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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 한국경제는 교역규모 세계 6위(2015), 경제복잡도 세계
4위(2014), 연구개발비(GDP대비) 세계 1위(2014) 등
양적인 지표에서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가 경제대국 일본의
국가신인도를 뛰어넘는 수준까지 상승

□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음
ㅇ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위기 이후 줄곧 하락하는 가운데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일자리창출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전략도 아직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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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의 건강척도인 역동성(dynamism)과 포용성(inclusion)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구조개혁이 화두가 된지 오래
되었지만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구조개혁 청사진이 마련
되지 않고 있음

ㅇ 더욱이 방산비리, 법조비리, 인사비리, 교육비리 등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은 가운데 제천화재사고, 살충제 계란 등 연이은
인재성 안전사고와 갑질논란, 미투운동 등 을의 자아의식 확산은
한국사회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시사
□ 따라서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으로 낙관’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진지
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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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경제체질을 고치는 것은 유무형의 제도나 관행을
고치는 것이어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극복하고 소기의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역사에서 비슷한 고민
을 한 사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함
⇒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이 지배구조문제와 직결된다는 생각
에서 경제분야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군대의 지배구조
(지휘체계 및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군사강국으로
거듭난 독일(프로이센)의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도출하고자 함

6

Ⅱ

19세기초 독일의 군사개혁 배경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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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개혁의 배경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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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ocation
Result

14 October 1806
Jena and Auerstedt, Germany

Decisive French victory
Treaty of Tilsit(July 9, 1807)
Belligerents
France
Prussia, Saxony
Strength
67,000
120,500
40,000 (Jena);
60,000 (Jena);
27,000 (Auerstedt)
60,500 (Auerstedt)
Casualties and losses
6,830 dead and wounded 38,000 dead, wounded & captured
2,480 (Jena);
25,000 (Jena);
4,350 (Auerstedt)
13,000 (Auerste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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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사개혁의 주요내용
□ 양대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직후인 1806년 12월 프로이센
국왕(Wilhelm III)은 대대적인 군개혁을 천명하였고 이를
실천할 기구인 군개혁위원회를 설치, 패전의 원인을 규명
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일련의 개혁조치들을 단행

ㅇ 군사개혁의 기본방향은 ① 분권형 지휘체계 도입 및
② 능력 있는 장교단의 양성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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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사개혁의 주요내용
▶ 프로이센군은 전통적인 횡대전투대형을 경직적으로 운용한 반면
프랑스군은 상황전개에 따라 전투대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한편
필요시 지형지물을 이용한 은닉과 소산을 적극 활용
* 프로이센 장교들은 장병들의 군기를 중시하여 적의 화력에 노출된 경우에도
대오를 유지할 것을 강요하여 무의미한 희생을 낳은 반면 프랑스 장교의 경우
프랑스혁명으로 자아의식이 강한 자국병력의 특징을 감안하여 지형지물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대오의 유지를 고집하지 않는 유연함을 보임

→ 상황전개에 대한 현장의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권형
지휘체계를 도입

▶ 급박한 전투상황에서 부대를 이끌 능력을 가진 장교집단이 부족
하였음이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확인

→ 무능한 장교 퇴출과 분권형 지휘체계에 걸맞는 장교단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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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사개혁의 주요내용

ㅇ 병역의무제 도입
: 태형 폐지(1808.7월), 국민개병제 도입(1808.8월)
ㅇ 장교의 선발 및 교육제도

: 능력 위주의 장교 선발 및 승진 제도 도입, 평민에게 장교문호
개방(1808.8월), 사관학교 설립(1810년)

ㅇ 분권형 지휘체계 도입 및 체계화
: 참모제도, 임무형 전술(Auftragstaktik), 모의실전 위주의 교육
훈련, 사단중심의 군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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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개혁의 성과 및 영향

□ 예나·아우에르스테트전투(1806)로부터 60년 후 對덴마크
전쟁(1864)을 시작으로, 對오스트리아전쟁(1866)을 거쳐
對프랑스전쟁(1870)에 이르는 일련의 전쟁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고 이를 토대로 독일통일(1871)을 완성
□ 분권형 지휘체계는 기계화와 결합하여 전격전(Blitzkrieg)으로
발전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경이적인 초반 승리
에 크게 기여
ㅇ 특히 동부전선의 경우 비록 독일이 전쟁에서 졌지만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데다 인적자원 면에서 소련에 비해
절대 열세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전투효율 면에서 독일군이
소련군을 항상 압도
* 2차대전중 동부전선에서 전투로 인한 사상자수는 독일 450만명, 소련 630만명으로
독일군인 1명이 소련군인 1.4명의 능력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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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사개혁의 성과 및 영향

□ 독일의 분권형 지휘체계는 임무형 전술(Auftragstaktik; Mission
oriented tactics)이라는 이름으로 2차대전후 재건된 서독군
(Bundeswehr)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이스라엘에 전파되어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지금은 영국,
미국 등 NATO회원국의 야전교범에 채택되었음*
* 미군의 경우 독일식 임무형 전술을 1982년 야전교범에 반영한 후 1991년의
Gulf War(“Desert Storm”)에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실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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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군사개혁 성공원인

□ 독일의 군사개혁의 핵심인 분권형 지배구조(decentralized
governance)는 하위조직에게 어느 정도 행동의 자주성(autonomy)
을 부여함으로써 ①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의 적응성
(adaptibility)과 유연성(flexibility)을 높이는 한편 ② 동기부여
(incentivization)를 통해 군 조직의 전투력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그러나 분권형 지배구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의 자주성(autonomy)이 조직 전체의 이해와 조화되는 통일성
유지(alignment)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독일의 군사개혁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서로 상충되기 쉬운 ‘자주성
부여’와 ‘통일성 유지’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제도설계(system
design)를 한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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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 부여

ㅇ 명령의 단순화를 통한 하급자의 재량권 보장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하달할 때 명령의 목표(what to achieve)와
의도(intent)만을 포함하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how to achieve)는
하급자의 재량에 일임
(예) “Gentlemen, I demand that your divisions completely cross the German
borders, completely cross the Belgian borders and completely cross
the River Meuse. I don’t care how you do it, that’s completely up to you”
(Kurt Zeitzler, Colonel General, Chief of staff of Panzergruppe Kleist)

ㅇ 하급자의 주도적 행동(Initiative) 강조
- (적극적 행동 의무화) 전투상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하급자의
주도적 행동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명령을 기다리느라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
- (실패에 대한 관용) 다음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급자의 명령과
상반된 행동을 하였고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상급자의 의도를 따른 것
으로 간주하여 처벌하지 않음
1) 상황이 본질적으로 변하였거나, 2) 상급자와의 연락이 단절되었거나
또는 3) 신속한 결정이 불가피하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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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주성 부여

- (정신교육 및 실전모의훈련 강화) 말단 지휘자조차도 지도자
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이에 걸맞는 대우를 하는 한편 실전모의
훈련을 강화하여 가변적인 상황에서 주도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② 통일성(Alignment) 유지
ㅇ (Rule-based Alignment) 교육훈련을 통해 상급자와 하급자가
공동의 사고체계와 행동양식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하급자의
재량적 행위가 상급자의 의도와 조화되도록 유도
- 전술교육시 하급자로 하여금 최소한 1, 2단계 상위의 부대 전술
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상급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배양
18

Ⅲ

독일의 군사개혁 성공원인
② 통일성(Alignment) 유지

- 상급자와 하급자간 소통 강화와 경험의 공유를 통해 간결한 명령
만으로도 하급자가 상급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
· 초급장교의 경우 임관 전에 일정기간 사병생활을 하도록 함
으로써 상급자와 하급자간 경험의 단절이 없도록 함

③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ㅇ (철저한 반성) 예나·아우에르스테트 패배 직후 설치된 군개혁
위원회는 예하에 신문고의 기능을 하는 “직소위원회”를 두고
양대 전투시의 실패사례를 다양하게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
* 이 때 수집된 신고내용이 권당 약 700쪽 분량의 총 606권에 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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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ㅇ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지) 프로이센 국왕들은 대를 이어 개혁
성향의 고위 장군*들을 연이어 참모총장에 임명함으로써 개혁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
* 초대 참모총장인 Scharnhorst는 개혁성향의 이론가 Clausewitz와 Gneisenau(2대
총장)를 신설 참모본부에 배속시키고 초기 개혁을 주도하였고 덴마크,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Moltke 원수는 30년간(1857~1888)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개혁을 완성

Scharnhorst

Clausewitz

Moltke the E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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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ㅇ (동기부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분권형 지휘체계를 야전규범에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1) 장교선발을 엄격히 하는 한편
2) 새로운 지휘체계 하에서 군사지식과 인문교양을 겸비한
지도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과과정을 대폭
수용한 사관학교를 세계 최초로 설립하였고
3) 주도적 행동을 장려하고 복지부동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상벌제도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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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지배구조의 기본축 (Then)
① 위계질서

빠른 의사결정

② 집단주의
②-1 연공서열

일사분란

②-2 단체행사
②-3 연고문화

신뢰반경 확대

그러나 한국식 지배구조는 다음의 문제점 노출
▷ 위계질서 → 권한의 불균등 배분 → 부패 친화적
▷ 연공서열 → 낮은 경쟁압력 & 능력 위주 인재 발굴 곤란
23

한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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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식 지배구조의 문제점
한국식 지배구조의 변질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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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촉진 & 투명성 제고 ⇒ 한국식 지배구조의 변질 (Why?)
① 위계질서

투명성 규제

② 집단주의
②-1 성과중시
연공서열

연고의 출세 도구화

②-2 단체행사

공과 사의 구분 곤란

②-3 연고문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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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강화 & 경쟁촉진 ⇒

☞Why ?

권력형 비리 (상층부)
& 복지부동 (하층부)
& 과열경쟁 (입시, 내부승진)
& 규제완화 부진

: 관행(불평등 권력배분, 연줄문화)을 그대로 둔 채 외형적
규제로만 투명성 제고와 경쟁 촉진을 추진한 탓

: 권력의 불평등 배분과 연줄문화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 성과 강조

→ 경쟁격화 but 실력경쟁 대신 순위∙자리경쟁 (경쟁의 변질)
→ 충성과 승진의 맞교환(위계 상하간 결탁, 연줄의 도구화)
→ 입시지옥 & 비리 견제장치 미작동 (→ 권력형 비리 여전)

√ 투명성 강화 → 감시 강화 ≒ 책임 증가 (권한은 그대로)
→ 규정대로 (규정은 목숨처럼) & 책임전가 (복지부동)
→ 규제완화 지지부진
26

Ⅳ

한국식 지배구조의 문제점

☞ 반면 독일은 군사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권한을 하부위임하는
방향으로 법제(야전규범)를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인들의 의식과
행동도 제도 변화에 걸맞게 바뀌도록 여러 보완대책들을 병행 추진
① 군인에 대한 인식 : 관리대상 →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인격체
(사병: 태형 금지, 장교단: 인문소양교육 강화)

② 주도적 권한 행사 독려 : 교육훈련과 상벌제도를 통해 반복 학습
(제식훈련 → 실전모의훈련, 결과 중심 감사 → 과정 중심 감사)
③ 주도성과 통일성의 조화 도모 : 경험과 인식의 공유
(차상위 부대전술의 숙지, 초급장교의 임관전 사병 체험 의무화)
★ 한 마디로 독일의 군사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와 관행
모두를 한꺼번에 고친 데 있음 (물론 오랜 기간 꾸준히 추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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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하부위임하는 방향
으로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경쟁의 건전성 회복과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
ㅇ 한국식 지배구조(엄격한 위계질서와 출세도구로서의 연줄)하에서
경쟁은 실력경쟁 대신 순위∙자리경쟁으로 성격이 변질
- 순위∙자리경쟁은 승자독식이 본질 → 실력배양보다 승리를 목적으로 한
부도덕한 경쟁행위 조장 → 경쟁 촉진의 이론적 근거인 후생정리*에 위배
* 완전경쟁 균형은 파레토최적이다

ㅇ 그동안 추진되어온 각종 투명성 강화 조치들은 규제가 본질
- 관행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투명성 규제는 왜곡되기 쉬움 → 권력상층부는
막강한 권력을 통해 비리견제장치를 무력화, 권력하층부는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복지부동함으로써 투명성 규제의 취지(정당하고도 책임있는
권한 행사 유도)를 왜곡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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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차 산업혁명에 대비
ㅇ ICT혁신(3차 산업혁명)으로 높아진 경제주체간 연계성은 기술의 융복합과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
ㅇ 경제주체간 연계성 강화는 경제구조를 복잡(complicatedness)*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복합화(complexity)* 특성
을 강화시키고 있음
* 첨단기계의 경우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복잡하지만 동일한 투입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낳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잡(complicated)한 반면 21세기의 인간관계는 연계성 증대로
복잡해짐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이 작용하면서 투입이 같더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는
복합화(complexity) 특성을 띠고 있고 이로 인해 미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차이가 있음

ㅇ 그 결과 조직의 경쟁력이 미래의 예측능력보다 예기치 못한 상황전개에 대한
대응능력* 즉 적응성(adaptibility)과 유연성(flexibility)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
* 이는 조직의 경쟁력이 기술기반이나 지식기반의 경쟁력에 바탕을 둔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이외에 조직의 변신능력에 초점을 둔 적응우위(adaptive advantage)도 중요함을 의미

ㅇ 조직의 적응성과 유연성 제고는 일선 하위조직 구성원이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수시로 변하는 현장상황에 대응하여
주도적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가능(empowerment 필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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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활성화의 당초 취지를 되살리고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려면 권한의 지나친 편중 현상은 반드시 해소될 필요
ㅇ 권한의 지나친 편중은 순위∙자리 경쟁을 부추겨 경쟁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권력형 비리의 근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투명사회 조성에도 걸림돌
ㅇ 권한의 편중이 시정된다면 그 자체로 권력형 비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하위직으로 하여금 출세도구로서 연줄에 덜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권력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효과
ㅇ 또한 하위직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권한과 책임간 불균형 현상이 해소
되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조성될 것이고 그 결과 하위직의 복지
부동 현상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임은 물론 공직사회의 책임회피성 규제
집착도 완화되어 규제완화의 물꼬를 트는 부수익도 기대 가능

31

Ⅳ

한국경제가 배울 교훈

☞ 문제는 권력배분의 편중현상을 해소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데 있음
ㅇ 권력배분의 편중현상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관습 또는 문화와 관련되기에
규정으로 권한을 하부로 위임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님
* 사회심리학자이며 인류학자인 홉스테드(Hofstede)는 한 나라의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중
하나로 권력거리(power distance)를 포함하였는데 여기서 권력거리는 권한의 불평등
배분을 용인하는 국민정서를 의미. 우리나라는 권력거리가 긴 문화, 즉 국민정서가 불평등
한 권력배분을 용인하는 경향이 강한 문화로 분류되고 있음

☞ 이와 관련, 독일의 군사개혁 사례로부터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① “관습이나 문화 또한 바뀔 수 있다. 다만 오래 걸릴 뿐이다.”
② “제도와 관습을 모두 바꾸려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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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규제)에만 의존 말고

일변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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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권한의 하부위임을 위한 제도적 조치(독일 사례를 참조)
√ 권한의 하부위임을 조직 내규에 반영
√ 상벌제도의 적극 활용
: 현상유지보다 실험정신을 장려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감사제도 개선 → 하위직이 수임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도록 유도
√ 조직의 가치관과 전략의 공유
: 하위직이 상위직의 의도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능동적인 권한 행사를
두려워할 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통일성 확보도 곤란
√ 연줄에 의존한 정치력보다 실력 배양을 장려하는 인사정책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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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의식 개혁
√ 건전한 개인주의 함양
: 권한의 하부위임은 직위에 관계없이 조직 구성원 모두를 인격체로 대우하는
데에서 출발(예: 독일의 군사개혁은 태형금지에서 출발)
√ 인생가치의 다양화(예: 전문가를 대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한국사회의 인생가치는 부의 축적과 출세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는데
이러한 외골수 가치관이 지속되는 한 건전한 경쟁이 불가능

③ 권한의 하부위임은 오랜 기간 꾸준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바
관행으로 정착되기까지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지원이 필요
√ 1866년 보불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한 이유
: 독일은 권한의 하부위임을 제도화한 반면 프랑스는 나폴레옹이란 개인의
역량에 과다 의존
* 독일도 군사개혁 초기에 프레데릭 대왕 이래 전수되어온 낡은 군사전술에 익숙한 군인들
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은 것이 사실임. 독일의 군사개혁은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 1870년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개혁이 완성되기까지
60여년이 필요하였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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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민통합형 정치
√정

치

: 좌우갈등 봉합

√ 노동정책

: 노사화합 도모

√ 사회정책

: 조세정의 실현, 사회안정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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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필요한 것은?
외과수술(규제)보다
내과처방(관행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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