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Canvas는 HBR의 주요 내용과 큐레이션의 인사이트,   

다양한 참여자의 토의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더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HBR OC Canvas입니다.  

 

HBR OC Canvas는 코넬 대학의 노트 정리방법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으며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tep 1은 아티클을 읽고 큐레이션에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읽으신 아티클의 주요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며  

큐레이션을 들으면서 메모를 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Step 2는 아티클과 연계된 보충자료를 살펴봅니다.   

연관 이론이나 사례를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 시킬 수 있습니다.  

큐레이션이 끝나고 토의에 앞서 간단한 설명을 드립니다.   

 Step 3은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토의 주제별로 참가자들의 발언 및 느낀 점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메모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신 세션 별로 아티클과 함께 OC Canvas를 함께 보관하시면 

필요할 때 찾아보거나 복습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어제보다 한 뼘 더 성장하는 당신을 위해  

 

  



 

HBR OC Canvas 

Step1. Read the article  

Date  2017.9.20 Place 강남 

Title 나는 GE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변혁의 과정에서 얻은 교훈 

Author 제프리 R. 이멜트 : GE CEO (2001~2017) 

Subject Leadership 

Summary of the article 

 

Introduction  

- CEO 는 다양한 기업 순환주기에 맞춰, 임무를 부여받음 

Ex) 회사 설립 후 성장 중심, 성숙단계에서의 BM 관리 등 

- 해당관점에서 GE의 CEO 제프리 R. 이멜트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GE의 가장 중대한 변혁기에서 회사를 완전히 

탈바꿈시켜야하는 임무를 부여받음   

- 이번 아티클에서는 해당 변혁기를 거치며 제프리 R. 

이멜트가 깨달은 주요 여섯가지 요점을 정리함 

 

The Transformation 

 - GE CEO로서 해당 변혁기 동안 수행한 핵심 

Transformation 영역은 크게 다섯가지임 

 (포트폴리오)전통적 대기업에서 집중적인 산업 

대기업으로 : 핵심 제조업 비즈니스에 집중하며,  

저기술 비제조 사업부 매각 

 (혁신) 인수합병 주도형 다각화에서 기술 주도형 

성장으로 : 연구개발투자 강화하며 GE를 기술기업으로 

변모시킴 

 (글로벌화) 미국 중심에서 글로벌 중심으로 

 (전략적 초점) 산업 기업에서 디지털 산업 기업으로  

: 하드웨어에서 애널리틱스 관련 소프트웨어 및 기계에 

내장된 센서부문으로 전략 Focus 이동 

 (조직) 상명하달식에서 민첩형 분권화로 : 조직의 

계층화를 줄이고, 업무방식은 린 스타트업 방식을 

맞춤형으로 응용 

 

아래부터는 해당 Transformation을 수행하며 CEO 제프 

이멜트가 깨달은 교훈들에 대한 정리 

 

원칙에 충실하라 

- 복수의 사업을 동시 추진할 때는 각각의 사업이 서로 

적절히 들어맞도록(fit) 하고 그렇지 못한 신규 

Curation  

(Curation을 들으면서 요점 정리) 



아이디어와는 거리를 두며, 회사 목적에 부합하는 일관된 

사업원칙을 적용함 

 

몰입하라 

- 좋은 리더, 좋은 CEO는 호기심이 많으며, 향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트렌드와 새로운 소식과 관련된 정보들을 

시시각각 흡수함.  

- 좋은 CEO라면 이런 정보들을 차분하게 숙고하고 관련 

자료를 찾으며, 내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 

‘몰입의 시간’을 거친 후 결론에 도달함 

 

절실해져라 

- GE는 대규모 변혁을 추진할 때마다 늘 사생결단의 

자세로 임함. 경영진에게도 이런 마음가짐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 변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음 

 

전부를 걸어라 

- 변혁을 추진할 때에는 끝까지 하겠다는 각오 아래 돈과 

인력을 과감히 투입한다는 결의가 있어야 함. 몸을 사리면 

절대 성공할 수 없음 

- GE 정도 규모의 회사라도 일을 일단 시작하면 결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하며, 해당 

업무를 위해 한 조직이 아닌 회사 전체가 움직여야 함. 

  

필요하면 언제든 방향을 틀어라 

- 변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난관 중 

하나는 실행력을 발휘하고 그룹을 이끌 배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며 변화에 

적응해 가는 일임 

 - 대규모 자원을 투입했더라도 새로 배운 것을 토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어 

둬야 함. 처음부터 완벽한 전략을 세우고 시작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임 

 

새로운 유형의 인재를 포용하라 

 - GE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은 기존 핵심 인력만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힘들고, GE에서 경력을 쌓지 않은 

임직원들이 필요했음.  

 - 이를 위해 신규 직원들이 진정한 GE의 일원이 될 

때까지 새로운 조직문화 구축, 새로운 업무방식, 새로운 

생각들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했음 

 



Step2. Further Study with Supplement  

HBR Insight & Inspiration! 

나는 GE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변혁의 과정에서 얻은 교훈   

(How I remade GE and What I learned along the way) 

이번호의 특집기사는 최근 퇴임한 GE의 제프 이멜트 CEO의 기고와 함께 GE의 Transformation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임자인 잭 웰치의 후광 때문에 크게 주목 받지는 못했지만 취임 후 닥쳐온 

커다란 환경변화를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GE의 체질을 바꿔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영에 앞서가는 기업답게 많은 경영기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중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을 

만한 항목 정리해 보았습니다.  

 블랙 스완 이론 (Black Swan Theory)  

블랙스완은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를 뜻합니다. 1697년 네덜란드 

탐험가인 윌리엄 드 블라밍이 호주 서부에서 검은 백조를 발견하기 전까지 백조는 모두 

흰색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백조는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실제로 검은 

백조가 발견되자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용어는 2007년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탈레브가 분석한 검은백조 현상의 특성은 1)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2)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만큼 충격적이고 3) 발생한 이후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영국의 브렉시트 등을 꼽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일을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이론들을 끼워 맞춰 설명한 다음,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도 있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source : http://www.businessinsider.com/societe-generale-ominous-black-swan-chart-november-2016-2016-11 

 

 변혁적 리더십 (transformational leadership)  

모든 리더가 고민하는 리더십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협력을 

가져오는 영향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구성원을 

동기부여하고 성과를 지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프 이멜트 CEO는 많은 리더십 스타일 중에서도 변혁적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변혁적 리더는 리더가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충성과 신뢰, 

존경 등의 감정을 일으켜 기대보다 높은 노력을 이끌어 내고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성과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 입니다. 변혁적 리더는 카리스마 (격려를 통해 구성원과 조직이 

자부심, 신념, 존경을 갖게 함), 고취능력 (구성원에게 높은 기대를 갖고 의사 소통하여 폭넓게 

동기를 부여), 지적 자극 (리더들이 구성원을 자극하여 문제해결에 혁신이 스며들게 함), 개인별 

배려 (리더가 구성원 개개인의 자아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개인별로 관심을 기울이고 

격려)의 네 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인데 이 두 가지 리더십을 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businessinsider.com/societe-generale-ominous-black-swan-chart-november-2016-2016-11
http://static4.businessinsider.com/image/58335dc5e02ba7e5008b5a3d-960/black-swans-november-2016-cotd.png


 

Source: http://anythingtip.tistory.com/82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에게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카리스마를 이용하여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리더 스스로도 자기 희생적인 

리더십을 몸소 실천합니다. 이를 통해 극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구성원들에게 희망적임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매트릭스 조직 (transformational leadership)  

GE 같은 글로벌 기업은 다양한 지역 조직과 중앙 조직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트릭스 조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적 차원에서 제품 조직과 지역 조직을 

매트릭스화 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2개의 조직에 동시에 소속되도록 하는 조직 형태를 글로벌 

매트릭스 조직(Global Matrix Organization)이라 합니다.  

글로벌 매트릭스 조직은 제품(Product) 측면과 지역(Region) 측면을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글로벌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제품 조직과 지역 조직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조직내의 

의사 소통과 그에 따른 공동 의사 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메트릭스 조직은 현지화란 측면에서도 시장의 변화에 대하여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종래의 사일로형 조직에서는 의사소통이 

수직적으로 오르내리고 난 다음에 수평으로 가는 비효율성이 있는 것에 반하여 매트릭스 조직은 

바로 일을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가는, 즉시 시장대응이 이루어지게 되어 경쟁력이 있는 

조직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글로벌 매트릭스 조직은 1980 년대 이후 ABB 나 Nestle, Dow Chemical 등 글로벌 선진 

기업들에서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Source : http://m.blog.daum.net/lkm1997/15298076 

 

Source: http://m.cafe.daum.net/hrstrategy/HUfm/23?q=D_gICzxbThoo90& 

  

http://m.blog.daum.net/lkm1997/15298076


 Step3. Discussion  

Discussion Topic별 Key take away 정리  

Topic 1:  

 

 

 

 

 

 

 

 

Topic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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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keawa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