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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孟子의 王道경영은 相生을 추구하고 信賴를 주장하는 반
면에, 孫子兵法의 詭道경영은 獨食을 추구하고 不信을 허용한다는 점
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 경영전략이론은 예외 없이 전쟁철학에 기초하며, 이에 따라 현대
인들의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경영학 교과서들은 그 사
상적 연원을 동서양의 兵書에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동서양의 병서에 담
긴 전쟁철학은 결코 相生과 信賴의 경영을 낳을 수 없음을 보임으로써
현대 경영학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첫 번째 작업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수 천 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정에서부터 천하에 이
르기까지 모든 집단의 경영철학을 제공해 온 유학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용한 경영학임을 밝힘과 동시에, 오늘날 점점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
는 ‘깨어 있는 자본주의(Conscious Capitalism)’에 철학적 기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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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맹자, 왕도, 손자병법, 궤도, 깨어 있는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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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베이징 대학 MBA 과정 부교수인 궁위전(宮玉振)은 오늘날 경영학의
주류를 차지하는 기업 경쟁이론의 기원이 전쟁이론에 있다는 점을 다음
과 같이 밝힌다. “경영학 박사이자 경영이론 연구가인 헨리 민츠버그는
2천 여 년 전 손자병법을 쓴 중국의 손무와 전쟁론으로 유명한 근
대 독일의 군사이론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를 경쟁이론의 양대 시조로
꼽았고, ‘초경쟁 이론’의 창시자인 리처드 다베니는 자신의 저서에서 클
라우제비츠, 손무, 전략론을 쓴 영국의 군사전략가 리델 하트 등에게
특별히 감사의 뜻을 표했다. 동태적 경쟁이론의 대표 인물인 천밍저는
자신의 사상이 손자병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시인했고, 다트머
스 대학 제임스 브라이언 퀸 교수는 역사적으로 전개된 군사 및 외교 전
략들이 현대 기업가들의 잠재의식 속에 정확한 인식과 투철한 견해를 제
공했다고 말했다.”1)
한편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보스턴컨설팅
전략연구소는 전쟁과 경영 : 클라우제비츠에게 배우는 전략의 지혜라
는 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영전략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드러내었으며,2) 또 다른 유수의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Mckinsey) 컨설턴트 출신인 카이한 크리펜도프(Kaihan Krippendorff)
는 아웃씽커스와 36계학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다양한 기만과 권모
술수를 담은 중국 병서 36計의 유용성을 선전하며 국제적 명성을 누
리고 있다.3) 이를 통해서 볼 때,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중요시하는 경영
전략이론은 대부분 병법 즉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궁위전, 류방승 역, 손자, 이기는 경영을 말하다, 미래엔, 2011, 12-13면.
2) 보스턴컨설팅 전략연구소, 보스턴컨설팅 서울사무소 역, 전쟁과 경영 : 클라우
제비츠에게 배우는 전략의 지혜, 21세기 북스, 2002 참조.
3) 카이한 크리펜도프, 김태훈 역, 아웃씽커스, 생각정원, 2012 ; 36계학, 생각
정원,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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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경영학자나 CEO들이 이와 같은 경영전략이론에 동의하
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깨어 있는 자본주의(Conscious Capitalism)’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라젠드라 시소디어(Rajendra Sisodia)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부분 기업은 경쟁기업을 이해관계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보며, 그들과의 관
계를 흔히 전쟁에 비유한다. 그러나 경쟁기업을 보는 더욱 건설적인 관
점은 함께 탁월함을 추구하는 협력자로 생각하는 것이다. 좋은 경쟁자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므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
이 된다. 그들은 기업이 현 상황에 안주하거나 차선책을 택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아이디어ㆍ전략ㆍ
제품ㆍ서비스를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혁신하며 말이
다.”4)
필자가 보기에, 오늘날 聖經이나 佛經보다 더욱 많이 읽히는 책은 단연
코 경영학 교과서이다. 기독교도나 불교도, 여타 교도나 무신론자를 막론
하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경영학 교과서에 매진하며, 직장인들이나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찾으려는 이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경영학 교과
서에 담긴 약육강식ㆍ승자독식의 전쟁철학이 젊은 세대들의 사고방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군
사경영학에 반기를 든 학자들이 서서히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몇 천 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정에서부터 천하에 이르
기까지[修身齊家治國平天下] 일관된 경영학을 가르쳤던 유학을 연구하는
학계에서 이와 같은 잘못된 경영학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학구적 움직
임이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실상 2016년 현재, 孫子兵法이 어째서
올바른 경영학 교재가 될 수 없는가를 철학적으로 밝힌 비판적 선행연구
는 학계에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그 최초에 해당한다.
필자는 孫子兵法에 담긴 전쟁철학의 핵심은 거칠게 표현하자면 “인
간 세상은 전쟁터이며, 전쟁에서는 이겨야만 하며,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
4) 라젠드라 시소디어 外, 유지연 역, 돈, 착하게 벌 수는 없는가 : 깨어 있는 자본
주의에서 답을 찾다, 흐름출판, 2014, 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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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게 못할 짓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孟子에 담긴 평화철학
의 핵심은 “인간 세상은 전쟁터야만 할 이유가 없으며, 전쟁이 아닌 다음
에야 이기기보다 相生하는 편이 행복하며, 與民同樂하는 가운데 상대방에
게 차마 하지 못할 것[不忍人之心]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필자가 좀 더 엄밀히 표현한 孟子와 孫子兵法의 차이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孟子는 相生을 주장하는 반면, 孫子兵法은 獨食을 주장한다.
전쟁터에서는 아군과 적군만이 있으며, 아군과 적군이 동시에 살고 양자
모두 행복한 경우는 없다. 오직 승자독식이며 패자는 비참할 수밖에 없
다. 경영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孫子兵法은 win-win game이 아닌
win-lose game을 정당하게 보며, positive sum game이 아닌 zero
sum game을 당연지사라 여긴다.
반면에 孟子는 與民同樂을 말하며,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빠짐없이 모
두 행복하게 살기를 추구하는 王者의 平天下경영을 주장한다. 한편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곧 의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는
행복하고 일부는 불행하기를 추구한다면, 불행함을 당하는 일부는 그 추
구를 전혀 의롭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孟子는 또한 의로운
것이 진정 이로운 것이며, 의롭지 않고서도 이로운 경우는 없기에, 利만
말하고 義를 말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많은 이들은 전쟁터
로만 보이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와 같은 주장이 통하겠느냐고 의아해
하겠지만, 필자는 4장에서 윤리경영이 곧 수익을 창출하며, 이에 따라
孟子가 義를 利보다 앞세운 것이 만고의 진리이며, 오직 義에 근간한 利
만이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에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진정 지속
가능한 利임을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둘째, 孫子兵法은 승리를 위해 속임수를 허용하지만, 孟
子는 어떠한 경우에도 속임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孟子는
信賴경영을 이야기하지만, 孫子兵法은 不信경영을 외친다. 孫子兵法
에는 승리를 위해서 기만, 매복, 기습, 간첩 등과 같이 儒家의 경전에서
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용어와 전술이 숱하게 쏟아진다. 6천 자 남짓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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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子兵法에는 倫理나 正義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전
쟁에서는 오직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며, 그 외의 문제들은 부차적이며
도구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孟子는 正道와 詭道의 비유를 통해서 국가경영이나 가정경영
등 그 어떠한 경영에 있어서도 속임수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에 따라 필자는 孟子의 경영을 王道경영 또는 正道경영으로, 그리
고 孫子兵法의 경영을 詭道경영으로 命名코자 한다. 실제로 孫子兵法
에 “兵者, 詭道也.”라는 문장이 나오는 만큼, 이와 같은 명칭이 孫子兵
法을 지은 兵家의 저자에게 부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2장에서는 우선
孟子의 王道경영에 대해서 논하며, 3장에서는 孫子兵法의 詭道경영
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4장에서는 ‘깨어 있는 자본주의’ 논의를 통해서,
孟子의 王道경영이 윤리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이며 본 논문을 끝맺을 것
이다.

2. 孟子의 王道경영
본 章에서는 孟子가 주장한 王者의 경영이란 相生을 추구하며, 결코
詭道를 용납지 않는다는 점을 문헌적으로 고증코자 한다.
일찍이 孟子는 王者의 천하 경영 방식은 만인의 타고난 不忍人之心을
미루어 不忍人之政을 행하는 것이라 말했다.5) 한편 그는 不忍人之心을
無欲害人之心이라 일컫기도 했다.6) 따라서 그는 타인을 차마 해치지 못
하는 생명존중정신을 근간으로 한 국가 경영을 주장했으며, 이는 그의
5) 孟子集註｢公孫丑上｣ 6章 :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 先王有不忍人之心, 斯有
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治天下, 可運之掌上.
6) 孟子集註｢盡心下｣ 31章 : 人能充無欲害人之心, 而仁不可勝用也. 人能充無穿
踰之心而義, 不可勝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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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이 相生에 있지 결코 他殺에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7)
나아가 孟子의 相生경영은 단순히 他人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萬民과 함께 즐기는 것을 국가경영의 본질로 보며, 즐거움
을 獨食하는 것은 올바른 경영이 아니며 그릇된 리더십이라고 일갈한다.
孟子는 이와 같은 내용을 ‘與民同樂’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하는데, 그는 ｢
梁惠王下｣ 1章에서 梁惠王이 옛 성현의 음악을 즐기는 대신 당대의 음
악을 즐기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며, 다만 그가 백성들과 함께 즐기지 않
고 혼자서 즐거움을 獨食하는 것만을 문제 삼는다.
그는 이어서 “백성들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임금은 백성들 또한 임
금의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백성들의 근심을 근심하는 임금은 백성들 또
한 임금의 근심을 근심한다. 천하의 백성으로써 즐거워하고 천하의 백성
으로써 근심하니, 이러고도 왕 노릇 하지 못한 자는 지금껏 있지 않았
다.”8)고 말하며, 獨食이 아닌 相生의 與民同樂을 거듭 강조한다.
또한 ｢梁惠王下｣ 5章에서는 齊宣王이 자신에게는 好貨와 好色의 병통
이 있다고 孟子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에서도 孟子는 호화와
호색 자체를 꾸짖는 대신, 그가 백성들과 함께 호화와 호색을 한다면 왕
노릇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다. 여기서도 孟子가 통치자에
게 바라는 점은 좋은 것이 있다면 獨食하지 말고 與民同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與民同樂이 진정으로 가능하려면, 상대방을 敵으로 간주하기보
다는 가족처럼 사랑해야 한다. ｢梁惠王上｣ 2章에는 좋은 것들을 同樂하
지 않고 獨食하는 傑 임금을 두고서 백성들이 “이 해는 언제나 없어지려
나. 내가 너와 함께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한탄하는 내용이 나온다.9)
이는 백성들이 임금을 자신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敵처럼 여겨 同樂
7) 孟子가 義戰論이 아닌 反戰論을 추구했으며, 이에 따라 孟子의 평화철학이 
孫子兵法의 전쟁철학과 극단적으로 대립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주강, ｢孟子
ㆍ退溪의 反戰論과 孝宗의 義戰論｣, 퇴계학논집 제15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
014 참조.
8) 孟子集註｢梁惠王下｣ 4章 : 樂民之樂者, 民亦樂其樂, 憂民之憂者, 民亦憂其憂,
樂以天下, 憂以天下,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9) 孟子集註｢梁惠王上｣ 3章 : 湯誓曰 時日害喪, 予及女, 偕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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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신 同死하고 싶은 심정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
은 결과가 나온 까닭은 백성의 타고난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걸 임금
이 좋은 것을 獨食하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같은 곳에서 文王을 너무도
사랑한 백성들이 그를 가족인 아버지처럼 사랑해서 한달음에 달려와 왕
의 靈臺를 짓는 장면 또한 보인다. 왜냐하면 왕자인 文王은 칠십 리의
동산이 있었지만, 백성들과 그것을 공유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천하
를 獨食하지 않고 만백성과 同樂했기 때문이다.10) 이 또한 文王이 백성
들의 부모로서 백성들을 가족과 같이 사랑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좋은 것을 獨食하고자 하는 이는 좋은 것을 同樂하고자 하는
이를 ‘자신의 몫을 빼앗아 가는 敵’으로 간주한다. 朱子는 ｢梁惠王上｣ 1
章의 주석에서 “仁義는 人心의 固有함에 근거하니 天理의 公遍됨이요,
利心은 자신과 타인을 배타적으로 형상함에서 생겨나니 人欲의 사사로움
이다.”라고 말했다.11) 좋은 것을 獨食하고자 하는 人欲의 사사로움은 이
내 타인을 배타적으로 차별하여 敵으로 여기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
다. 孟子는 이에 대해 진정한 王者는 좋은 것을 백성과 공유함으로써 天
理의 공변됨을 지킨다고 주장한다. 상기한 대로 文王은 자신의 동산을
백성들과 공유하는 등, 與民同樂의 좋은 예를 보여주었다.
이상으로 孟子가 경영에 있어 獨食이 아닌 相生과 同樂을 중시했다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孟子가 어떠한 경우에도 詭道를 용납하지 않았다
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滕文公下｣ 1章에 잘 나와
있다.
춘추시대 晉나라 대부 趙簡子가 총애하는 奚라는 신하가 수레를 잘
모는 王良이라는 자와 함께 사냥을 나섰다. 그런데 王良이 수레를 正道
로 모니 奚는 한 마리의 짐승도 잡지 못한 반면, 詭道로 모니 하루아침
에 열 마리의 짐승을 잡았다. 王良은 趙簡子에게 詭道로 수레를 몰지 않

章 : 文王之囿 ,方七十里, 芻蕘者往焉, 雉兎者往焉, 與民
同之, 民以爲小不亦宜乎.

10) 孟子集註｢梁惠王下｣ 2

11) 孟子集註｢梁惠王上｣ 1章 朱子註 : 仁義, 根於人心之固有, 天理之公也. 利心,
生於物我之相形, 人欲之私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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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짐승 한 마리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小人인 奚와는 수레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고한다. 孟子는 이 古事를 예로 들어, 어떠한 경우에도 선
비는 道를 굽혀서는 안 된다고 결론한다.12)
우리는 孟子 곳곳에서 詭道를 용납지 않고 仁義의 正道만을 인정하
는 孟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孟子에게 중요한 것은 勝敗가 아니라
是非이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밝히는 데 있어서 孫子兵法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기만책, 간첩 운용, 매복 등은 전혀 필요치 않으며 오히려 백
해무익하다.
끝으로 孫子兵法에서 당연한 것으로 상정하는 敵이라는 개념이 孟
子에게는 없으며, 이에 따라 두 경영의 성격이 전혀 달라진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상식적으로도 敵과는 좋은 것을 同樂할 수 없으며, 오직
敵을 배제한 채 좋은 것을 獨食하는 것만 가능하다. 따라서 오늘날 孫
子兵法의 獨食경영에 기초했음이 틀림없는 경영전략, 그리고 흔히 옳다
고 논의되는 ‘相生경영’은 서로 양립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孫子兵法 연구자들은 흔히 “用兵을 잘하는 자는 敵의 병사를 굴복
시키되 전쟁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13)라는 문장을 들어, 孫子를 好戰的
이 아니라며 옹호하기도 한다.14) 필자는 이에 대해 孫子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칭송한 까닭은 일차적으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이며, 결코 적군의 생명을 배려해서가 아니라고 반박코자 한다.
司馬遷의 史記｢孫子吳起列傳｣에는 孫子의 후손이라 여겨지는 孫臏
이 매복ㆍ기습이라는 詭道를 통해서 魏나라 군사들을 험난한 馬陵 계곡
으로 誘引한 뒤 무참히 사살함으로써 승리를 거두는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孫臏은 아군의 피해를 야기하는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도 적의 병
사를 몰살했는바, 참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孫子兵法의 철학을 충
실히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司馬遷 또한 ｢孫子吳起列傳｣에
孫武의 孫子兵法을 먼저 언급한 뒤, 구체적인 적용 사례로 孫臏의 예

章 참조.

12) 孟子集註｢滕文公下｣ 1
13) 陳華元, 孫子新註, 上海書店, 1996, 26면 : 善用兵者, 屈人之兵而非戰也.
14) 孫武, 황병국 역, 손자병법, 범우사,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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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孫臏의 사례를 알아보았으니만큼, 孫子兵法에서 패배한 敵
을 어떻게 다루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쳤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孫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敵의 고을을 빼앗아 그 전리품을 아군들에
게 나눠 주고, 敵의 땅을 빼앗아 아군들에게 이익을 나누어준다.”15)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敵이 있다면 그 敵과는 좋은 것을 同樂할 수
없으며 敵의 좋은 것을 빼앗아서 아군이 獨食해야 한다.16) 孫子兵法
의 저자는 어디에서도 敵과의 相生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는 孫子兵
法의 제 논리상 필연적이다. 일단 상대방을 敵으로 인식하게 되면 경영
현장은 곧 전쟁터로 바뀌고, 이내 敵과는 相生ㆍ同樂할 수 없다는 결론
이 논리상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 어떤 이론이 유명하고 영향력 있다
는 것과 논리적으로 일관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필자는 孫子
兵法에 근간한 그 어떤 경영학도 相生경영을 이야기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결론이 승자독식의 전쟁철학을 바탕으로 한 경영학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天下를 경영하면서도 敵이 없고 만백성의 사랑을 받으며 만백
성과 이익을 同樂하는 또 다른 경영철학이 있다. 孟子에는 “仁者는 敵
이 없다.”는 너무도 유명한 말이 ｢梁惠王上｣ 5章에 나온다.17) 梁惠王은
일찍이 齊나라와 楚나라에 치욕을 당했던 바, 이들을 敵으로 삼아 정벌
코자 하니 그 방도를 알려 달라고 孟子에게 부탁했다. 이에 대해 孟子는
梁惠王이 王道를 행할 경우, 王道를 행하지 않는 나라들을 伐하게 되면
막을 자가 없으니, 他國을 敵으로 삼아 제거하려고 들지 말고 오직 王道

15) 陳華元, 孫子新註, 67면 : 掠鄕分衆, 廓地分利.
16) 孟子는 齊宣王이 燕나라를 정벌하고서 타국들의 복수를 두려워하자, 약탈해왔
던 피정벌 국가의 보물들을 돌려주라고 조언했다. 齊宣王은 孫子兵法의 논리
를 마음속에 지녔기에 자신이 정벌한 국가의 보물은 전리품으로서 얼마든지 약
탈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孟子는 이른바 王者의 伐이란 湯 임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고통 받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뿐 결코 敵을 해치우는
것이 아니기에, 약탈이나 전리품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17) 孟子集註｢梁惠王上｣ 5章 : 仁者無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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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행하라고 대답한다. 제아무리 수많은 주변국들이 있더라도 王道를 통
해 만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진정한 平天下경영이자 천하통일이며,
詭道를 통해 주변국들을 敵으로 삼아 모두 제거하는 것은 秦始皇의 예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진정한 천하통일이 될 수 없다.
상기한 2장의 내용은 현대 경영학의 전쟁 철학적 기초에 익숙지 않은
儒學 전공자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하여 자칫 밋밋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3장에서 孫子兵法의 詭道경영와 그에 입각한 현대
경영전략의 문제점을 파헤침으로써, 孟子의 正道경영이 진실로 윤리적이
고 유용하기까지 한 경영임을 반증을 통해 확인코자 한다.

3. 孫子兵法의 詭道경영
본 장에서는 孫子兵法의 詭道경영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함과 동시
에, 베이징 대학교 국제MBA 부교수인 궁위전의 손자, 이기는 경영을
말하다와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위처허(黃昭虎)의
손자병법과 전략경영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궁위전은 자신의 저서에서 “비지니스 경쟁은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방과 대결이라는 구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공과 실패가 분
명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쟁과 매우 비슷하다. 비록 경쟁이 전쟁보다
인간적이기는 하지만 패배자들이 잔혹한 현실을 겪게 되는 것은 마찬가
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쟁이라는 가혹한 경쟁 환경에서 이끌어낸
이론은 기업 경쟁의 본질을 깨닫고, 경쟁 승리의 방법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한다.18) 이를 통해서 볼 때, 궁위전은 ‘경영현장=
전쟁’이라는 전제를 분명히 했음을 알 수 있다.
위처허 또한 “사업의 세계는 전쟁터와 다르지 않다. 실제로 계획이 잘
못되면 사업이 망하고, 자본도 일터도 잃게 된다. 이것은 잘못된 계획으
18) 궁위전,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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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인명과 장비의 손실뿐만 아니라 전투 자체에서도 패배하게 되는
전쟁이나 다를 바가 없다.”19)고 말함으로써 ‘경영현장=전쟁’이라는 전제
를 명확히 한다. 이와 같은 전제는 앞선 라젠드라 시소디어 교수의 “대
부분 기업은 경쟁기업을 이해관계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경쟁기업을 시
장에서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보며, 그들과의 관계를 흔히 전쟁에 비유
한다. 그러나 경쟁기업을 보는 더욱 건설적인 관점은 함께 탁월함을 추
구하는 협력자로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주장과 비교해 볼 때, 그 내용
이 정반대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孫子兵法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을 주된 논의로 삼은 것
이 아니라, 孫子兵法에 기초한 현대경영전략의 병폐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궁위전과 위처허는 孫子兵法이나 36計 등의 兵書
를 바탕으로 현대경영전략이론을 수립한 자기 분야의 대가이며, 따라서
이들의 이론이 지닌 문제점을 분명히 드러낸다면 이들과 대동소이한 기
타 연구물들의 可否 또한 자연스레 결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장에서
는 분량 상 孫子兵法의 모든 문제점을 다룰 수는 없고, 詭道와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자 한다.
孫子兵法 초반부에는 “兵이라는 것은 詭道이다.”라는 문장이 나온
다.20) 궁위전은 이에 대해 “‘兵者詭道’ 에 내포된 의미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관건은 힘의 대결이 아니라 책략의 운용에 달렸다는 것이다.
책략의 운용을 통해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음대로 조종하고 분열시키
고 현혹한다.”라고 주석한다.21) 그는 이어서 “전쟁과 경쟁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성공을 거두려면 자신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활용해야
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우세와 대응 능력을 최대한 억제하여 전혀 대응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법적인 면에서 볼 때, 이런 궤도의
운용은 진실을 감추는 ‘은진隱眞’과 가짜를 드러내는 ‘시가示假’ 두 가지
로 요약된다.”22) 그는 ‘은진’이란 은폐와 비밀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19) Wee Chow Hou, 박헌준 역, 손자병법과 전략경영, 석정, 1994, 15면.
20) 陳華元, 孫子新註, 10면 : 兵者, 詭道也.
21) 궁위전,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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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여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
을 잡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반격 위협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이
며, ‘시가’란 엉뚱하고 모호한 행동 및 정보를 통해 상대방이 잘못된 판
단과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23) 이와 같이 전쟁과 경쟁의
공통점을 詭道 운용에 두고 隱眞과 示假를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삼은 궁
위전의 경영전략이론은 경쟁사에 대한 권모술수와 기만작전을 아무렇지
도 않게 용인한다.
그런데 궁위전의 경영전략이론 속에는 고객이나 정부, 시민단체 등의
중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전략’이 빠져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사실상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경쟁사가 아닌 고객
일 터인데, 어째서 궁위전의 경영전략이론에는 그와 같은 점들이 도외시
되었는지, 어째서 모든 이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 일부 敵들의 패배
를 추구하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孫子兵法의 세계에는 기본적으로 我軍과 敵軍 오직 두 집단만 존재
한다.24) 왜냐하면 전쟁터에서는 고객이나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을 만족시킬 이유도 없고 오직 어
떤 수단을 통해서든 상대방을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孫子
兵法 추종자들이 전쟁터에서 실제로 살육당하는 이해관계자인 백성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이다.25)
22)
23)
24)
25)

궁위전, 69-70면.
궁위전, 70-71면.
敵軍은 물론 여러 나라의 서로 다른 군대들일 수 있다.
미국의 진보 역사학자이자 시민운동가였던 하워드 진(Howard Zin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대 군사 테크놀로지의 무차별적 성격으로 인해 모든 전쟁은
민간인에 대한 전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부도덕하다. 폭군에
맞서, 침략자에 맞서 빼앗긴 국경선을 바로잡으려고 수행되는 것이어서 어떤
전쟁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될 때조차 이것은 사실이다(유엔보고서들에 따르
면, 사담 후세인에 맞선 ‘좋은 전쟁’은 수십 만 명의 이라크 어린이들을 죽에는
데에만 성공했다.).”(하워드 진, 유강은 역, 전쟁에 반대한다, 도서출판 이후,
2003, 59-60면 참조) 필자는 현대전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전국시대 제후들의 경우
에는 정도가 더욱 심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孟子에는 제후들의 탐욕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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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孫子兵法에 기초한 현대경영전략 또한 형식적으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서 빠짐없이 나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군(自社)
과 적군(競爭社) 오직 두 집단만을 다룬다. 이에 따라 그와 같은 경영전
략이론은 필연적으로 오직 敵에게 이기는 것만을 중시하게 된다. 궁위전
은 그리 두껍지 않은 저서 곳곳에서 적지 않게 마오쩌둥(毛澤東)의 전술
을 인용하며 그 전술이 孫子兵法의 가르침과 부합됨을 밝히는데, 전투
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詭道를 서슴지 않았던 마오쩌둥의 군대경영은 궁
위전의 경영전략이론과 닮은 구석이 매우 많다.
그러나 예컨대 샤오미가 애플보다 우수한 핸드폰을 고객들에게 제공
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詭道를 통해 애플을 약화시켜 시장에서 몰아냄으
로써 시장을 獨食하려 경영전략을 쓴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샤오미는
고객들이라는 이해관계자에게 외면당함과 동시에 정부라는 이해관계자에
의해 독과점 기업으로 분류되어 제제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애플이 샤
오미보다 우수한 핸드폰을 만듦으로써 고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면,
샤오미는 詭道를 통해 애플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데 힘써야 하는가, 아
니면 애플보다 더욱 우수한 핸드폰을 만들어서 고객의 인정을 받기에 힘
써야 하는가?
필자는 ‘경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업들은 시장의 공
정한 룰에 입각해서 얼마든지 正道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으
며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詭道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샤오미는 애플을 이기는 것을 사업동기로 삼아서는 안 되며,
고객에게 가장 우수한 무형ㆍ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동기로
삼아야 한다. 그와 같은 노력이 고객들에게 인정받는다면 샤오미는 ‘결
과적으로’ 애플보다 우위를 점할 것이다. 하지만 소위 ‘승리’란 것은 ‘사
업결과’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孫子兵法에서는 모든 전쟁동기가 ‘승리’이며 孫子兵法에
기초한 경영전략이론에서는 모든 사업동기가 ‘승리’이다. 위처허가 자신
한 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흩어지고 시체가 웅덩이에 뒹구는 등의 처참한 장면들
에 대한 묘사가 곳곳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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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서에서 밝혔듯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승리하는 것이다. 영토
를 빼앗기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자
본을 잃기 위하여 사업을 벌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장 전체를 석권
한다는 궁극적 목적과 함께 최종적인 목표는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손자에 의하면 전쟁의 지상 최고의 목적은 승리이다.”26)
이제 우리의 관심을 궁위전에서 위처허로 옮겨 논의를 계속해 보자.
위처허는 詭道경영과 연관해서 孫子兵法에 나오는 奇正一體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서 孫子兵法에는 “戰勢는 奇와 正에 불과하다.
奇와 正의 변화는 이루 다 할 수 없다. 奇와 正의 相生함이 끝이 없는
循環과 같으니, 누가 能히 다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나온다.27) 위처
허는 이 문장에 대해 “정규 세력이란 실질적이고, 정상적 혹은 정규 병
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만 세력은 기습, 예외, 비정규 혹
은 속임수 병력을 의미한다. 보다 좋은 번역어를 찾기가 어려워서 우리
는 正을 정규 세력 그리고 奇를 비정규 세력이라고 부르기로 한다.”28)
고 주석한다.
위처허는 정상과 비정상, 정규와 속임수가 相生하며 끝이 없다고 말한
다. 이럴 경우 正道경영이나 倫理경영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왜냐하면
정규와 속임수가 相生할 경우, 우리는 실질적으로 옳고 그름을 전혀 판
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논리에서는 속임수를 결코 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속임수가 없이는 정규 또한 생겨나지 못하기 때문이
다. 奇와 正이 상생하는 경영은 결국 詭道를 용인하게 되고, 시간이 가
면 갈수록 정규보다는 속임수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필자가
본 논문의 서두에서 孫子兵法의 핵심은 “이기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차
마 못할 것이 없다.”라고 요약한 것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6) Wee Chow Hou, 66면.
27) 陳華元, 孫子新註, 46면 : 戰勢不過奇正, 奇正之變, 不可勝窮也. 奇正相生, 如
循環之無端, 孰能窮之哉.
28) Wee Chow Hou,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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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孫子兵法이 첩자, 그러니까 오늘날 경영학 용어로 ‘산업
스파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대목을 다루기로 한다. 孫子는 孫子兵
法의 대미를 간첩의 운용에 관한 설명이 담긴 ｢用間篇｣으로 장식했는
데, 궁위전이 잘 설명한 바와 같이 “손무는 정보 수집에서 간첩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아예 한 편을 할애해 간첩 활용
방법을 상세히 기술했다. 간첩은 鄕間, 內間, 反間, 死間, 生間의 다섯 가
지로 나뉜다. ‘향간’은 적국의 백성을 이용해 정보를 빼내는 것이다. ‘내
간’은 적국의 관리를 포섭하는 것이다. ‘반간’은 적국의 간첩을 포섭해
이중간첩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사간’은 죽음을 각오하고 적국에 들어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적국을 교란시키는 것이다. ‘생간’은 적국의 정보를
가지고 살아 돌아오는 것이다.”29)
이와 같이 孫子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중간첩을 활용하고 허
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오히려 그와 같은
기만적 책략을 聖賢의 知慧라고 칭송한다.
三軍의 일은 간첩보다 친한 것이 없으며, 간첩보다 상이 후한 것이 없
으며, 간첩보다 긴밀한 일이 없다. 聖人의 지혜가 아니면 간첩을 쓰지
못하고, 仁義가 아니면 간첩을 부리지 못하고, 미묘함이 아니면 간첩의
실효를 얻을 수 없다. 미묘하고 미묘하니, 간첩을 쓰지 않는 곳이 없
다.30)

孫子는 孫子兵法 전체를 통틀어 聖이라는 글자를 단 한 번 쓰는데,
다름 아닌 간첩을 부리는 꼼수를 일컬어 聖智라 했다. 그는 聖智와 仁義
가 아니면 간첩을 부릴 수 없다 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孫子가 생
각하는 聖人이 孟子가 생각하는 聖人,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본 聖人과 얼마나 다른지 쉽게 알 수 있다.
20세기 중국 역사를 통틀어 마오쩌둥만큼 用間에 능한 이는 없었다.
29) 궁위전, 248-249면.
30) 陳華元, 孫子新註, 128면 : 三軍之事, 莫親於間, 賞莫厚於間, 事莫密於間. 非
聖智不能用間, 非仁義不能使間, 非微妙不能得間之實. 微哉! 微哉! 無所不用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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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위전은 “네 차례 츠수이 강을 건넌 사건은 마오쩌둥의 생애에서 가장
만족스런 전투 가운데 하나였다. 2만 명의 홍군 병력으로 국민당 40만
대군의 넋을 빼놓은 이 전투는 마오쩌둥의 용병술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홍군 정보원의 활약이 큰 역할을 했다.”31)고 말하
며, 마오쩌둥의 정보원들이 어떻게 적의 상황을 도청하고 거짓 정보를
흘렸는가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한다. 孫子와 궁위전의 논리를 철저하게
따르자면, 마오쩌둥이야말로 孫子兵法에서 말하는 聖智와 仁義를 지닌
자가 아닌가 한다.
마지막에 덧붙여,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 하나를 지적하지 않
고 지나갈 수 없다. 궁위전은 孫子兵法의 ｢用間篇｣을 설명하면서, “간
첩 문제는 전쟁과 기업 경쟁에서 서로 의미가 다르다. 전쟁은 목숨을 건
투쟁으로 간첩 행위가 절대 빠질 수 없다. 반면 기업 경쟁에서는 규정된
준칙과 윤리에 따라 정보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윤리경영을 주
장한다.32)
사실 궁위전을 비롯한 어떤 경영학자도 산업스파이의 운용을 드러내
놓고 옹호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孫子兵法을 자신의 철
학으로 삼으면서도 그 철학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제
외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궁위전은 분명히 전쟁경영과 기업경
영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른 논리가 있다는 점을 눈치 챘음이 틀림없
다. 하지만 그는 獨食경영을 내버리고 相生경영을 자기 학문의 기초로
삼는 대신, 獨食경영을 여전히 기초로 삼는 가운데 그 문제점이 지나치
게 드러나서 비난을 받을 만한 내용을 아예 무시하는 ‘전략’을 택했다.
하지만 孫子兵法은 무척이나 엄중하고 일관된 자기논리를 지니고
있다. 즉 孫子兵法은 전쟁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전쟁에서는 오직 이
기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첩 투입 또한 당연하다고 여긴다. 반면
에 궁위전과 위처허 등의 현대 경영학자들은 孫子兵法을 자기 학문의
기초로 삼고서 기습과 매복, 미끼와 덫 등 온갖 기만술을 경영전술로 받
31) 궁위전, 238-239면.
32) 궁위전, 250-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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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면서도, 간첩 투입에 해당하는 산업스파이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
다고 주장한다. 이는 古典의 논리적 일관성을 피땀 흘려 철학적으로 분
석하려는 노력을 도외시한 채 자신의 취향에 따라 그 내용을 취사선택하
는 전형적인 편의적 발상으로서, 학문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철학적으로 볼 때, 孫子兵法을 학문의 기초로 두는 그 어떤 경영학
도 제 논리에 따라 산업스파이를 용납해야 한다. 반면에 孫子兵法을
학문의 기초로 두면서도 산업스파이를 비판하는 경영이론은 자기모순을
범한 바, 진지한 이론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孫子가 살아 돌
아와서 오늘날 孫子兵法에 기초했다고 여겨지는 현대경영전략이론들을
본다면, 자신의 저서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다며 쓴 웃음을 지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현대경영전략이론들은 ‘이도 저도 아닌’ 언
어유희에 불과한 바, 儒家는 물론이거니와 兵家에도 속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윤리 따위는 전혀 고려치 않는 孫子兵法에 따라 경영전략이론을 세
웠으면서도 동시에 윤리경영을 주장하는 이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
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음이 틀림없다. 일단 궁위전이나 위처허가 주장하
는 바와 같이 ‘경영현장=전쟁’이라는 전제가 섰다면, 그 후속 논리는 절
대 孫子兵法의 논지를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孟子나 라젠드라 시소
디어의 주장과 같이 경영현장은 전쟁이 아니라는 전제가 대신 서고 나
면, 산업스파이의 운용 여부 따위는 논란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필자는 孟子에 기초한 경영학은 제 논리에 따라 산업스파이를 용납
하지 않으며, 수 천 년 동안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가장 훌륭하고 윤리적
인 경영학일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실제로 孟子와 같이 與民同樂을
추구하는 현대의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 또한 높았다는 점을
다음 장에서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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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2013년 미국에서 출간된 존 매키ㆍ라젠드라 시소디어의 깨어 있는
자본주의는 여러 모로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한 책이다. 첫째,
이 연구물은 저명한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에서 출판된
최신 경영학 서적이다. 이는 세계 경영학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학계 내
에서도 獨食을 주로 하는 기존의 주류 경영학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이다. 둘째, 이 연구물은 벤
틀리 대학의 저명한 경영학과 교수와 20년 이상 대기업의 CEO로 활동
한 사업가 두 명의 실제사례분석을 담고 있다. 많은 이들은 ‘正道경영이
란 경영을 모르는 순진한 이야기일 뿐이며, 비즈니스 현장은 전쟁터와
다름없고 전쟁에는 오직 아군과 적군만이 존재하며 적군에 해당하는 경
쟁사를 무너뜨려야만 아군에 해당하는 자신의 회사가 살아남는다.’고 이
야기한다. 그러나 경영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깨어 있는 자본주의
의 저자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초기 경제학자들은 언제나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가들의 행동 방식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윤극대화만이 기업의
중요한 목표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윤극대화가 기업
가들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표라고 주장했다.”33) “이윤극대화 원칙은
수탁책임(경영자가 기업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해 준 이해관계자들을 대신
하여 기업을 책임 있게 경영하고 그 성과를 성실히 보고해야 하는 책임)
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로 회사법에 명시되기까지 했다. 경제학자들과 기
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논리를 통합하여 교과서를 저술했고, 이
후 고등교육을 받은 대부분 학생은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였다. 한편 자본
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윤 중시 논리를 강력히 비판하며 자본주의
윤리 기반을 공격했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거의 예외 없이,
성공한 기업가들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물론 그들은 돈
33) 라젠드라 시소디어 外,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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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벌고 싶어 하지만 돈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해
야 한다고 믿는 일을 하려 한다. 자유기업 자본주의의 영웅적 역사는 꿈
과 열정을 원동력으로 고객ㆍ직원ㆍ공급자ㆍ투자자ㆍ사회를 위해 놀라운
가치를 창출한 기업가들의 이야기이다.”34) “기업의 목적과 영향력을 자
각하지 못한 채 사업하면 트레이드오프 사고에 빠져 의도치 않은 해로운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삼고, 시
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를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여긴다.”35)
여기서 이윤극대화란 곧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지칭한다. 즉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주주 이외에도 고객, 직원, 투자자, 공급자, 공동체, 환경
등 여러 부류가 있는데, 오직 주주 이익만을 중요시할 경우, 다른 주체
들의 이익이 침해되며 나아가서 다른 주체들은 주주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오늘날의 모든 경영학 교과서는 주주이익 극대화를
도그마로 만들어 놓은 실정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법에도 의
무로 명기되어 있을 정도이다.
앞선 우리의 논의와 관련지어 보면,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대경영학은 주주 獨食의 경영학이다. 즉 회사가 창출한 수익을 주주가
獨食해서는 안 되며 이해관계자 모두가 그 수익을 즐겨야 하는데, 현대
경영학은 與民同樂의 논리를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존 매키와 라젠드라 시소디어는 “기업의 핵심은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지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처허의 “시장 전체를 석권한다는 궁극적 목적과 함께 최종적인 목표는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라는 주장과 전혀 다른 입장을 논한
다.36) 이해관계자란 기업과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주체를 의미하며,37)
주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해야만 기업의 활동은 정당하
다고 인정될 수 있다. 깨어 있는 자본주의 Conscious Capitalism에서

34)
35)
36)
37)

라젠드라
라젠드라
라젠드라
라젠드라

시소디어
시소디어
시소디어
시소디어

外,
外,
外,
外,

52면.
49면.
57면.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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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는 경영’이 곧 孟子의 與民同樂임을 우
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를 알아보자.
｢골드만 삭스, 금융위기 속 연말 보너스 잔치로 비난｣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금융 위기 속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런던 금융가 시티의 직원들에게 43억파운드(약 8조8000억원) 보너스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져 비판받고 있다.……금융 위기가 터진 후 골드만
삭스가 미국 정부에서 받은 구제금융 100억달러(약 64억파운드) 중 3분
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이 보너스로 지불되는 셈이다.”38)
골드만 삭스는 2008년에 64억 파운드 규모의 구제 금융을 미국 국민
들의 血稅로 충당했는데, 다름 아닌 2008년 말에 직원들에게 43억 파운
드의 보너스를 지급했다. 이는 구제 금융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미국
국민이나 미국 정부, 골드만 삭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과 동종업종 종사자들 모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윤리
적인 처사이다. 다시 말해, 골드만 삭스는 ‘大馬不死’라는 배수진을 치고
서 구제금융을 타내는 전략을 썼으며, 이제 구제금융 즉 ‘전리품’을 획득
했으니만큼 孫子兵法 속의 군사들처럼 이를 나눠가졌던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구제 금융을 지원하는 까닭은 그 자금을 기업
이 獨食하라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 자금을 통해 한시바삐 경영을 정상
화해서 자금을 제공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
도에서이다. 하지만 孫子兵法 논리에 충실한 골드만 삭스 입장에서 보
면, 아군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정부의 눈 먼 돈을 獨食했으니 전략적으
로 승리한 셈이며, 이제 이 전리품을 나눠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나
국민 등 구제 금융을 제공한 여타 이해관계자들은 골드만 삭스의 聖智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우매한 존재들일 따름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孟子의 與民同樂경영, 大學의 平天下경영, 라
젠드라 시소디어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깨어 있는
경영(Conscious Management)이 학계와 경영계에 두루 자리 잡지 않으
38) ｢골드만 삭스, 금융위기 속 연말 보너스 잔치로 비난｣, 파이낸셜뉴스, 2008년
12월 1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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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앞으로도 수시로 닥칠 금융위기 때 골드만 삭스와 같은 사례가 반복
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골드만 삭스를 비롯한 투자은
행에 근무하는 수많은 경영학 전공자들은 대학 시절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업무하고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義를 지키는 기업이 결과적으로 利를 창출한다는 연구결과를
들어, 의리를 강조한 孟子의 王道경영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낳는 알짜배
기 경영학이라는 점을 보이며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라젠드라 시소디어 교수와 공동연구자들은 재무성과가 아닌 일명 인
본주의적 프로파일(기업이 지닌 목적 의식, 기업문화, 리더쉽, 그리고 기
업이 고객ㆍ직원ㆍ공급자ㆍ공동체에게 얼마나 사랑받는가)을 바탕으로
기업을 선정했다. 사실 재무성과에 대한 연구자들의 기대는 크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들은 義를 지키는 기업이 義를 지키지 않는 기업보다 利益을
더 많이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사랑받
는 이들 기업은 착한 경영을 실천할 뿐 아니라 놀라운 투자 수익 또한
창출했으며, 1996~2006년 동안 시장 평균 대비 9배나 높은 성과를 달
성했다. 이들은 착한 경영을 실천하는 단순히 ‘좋은’ 기업이 아니었다.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다.39) 이로써 우
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만족을 추구하는 相生경영이 결코 현실을 모
르는 순진한 이야기가 아니며, 도리어 실제적으로도 많은 가치를 창출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通鑑節要에는 다음과 같은 子思와 孟子의 대화가 보인다.40)
처음에 孟子가 자사를 스승으로 모실 때 일찍이 “백성을 기르는 도는
무엇을 우선으로 합니까?”하고 여쭈었는데, 자사는 “利를 우선으로 한
다.”고 답했다. 孟子가 “군자가 백성을 가르치는 바는 또한 仁과 義일
따름인데, 하필 利라 하십니까?”라고 여쭈니, 자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
했다. “仁과 義가 참으로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방법이다. 윗사람이 不
39) 라젠드라 시소디어 外, 425-427면.
40) 본 문단은 이주강, ｢退溪의 和親義理論｣, 退溪學報, 제136호, 퇴계학연구원,
2014에서 인용.

244

孟子의 王道경영과 孫子兵法의 詭道경영(이주강)

仁하면 아랫사람이 자기 자리를 얻지 못하고, 윗사람이 不義하면 아랫
사람이 속이기를 즐기니, 이는 이롭지 아니함이 큰 것이다. 그러므로 
易에 이르기를 ‘利는 義의 和’라 하고, 또 ‘利로써 身을 편안케 해서 덕
을 높인다’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利의 큰 것이다.”라고 하였다.41)

자사에 따르면, 義와 利 곧 義理와 利益은 결코 분리된 두 가지가 아
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닌 義가 곧 利이기 때문이다.42) 이제 우리는 孟
子와 자사의 대화가 수 천 년의 거리를 뛰어넘어 21세기 현대경영학의
원칙에도 적실함을 알 수 있다. 義理에 기초한 利益만이 참된 이익이며,
지속가능한 이익이다.
본 연구는 승자독식의 전쟁철학을 기초로 하며 현대 경영학에 절대적
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孫子兵法, 韓非子, 36計, 마키아벨리의 君
主論,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 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기초 작업에
해당한다. 분량상의 제약으로 인해 좀 더 넓고 깊이 있는 고찰 대신 거친
분석만이 행해졌음을 아쉬움으로 남기고, 후속 연구를 기약코자 한다.

※ 이 논문은 2016년 05월 0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6년 05월 30일부터 06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06월 12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41) 通鑑節要(一), 아세아문화사, 2006, 45-46면 : 初, 孟子師子思, 嘗問牧民之道
何先. 子思曰 先利之. 孟子曰 君子所以敎民, 亦仁義而已矣. 何必利. 子思曰 仁
義固所以利之也. 上不仁, 則下不得其所, 上不義, 則下樂爲詐也. 此爲不利, 大矣.
故易曰 利者 義之和也, 又曰 利用安身, 以崇德也. 此皆利之大者也.
42) 上同 : 溫公曰 子思孟子之言 一也. 夫唯仁者 爲知仁義之利, 不仁者 不知也. 故孟
子之對梁王, 自以仁義, 而不及利者, 所與言之人異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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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yal Way Management of Mencius and
The Deceptive Way Management of

Sunzibingfa
Lee, Joo-gang
This paper aims to show that The Royal Way Management of
Mencius pursues live-together and justice whereas The Deceptive
Way Management of Sunzibingfa seeks have-to-oneself and
deception.
Modern theories of business strategy are based on, without a
doubt, theories of war. As a result, business textbooks which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mentality of modern people are founded
on books on war in East and West. This study is the groundwork
to prove that the theory of war cannot be the foundation of
business management of live-together and justice.
This research will prove that the Confucianism which has been
provided the ways of management from family to the whole world
for thousands of years in eastern-Asia is still the most useful and
ethical management books, and at the same time, will offer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to the Conscious Capitalism which is
raising its voice to make this society a better place.

keywords : Mencius, The Royal Way Management, Sunzibingfa, The
Deceptive Way Management, Consciou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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