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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설립된 나이키는 스포츠 선수

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서 출발했다. 공동 창업자 중 필 나이트

(Phil Knight)는 오레곤(Oregon) 대학의 

중거리 육상선수였고, 빌 바우어만(Bill 

Bowerman)은 육상코치였다. 이들이 기

록향상을 위한 스포츠화를 개발하고자 

했던 바람이 ‘나이키’의 시작이다.

필 나이트 회장은 단순히 운동화를 만

들고 파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신

발에 어떤 정신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것이 바로 ‘Just do it!(일단 한번 해봐!)’으

로, 나이키의 슬로건이자 나이트 회장의 

인생 좌우명이기도 하다. 

이후 나이트 회장은 외부 행사에 초대

되어 갈 때마다 방명록에 자신의 이름 대

신 ‘Just do it!’이라고 적었다.

Nike의 탄생, Just do it! 

Just do it!은 기업문화와도 연결되며 기업

문화는 상품의 혁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이키의 새로운 제품들은 공상 같

은 아이디어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연구한 끝에 얻어진 사례가 많다.

빌 바우어만은 1971년 어느날, 아침식

사로 와플을 먹던 중 와플모양을 보고 

좀 더 혁신적인 운동화를 개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고안해 냈다. 즉, 라텍스 고

무를 와플굽는 기계에 부어 밑창을 만듦

으로써 잘 미끄러지지 않고 가벼운 신발

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그 순간 나이키

의 역사는 시작된 셈이다.

이후 스포츠화의 전설이 된 에어쿠션 

역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엔지니

어였던 프랭크 루디(Frank Rudy)가 신발

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특수한 공기를 넣

는 방안을 생각해 낸 것에서 출발하였다. 

1977년 당시 그는 이 아이디어를 여러 신

발 회사에 제안하였으나 오직 나이키만

이 제의를 받아들였고, 몇 년 동안 실패

를 거듭한 끝에 ‘Air-Sole 쿠셔닝’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처럼 나이키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 두려움 없이 잠재능력을 최

대한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혁신이 이루어

진다고 믿는 것이다.

한편 ‘나이키’라는 이름의 탄생에도 일

화가 있다. 나이트 회장의 친구인 제프 

존슨(Jeff Johnson)은 ‘운동선수들을 유

혹하는 것은 오로지 승리일 뿐이다’라는 

스포츠 철학을 믿어왔다. 그는 1971년 새

로운 브랜드의 이름을 승리를 상징하는 

그리스 여신 ‘니케’의 이름에서 따와 영어

식 발음인 ‘Nike’로 결정하였다.

나이키 본사는 미국 오레곤(Oregon) 

주 비버튼(Beaverton)에 위치해 있으며, 

1986년도 한국나이키를 설립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스포츠화를 비롯하여 의

류와 가방 등 스포츠 관련 용품을 판매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4년 6월 21일 지분을 100% 

인수, ‘나이키스포츠코리아(Nike Sport 

Korea)’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나이키

스포츠코리아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직원수는 

2020년 6월 현재 1,300명이다. 조직은 영

업·마케팅·신발·의류용품·인사·재정·

물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복탄력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문화

나이키의 조직문화는 현재 스피드를 가

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해가는 소

비자(Consumer)에 대해 최고 경험(Best 

Experience)을 선사하고자 ‘Just Do It’

에 기인하여 획기적인 실험정신을 통한 

끊임없는 변화로 기인되는 비즈니스의 회

복탄력성(Resilience)과 역량의 향상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기존의 조직문화가 직원들

의 전통·습관·가치관과 기대행동양식의 

조합이라 정의한다면, 나이키는 직원들에

게 고객과 다른 직원과의 관계를 고려하

여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지침·규칙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세계적인 스포츠 운

동화 및 의류·장비 시장의 거대기업 중 

하나인 나이키는 비즈니스의 회복탄력성

과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문화를 촉진하

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계속 추구하고 있

다. 나이키 조직문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장수아 상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이키의 조직문화는 현재 고객 선호

도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게 하는 창의

성과 혁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 비즈니스

를 위해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

한 구성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① 인재

(Talent) ② 다양성(Diversity) ③ 포용성

(Inclusion) 등이 그것입니다.”

인재·다양성·포용성 강조

인재(Talent)  ｜  나이키에서의 ‘인재’와 ‘혁

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다. 이

러한 조직문화의 특징은 회사의 제품개

Fail Fast!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Fail Fast! 

나이키(Nike)는 ‘혁신’이다. 이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 

Fail Fast는 나이키 내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이며, 

현재 나이키의 조직문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모든 직원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모든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할 수 있는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나이키의 조직문화, 무엇이 다를까? 

장수아 나이키코리아 인사부 상무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

People & Organization  ▶  성공한 기업, 기업문화 무엇이 다른가! - 나이키스포츠코리아

Fail Fast, 나이키의 조직문화를 가장 잘 나타낸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