더의 역할
조직구성원에게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과업을 지시

조직구성원 스스로 비전과 목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

특성

① 목표지향(goal-oriented)

② 정적(static)

③ 안정적(stable)

① 과정지향(process-oriented)

② 동적(dynamic)

③ 의도적 혼돈(intentional

chaotic)

조직구조

1) Uhl-Bien, M. & Marion, R. (2009). Complexity leadership in bureaucratic forms of
organizing: A meso model. The Leadership Quarterly, 20(4), 631-650.

2) Marion, R. & Uhl-Bien, M. (2002). Complexity v. Transformation: The new leadership
revisited. conference on complex systems and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s (pp. 1-21),
December. Ft. Meyers: Florida, USA를 토대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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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관리적 리더십이 비전과 목표를 부여하고 조직구성원이 이를

달성하도록 하였다면, 창발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 스스로 비전과

목표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유도

- 창발적 리더는 조직구성원에게 직접 지시와 통제를 하기보다는 간접적

수단으로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행동과 상호작용을 촉진3)

ㆍ관리적 리더십이 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을 추구하며 조직구성원을

특정 방향으로 이끈다면, 창발적 리더십은 조직에 충격을 가하거나

프로세스와 제도 변화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행동을 유도

- 관리적 리더십이 정적(靜的)이며 목표지향적 리더십이라면, 창발적

리더십은 동적(動的)이며 과정지향적 리더십

□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영현실은 창발적 리더십을 요구

-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는 경영자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것으로는 한계에 봉착

ㆍ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면 조직도 끊임없이 변화해야만 생존이

가능한데, 리더 한 사람에 의존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4)

- 조직구성원이 스스로 혁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창발적

리더십이 필요

3) 러스 매리언(Russ Marion) 등의 논의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과

서번트 리더십 등도 조직구성원의 자발성을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는 창발적 리더십과 유사하지만,

이러한 리더십은 리더의 비전을 위해 조직구성원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반면에 창발적 리더십은

조직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간접적 수단으로 조직구성원의 상호작용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Marion, R. & Uhl-Bien, M. (2002). Complexity v. Transformation: The new leadership

revisited. conference on complex systems and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s (pp. 1-21),
December. Ft. Meyers: Florida, USA)

4) 환경의 변화 속도에 맞춰 구성원이 열심히 뛰어도 겨우 제자리인 붉은 여왕 효과(red queen

effect)처럼 경영환경의 변화 속도에 맞게 조직 전체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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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발적 리더의 역할

□ 스스로 창조하고 진화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창발적 리더는 3가지

역할을 수행할 필요

- 복잡계 이론의 핵심 중 하나인 창발(emergence)5)의 원리로부터 ① 혼돈

(chaos)의 조성, ② 끌개(attractor)의 형성, ③ 양의 피드백(positive

feedback) 확산 등 리더의 역할을 도출6)

- 의도적으로 조직 내 '혼돈'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생성되도록 유도

- 혼돈 속에서도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끌개7)를 형성

ㆍ끌개는 조직구성원이 지향해야 할 최소한의 규율로서의 공유가치를

의미

- 다양한 아이디어가 임계점(critical point)8)을 돌파할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하는 양의 피드백 메커니즘을 구축

창발적 리더십의 역할과 실천방안

5) 시스템 내부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자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를 의미
6) 윤영수, 채승병 (2005). 『복잡계 개론: 세상을 움직이는 숨겨진 질서읽기』. 삼성경제연구소를

토대로 재작성
7) 동역학계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운동의 궤적이 끌려가는 점 또는 점들의 집합을 의미하는데,

운동을 안정적인 궤도로 끌어당긴다는 의미에서 끌개라고 부름
8)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고비가 되는 지점을 의미하며 티핑포인트, 분기점, 변곡점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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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혼돈(chaos)의 조성: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 '혼돈의 조성'이란 끊임없이 조직에 자극을 가하여 긴장과 의견 충돌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

- 조직이 감내할 수 있는 충격 강도와 보유자원을 고려하여 도전적 목표

제시, 개방성 확대, 조직구성원의 다양성 증대, 기능횡단 TF팀 활성화,

권한 위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 리더는 다소 모호하지만 상상력과 도전의지를 자극하는 화두를 던져

조직구성원이 새로운 방식으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 도전적인 목표는 조직구성원들이 기존에 일하던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도록 유도하고 위기의식을 고취시킴

ㆍ조 후지오 前 도요타 사장이 프리우스 개발 시 '연료효율성 100%

증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부여하자 개발팀은 기존의 엔진 효율성

증대를 포기하고 '하이브리드'란 새로운 개념을 제시

□ 조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것도 전형적인 '혼돈' 조성 방법

- 개방성을 확대하여 외부자극을 적극 수용하고 조직구성원에게 끊임없이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노력

ㆍ'구글웨이(google way)'의 핵심은 개방성이며 수많은 인터넷 유저와

외부 엔지니어와 협력하여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

- 이질적인 인재를 채용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의견 충돌을 장려

ㆍ인텔은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비판을 장려하는 '건설적 대결

(constructive confrontation) 문화'를 신입사원 때부터 적극 교육9)

9) 사람과 문제에 건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증거와 논리를 활용하는 방법, 사람이 아니라 문제점을

공격하는 방법 등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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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횡단 TF팀과 조직 내 권한 위임도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수단

- 기능횡단 TF팀을 통해 다양한 사업부 및 기능부서 구성원들의 의견

충돌을 자극하여 새로운 융합 아이디어를 창출

ㆍ1999년 닛산의 CEO로 취임한 카를로스 곤은 위기 탈출구로 기능횡단

TF팀10)을 적극 활용하여 V자형 회복을 실현

- 권한을 현장에 위임하여 숨겨진 아이디어가 수면 위로 드러나도록 유도

ㆍ3M에서는 CEO도 조직구성원의 아이디어를 무시할 수 없으며, 상사의

허락 없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인 '부트레깅(boot legging)'11)도 허용

세종대왕의 리더십: 혼돈의 조성

▷ 한글, 측우기 등 수많은 창조적 산물을 만든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다양한

인재 채용에 기반

- 천출인 장영실, 어머니가 천출인 황희 등 출신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

- 허조(법가), 황희(유가), 맹사성(도가), 변계량(불가) 등 다양한 사상을

지닌 인재를 골고루 채용

▷ 등용한 인재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임하고 대폭적인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적

극적인 의견 충돌이 발생하도록 토론의 장을 제공

- "인재를 얻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믿었던 신하가 과오를 저지르면 "공적(功績)으로 허물을 덮게

하라"고 지시

- 세종은 매달 5차례 경연 형식의 국정회의를 개최하여 토론의 장을 제공

(자료: 박현모 (2008). 『세종처럼: 소통과 헌신의 리더십』. 미다스북스.)

10) 전사 차원의 14개 팀, 소규모 사업부 단위의 1,600개 팀 등 총 1만 명이 기능횡단 TF팀에 참여
11) 1930년대 미국에서 금주법이 실시되던 시절에 '술병을 장화(Boot) 목(Leg)에 몰래 숨겨서 가지고

다닌다'는 것에서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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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끌개(attractor)의 형성: 공유가치와 정체성의 확립

□ 끌개의 형성은 자유방임이 부를 수 있는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

- 일일이 지시, 감독, 매뉴얼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원이 지향해야

할 공유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여 조직행동의 규율로 내재화

ㆍ조직구성원은 공유가치와 정체성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으로 행동

도쿄디즈니랜드의 경영철학과 위기 극복

▷ 디즈니는 1950년대 말 CEO였던 딕 누니스가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자'는

철학을 기반으로 수립한 경영이념인 'SCSE'를 핵심 가치로 전승

- 디즈니의 조직구성원은 고객의 안전(Safety), 예의범절(Courtesy), 연기

(Show), 효율(Efficiency) 등으로 구성된 SCSE를 자발적으로 학습

- "매뉴얼에 집착하지 마라. 사원 모두가 리더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우선 실시하라"고 강조

▷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내방했던 고객들이 혼란상태에 빠졌으나,

임직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결과 단 1명의 부상자도 없이 모두 귀가

(자료: "ディズニーの教訓　規則よりも理念で導く." (2011. 6. 27.).

『日經ビジネス』, 第1597號, 38-39.)

□ 리더는 조직의 공유가치와 정체성의 확립과 전파를 위해 노력

- 조직의 가치와 정체성은 리더의 일관된 언행을 통해 조직구성원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12)

12) Plowman, D. A., et al. (2007). The role of leadership in emergent, self organization. The
Leadership Quarterly, 18(4), 341-356.

SERI 경영 노트 제110호



7

ㆍ장수기업 듀폰의 '윤리준수, 안전보건, 인간존중, 환경보호'라는

핵심 가치는 수십 년에 걸쳐 CEO가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강조한 결과

조직구성원들에게 체화

- CEO는 조직구성원과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여 경영철학과 조직의

핵심 가치를 전파

ㆍ픽사의 CEO인 에드 캣멀은 핵심 가치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임직원에게 적극 설파하여 도전정신을 고취

□ 조직의 공유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식체계의 중복

(redundancy)과 집단보상을 실시할 필요

- 공유가치와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비전은

다르더라도 공통의 관심사가 필요

ㆍ공통의 관심사를 증대시키기 위해 일정 부분 비효율적이더라도 조직

내 부서 간 인사이동, 전 신입사원 현장경험 실시 등 팀 간, 개인 간

지식체계의 중복을 확대시킬 방안을 강구13)

- 개인보상보다는 집단보상을 강화하여 집단 내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키고 공유가치와 정체성을 확산

ㆍ1993년 IBM의 CEO로 취임한 루 거스너는 개인성과 중심의 보상체계가

자기중심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직의

가치를 강조하는 집단성과 체계를 도입14)

13) Ikujiro Nonaka (1994). A dynamic theory of organizational knowledge creation. Organization
Science, 5(1), 14-37.

14) 루이스 거스너 (2003).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이무열 옮김). 북앳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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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의 피드백(positive feedback) 확산: 지식과 정보의 확대 재생산

□ '양의 피드백'은 조직구성원이 창출한 아이디어가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여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에너지를 주입하는 것을 의미

- 다양한 아이디어가 새롭다거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배척당하지

않고 조직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리더는 지식과 정보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조직 내외부 네트워크와

소통의 장 등을 활성화하고 공간 배치도 고려

-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식과 비공식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할 필요

ㆍIDEO의 창의성은 참여관찰, 고객면접, FGI, 실험, 시스템사고 등을

기반으로 생성된 초기 아이디어를 디자이너, 엔지니어, 마케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확대 재생산한 것

- 이동 중에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배치도 고려

ㆍ픽사는 스토리와 애니메이션을 담당하는 파트는 오른쪽에, 컴퓨터

기술을 담당하는 파트는 왼쪽에 배치한 후 칸막이를 없애 감성과

이성이 충돌하여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15)

- 기술 진화와 소비자 변화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의

학회 참석, 연구회 활동, 정보교류회 등의 오프라인 활동과 블로그,

트위터 등의 온라인 활동을 적극 장려

15) 빌 캐포더글리, 린 잭슨 (2010). 『픽사웨이』 (장상필 옮김). 쌤앤파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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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내외부 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Know-where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공식 커뮤니티를 장려할 필요

- 지식과 정보의 제공이 아닌, 누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 메타정보를 담고 있는 Know-where 시스템을 구축

P&G의 Know-where 시스템

▷ P&G의 前 CEO 앨런 래플리는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까지 포함한

Know-where 시스템의 구축을 강조

- "조직 외부에 임직원 여러분이 가진 문제에 대해 답을 해주거나 해결방법을

잘 아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 생산적으로 협업할

길을 찾기만 하면 된다"

▷ P&G의 개방형 혁신인 C&D(Connect & Develop)의 성공은 Know-where 시스템에

기반

- 전 세계적으로 신제품과 신기술 탐색을 전담하는 전문가 70명이 Know-

where 시스템에 신제품, 신기술, 전문가 등의 리스트를 상시 등록

- 또한 P&G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탐색

(자료: P&G Connect & Develop 홈페이지. <www.pgconnectdevelop.com>)

- 비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거나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확대 재생산

ㆍ3M은 기술 포럼, 기술협의회, 사내 학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와

동호회 활동, 커피타임 같은 비공식 모임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최신 정보를 습득하여 제품 개발에 활용

SERI 경영 노트 제110호



10

3. 시사점

□ CEO는 안정, 균형, 효율을 중시하기 쉬운 현실에서 혼돈, 불균형, 적응

등의 가치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할 필요

- 후발자(fast follower) 지위를 벗어나 선발자(path finder)로 변신

하려는 기업에게도 창발적 리더십은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제시

□ 기존 위계질서가 공고한 조직에서는 관리적 리더십과 창발적 리더십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

- 업의 특성과 산업 발전단계에 따라 관리적 리더십과 창발적 리더십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이 필요

ㆍ아이디어 창출, 신사업 탐색 및 배양 등에는 창발적 리더십을, 사업

확대, 시장입지 확보 등에는 관리적 리더십을 적용

-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2가지 리더십 중 어느 쪽을 더

강조할지 조정해가는 것이 중요

□ 창발적 리더의 3가지 역할은 우선순위가 존재하거나 취사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모두를 균형 있게 충족시키는 것이 전제조건

- 창발적 리더십의 3가지 역할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우려

ㆍ가령 공유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돈의 조성'은 자칫

자율이 아닌 방종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

-以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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