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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R은 Objectves and Key Results

의 약자로, 인텔 출신의 벤처 투자자인 

존 도어(John doerr)가 구글·아마존·

트위터 등 그가 투자한 스타트업에 이

를 전수하면서 널리 확산되었다. 존 도

어는 인텔에서 근무할 당시 iMBO(Intel 

Management by Objectives)라는 이름

으로 OKR을 접했으며, iMBO를 만든 

인텔의 전 CEO인 앤디 그로브는 목표와 

함께 늘 핵심결과를 강조했다. 이에 존 

도어는 그로브가 강조한 목표와 결과를 

끄집어내어 OKR로 이름 지었다.

iMBO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OKR

은 피터 드러커의 MBO를 기반으로 하

고 있다. 다만 많은 MBO 시스템이 드

러커가 제안한 원칙과는 무관하게 평가

와 보상을 결정하는 도구로 활용된 것

에 반해, OKR은 드러커가 강조한 MBO 

원칙에 보다 충실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

서 OKR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드러커의 

MBO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MBO 원칙 

MBO의 원리 ➊ 상사가 아닌 목표에 의해 관

리해라  ｜  목표에 의한 관리란 ‘상사의 요

구가 아닌 직무의 요구, 즉 조직성과에 기

여하는 목표를 관리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사가 여러 대리점을 관리하는 영

업담당자에게 무심코 “유류비가 왜 이렇

게 많이 나오냐?”고 꾸짖으면 해당 직원

은 멀리 떨어진 대리점은 자주 방문하지 

않게 된다. 상사의 꾸짖음으로 인해 영

업직무가 요구하는 주요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직원들은 상사의 사소한 언행도 중요

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드러커는 “상사

가 요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직무가 요

구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경영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것이 

바로 목표에 의한 관리, MBO이다. 

MBO의 원리 ➋ 목표(objectives)는 기업의 

사업목표(Business Goals)로부터 도출되어

야 한다  ｜  구성원들의 노력이 성과로 이

어지려면 첫째, 무엇이 성과인지 명확하

게 규명하고 둘째, 구성원의 노력을 그 

방향으로 맞추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전체 방

향성을 설정한 후 하위 부서의 목표가 

상위 부서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팀원의 목표

달성이 팀, 부문, 기업 성과로 이어진다. 

MBO의 원리 ➌ 자신의 성과를 스스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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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R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구글의 성과관리 방법론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은 

OKR은 넥스트 구글을 꿈꾸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FORTUNE」 500대 기업의 상당수도 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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