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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NADRI) CEO의 지속가능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방원석1)･임여진2)･박균열3)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쥬얼리 기업으로 성장한 나드리(NADRI) 사례를 통해 기업
가정신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기업가 정신으로 윤리적 역량을 비롯하여 진취성, 혁신
성, 위험감수성을 제시한다. 기업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에 따라 기업의 지속적인 경
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나드리(NADRI)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가치 중
심 경영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업가정신이 경영전반에 어떻게 연계되어 글로벌 기업으
로 성장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에 대한 모호성을 재
정리하고 선행연구 리뷰를 통해 기업가 정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묘사하였다.
다음으로, 나드리(NADRI)의 기업소개, 성장발달과정, 나드리(NADRI)의 CEO인 최영태
회장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기업과 정신과 성과관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토대가 되는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의 중
요성을 글로벌 쥬얼리 기업인 나드리(NADRI)의 성공사례를 통해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보여주듯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은, 경영이념 및 기업문화,
그리고 끊임없는 경영혁신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경영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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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속도는 생각의 속도보다 빠른 것 같다. 이러한 변화
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냉혹한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된 글로벌 기업들은 많이 있다.
글로벌 시장 환경변화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취적으로 혁신적 사고를 갖고 적응하며 대
응한 기업만이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경영자
의 기업가 정신은 조직의 사활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기업가는 시장의 변화를
인식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유연성 있게 창의적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Saxena, 2018).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통찰력으로 비전을 제시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조직의 경영자인 기업가가 가져야할 중요한 역량이라 사료된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의 부
상과 함께 로봇화, 자동화, 디지털화의 새로운 솔로션이 필요한 시점에서(Prodanov, 2018),
조직의 리더인 CEO의 기업가 정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공과 기업가정신은 많은 관계가 있으며, 이는 최고경영자의 역할
이 전략적 계획 및 시행, 의사결정, 조직문화 형성 등 조직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
고 최고경영자가 지닌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으로 높아, 기업가정신이
조직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Baron & Shane, 2005;
Nahavandi, 199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중
요하며, 경영자의 유연한 대처능력과 경영철학은 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의 틀을 마련하는 원
동력이며 또한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삼성, LG, 효성 등의 창업주 기
업가가 경남 진주인근 출신이다. 그러한 이유로 경남 진주가 2018년 기업가정신 도시로 지
정되었는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나드리(NADRI)의 최고경영자인 고성출신의 최영태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사례로 의미 있는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기업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에
따라 기업의 성공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나드리(NADRI)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가치중심 경영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업가정신이 경영전반에 어떻게 연계되어 글로벌 기
업으로 성장하였는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에 대한 모호성을 재정
리하고 선행연구 리뷰를 통해 기업가 정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기술하였다. 다음으
로, 나드리(NADRI) 기업소개, 나드리(NADRI)의 CEO인 최영태 회장 성장발달과정, 최영
태회장의 기업가정신 그리고 기업과 정신과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토대가 되는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의 중요
성을 글로벌 쥬얼리 기업인 나드리(NADRI)의 성공사례를 통해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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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기업가(Entrepreneur)는 불어동사‘entreprendre’로부터 파생된 용어로‘어떤 일이나 거래,
공장 혹은 건축물 등의 성공을 책임지다’라는 의미를 나타냈다. 16세기 초 이 용어는 군대
원정을 이끄는 책임자를 지칭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17～18세기에는 주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 혹은 위험하거나 불확실한 일에 종사하는 모험적인 이들을 일컬은 용어로 확대되었
다(강희찬, 2017). 현대에 있어서 기업가는 사업을 조직하고, 관리하고, 위험을 추정해 내는
등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자신의 것
으로 만들어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는 혁신자로 정의하고 있다(Kuratko & Hodgetts,
2001). 기업가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향상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업기
회를 찾아야 하며 기업가 정신은 이러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되며,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이고 혁신적으
로 활동하려는 기업가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조준희, 2016).
이러한 기업가의 정의에 근거하여 기업가 정신은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이고 혁식적
활동을 통해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고, 기업을 건실하게 성장 및 발전시키는 기업가
혹은 경영자로서의 이념 및 철학을 의미한다. 연구자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요인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연구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연구자들의 기업가정신의 역량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Baron & Shane(2005)은 기업가 정신을 기업이 새로운 무엇을 창출하기 위해 이
를 탐색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하였고, Gartner & Baker(2010)는 개인들이 기회
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기업수준을 끌어 올리는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를 진취성(proactiveness), 혁신성
(innovativeness), 위험감수성(risk taking)을 포함하고 있다(Covin & Slevin, 1991; Frishammar & Horte, 2007; 박상용과 김연정, 2004; ). 진취성(proactiveness)은 기업가의 미
래지향적인 성향으로, 경쟁자들의 반응보다 빨리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속성이다. 즉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있어 새롭고 독
특한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성(innovativeness)은 혁신적인 제
품의 디자인, 시장조사 및 광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공정혁신, 관리기법을 적극
적으로 도입하려는 경영활동을 말한다(Lumpkin & Dess 1996). 혁신성은 경영자가 경영상
의 문제점과 더불어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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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직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기반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위험 감수성(risk
taking)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위험 선호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가의 성향을 의미하며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으로 위험을 감수하려는 기업가의 의
지와 관련되며, 기회포착에 중점을 둔다. Mair & Marti(2006)는 감정이입과 윤리적 감성판
단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속성이라고 제시하였다.
한편,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대용과 유봉호
(2007)는 36개사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조직 유효
성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연구결과 기업가 지향성의 위험감수성과 경
쟁적 적극성이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기업가정신인 위
험 감수성과 경쟁적 적극성, 경쟁자 지향성과 내부 부서 간 조정, 특히 고객 지향성이 사
업성과를 증대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구성개념으로 밝히고 있다. Zahra & Garvis(2000),
Balabanis & Katsikea(2003), Dimitratos et al.(2004)의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은 수출로 본
해외 진출 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이는 위험을 감수하고 진취적이고 혁
신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해외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원혜숙외(2015)는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중 연구에서 기업
가정신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구분되어지며, 기업가정신에 따라 기업내사회적
자본과 기업간사회적자본은 영향을 받으며,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자본을 통해 기업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조직의 리더인 최고경영자의 혁신성, 진취성, 위
험감수성과 같은 기업가정신은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의 리더로서 최고경영자는 도덕성과 조직구성원들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감정이입을 통한 공감과 소통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역량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비전이 있는 시장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장을 선도할 기술력과 혁
신성, 모험성, 진취성이 있더라도 도덕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조직구성원은 물론 글로
벌 시장의 고객들도 외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가정신의 역량 중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감정이입과 윤리적 감성판단이라 할 수 있다.

2. 분석틀로서의 윤리적 역량
최근 기업에서 윤리적 경영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기업의 지속적 경영을 위해 꼭 필
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2005년 미국을 비롯하여 시작된 윤리적 소비운동이 기업에 파급
적 영향을 미치며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활동에 대한 소비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무엇보다 기업의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진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기업가의 기업철학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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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윤리경영은 무엇보다 기업철학과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바탕이 된다.
기업가의 기업윤리철학과 윤리적 감성판단이 지속적 경영을 위한 밑바탕이 되며 여러 연
구에서 윤리경영과 기업의 지속적 경영인 기업 장수에 대한 긍정적 영향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김성훈과 서지훈, 2012). 최근의 논문에서, Vallaster et al.(2019)은 윤리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계량분석과 문헌 연구에서, 기업가정신과 윤리 용어의 연관성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윤리는 162회, 기업가정신 153로 나타났으며 강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나오는 키워드로 경영윤리, 성과, CSR 등의 용어들이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Source: Vallaster et al.(2019)의 윤리와 기업가정신:계량분석과 문헌연구, p 230 재인용

[그림 1] Co-occurrence of keywords in ethics and entrepreneurship research.
그들은 기업가적 행동이란 기업가가 현존하는 윤리적 기준에 종종 도전적인 결정에 직
면하게 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은 도덕 자체에 대해
비판적이며 규범적 반응으로 보여 진다. 일반적으로 기업가는 기업을 이끌어 가면서 윤리
적 문제에 직면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기
업가의 윤리적 판단은 기업의 사활을 좌우 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가의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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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은 매우 중요하며 그러한 역량을 키우는 것은 매우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한편 박균열과 정창우(2017)는 도덕성 측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윤리적 역량을 콜버그
가 주장한 MCT(Moral Competence Test)이론을 바탕으로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MCT는
사람들의 내재적이고 구조적인 윤리적 역량을 완전히 객관적인 방식으로 측정하며, 윤리적
역량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연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박균열(2017)은 윤리적
역량모델로 윤리적 정체성역량, 윤리적 의사결정 역량, 윤리적 책임역량, 윤리적 가치수용
역량, 윤리적 실천역량 등 다섯 가지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윤리적 역량모델 개념 및 하위요소
윤리적
핵심 역량

윤리적
정체성

윤리적 가치
수용 역량

개념

하위 요소

- 윤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조망하
는 역량
- 인간으로서의 보편윤리적 정체성
- 윤리적 가치를 선택하고자 하는 의식이
- 한 개체로서의 자신의 윤리적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역량
-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내재된 가치를 자
각할 수 있는 역량
- 가치에 대한 이성적 수용
-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자신의 가치 속에 - 가치에 대한 정서적 수용
서 해석할 수 있는 역량

-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선과 악, 옳고 그
- 이성조절 역량: 가치위계조절 역량, 시비
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분 역량, 기준 부합성 판단 역량, 종류
윤리적
역량
구분 역량, 순서 구분 역량, 명료화 역량 등
의사결정 역량 -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도덕적 직관을
- 정서조절 역량: 중요도 구분 역량, 속도
활용하여 윤리적인 방식을 선택하고 결정
구분 역량, 강도 구분 역량 등
할 수 있는 역량

윤리적
실천 역량

-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 행동을
하는 데 발생하는 장애와 어려움을 예상
하고 대처하는 역량
- 일관성, 진실성, 인내/만족지연, 균형, 융
- 윤리적 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예상 통성, 친근성, 빈도, 집중(열정), 반성 등
치 못한 어려움이나 유혹을 극복할 수 있
는 역량

윤리적
책임 역량

-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의 윤리적 - 자신의 한 행위로 인해 빚어진 과오에
가치에 따라 결정하고 실천한 행위의 결 대한 책임
과를 예상하는 역량
- 자신의 한 행위로 인해 얻게 된 소득에
- 자신의 행위 실천이 바람직한 도덕적 결 대한 자부심
과로 드러나기까지 지속적으로 책임을 다 - 행위의 결과 예상되는 이익과 손해에 대
할 수 있는 역량
한 예방조치

출처: 박균열(2017) 공직윤리 모델 연구(p. 33)

68

윤리경영연구 제19권 제2호 (통권 제30호)

방원석･임여진･박균열

그가 주장하는 윤리적 역량모델인 윤리적 정체성역량, 윤리적 가치수용역량, 윤리적 의
사결정역량, 윤리적 실천역량, 윤리적 책임역량[그림 2 참조]은 공리주의 칸트의 의무론,
덕윤리, 배려윤리, 책임윤리 및 윤리적 직관주의 등의 요소들을 반영한 것으로 레스트의
도덕성의 4구성요소모델과 나바예츠와 랩슬리의 통합적 윤리교육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역량모델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인, 정부고위
공무원 등이 갖추어야할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박균열 외, 2017).

[그림 2] 박균열(2017)의 윤리적 역량모델
이와 같이 기업 경영자의 윤리적 역량은 기업의 지속적인 영속성과 관계가 있으며 이러
한 윤리적 역량요소들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3. 기업가 정신과 성과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한 경영환경과 환경변화상황에서 조직의 목표 성취와 성과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Lumpkin & Dess, 1996)이며, 기
업의 경쟁우위, 수익성, 성장성 그리고 생존 등을 제고시키는데 있어서 핵심적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박길호, 2016).
기업가 정신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Covin &
Slevin 1991; Zahra 1993; 지성구외, 2009; 이선호, 2015)들이 기업가 정신과 기업성과 간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Zahra & Covin(1995)는 기업
가 정신의 핵심 성향인 위험감수, 혁신, 적극적인 행동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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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고, Matsuno et al.(2002)는 기업가적 성향의 혁신성, 위험감수, 진취성이
시장지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성과 중에서 시장점유율과 신제품의 판매
비중 증가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영자의 기
업가정신은 기업가적 행동과 사내 기업가적 성향을 형성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예를 들면,
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이 높으면 기업의 기업가적 성향과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Chen, Zhu, & Anquan, 2005).
또한, Lee & Hsieh(2010)의 연구에서는 혁신 성향이 강한 기업가정신을 지닌 기업가가
경영하는 조직은 문화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약하므로 차별성 있는 신제품을
생산과 원가 절감을 위해 새로운 공정이나 관리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점을 밝혀
냄으로써 기업가정신이 지속적 경쟁우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Sarasvathy, Simon & Lave(1998)에 의한 연구에서 성공적인 기업가는 위험한 상황에서 기회
를 발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Ahmadpour Daryani & Karimi (2017)는 이란의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과 성과에 대한 연구에서 조직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은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지식창출과 학습지향의 매개역할을 통해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조직 리더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윤리적 리더십은 조
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진작시키며(류정란외, 2012),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향상시켜 조직몰
입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손은일와 손정수, 2012). 최근의 이만세와 김명진(2019)은 기
업의 리더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한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에게 신뢰를 주며 조직과
개인을 동일시하게 생각하여 결국 조직성과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기업가는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
수성, 도전정신 등의 강하며 이러한 태도와 정신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위기상황에서
도 기회요인을 발굴 신속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역량이 높을 것으로 사료
된다.

Ⅲ. 나드리 및 CEO 최영태 회장 인적사항
1. 나드리 기업의 제원
(1) 일반현황
나드리(NADRI)는 1984년에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버려진 나무상자를 떼어 만든 허름한
가판대 하나로 출발한 조그만 쥬얼리 상점이었다. 이후 1986년 5월 서울 남대문 대도상가
E동 2층 맨 구석에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장신구 가게 ‘나드리’를 열었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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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20㎝, 깊이 1m50㎝ 좁은 공간을 커다란 기둥이 절반쯤 막아, 좁기가 이를 데 없는 가게
였다. 이 조그만 쥬얼리상점 나드리(NADRI)는 30년 후 패션의 최첨단을 달리는 뉴요커들
과 할리우드 스타들은 물론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돌체 앤 가바나, 조르지오
아르마니 등 세계 유수의 명품브랜드와 당당히 어께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주
얼리 기업이 되었다.
나드리(NADRI)의 비전과 초점은 세부 사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완벽을 기하기
위해 절묘한 쥬얼리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업계 최고의 디자인과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다. 이러한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 나드리(NADRI)는 고전적인 개념과 현대적인 개념 모두
에서 영감을 얻은 뉴욕기반의 브랜드로 세심함과 완벽함에 온 정성을 들여 제작을 하고
있다. 나드리(NADRI) 쥬얼리 제품은 정교하고 독창적인 쥬얼리로 값비싸지 않은 고급스
러움을 특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많은 쥬얼리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였다.
나드리(NADRI)는 제조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생산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최상의 재료
와 기술을 사용하여 훌륭한 쥬얼리 생산 표준을 고수한다. 주요제품으로 목걸이, 팔찌 및
귀걸이 등이 있으며, 반짝반짝 빛나는 우아한 장식과 새로운 디자인 구조로 다양한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현재 나드리(NADRI)는 1984년에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허름한 갑판위에서 시작하였으
나, 1997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1997년 본사를 미국의 중심가인 뉴욕에 새롭게 설
립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는 3,800개를 거느린 글로벌 주얼리 기업으로 성
장하였다. 주요매장으로 멘하튼 및 뉴욕을 비롯하여 전세계의 백화점인 삭스피프스애비뉴,
노드스트롬, 블루밍데일, 로드앤드테일러, 메이시스 같은 곳에 입점하고 있다.

(2) 제품생산
최영태 회장은 처음 생산 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할 때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할 있을까?를 가장 먼
저 고민했다. 공정마다 정해진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생산 현장의 중
앙에 책상을 놓고 디자인, 개발, 생산, 완제품 품질검사, 포장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
해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고, 생산체제를 업그래드하여 회사를 성장시키고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야 하는데 언어로 지시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모
든 담당자들과 일대일로 소통하면서 각 공정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소통을 통해 가장
나은 방법을 구상하고 적합한 기준과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사용하는 공구, 설비에 대해
조언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 공정을 그 성격에 맞게 매뉴얼화시켜 나갔다. 그리하
여 최영태 회장은 직원들에게 ‘맥가이버라’불리었다. 이러한 초기의 기업가 정신을 담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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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현재 ‘맥가이버팀’이라는 애칭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팀의 역할은 회사의 설비와 공
정을 총괄 지원하여 모든 공정이 무리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율한다.
한편 나드리(NADRI)는 지금도 대량생산을 피하고 있다.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제품 바
로 혼이 담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람의 정성과 숙련된 손맛을 통한 제품생
산은 그 만한 가치를 담고 있으며, 고객들의 나만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잠재욕구를 충족
시켜주고 있다.
나드리(NADRI)의 제품은 희성성의 가치아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적 가치로 승화
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주요제품브랜드로 나드리(NADRI), 아드리아나(ADRIANA), 오르시
니(ORSINI) 그리고 엘리어트다노리(Eliot Danori)가 있다.
최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필립공 부부는 결혼 당시부터 최근까지 70년을 시대
별로 정리한 양장판 사진집(240쪽)을 지난 2017년 11월 20일 발간했다. 나드리(NADRI)는
이 사진집 후반부에 게재된 ‘플래티넘 컬렉션’ 5개 브랜드 중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
다. 나드리는 ‘왕실에 어울리는(Fit for royalty)’이라는 제목으로 ‘2000년 전 신라 왕조의
섬세한 왕관을 만들어낸 황금 세공 장인들의 명성이 한 한국인에게 이어져 나드리라는 주
얼리 왕국을 세우게 했다’고 소개됐다. 나드리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결혼 70주년
컬렉션으로 선정돼 패션 주얼리 브랜드 ‘나드리(NADRI)’의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준보석
(gemstone), 큐빅 등을 섬세한 세공술로 가공했다. 나드리는 다이아몬드, 순금 등 고가의
보석을 쓰는 ‘파인(fine) 주얼리’가 아니라 14K 금, 은, 준보석(gemstone), 큐빅 등을 세공
해 만드는 ‘패션 주얼리’ 브랜드로 수만원대의 제품이 대부분이다. 이런 브랜드가 영국 왕
관에 들어가는 다이아몬드 세공을 맡았던 인도의 ‘코히누어’, 에스토니아에서 시작한 최고
급 스피커 업체 ‘에스텔론’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과 함께 영국 왕실 기념 컬렉션에 선정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집 제작을 맡은 영국 기획사 세인트제임스하우스는
“섬세한 디자인과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한 디테일이 영국 왕실의 정신과 부합한다”고 선
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같이 나드리의 제품은 다이아몬드나 순금과 같은 고가의 제품으로 만들어진 보석
은 아니지만 전 세계의 명성을 얻을 만큼의 예술적 가치와 제품에 대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즉 제품에 혼과 정성을 담아 예술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결과 나드리는 다이아몬드와 금을 제외한 쥬얼리 분야에서 미국 최고급 상표로
인정받으며 명성 있는 글로벌 쥬얼리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나드리(NADRI)는 매년 제품의 가치와 품질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충성도 높은 소
비자의 지원을 받아 매년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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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드리 CEO 최영태 회장의 인적 정보
(1) 가족환경 및 학창시절
최영태회장은 경남고성에서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부친은 논 두 마지기 반으로 벼
농사를 했고 작은 정미소를 운영했다. 그는 고성읍내에서 6km 가량 떨어진 아주 살골 시
골에 살았다. 그의 고향은 1972년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하도 집안 형편이 좋지 않
아 초등학교 때 공납금을 내지 못해 수업 도중에 쫒겨날 정도로 매우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다. 중학교까지 고성에서 다닌 최영태 회장은 통영수산전문학교에 진학했으며, 기관사
가 되어 외국으로 나가는 꿈을 택한 것이다. 어려서부터 부친이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부친
의 일을 도우며 기계에 대해서는 익숙해졌기에 항해학 대신 기관학 전공을 택했다.

(2) 경력 및 창업
수산점문대학을 졸업 후 기관사가 되어 무역선을 타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다니다가
군복무을 마친 그는 부친의 만류로 배 타는 것을 폭하고 1981년 서울의 무역회사에 취직
했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용수철과 주얼리를 만들어 미국에 납품하는 회사였다. 이것이
최영태 회장과 주얼리의 첫 만남이 되었다.
관리부에서 약 2년 8개월간 근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바이어에
게 종속된 회사의 모습속에서 실망감과 미래가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제조업회사가
OEM방식으로만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 이후 자신만의 사업
을 구상하여 1986년 현재의 글로벌 주얼리의 모태가 되는 남대문에서 노상점‘나드리’를 열
었다. 이후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남대문에서 나드리의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조금씩
얻어, 추후 남대문 상가에서 가게 12개까지 확장하게 되었다.

Ⅳ. 나드리 CEO 최영태 회장의 기업가정신
박균열(2017)의 윤리적 역량모델을 바탕으로 최영태회장의 윤리적 역량을 비취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적 정체성역량이다. 최영태 회장은 사업가로서 성공하고자 하였다.
그는 대학시절에 내가 있는 곳이 글로벌이라고 생각하였다. 세계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
고 싶어 했다. 그러한 이유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남대문시장에서 쥬얼리 상점을
오픈하여 현재의 글로벌 쥬얼리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자신의 마음속 욕구를 스스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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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하였으며, 바른 방향으로 욕구를 표출하여 성공신화를 이룰 수
있었다. 즉 기업가의 윤리적 역량요소의 밑바탕인 정체성이 명확하였던 것이다.
둘째, 윤리적 의사결정 역량이다. 윤리적 판단력이다, 최영태 회장은 기업의 이익보다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보고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린다. 일례로, 나드리 쥬얼리 제품생산을 위
해서 만들어진 배트남 따이닌에 천 육백명이 근무하는 생산공장이 있다. 천 육백명이 근무
할 정도면 기계 제작을 할 법도 하지만,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다. 대량 생산을 하는 기
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정교하게 혼을 담아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
를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판단능력이 나드리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하나의 중
요한 요인이 되었다.
셋째, 윤리적 책임역량이다. 윤리적 책임성 즉, 설령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
는 용기와 책임의식이 충만한 능력이다. 최영태회장의 경영 철학 중 하나는 능력 있는 직
원을 모이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즉 재
능 있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 재능을 발휘하게 하고 비록 실패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CEO의 윤리적 책임역량을 발휘하여 직
원들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넷째, 윤리적 가치수용성역량이다. 윤리적 가치수용성역량은 흔히 말하는 윤리적 감수성
(moral sensitivity)과 유사한 개념으로, 윤리적 가치로움에 대해 감수성을 갖는 것이다. 예
를 들어,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고 느끼는 것과 관련되는 일에 대해 인지적으로 궁
금해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일례로, 최영태회장은 중국 공장에서 있었던 일로 불의의 사
고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에게 직접 물질적 도움을 주기도 하였지만 마음으로 일
일이 손 편지를 써 주면서 격려를 하였다. 이러한 최영태회장의 진정성이 담긴 윤리적 가
치수용역량은 직원들을 감동하게 만들며 마음으로 최영태회장을 따르게 하였다. 이러한 리
더의 이러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 가치수용역량이 조직구성원들의 충성도를 이끄
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실천역량이다. 남대문시장에서 13년간 장신구 사업을 한 최영태회장
은 1997년 6월 미국 뉴욕에 법인 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구하러 나섰다. 맨해튼 5번 애비뉴
385번지에 세계적인 보석회사들이 밀집한 곳에서 당당히 글로벌 쥬얼리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많은 위험부담도 있었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추진력 있는 실천성이 필요하였다. 그러한 결과 현재 미국의 쥬얼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명한 나드리 쥬얼리 브랜드가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된다는 강력한 판단이 전제되면, 이를 실천에 옮기는
역량을 발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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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 맨해튼 5번 애비뉴 385번지에 세계적인 보석회사들이 밀집한 13층짜리 빌딩이
있었다. 듣자 하니 그 빌딩에 빈 사무실도 없고 또 아무나 입주할 수도 없다고 했다. 최
영태회장은 나드리 제품 샘플과 한국 명함을 챙겨 건물 관리인을 찾아갔다. 일단 부딪
혀 일을 추진하였다.
“관리인에게 샘플 상자와 명함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13년간 주얼리
사업을 했습니다. 뉴욕에 진출하러 왔는데 이 건물에 사무실을 얻고 싶습니다. 나드리가
이 빌딩의 자랑이 되도록 할 테니 건물 주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2시간 뒤에 오겠습
니다.’ 그리고 주변을 2시간 동안 빙빙 돌다가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관리인이 웬 키 크
고 허리 구부정한 노인을 모시고 나와요. 그분이 건물주라는 것을 바로 눈치챘습니다.
뛰어가서 인사했더니 그 노인이 저를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2층부터 13층까지 어떤 회사
들이 있는지 쭉 설명해주더니 옥상에 데려갔어요. 옥상 가건물을 쓰라는 겁니다.”
“그곳을 쓸 수는 없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길 건너편 20층 넘는 건물을 가
리키면서 ‘저기는 어떠냐’고 물어요. 단번에 ‘그럼 저 건물에 입주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그 노인이 물었지요. “그 건물은 무엇인지도 모르잖아요.”
“뉴욕 최고의 주얼리 빌딩 주인이 추천해 준 건물이잖습니까. 무조건 들어가야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추천한 건물은 최고급 보석 브랜드 바로 아래 브랜드들이 입
주해 있는 곳이었어요. 그게 5번 애비뉴 389번지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저희 전시장이
있습니다.”

1. 도전적, 진취적인 정신
나드리(NADRI) 최영태 회장은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조그만 한 한국의 토종 쥬얼리 브
랜드를 글로벌 명품브랜드 나드리(NADRI)로 성장시켰다. 그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야심찬 꿈과 이상은 세계시장 그것도 뉴욕의 번화가에서 나드리(NADRI) 제품을 진출시켰
으며 고객의 충성도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그의 기업가 정신 속에는 바로 도전정신,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 기업가로서 가져야할 기업성장의 토양분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에
게는 ‘포기하는 것보다 포기해야 할 이유를 찾아 해결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직원들과 자신의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최영태 회장의 명언 ‘내
가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한 마디에 그의 기업가적 철학과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끊임없는 진취적 기상을 갖고 조금만한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계의 쥬
얼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경쟁의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정직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
한 윤리적 역량과 직원에 대한 기업가적 철학적 사고로 세계 쥬얼리 시장고객에게 브랜드
의 명성을 높이고 내부고객인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는 기업가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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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어벨류(more-value) 추구
나드리(NADRI)가 추구하는 첫 번째 철학은 모어밸류(more-value) 즉 쥬얼리를 사랑하
는 고객 특히 여성고객에게 실제 가격보다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최고의 기쁨’을
안겨주겠다는 마음과 정신이다. 모어밸류(more-value)로 통하는 시장원리에 근거 가치 있
는 쥬얼리 제품을 선물의 기쁨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고객은 120불짜리를 100불에 샀다’는
경제적 가치 창출을 통한 기쁨제공뿐만이 아니라 가치 있는 개성이 넘치는 나만의 쥬얼리
제품을 갖게 되었다는 감동을 선사하고자 하는 정신이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와 감성적 가치의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나드리(NADRI) 제품은 고
급 다이아몬드 쥬얼리 제작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장인 정신과 디테일을 통해 이루어진
다. 그러므로 나드리(NADRI) 브랜드는 영원함과 우아함의 대명사로서 손색이 없는 제품
을 만드는 것이다. 나드리(NADRI) 브랜드 제품은 단순한 악세사리가 아니라 제품에 혼을
불어넣어 생명력이 느껴지는 쥬얼리 상품을 만든다는 장인의 정신이다. CEO 최영태회장
은 30년 이상 장인정신으로 혼이 담김 제품을 손수 만들며 날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
인가?’라고 스스로 물음을 갖는다. 이 질문이 매순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만들어 내는 제
품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로 가닿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는 철학적 정신을 바
탕으로 한다(이영구, 2014). CEO의 이러한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 정신을 중심으
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나드리(NADRI) 브랜드의 캐치프레이즈인 ‘우리는 여성을 아름답게
남성을 행복하게’라는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3. 직원은 첫 번째 고객
내부마케팅을 통한 내부고객 즉 직원의 만족도 향상은 고객의 만족과 기업의 성과를 위
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Bang, Oh & Chung, 2016). 기업의 내부마케팅을 가장 잘 실천
하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스타벅스인데 이외에도 직원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기업철학과
기업가정신을 실천하는 대표적 기업이 바로 나드리(NADRI)이다.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회
장 못지않게 나드리(NADRI) 최영태 회장 또한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보다 직원과 고객
을 먼저 생각한다. 기업의 성공 1법칙을 직원들과의 혼연일치로 직원의 만족과 행복을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고객보다 직원의 행복과 만족을 더 생각하고 있다. 직원의 만족이
첫 번째이고 고객은 두 번째라는 철학이다.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직원들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직원들을 호칭 할 때도 가족의 일원처럼 ‘우리사람들’이라 말한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복지를 제
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나드리(NADRI) 최영태회장의 가장 큰 일과 중 하나다. 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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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끼라도 좋은 것을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콩으로 손수 만든 두부와 콩나물에, 조미료를 사
용하지 않고 하루 종일 우려 낸 사골로 수프를 만드는 등 남다른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이영구, 2014). 이러한 조그마한 일로부터 시작되는 복리후생 그리고 직원을 생각하는 다
양한 보상제도는 나드리(NADRI)의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4. 직원들과의 소통 및 기업철학 공유
경영자의 기업가정신과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몰입, 신뢰 관계는 중요하게 설명
된다. 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이 조직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신뢰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그 관계 또한 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이 높을 때 강하
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된다(Hornsby, Kuratko, & Zahra, 2002; Mishra, 1996). 경영자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나드리
(NADRI) 최영태 회장의 실질적인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나드리(NADRI) 최영태 회장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 직원들의 신뢰를 통해 기업에 대한
조직몰입, 충성도는 그 어떤 기업보다 강하다 하겠다. 직원들과 소통을 통한 감성공유를
하면서 직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다.
일례로 최영태 회장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에 대해 직원들과 토의 중, 직원
들은 ‘이 좋은 제품을 왜 이 정도 가격으로 밖에 책정하지 않느냐?’고 새로운 가격을 제
안하였다. 하지만, 다른 회사보다 높은 수준의 연봉과 복지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최영태
회장의 답변은 “나는 고객에게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것이었다.
CEO의 기업철학, 즉 좋은 가격으로 최고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기쁨과 감
동을 주고 싶은 마음을 직원들이 이해함으로써 기업가의 철학과 정신에 공감하고 더욱 더
신뢰하며 조직에 몰입한다. 직원들은 CEO의 이러한 확고한 생각에 대한 공감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데 모든 열정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다. 그럼으로 고
객가치를 실현 글로벌 쥬얼리 시장에서 지속적 경쟁우위(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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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경영자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중
요하며, 경영자의 유연한 대처능력과 경영철학은 경영자의 기업가정신 틀을 마련하는 원동
력이다. 본 연구는 글보벌 쥬얼리 기업인 나드리(NADRI) 최영태회장의 기업가 정신은 내
부고객 만족과 고객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앞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기업의 리더인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은 불확
실한 해외 진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긍정적 성과를 나타내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특히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
성은 기업내사회적자본과 기업간사회적자본은 영향을 미치며,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자본을
통해 기업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도덕성과 조
직구성원들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감정이입을 통한 공감과 소통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고,
학습에 큰 영향을 미쳐, 지식창출과 학습지향을 통해 기업성과를 향상시킨다고 한다.
따라서, 나드리기업의 최고경영자의 기업가 정신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조직의 리더인
최고경영자의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및 제품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학습역량과 탐구
정신을 통해 기업성과를 향상 글로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대문시장에서 갑판하나로 시작하여 글로벌 쥬얼리 기업으로 성장시킨 나드리(NADRI)
최영태 회장의 기업가 정신의 핵심요소는 고객과 기업, 직원의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대전
제하에 정열과 비전을 갖고 진취적 도전정신과 위험감수, 윤리적 역량을 함께한 가치실현
이라 할 수 있다. 최영태회장의 기업가 정신은 현재 나드리(NADRI)라는 브랜드가 쥬얼리
의 유행을 이끄는 ‘트렌드세터’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객감성이 아날로그 감성을 창
출하면서 모더니즘을 결합한 쥬얼리 제품을 장신정신으로 생산 판매함으로써 예술적 가치
로 승화시키는 초석이 되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보여주듯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은, 경영이념 및 기업문화, 그리
고 끊임없는 경영혁신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경영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제안을 더 하면, 미래는 감성적이며 개성 표현의 소비시대를 추구할 것으로 예측
된다. 현대인들은 디지털시대 환경 속에서 감성에 목말라하고 있으며 감성적 소비트렌드로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는 독특한 소비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쥬얼리 시장에서
는 이러한 소비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고객의 감성적인 잠재욕구를 파악
하고 충족시키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쥬얼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으로 본 사례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경쟁의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정직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
하기 위한 윤리적 역량과 직원에 대한 기업가적 철학적 사고를 통한 최고경영자의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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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기업의 성공을 이끄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즉, 최고 경영자의 도덕적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적 책임을 더불어 추구하는 윤리경영이 기업
의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 및 고객으로부터 좋은 이미지, 평판을 얻을 수 있으며, 결국 지
속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이라 사료된다.
향후 연구방향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한 도덕성, 진취성 등 여러 가지 하위요인들과 이
에 따른 조직성과 변수와의 영향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도 의미있는 연구가 되리라 사료
된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
로 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지만, 연구의 한계점으로 CEO의 기업가 정신이 기업의 성
과에 영향을 준 직접적인 실증적 제시가 다소 부족함에 따라, 금번 글로벌 주얼리 기업의
사례에 제시한 기업가정신을 모든 조직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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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through the case of NADRI company, which has grown into a global jewelry
company and suggests ethical competence, progressiveness, innovation, and risktaking in entrepreneurship.
We identify the impact of corporate top management’s entrepreneurship on the
sustainable business, and examine the value-oriented management system based on
NADRI’s entrepreneurship about how to grow entrepreneurship into a global company.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The ambiguity of the definition of entrepreneurship was rearranged, and we depicted a clearer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Next, it consists of NADRI’s corporate introduction, growth, development process, and entrepreneurship of Choi Young-Tae,
CEO of NADRI, and pres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performance.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of the management activities based on
the entrepreneurship of the CEO who is the foundation of the company through the
success cases of NADRI, a global jewelry company. As the case of this study
shows, the CEO’s entrepreneurship is a key element of sustainable business, which
has a great influence on management philosophy, corporate culture, and continuous
management innovation.
Key words: entrepreneurship, corporate performance, NADRI, customer value,
ethical competence, employe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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