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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무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와 함께 기업지배구조에서

바라보고 평가할 때 외부로 드러난 이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990년대 후반

지표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감사위원 개인과, 하나의 팀으로서 이사회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특히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이야기이다.

위해 상법에서는 자산규모 2조 원을 초과하는

‘격변(Disruption)’은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상장기업의 경우 이사의 과반수, 감사위원회의

격변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나 문화적인 변화,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인구통계학적 추세의 변동, 지정학적 사건이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대주주와 경영진을

세계화 등 때로는 동시에 일어나는 다양한 요인들로

감독하는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가속된다. 기존의 사업모델을 심각하게 붕괴시킬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수세적인 입장을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견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업만이

기업지배기구의 효과성 수준을 측정할 때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학계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사외이사의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파괴적 사건을 예측하는

이사회 의장 겸직 여부, 사외이사 비율 등),

역량과 용기 있게 대응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사회의 전문성(사외이사 경험자의 비율,

이런 측면에서, 딜로이트 글로벌이 발간한

회계·세무전문가의 비율), 이사회의

‘2017 Directors’ Alert’에서는 파괴적 혁신을

활동성(이사회개최 횟수, 사외이사의 이사회

받아들이는 용기(Courage)와 이사회 전체의

참석률) 등을 주요한 지표로 사용한다.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중요성을

학계의 연구자이건, 투자자이건, 규제기관이건

이사회에 강조하고 있다.

외부인이 특정한 기업 혹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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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과 다양성의 힘을 활용하라

전략에 용기를 주입하라

다양한 가능성(격동적인 시장환경,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파괴적

고객의 기호,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무는 경쟁자의

필요한 창의성과 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는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혁신, 강화되는 규제와 높아지는 이해관계자의

출현 등)을 고려하며(용기 있는 고려)

새로운 생태계를 사업 파트너나 협력사 또는

그동안 개인 이사들의 자질이나 역량과 경험에

기대 수준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새로운 시장이나 고객 또는 투자안을 선택하기

복잡하고 예측성이 떨어지는(VUCA: Volatility,

위해 다른 시장이나 고객 또는 투자안을 포기할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 사업

수 있는 선택,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한 혁신이나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환경에서

시도에 투자하기 위해 과거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전략 수립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장래의 성공이 불확실한 사업을 과감하게 접을 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있는 선택(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생태계 구축: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해

일반 대중과 공동으로 구축(예. GE는 루이빌
대학과의 파트너십으로 만든 ‘퍼스트 빌드(First
Build)’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도출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제품화해 출시)

이사회와 그 ‘집단지성’을 강조하는 추세다. 이사회
전체의 지적 수준은 개인 이사들의 평균이나 가장
유능한 이사의 지적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이

•도전정신: ‘좋은’ 아이디어는 그 자체만으론
아무런 의미가 없음. 아이디어를 고객에게
재빨리 제시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은 후

전략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수많은 변화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에는 ‘팀’으로서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해

아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단 전체는 각 부분을
단순히 합한 것보다 크며, 집단지성은 집단 자체의
재산이라고 한다 2. 개인의 지적 수준이 복잡한

속에서 기회요인들을 짚어내고 조직의 소중한

혁신과 실패를 포용하라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지속적인 가치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기업의 평균

창출할 수 있는 일관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수명은 1920년대 67년에서 최근에는 15년으로

전략의 핵심임을 고려하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단축되었다. S&P 기업들은 평균 2주마다 바뀌고

훌륭한 전략의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있으며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의 리처드

이사회와 경영진은 기존의 사업모델을 파괴할 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집단적 사고(group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포스터(Richard Foster) 교수는 2020년까지 현재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특히 기존의 사업모델이

think)’의 부정적인 효과를 회피하면서 집단지성을

방법론과 역량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S&P 500 기업의 75%가 바뀔 것으로 예측한 바

그동안 성공적이었고 현재도 유효한 경우에는 더욱

이끌어내는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분하지 않다. 바람직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1.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격변의 대상이

관련 연구에서는 이사회의 집단지성과 관련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기존의 조직들이 격변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조직이나 사업모델의

아래의 3가지를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뒷받침되어야 한다.

위해서는 전략적 또는 운영상의 의사결정에서

숙명이며,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성공에 안주해

‘용기’란 힘들고 리스크가 큰 상황이나 혹은 두려움

파괴적 기술과 새로운 사업모델을 받아들여야

현상을 유지하려는 기업들은 격변의 대상이 될

속에서 기꺼이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다. 파괴적인 환경을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공적인 변화를 기꺼이

사업 전략의 관점에서 이사회는,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필요하다.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진 기업만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때, 잘못된 결정일 확률이 약 30%에

•난처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는 사안을 격의 없이

•기회요인 발굴: 격변 속에서 기회요인을 재빨리

미래의 사업을 확보할 수 있다.

달한다 3.

논의하거나 소수의견을 부담 없이 제기하고(용기

발굴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중요 자산(공급망,

있는 대화)

전문성, 경험)을 기반으로 현실화(예. 50개

•기존의 지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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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보다 유연하고 과감한 시도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기꺼이 빨리 실패하고자 하는
도전정신이 중요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의 성과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단지성은 집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할 때 더 나은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이사회가 격변 속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하며, 탁월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이상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것인지를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살아남을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

수 없다.

1. 이사회 구성: 이사회가 사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특정한 개인이나 동질적인
집단의 결정에 따라 하나의 관점에서만 문제가

2. 논의 방식과 분위기: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논의
방식이 구성되고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목소리가 큰 소수의 이사가 논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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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고 편향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한두 가지를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집단지성을 결정하는 직접 요인 2

정치적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높아진다.

균형 잡힌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경험의 다양성

이후 미국의 방향성까지, 2017년에도 기업을

6가지 사항 모두가 중요하다. 전체 이사회

이사회 사고의 다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둘러싼 환경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하게 대우하고, 구성원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관점에서는 이들 방식을 어느 정도까지 다룰 수

두 번째 요인은 각 구성원이 가진 과거의 경험이다.

규제기관, 이해관계자와 언론은 기업지배구조에서

느끼며, 부담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있는 역량이 있지만, 개인별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이사회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조성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사회 내에서

믿는 한두 가지 방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집단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새로이 등장하는

치열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나머지 방식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원을 선정할

리스크나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사건에 직면할

실제로, 경영진의 약 75%가 달성하고자 하는

때 최고경영자(CEO), 최고운영책임자(COO)

가능성은 어느 조직에나 존재한다. 예상하지 못한

이상의 핵심 요소가 기반이 되긴 하지만, 이외에도

결과를 정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혹은 최고재무책임자(CFO)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그 과정에서 평판이나

이사회의 구성과 사고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식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법률전문가나 리스크관리(CRO), 정보기술(CIO),

브랜드 가치를 포함한 기업가치(EV)가 훼손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며, 최고의 성과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4, 나머지 이해관계자,

마케팅(CMO), 인재관리(CHRO) 등의 경력을 가진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이사회의

집단지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직접 요인과 간접

프로세스, 리스크 및 판단 근거 등의 측면이

가진 후보들을 고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용기’와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요인을 적절히 결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너무 많은 수의 이사로 구성되거나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다양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집단지성을 결정하는 직접 요인 1

방식과 관련한 사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사회

효율성이나 논의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 해결 방식

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편향성을

회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개인이 문제를 해결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는

결과(Outcomes), 대안(Options),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이사회의 구성은 조직

집단지성을 결정하는 간접 요인

프로세스(Process), 판단 근거(Evidence),

외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증권분석가나

성비(性比)나 인종 및 문화적 다양성 등이

이해관계자(People)와 리스크(Risk)의 6가지가

투자자, 규제기관 등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낳을

집단지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간접

있는데, 특히 압박 하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이 중

수도 있다.

요인이며, 이사회 구성 시 회사 임직원과

3. 리더십: 이사회 의장은 모든 이사회 구성원을

고객군(群)을 구성하는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집단지성을 이끌어내는 직접 요소와 간접 요소들을
적절히 고려함으로써,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판단 근거
•결과: 바람직한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
대안

자
관계
이해

•대안: 발생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검토
•프로세스: 실행계획을 명확하게 구성
•판단 근거: 강력한 복수의 원천을 통해 입수한
데이터에 의존

다양한
접근 방식

•이해관계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의

크
리스

프로
세스

•리스크: 복수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대응

내에서 여러 문제 해결 방법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모을
수 있을 때 보다 현명하고 혁신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방안을 검토

Contact

김영삼 전무

이사회의 용기와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결과

스스로의 확신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사회

1	http://www.bbc.com/news/business-16611040
2	A. Williams Woolley, C. F. Chabris, A. Pentland, N.
Hashmi, and T.W.Malone, ‘Evidence for a Collective
Intelligence Factor in the Performane of Human
Groups,’ Science, Vol. 330, p.686~688, 2010년
3	L. Hong, S. E. Page, and M. Riolo, Incentives,
‘Information and Emergent Collective Accuracy,’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Vol. 33,
p.323~332, 2012년
4	J. Bourke, Which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How Diverse Teams Create Breakthrough Ideas and
Make Smarter Decisions, Australian Institute of
Company Directors, 2016년

경기가 회복될 뚜렷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02-6676-1522
youngskim@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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