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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혁신기업의 성장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

인이 있겠지만, 재무지표 등의 숫자 이면에는 

잘 정립된 핵심가치, 그리고 이에 대한 임직

원 내재화 과정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핵심

가치는 기업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문화를 구

성하는 본질적인 원칙, 기업의 DNA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각 기업에서 핵심가치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내재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길까? 애플의 

핵심가치 사례를 통해 핵심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 보자. 1985년 퇴출되었던 애

플의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1997년 회

사로 다시 복귀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핵

심가치를 리마인드하는 것이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보다 좋게 바

꾸어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Think 

Different’라는 핵심가치를 리마인드하고 핵심

가치에 따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직

원들을 지원하고 애플 스스로가 세상을 바꾸

기 위해 존재한다는 핵심철학을 제시했다. 이

렇게 제시된 애플의 핵심가치는 아이팟·아이

폰 등 혁신적인 제품에 적용되었고, 잘 정립된 

기업의 핵심가치에 따라 상품까지 연계되어 

실제 핵심가치를 실현시켰던 사례다.

이처럼 잘 정립된 핵심가치는 다양한 성향

의 개인이 모여 있는 어떠한 집합체에서의 일

관된 방향성을 제시한다. 핵심가치의 중요성

은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를 넘어서 임직원이 일하는 방식

을 규정짓고 의사결정의 기준점이 된다. 즉, 

핵심가치는 모든 임직원의 의사결정과 일하

는 방식의 기준점으로서 임직원의 일하는 방

식 전체에서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핵심가치 ‘Proactive’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핵심

가치이자 문화 지향점은 ‘Proactive’이다. 한국

타이어에서 일하는 모든 임직원을 Proactive 

Leader라고 부르며, 이는 한국타이어의 핵심

가치인 Proactive에 기준점을 두고 역량을 키

워가는 임직원을 뜻하는 말이다. 

필자가 속해 있는 팀 이름은 ‘Proactive 

Culture팀’으로서 우리 팀이 가지는 Mission도 

모든 임직원이 핵심가치에 따라 Proactive하

게 일하게 하는 것이다.

핵심가치인 Proactive는 당초 브랜드 아이

덴티티였던 ‘Proactive Tireship’을 정립할 당

시 구성원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Proactive 

Tireship을 달성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태도

로 정의되었다.

당시 정의되었던 개념은 ‘도전·진취·혁신·

글로벌’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핵심가치와 유

사한 형태였다. 다소 모호한 개념을 갖고 있던 

핵심가치를 주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

숍을 통해 실제 임직원이 일하는 방식으로 구

Nudge Effect 기반 

5단계 핵심가치 내재화

한국타이어는 핵심가치 정립 후 이를 효과적으로 

구성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5단계 내재화를 거쳤다. 아울러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

구성원의 참여도를 극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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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설립 ｜ 2012년 9월 1일

•업종 ｜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매출액 ｜ 6조 4,530억 7,178만 (2020.12)

•종업원수 ｜ 6,602명(2021.3)

•비전 ｜ ‘The Future Driving Inno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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