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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사람이 사는 사회는 크던 작던 대장이 있게 마련이다. 대장은 조직이나 집단

의 대표로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진로를 결정하며 집단을 위한 투쟁에 선

봉에 서기도 한다. 

부정적인 면도 있다. 대장은 일하지 않고도 먹는다. 그것도 잘 먹는다. 대장

이 뭔가 일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로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인지 또는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사실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은 자리를 향한

징검다리로 한 조직의 대장노릇을 하고 이를 위한 표면적 실적만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통솔의 범위가 광역화되면 사회는 보다 많은 교환 가치를 가지게 되며 세분

화된 분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전문성도 당연히 심화된다. 분업은 지금

까지 인류가 생산성을 높여온 방법론의 하나 다. 

그런데 광역화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 기관장이 한 명만 남아야

한다. 대학을 합치면 두 명이었던 총장이 한 명으로 줄어든다. 행정 구조를 바

뀌어도 소위 말하는 장(長)자리가 줄어든다. 이건 장 노릇을 하던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된다. 

컴퓨터의 보급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역이 넓어

진다. 따라서 관리직이라는 일자리는,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시간

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 일이 줄어든다. 광역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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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간의 합병, 기업 간의 합병, 광역화, 국제화 등의 전반적인 추세가 이렇다.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합병을 통해서 보다 유능한

CEO만을 세우는 것, 행정 체제를 재편하는 것 등은 모두 골목대장에겐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울타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감옥이 되기도 한다. 조직에

소속된 사람은 조직의 따듯한 온정과 보호에 만족할 수도 있다. 반면에 끊임없

이 조직의 경계에 부딪치며 조직이 허용하는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는 조직은 감옥이 되기도 한다. 대장도 이와 같다. 조직이나 사회를 보호하여

주지만 조직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는 역기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조직이나 사업체를 운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규모가 작다면 사

장은 인사, 회계, 경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게 된다. 조직의 규모

가 커지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만들고 이러한 업무를 위임해야 한다.

일을 위임해서 처리하다가 보면 사장의 뜻과 어긋나는 구석도 있다. 그렇다고

위임했던 업무에 대해 사장이 일일이 간여하게 되면 조직은 성장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조직의 장은, 조직의 발전보다 조직 내에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하다. 사회의 발전을 말하지만 행동에 있어서

는 발전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다고 노래

를 불러놓고, 권력을 얻지 못하게 되거나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잃게 되면 조직

이야 발전하든지 말든지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이런 경우 골목

대장은 구성원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생긴다. 

대개 조직의 장은 조직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성장을 지원하지만 제

어권의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면 성장을 방해하기도 한다. 바로 이때가 장을 바

꿔야 할 때이기도 하다. 

유능한 골목대장은 골목이 넓어져도 대장 노릇을 계속할 수 있다. 이들은 골

목이 넓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길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골목대장은 골목이 넓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 골목대장은 굳이 사람이

아니라 기관이나 조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능한 골목대장은 골목

이 넓어져도 대장 노릇

을 계속할 수 있다. 

이들은 골목이 넓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 오히려 반길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골목대

장은 골목이 넓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

골목대장은 굳이 사람이

아니라 기관이나 조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