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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와 깨어있는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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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善說과 깨어있는 자본주의
깨어있는 자본주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차이점
與民同樂 : 깨어있는 자본주의의 맹자 철학적 기초
나가는 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깨어있는 자본주의와
맹자의 與民同樂이 지닌 철학적 동질성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깨어있는 자본주의(Conscious Capitalism)의 지지자는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믿는다. 한편, 깨어있는 자본주의는 흔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혼동되곤 한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본주의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주주자본주의의 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전제
를 버리지 않는다. 깨어있는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모든 활동은 기업의
근본 목적 아래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근본 목적과 관계없는 사회적 활동을 요구하기도 한다.
맹자는 깨어있는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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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했다. 그는 이를 與民同樂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모든 이해관
계자들의 이익보다 즐거움을 말했다는 점에서 맹자의 철학은 21세기 이
해관계자 이론을 앞선다. 또한 깨어있는 자본주의의 주창자들이 감성지
능을 중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맹자는 감정을 귀하게 여긴다. 善性→
四端→與民同樂으로 이어지는 맹자의 사상은 인간을 선하게 여기고 감성
지능을 중시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깨어있는 자본주
의의 철학적 기초로 부족함이 없다.

주제어
이해관계자, 맹자, 주주 자본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깨어있는
자본주의, 여민동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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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性善說과 깨어있는 자본주의
미국의 유명 식품 유통 업체 홀푸드(Whole Foods Market)의 창업자
이자 CEO임과 동시에 깨어있는 자본주의 연구소의 공동창립자인 존 매
키(John Mackey)는 매우 유별난 사람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는 깨
어 있는 자본주의(Conscious Capitalism)의 주창자로서 性善說을 지지
하며,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의 강력한 옹호자로서 與民
同樂을 기초로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Conscious Capitalism 의 출판을 앞두고 저자인 매키와 인터뷰했던 파
머(Tom G. Palmer)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매우 드문 존재라고 그를 평
가하기도 했다.1)
孟子 에서 孟子가 性善說만을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키 또
한 깨어있는 자본주의 에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주장만을 줄기차게
이어가지는 않는다.2) 하지만 “목적은 인간의 보편적 진리에 다가갈 때
가장 강력해진다. 다시 말해 인간 본성의 숭고한 측면, 즉 링컨이 말한
‘인간의 선량한 본성’에 완전히 부합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3)는
매키의 말을 염두에 두고 그의 저서를 읽은 독자는, 그의 주장들이 일관
되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믿음에 바탕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매키는 2005년에 발표한 ｢Rethink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란 기고문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고 좀 더 직접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4)
1) https://www.wholefoodsmarket.com/blog/john-mackeys-blog/defendingmorality-capitalism
2) Conscious Capitalism 은 돈, 착하게 벌 수는 없는가 라는 가벼운 제목으로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되었다. 이에 따라 철학적으로 매우 진지하고 깊이 있는
본 저서가 한국에서는 시중의 흔한 자기계발서로 오해되고 말았다. 필자는 향후
본문에서 이 책을 언급할 때에는 깨어있는 자본주의 라는 제목을 사용하고자
한다.
3) 존 매키 외, 돈, 착하게 벌 수는 없는가 , 흐름출판, 2014, 91면.
4) https://www.wholefoodsmarket.com/blog/john-mackeys-blog/re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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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편협한 이기심을 극복하고 사랑과 관심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거나 경제적인 성공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니
다. 오히려 두 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충족하려는 것이다. 왜 지금까지의
경제경영 이론에서는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인간 본성이 비관적이고 심술궂다는 관점에 묶어두는가? 우리
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5)

자못 평범해 보이는 CEO의 말은 유학과 성리학의 프리즘을 통해서
볼 때, 비로소 범상치 않은 깊이를 드러낸다.
첫째, ‘편협한 이기심의 극복’은 朱子가 中庸章句 에서 말한 遏人慾에
해당한다. 둘째,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에서 ‘사랑과 관심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곧 孟子 에서 언급된
行不忍人之政이자 與民同樂이며, 그와 같은 행위가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는 性善說에 대한 옹호이다.
셋째, 그가 ‘편협한 이기심’과 ‘인간의 본성’을 한 문장 안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될 만하다. 왜냐하면 그는 이기심(self-interest)
이 본성과 관련이 없으며 본성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점을 자신의 경험
을 통해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朱子는 中庸章句 序文에서
“心의 虛靈知覺은 하나일 따름이지만, 혹은 形氣의 사사로움에서 나오고
혹은 性命의 올바름에 근원한다.”고 주장했다.6) ‘편협한 이기심’은 사사
로움에서 비롯되며, 결코 善性에 근원하지 않는다. 善性이라는 존재론적
‘근거’를 결여했기에, 편협한 이기심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뜬 구름 같
은 생각’일 따름이다.
넷째, 매키는 “인간의 본성이 비관적이고 심술궂다는 이론은 잘못되었
다.”고 주장하며, 性惡說에 반대하고 性善說을 옹호한다. 이는 수십 년에
걸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경영자가 경영철학의 인성론적 기초에 대
social-responsibility-of%C2%A0business
5) 앤드류 사비츠 외,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 , 거름, 2009, 296면.
6) 中庸章句 ｢序文｣ : 心之虛靈知覺 一而已矣 而以爲有人心道心之異者 則以其或
生於形氣之私 或原於性命之正 而所以爲知覺者不同

172

맹자와 깨어있는 자본주의(이주강)

해서 언급한 것이니만큼, 결코 가볍게 다루어질 사안이 아니다. 아울러
작금의 주류 경영학이 인간 본성이 비관적이고 심술궂다는 전제에 기초
하고 있다는 매키의 주장은 性善說에 입각한 경영학이 새로이 쓰여야 한
다는 점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한다.
실상, 경영학을 포함한 모든 인문과학(human science)과 사회과학
(social science)은 마땅히 인간 본성(human nature)에 대한 정밀한 탐
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인간을 다루는 거대담론은 인간 본성에 기
초하지 않는 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늘날 주류 경영학은 인
성론이라는 철학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숱한 사업 경험들을 토대로
이끌어낸 귀납적인 결론을 추상화시킨 것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주류 경영학은 인성론에서 출발하지 않았으며, 어째서 인성론
에서부터 인문학이 출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 자체를 결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금의 경영학이 특정 인성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영이론들은 인간은 이기적(selfish)이라는 전제
로 이론을 구축한 뒤, 다시 이기적인 사업 이해관계자들을 윤리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기업윤리를 덧붙인다. 이는 “악한 인간을 예법으로 규
제해야 한다.”는 荀子의 주장과 철학적 입장을 공유한다. 성선설과 성악
설 가운데 어떤 인성론이 옳은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날의 경영학이 성선설에 근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학문적으로도 분명하
거니와 경영학을 이해하는 대중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통해서도 쉽게 확
인할 수 있다.
한편, 경영학과 경영철학을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들
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자연과학에서는 이와 같은 구분이 일찍부터 당
연시되어왔다. 가령 화학과와 화학공학과는 각각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을
담당한다. 그리고 화학공학이 화학과의 기초연구에 의존한다는 것은 주
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날 인문학에서는 인문학 기초와 인문학 방법
론이 혼용되고 나아가서 방법론이 철학인 것 마냥 오해되기도 한다.
오늘날의 경영학은 기초학문이 아닌 응용학문으로서, 이른바 방법론이
자 도구에 불과하다. 저명한 경영철학사가인 자오원밍(趙文明)과 황청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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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成儒)는 (20세기 최고 CEO들의) 경영철학 산책 : 20세기를 움직인
40여 가지 경영사상 에서 20세기 경영현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피터 드러커의 ‘목표중심경영(MBO)’이나 어니스트 데일의 ‘조직의 재설
계와 가족기업의 인사경영’ 등 주요이론들을 빠짐없이 소개하는데, 그
이론들의 명칭에서도 짐작되듯이 오늘날 경영철학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이론들은 사실상 경영방법론이며 응용학문에 불과하다.7) 그리고 기초학
문에 해당하는 경영철학이 올바로 서지 않는다면, 양날의 칼과 다름이
없는 여러 경영방법론들은 숱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연구 목표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性善說이 옳다고 진심으로 믿는 전
문경영인이 제출한 서양의 경영학이 동양의 孔孟 학문과 철학적으로 일
치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매키의 깨어있는 자본주의와 대비되어 본
연구에서 주로 쓰일 경전은 孟子 이다.
그런데 본 논문은 성선설이 옳다는 점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
는다는 점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는 강조하고자 한다.
맹자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정치경영학을 제시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정치경영학을 제시했다. 21세기 주류 경
영학은 인간의 물욕과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성악설 경영학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경영학, 즉 성선설을
바탕으로 한 경영학을 철학분야에 소개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이 특정 인성론만을 중시하고 있다는 비판은 본 연
구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다. 그런 비판은 다양한 인성론이 있기에 맹자
의 성선설에 대한 논문 자체를 써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도 같아서 어불
성설이다.
한편 연구방법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깨어있는 자본주의에서 보이는
개별 항목들의 타당성을 유교 경전을 통해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법은 결코 깨어있는 자본주의의 프레임에
유학을 삽입시키고자 하는 피상적 시도가 아니다. 실상 유학은 경영철학
7) 자오원밍 외, (20세기 최고 CEO들의) 경영철학 산책 : 20세기를 움직인 40여
가지 경영사상 , 산지니,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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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큰 범주에 속한다. 堯와 舜의 행적을 孟子의 철학을 통해 평가
하듯, 특정 경영철학의 세부 항목들을 보다 거대한 담론인 유학으로 재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행해질 방법이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본주의
의 틀에 유학을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 위에 깨어있는 자본주의를
세울 것이다. 물론 본 연구는 그 완성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 깨어있는 자본주의 등의 개념에 익숙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우선 본 논문에서 다루어질 경영학 개념 및 이슈들에 대한 설명부터 시
작하고자 한다.

2. 깨어있는 자본주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차이점
본 장에서는 孟子의 與民同樂을 논하기에 앞서, 선행연구들에 대한 총
체적 검토를 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깨어있는 자본주의’의 차이점
을 살펴보고자 한다. 존 매키는 깨어있는 자본주의 에서 ‘기업의 사회
적 책임(CSR)’과 ‘깨어 있는 자본주의’의 서로 다른 점을 정밀히 구분했
는데, 이와 같은 작업은 기존의 연구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유학과 경영을 결합시킨 대다수의 연구물들은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담론에 근거해서 기업윤리를 가다듬는 방향으로
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매키가 주장하는 ‘깨어있는 자본주의’가 무엇이며, 기존의 자본주
의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이론의 주창자로부터 직접 들어보자.
매키는 기존의 자본주의를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고 부른
다. 그에 따르면, 정실 자본주의의 특징은 기업과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주주라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
만을 추구하며,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타 이해관계자들은 희생되
어도 된다고 여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실 자본주의는 주주 자본주의
(shareholder capitalism)에서 비롯된 조잡한 저널리즘 용어에 불과하며,
이른바 정교한 이론이라 불려 마땅한 주주 자본주의의 핵심은 ‘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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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극대화 원칙’이다.
(주주의) 이윤극대화 원칙은 수탁책임(경영자가 기업에 경제적 자원
을 제공해준 이해관계자들을 대신하여 기업을 책임 있게 경영하고 그
성과를 성실히 보고해야 하는 책임-옮긴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로 회
사법에 명시되기까지 했다. 경제학자들과 기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러한 논리를 통합하여 교과서를 저술했고, 이후 고등교육을 받은 대부
분 학생은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였다. 한편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
들은 이윤 중시 논리를 강력히 비판하며 자본주의 윤리 기반을 공격했
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8)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본주의를 주주 자본주의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회사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학계로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주주 자본주의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
으로 여실히 증명되기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주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데 온 힘을 바쳤다. 하지만 선각자들은 불행히도 주주 자본주의를 자본
주의의 유일한 1형태라고 오해한 까닭에, 주주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과
정에서 자본주의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매키에 따르면,
최초의 자본주의 이론은 결코 주주 자본주의의 형식을 띠지 않았다.
현대 자본주의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의 저서 도덕 감정론 은 대
표작으로 널리 알려진 국부론 보다 17년 앞서 발표된 것으로, 타인의
생각에 관심을 두고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도덕론을 전개했
다. 즉, 그 내용은 공감하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가 내세운 경제철학과
윤리 체계는 시대를 한참 앞섰다. 19세기 지식인들이 스미스의 철학을
제대로 수용하고 통합했다면, 우리는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정치경
제 이데올로기의 다툼으로 발생한 극심한 갈등과 고통을 피할 수 있었
을지도 모른다.9)

8) 존 매키 외, 앞의 책, 52면..
9) 존 매키 외, 앞의 책,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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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 을 바탕으로
인간적인 정치경제학인 도덕 감정론 을 저술했다. 학문의 중심에 감정
과 공감을 놓은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
며,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을 위시
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이론의 아버지로 애덤 스미스를
내세웠다. 이와 같은 왜곡으로 인해, 애덤 스미스는 신자유주의와 주주
자본주의의 이론적 시조로 부당하게 취급받았고, 자본주의 자체도 주주
자본주의로 오인되었다.
다행히도 애덤 스미스 구하기 를 쓴 리치먼드대학교 로빈스경영대학
원의 조나단 B. 와이트(Jonathan B. Wight)와 같은 의식 있는 학자들의
노력을 통해 애덤 스미스를 올바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증대되
고 있다.10)
한국 학계에서도 이와 같은 바람직한 움직임은 예외가 아니다. 김광수
가 애덤 스미스 : 정의가 번영을 이끈다 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맹자의
“何必曰利 亦有仁義.”라는 주장과 일치한다.11) 흔히 오해되는 것과는 달
리, 맹자는 결코 현실을 도외시한 윤리적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다.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정의가 번영을 이끌며 仁義가 利益을 이끈다
는 것이야말로 현실에서 증명된 진리이다. 김근배는 애덤 스미스의 따
뜻한 손 의 마지막 11장에서 孔子의 論語 와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
정론 을 同感이라는 주제로 비교하고 있는데, 이 또한 애덤 스미스의 진
정한 자본주의를 올바로 이해하려는 바람직한 노력의 일환이다.12) 그러
나 이 논문을 접한 독자들 대부분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낯설 듯이,
아직도 주주 자본주의와 정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그 자체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13)
10)
11)
12)
13)

조나단 와이트, 애덤 스미스 구하기 , 생각의 나무, 2003 참조.
김광수, 애덤 스미스 : 정의가 번영을 이끈다 , 한길사 참조.
김근배, 애덤 스미스의 따뜻한 손 , 중앙일보플러스, 2016 참조.
깨어있는 자본주의와 연관되어 上記한 참고문헌들은 모두 21세기에 출판되었
다. 실상, 본 연구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참고문헌들은 21세기에 출판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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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주 자본주의의 대안, 아니 자본주의의 원형에 해당하는 깨
어있는 자본주의(conscious capitalism)는 기존의 자본주의와 어떻게 다
른가?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20세기 후반 가장 유명한
경제학 토론 가운데 하나인 프리드먼 vs 프리먼 논쟁(Friedman vs
Freeman debate)를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신자유주의의 온산인 시
카고학파의 수장 밀턴 프리드먼은 주주 자본주의 신봉자이다. 반면에 버
지니아 경영대학원의 에드워드 프리먼(Edward Freeman)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이론적 창시자였다. 그러면 인용문을 통해, 이들이 벌였던
논쟁의 핵심만을 간략히 살펴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뉴욕 타임스 에 유명한
글을 실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게임의 규칙
을 지키는 한, 자원을 이익을 내는 데 쓰고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
동만 하면 된다.” 아직도 그의 이 선언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버지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R. 에드워드 프리먼은
이해관계자 관계 관리SRM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저서 전략경영 에서 그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대우받을
때, 주주들 역시 가장 대우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먼은 이해관계
자를 ‘기업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어
떤 집단 혹은 개인’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주주를 최고라고 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의견을 경멸했는데, 오히려 주주를 상호의존적인 이해관계
자 집단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을 좋아했다.14)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과 대비되는 이해관계자 자본
주의(stakeholder capitalism)는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주장하는 대신, 주
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자본주
의라고 주장한다. 주주 자본주의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나 소비자
참고문헌들이 비판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물들은 20세기에 출판되어 21세기까
지 현대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4) 존 매키 외, 앞의 책,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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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희생되는 경우를 용인한다. 이것이 우리
가 흔히 알고 있는 자본주의이자 기업의 행태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라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여타 이해관계자들
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는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배려될 때에만 주주의 이익 또한 증대된다
고 경험적인 사례들을 제시한다.15)
‘깨어있는 자본주의’는 실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또는 이해관계자 이
론의 확장판이며, 그 핵심은 단 하나의 이해관계자 그룹도 배려의 대상
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주의 이익극대화란 목표
에 익숙한 현실 속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귀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직도 흔히 발생한다. 이에 대한 프리먼의 설명을 들
어보자.
일부 조직은 조직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집단 및 개인과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배후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자신의 이해관계
자를 무시하는 조직은 조만간 커다란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과 이해관계자 사이에 활동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자는 충
족되어야 할 자신의 요구를 다른 기업에 넘길 수 있으며, 혹은 자신의
정치적 힘을 사용해 기업으로부터 반응을 강제하려고 시도할 것이다.16)

주주 자본주의 또는 정실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경영자는 주주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동자나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 목소리를 무시하려 든다. 그들은 주주의 이익극대화에 대해 우려하거
나 비판하는 이해관계자들을 무시하거나 돈으로 달래려 한다.
하지만 오늘날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 이해관계자 그룹들은 A기업이
자신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B기업으로 옮겨가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A그룹을 도산시킬 수도 있다. 우리는 전국 시대의 중국인
15) 이주강, ｢맹자의 王道경영과 손자병법의 詭道경영｣, 퇴계학논집 , 영남퇴계학
연구원, 2016a, 22면 참조.
16) 에드워드 프리먼 외, 이해관계자를 위한 경영 , 재승출판, 2009, 188-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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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善政을 펼치는 국가로 비교적 자유롭게 이주했으며, 자국의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군주에게 孟子가 다만 仁政을 펼치라고 말하던 장면을 기
억한다.17)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의 타당성은 실상 특
정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나 깨어있는 자본주의는 결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다. 깨어있는 자본주의는 無産者와 有産者라는 이해관계
자 집단 모두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실상 마르크
스가 살아 있던 당시에도 이미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분이 그다지 분명하
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지적되었다.18) 깨어있는 자본주의는 특정 이해
관계자 집단들이 대립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마르크스의 전제를 부
정한다. 그러나 마르크스 및 현대 시민운동가들이 공격한 정실 자본주의
의 폐해는 충분히 인정한다.19)
그러면 이제 본 챕터의 처음 주제로 돌아가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뒤, 깨어있는 자본주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론상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지 알아보자.
이종영에 따르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부정
론과 긍정론, 그리고 절충론이 있다. 첫째, 부정론에 따르면, 기업은 그
소유주와 주주들에게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도덕적으로 행동할 책임은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올리는 것이다.”라는 밀턴 프리드
먼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둘째, 긍정론에 따르면, 기업은 그 활동을 위하
여 귀중한 사회적 자원을 쓰고 있으므로, 그 결과물인 이익으로써 사회
에 유익한 자선적 활동을 통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셋째, 절
17) 孟子集註 ｢梁惠王章句上｣ 3章 참조.
18) 이주강, ｢유교자본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퇴계학논집 , 영남퇴계
학연구원, 2015b, 22면 참조.
19) 월마트가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조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라젠
드라 시소디어의 설명을 들은 어떤 저명한 CEO는 “당신, 공산당 아냐?”라고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이론들 간의 세밀하고도 결정적인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젠드라 시소디어 외,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 럭스미디어, 2011, 1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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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론에 따르면 기업이란 장기적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이윤을 창출해야
하고, 사회와 공생하지 않는 기업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20)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절충론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건전한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론이 지닌 문제점은 무엇인가? 매키에 따르면, 기업의 사
회적 책임 담론은 ‘비지니스 목표에 윤리적 부담이 더해지며,’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CSR 개념을 접목할 때가 많다.’21) 다시 말해 절충론은
부정론(기업의 목적은 주주의 이익극대화)을 기초로 한 상태에서, 긍정론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 정당화)을 접목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윤 창출
과 윤리 경영은 여전히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된다. 절충론
을 토대로 기업을 운영할 때, CSR은 실질적으로 기업 본연의 업무와 상
관없는 부가물일 따름이다.
매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목적이나 문화와 관계가 없는
반면에, 깨어있는 자본주의는 높은 차원의 목적과 배려하는 문화를 포함
한다.”고 주장한다.22) 다시 말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론이 부정론을
버리지 않고 절충하는 한, 기업은 결국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우선
일한 뒤 그 과정에서 번 수익의 일부를 다시 사회적 환원에 쓰는 꼴이
된다. 대한민국 일부 재벌들이 사회적 환원 운운하며 벌이는 행태가 바
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절충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깨어 있는 자본주의’는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전제 자체를 부정한다. 주주는 기업에 관계되는 숱한 이해관계자들 가운
데 하나일 따름이다. 기업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
의 입장을 충실히 청취하고 반영해야 하며, 주주라는 이해관계자 그룹의
이익만을 위해서 여타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근로자, 소비자 등)의 이익
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20) 이종영, 기업윤리 , 탑북스, 2011, 78-80면.
21) 존 매키 외, 앞의 책, 79면.
22) 존 매키 외, 앞의 책,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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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깨어 있는 자본주의’는 사회봉사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가령
기업이 공장을 새로 지을 때에 시민 단체들의 의견을 충실히 청취하고
반영한다면, 구태여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다는 명목 하에 직원들을 무급
으로 징발하여 공터에 내보내지 않아도 된다.
앤드류 사비츠와 칼 위버는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 에서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엄격히 구분했는데, 우
리의 논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다른 용어들
과 종종 혼동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많은 경영인, 경영 관련 서적의 저
자, 경영 전문가들은 기업이 사회 전반적으로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리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책에선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데, 그 이유는 ‘책임’이라는 용어는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 공동
체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강조하지만, 지속가능성은 기업 외부 및 기업
자체에 주어지는 혜택을 똑같이 중시하기 때문이다. 23)

사비츠와 위버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내부와 외부를
갈라놓은 뒤, 외부에 주어지는 이익을 강조한다. 반면에 지속가능성은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중시한다. 이를
유학의 용어를 써서 이해해 보자.
유학의 四書 가운데 하나인 大學 에 따르면, 明明德은 내 자신의 明
德을 밝히는 것이요, 新民은 타인이 각자의 明德을 스스로 밝히도록 돕
는 것이다.24) 그러나 明明德과 新民은 결코 별도로 행해야 하는 서로
다른 수양법이 아니다. 예컨대, 내가 父母로서 明明德한다는 것은[父父]
곧 子息으로 하여금 스스로 본인의 명덕을 밝히도록[子子] 부모의 입장
에서 배려하고 보살피는 것에 다름 아니다.25) 父母로서 明明德하는 것
23) 앤드류 사비츠 외, 앞의 책, 17-18면.
24) 大學章句 ｢經1章｣ 朱子註 참조.
25) 論語集註 ｢顔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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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곧 子息에게 新民하는 것이니, 자식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결코 부모
로서 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담론 가운데 긍정론은 기업 내부의 이익을 다소
‘희생’하여 기업 외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기업의 마땅한 책임이라
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明明德과 新民을 둘로 갈라놓았다. 그러
나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 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정말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면 굳이 자선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 매일 매일의
경영 활동이 지역사회를 풍요하게 할 테니 말이다.”26)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孟子가 주장하는 與民同樂은
백성들을 위해서 군주가 희생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군주가 好樂하
는 만큼 백성들도 빠짐없이 好樂하게 하고, 군주가 好貨하는 만큼 모든
백성들이 단 한 명도 열외 없이 好貨해야 한다는 것이 孟子의 이해관계
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이다.
이에 반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내부/외부,’ ‘기업/사회,’ ‘내
부=이윤 창출/외부=사회 환원’ 등의 이분법을 전제한 뒤 다시 그들을 절
충하려는 불가능한 타협을 시도했다. 이 때문에, 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유학을 연관시킨 대부분의 연구물들은 孔孟의 의도를 충분히 반
영하지 못했다고 본다. 여기까지가 선행연구에 대한 필자의 총체적 검토
결과이다.
본 장은 동양철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깨어있는 자본주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그 둘 간의 차이점을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
되었다. 이어서, 깨어있는 자본주의의 4가지 신조 가운데 하나인 ‘이해관
계자의 통합’을 주제로,

孟子 의 與民同樂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할

것이다.

26) 앤드류 사비츠 외, 앞의 책,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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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與民同樂 : 깨어있는 자본주의의 맹자 철학적 기초
존 매키는 ‘깨어있는 자본주의 신조(Conscious Capitalism Credo)’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제시한다.
① 높은 차원의 목적과 가치(Higher purpose and core values)
② 이해관계자 통합(Stakeholder integration)
③ 깨어 있는 리더십(Conscious leadership)
④ 깨어 있는 문화와 경영(Conscious culture and management).
본 3장에서는 지면관계상 ‘이해관계자 통합’이 孟子 의 與民同樂과
지니는 연관성만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간략히 짚어 보고, 나머지 항목들
에 대한 분석은 후속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혹은 깨어있는 자본주의와 주주 자본주의의 대
립은 孟子 에서 同樂과 獨樂의 형태로 변주되어 나타난다.27) 두 樂간
의 긴장은 孟子 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梁惠王上｣ 2章에서부터 나타난

다. 梁惠王은 연못가에서 기러기와 사슴들을 구경하다, 孟子에게 “賢者
도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십니까?”라고 짓궂게 묻는다. 이에 대해 孟子는
文王과 桀의 예를 든다. 文王은 백성들과 同樂하려 했기에 文王을 어버
이처럼 여긴 백성들이 몸소 달려와 문왕의 靈臺를 단숨에 지었다. 반면
에, 桀은 백성이라는 이해관계자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獨樂하려 했기에,
백성들은 “이 태양은 언제 없어질까? 내가 이 태양과 더불어 망하겠다!”
고 탄식했다.
여기에서 桀을 최대주주 또는 최고경영자로 바꾸어 보면, 주주 자본주
의 또는 정실 자본주의가 지니는 폐해의 논리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桀 본인만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여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은 철저히 희생되고 있다. 桀의 행복은 곧 백성들의 불행이다. 경영
학에서는 이를 trade-off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
27) 여기서 獨樂은 홀로 조용히 음악이나 독서를 즐기거나 여행을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다. 타인의 희생을 밟고 서서 홀로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말하는 獨樂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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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런데 행복이나 즐거움은 본디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에, 제로섬이 아
니라 얼마든지 win-win이 될 수 있다. 同樂이란 결코 정해진 분량의 樂
을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 아니며, 同樂하면 할수록 전체 樂은 증가한다.
반면에 獨樂은 그 속에 두려움(畏)을 깔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순수한 의
미의 樂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獨樂은 여타 이해관계자들의 희생을 딛
고 올라선 것이며, 이에 따라 獨樂의 당사자가 망하기를 바라는 주변 이
해관계자들의 분노가 항상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獨樂은
순수한 樂이 아니라 半樂半畏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樂이라 불릴 가치
가 없다.

獨樂과 同樂의 대립은 ｢梁惠王下｣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진다. ｢梁

惠王下｣ 1章은 先王의 음악이 아닌 민간의 음악을 듣고 즐거워하다가
孟子에게 들킨 齊宣王이 이를 부끄러워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런데 이에 대해 孟子는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
니며, 다만 백성들과 同樂하면 된다고 가르친다. 예상치 못한 孟子의 답
변에 齊宣王이 추가 설명을 요청하자, 孟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군주
가 백성들과 同樂할 경우, 군주가 外遊를 나갈 때 백성들은 군주의 無病
함을 즐거워한다. 반면에 군주가 獨樂하며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고 곤궁
케 하면, 백성들은 군주의 外遊를 증오한다.
여기서도 與民同樂의 원칙은 동일하다. 백성이라 하면 일부 백성이 아
니라 모든 백성, 즉 萬百姓을 의미한다. 군주가 자신과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인 백성들을 잘 돌볼 경우, 백성들 또한 군주의 건재함
을 즐거워한다. 반면에 군주가 특정이해관계자인 자기 자신의 이익극대
화만을 위해 국가를 경영할 경우, 여타 이해관계자들은 군주가 탄핵되거
나 사망하기만을 바란다.

상식적⋅원칙적으로 보자면, 군주가 진정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모

든 이해관계자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군주는 타고 다니는 말
이나 먹는 음식, 입는 옷 등이 없을 경우 獨樂할 수 없는데, 이 모든 것
들을 본인 스스로 만들거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주가 즐기는 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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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모든 것들은 여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된다. 이 때문에, 이 道理
들을 이해한 군주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즐거움을 배려치 않을 수 없다.

與民同樂에 대한 강조는 ｢梁惠王下｣ 5章에서 계속된다. 齊宣王은 자신

이 재물을 좋아하는 병통이 있다고 孟子에게 고백한다. 이에 대해 孟子
는 군주뿐만 아니라 백성들 또한 재물을 좋아하기는 마찬가지이니,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재물을 좋아하여 마음껏 생산에 임해 넉넉해질 수 있도
록 배려하라고 왕에게 답한다. 이어서 齊宣王은 자신이 여색을 좋아하는
병통이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孟子의 대답 또한 일관적이다. 즉 男
女相悅之事은 天倫이니,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배우자를 찾아 행복할 수
있도록 왕이 배려해야 한다. 실상 與民同樂은 孟子 텍스트 전체에 걸
쳐 등장하는데, 그만큼 孟子가 이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孟子는 주로 정치적 자문에 힘썼고, 매키와 프리먼은 경영⋅경제 전문

가이다. 하지만 정치와 경영⋅경제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우리는 동일
한 철학적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군주는 與民同樂해야 하며, CEO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다만 孟子는 근본적으로 철학자였기에, 매키나 프리먼이 어렴풋이 느
끼고 있으면서도 이론화하지 못하고 있는 인성론과 인식론 부분을 체계
화했다.
우선 인성론적 측면부터 살펴보자. 프리먼은 “이해관계자들은 이름과
얼굴과 아이들을 가진 현실의 사람들로 구성된다.”며, 어떤 집단을 추상
적인 이익단체 등으로 보는 관점을 경계했다.28) 깨어있는 자본주의 의
공동저자기도 한 라젠드라 시소디어는 사랑받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을 이용해먹는 대신 파트너로 본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
면, 미국의 자동차 빅3 업체들은 주요 이해관계자들 가운데 하나인 하청
업체들을 ‘후려친다.’ 반면에 혼다는 공급업체에게 비용을 낮추라는 압력
을 가하는 대신, 공급업체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28) 에드워드 프리먼 외, 앞의 책,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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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공급업체의 효율성이 올라가면 비용이 내려가기 때문이
다.29)
그런데 깨어있는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는 현실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며, 그 집단은 악한 존재가 아닌 선한 존재로 간주된다는 점에 주
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해집단들을 악한 존재로 간주하는
기업이 眞情으로 그 집단들의 이익과 행복을 도모할 리가 없기 때문이
다. 인간 본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집단과 집단 구성원들을 진심으로
선하다고 믿고 신뢰하지 않는 인간은 그 집단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다. 따라서 우리가 性善說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깨어
있는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이론은 그 성격상 性善說을 제 이론의 인성
론으로 삼지 않아서는 안 된다.
또한 인식론적 측면에서 볼 때 깨어있는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이론
은 모두 感情을 매우 중시한다. 매키는 깨어있는 자본주의 에서 깨어있
는 리더십의 핵심이 감성지능이라고 말했으며, 시소디어는 위대한 기업

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에서 ｢사랑받는 기업들의 감성지능경영｣이라는
챕터를 따로 만들어, 대니얼 골먼이 주장한바 감정이 비즈니스의 핵심임
을 역설한다.
감정은 경영학자들, 경영자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월 스트리트의 사
람들이 거실에 두고도 보지 못한 코끼리였다. 대니얼 골먼은 이 코끼리
의 존재를 비즈니스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큰 진보를 가져왔다.30)

필자는 孟子 철학의 인성론→인식론→경영론에 해당하는 善性→四端
[情]→與民同樂이 향후 깨어있는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이론의 핵심 논
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다. 깨어있는 자본주의 신봉자들은 인간의
선함을 믿고,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행복
을 추구한다. 이는 上記한 孟子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 하지만 그들은
29) 라젠드라 시소디어 외, 앞의 책, 225-226면.
30) 라젠드라 시소디어 외, 앞의 책,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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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근거한 자신들의 귀납적 이론을 뒷받침해줄 철학을 아직 확보하
지 못한 상태이다.

4. 나가는 말
경영학 전공자에게 2장의 내용은 익숙하지만 3장의 내용은 생소하다.
반대로 동양철학 전공자에게 본 연구 3장의 내용은 지루하지만, 2장의
내용은 낯설다. 본 논문은 자칫 유사한 내용을 담은 두 이론을 단순 교

차⋅비교하는 학제간 연구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가 콜럼버스
의 달걀과도 같이 해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연구를
굳이 마다하지 않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자 이론의 선구적 연구자이자 깨어있는 자본주의에 끊임없이
혜안을 제공하는 학자인 에드워드 프리먼은 인간의 선함에 주목한다. 그
는 “대다수의 기업 종사자들은 사실은 선하고 윤리적인 사람들이다. 우
리는 그들에게 서로를 죽이고자 하는 ‘욕심의 사생아’ 무리로서의 자본
주의에 대한 현재 관점을 고수하길 기대하기 보다는 윤리적 리더가 되길
기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31)
오늘날 깨어있는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이론이 실질적으로도 유용하
다는 점은 갈수록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이론의 창시
자인 에드워드 프리먼은 ‘선하고 윤리적인’ 대다수의 플레이어들이 활동
하는 체계로서의 경영학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러나 앞선 1
장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 이론을 포함한 경영학들은 기초
학문인 철학을 결여한 방법론에 불과하다. 그 방법론은 제법 유용하기는
하지만, 일관된 철학적 원칙이 없을 경우 양날의 칼이 되어 사회에 해악
을 끼칠 수도 있다.
존 매키는 도산의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31) 에드워드 프리먼 외, 앞의 책, 4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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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다,” “이해관계자의 중요성과 사랑의 힘”을 깨달았으며, 이를 토대
로 깨어있는 자본주의를 제시했다.32) 에드워드 프리먼은 대다수의 기업
종사자들이 사실은 선하다는 점을 실감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경
험적 축적물들이 등뼈 삼을 철학이론을 찾지 못했다. 이제 性善說이라는
주춧돌 하나만 마지막에 제대로 끼워 넣으면, 이해관계자 이론과 깨어있
는 자본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완성된다.
孟子의 與民同樂은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기초가 될 수 있는 보편
철학이며, 특정 분야의 방법론인 이해관계자 이론과 깨어있는 자본주의
를 이론적으로 넉넉히 뒷받침해줄 수 있다. 필자는 에드워드 프리먼과
존 매키를 비롯해 경영학의 철학적 기반을 다지는데 관심이 있는 누구에
게나 이 연구 및 맹자의 철학이 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끝으로 이해관계자 이론이 맹자의 철학을 충실히 계승한 퇴계의 학문
에서 탄탄한 형이상학적 토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이
해관계자 이론은 실상 대화체로 이루어진 孟子의 텍스트에서보다 退溪의
聖學十圖 에서 좀 더 확고한 철학적 기초를 확보할 수 있다.33) 한국철
학 전공자들에게 聖學十圖 속 열 개 다이어그램의 배치는 너무도 익숙
해서, ｢太極圖｣ 바로 뒤에 ｢西銘圖｣가 놓인 이유는 간과되기 십상이다.

近思錄 과 性理大典 은 ｢太極圖說｣과 ｢西銘｣을 비롯한 수많은 글들을
담고 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글들 가운데 10개를 뽑아서 다시 차
례를 세워 나열한 聖學十圖 는 退溪의 특정한 학문적 방향성을 아래와
같이 보여준다.

｢太極圖｣는 만물이 太極의 氣化임을 보였으며, ｢西銘圖｣는 만물이 純

善한 태극을 존재론적 뿌리로 두고 있기에, ‘同質한 존재론적 혈육’임을
밝혔다. 이는 이해관계자 이론이 결코 당위론이 아니며, 가장 자연스러

운 존재론임을 이론적으로 확증한다. ｢西銘圖｣에 따르면, 모든 이해관계

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최고경영자에게 지워진 비현실적인 미션이
결코 아니라, 乾坤의 맏아들에게 주어진 가족 돌보기이다.
32) 존 매키 외, 앞의 책, 27-33면 참조.
33) 이황, 退溪先生文集 (한국고전DB 제공, 한국문집총간 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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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들로 인해 충돌하는
경우가 잦고, 대화와 토론 등을 통해 이해를 조정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그룹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최고경영자는 처음
부터 그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거나, 뒷거래 등을 통해 대충 무마하려 든
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란 ‘처음부터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통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편견이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해관계자 그룹들을 ‘선한’ 집단이라고 여기는 최고경영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존중하며, 그들의 주장이 부적절할
경우 무시하기보다 꾸준히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더욱이 만물이 순선한
太極에서 비롯된 同質한 존재론적 혈육임을 분명히 깨달았을 경우, 설득
에 나선 최고경영자는 한층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존 매키는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을 상호 의존하는 가족
이라고까지 말하는데,34) 이는 21세기 미국의 CEO가 전하는 또 다른 ｢
西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성격상 일종의 試論에 해당한다. 본 연구가 장차 깨어있는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이론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수립하는 데 一助하
기를 바라며 이만 끝맺는다.

※ 이 논문은 2018년 5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6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6월 2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34) 라젠드라 시소디어 외, 앞의 책,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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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ncius and Conscious Capitalism

Lee, Joo-gang
his paper aims to show the philosophical relation between
Conscious Capitalism that pursue the benefit of all the stakeholders
and Mencius’ “Enjoying together with everyone.”
Supporter of Conscious Capitalism believes that human nature is
fundamentally good. This capitalism is often confused wit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former, however, denies the
argument that the corporate should only seek for maximization of
the profit of shareholder. On the other h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throw away that argument. Also, in
Conscious Capitalism, every act of the corporate is consistent
under the primary purpose of the firm. Howeve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metimes needs business man to do social activity
which is nothing to do with the primary purpose of the firm.
Mencius, like Conscious Capitalism, pursue the happiness of all
people, and he calls it, “Enjoying together with everyone.” But his
theory surpasses Conscious Capitalism in that he used the word
“enjoy(happiness)” instead of “profit.” And he, like supporters of
Conscious Capitalism, put a great importance on emotion.
Philosophy of Mencius suggests the process of “good human
nature→emotion→enjoying together with everyone.” And his
theory deserves to be the philosophical ground of Conscious
Capitalism in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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