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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社會重視經營이 意味히는 바
오늘날 한국사회가 당변하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21 세기에 재도약하기 위

해서는 실물경제의 중심체인 기업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을 이겨나가도록 기업경쟁력을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기업활동과 관련
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나 일반시민들로부터 기업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

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처럼 오늘날의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 ·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
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와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엿보다 기업이 “사회중시의 경영 "(Socially

ment) 1)을

‘

Responsible Manage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 지금까지 기업의 사회중시경영에 대한 연구는 ‘기업과 사회’ (B usiness
이루어져 왔다

and

Society) 라는 테마로

‘사회중시의 경영.은 기존의 기업과 사회’에 대한 연구의 성과를 모으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논의되는 연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61

262

勞使빼係돼究 第 11 卷

1. 열린경영의 일반적 의미
우리들이 이러한 “사회중시의 경영”을 논의하게 되는 것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기
업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기업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기
업이 단순히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데 그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기업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기업위주의

경영을 행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
경 하에서 기업의 사회중시경영은 기업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열린경영”을
행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먼저 열린경영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열린경영이 추구
하는 가치로서의 신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한 시대에 통용되는 용어는 그 시대의 사회 · 문화적. 역사적 시대상을 반영한다， 바로
“열린”이라는 말이 이러한 조류를 타고 나타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열린 시대， 열린 소
리， 열린 방송， 열린 신문， 열린 길， 열린교육， 열린 음악회에서 보듯이 과거 그 어느 때
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린”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열림이 지향하는

개방성은 또한 내부 지향성을 벗어나 바깥 세상의 다양성을 포용하자는 말과도 같은 의

미를 지니고 있다〔유영만. 1997

22J

사전적인 의미로 ’열림’의 의미는 ‘터져 있음’，

트임‘ 혹은 ’새로 시작함‘을 말한다 그러나 이때 열림은 단순히 열린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말하며 더 나아가 실용적인 차원을 넘어 하나
의 이념이나 가치관으로 자리잡는 것을 뜻한다‘

한편 ’열립‘의 의미와 관련하여 .. 열린 사회”의 지지자인 아테네의 정치가이며 학자였던
페리클레스 (Periclesl 는 “(열린 사회란)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정책을 발의할 수 있다고
해도 다수가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열림’의 의미를 확

장시키고 있다〔윤순봉 · 장승권. 1995

42-49J ‘ 그리고， 사회학자인 칼 포퍼(K. R

Popperl 는 “한 이념체계가 사회구조 안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다양한 정
치행위를 비판할 수 있는 지-유가 보장되는 사회”로 ’열린 사회’란 개념을 제시하였다. 특
히 그는 자유를 수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열린 사회·의 중요한 역할임을 지적하였
다 (Popper.

1962].

t훌 ↑힘 根

이러한 열립의 정의들에 입각해볼 때 열린경영의 대상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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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인가? 기업조직

을 중심으로 하여 열린경영의 대상을 살펴본다면， 기업 내부적으로는 조직구성원(종업
원)들에 대한 것과， 기업 외부적으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나 일반사회에 대한 것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먼저 조직구성원들에 대해 열린경영을 한다는 의미는 기업이 권한의 위양이나 의사결

정과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만족과 몰입도를 높여 실질적으로 기업의 발전
에 도움을 주는 경영행동을 말한다. 여기서 ‘열림’이라는 가치관은 공존공영의 정신과 일

치한다. 즉， 기업이 조직구성원들과 더불어 잘 살자는 공존공영의 정신은 조직구성원들
도 기업에 대한 책입이나 도먹적 차원에서 기업의 성장 · 발전을 위해 몰입해야 하며 동
시에 기업도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경영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대적인 개념에서의 열린경영이란 경영자가
조직구성원들에게 기엄경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해야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기엽의

구성왼들로부터

1995 : 87-118

이와 같이 경영자가 종업원들에게 열린경영을 한다는 것은 무엇보
지지를 받는 경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윤순봉 · 장승권，

참조〕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연구하려는 기업의 사회중시경영에서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기업의 이해관계자나 일반사회에 대해 열린경영을 행한다는 의미에 초점을 둔다

오늘날

기업은 자신의 생존기반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탐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
화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렇

게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기업이 새로운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은 오
늘날의 시대적인 요청이다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이 개방되고 있기

오늘날 정보 · 지식 사회， 다원사회， 환경이 중시되는 사회， 도덕이 중시되는

사회， 글로벌 사회로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자체가 바로 세상이 열리고 있다

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열린경영을 통해

기업과 사회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며，

열린 사회로의 진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열린경영은 한마디로 말하여 기업이 조직구성원들이나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뢰( trust) 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정직
함， 언행일치， 약속의 이행， 거짓이나 위선이 아닐 것이라는 기대， 어떤 일(또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말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신뢰의 개념은 학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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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안정적 ·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것"(Bl au. 1964J. “(당사자

간)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 “가장 일상적이고 반복
적인 상호작용의 기초로서 역할하는 것 "(Garfinkel. 1963J.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잘

믿는 개인의 성향 또는 기본적인 지향성 "(Barder. 1983; Lewis & Weight. 1985 참
조〕 등으로 정의된다.

이들 정의들은 언뜻 보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이는 각 분야마다의 학문적 입장과 연
구대상의 특성에 맞게 신뢰를 개념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개인간의 신뢰는 상
사와 부하 또는 동료간의 신뢰를 의미한다. 이는 상대방의 선의， 정직성， 그리고 타인의
복지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윤리적 행동에 대한 기대 (expectation) 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신유근. 1997 참조J. 좀더 부연하면 개인차원에서의 신뢰는 상대방의 윤리성에 대
한 믿음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선의의 행동， 정보의 정직한 공개， 상대방의 복지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신의 과도한 이기적 이익추구의 절제 등 기업윤리에서 강조되는 주
요 개념들이 내재되어 있다〔신동엽 . 1999 : 201 참조〕
그러나 사회중시의 경영에서 말하는 신뢰는 기업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 또는 이해관계자

집단과 관계하면서 발생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게 된다 즉 기업과 사회간에 신뢰관

계를 맺는다는 것 (trust between organization and society) 은 기업이 사회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할 때 기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기업이 맡은 바 역할을 자

율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실제 기업에 필
요한 핵심역량을 사회로부터 이끌어낼 수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기엽이 주도적으로 지

원하고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중시의 경영에서는 사회와 더불어 사는 기업

을 가정하며， 이러한 점에서 기업과 사회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른다
그렇다면 기업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는 기업이 장기적이고 안

정적으로 기업과 사회구성원들의 행복을 달성하는 데 있어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Cook & Wal l. 1980J

즉 신뢰에 기반을 두고 경영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기업

을 둘러싼 각종 이해관계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에 기초하
여 경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Williamson. 1985J

또한 기업과 사회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게 되면 조직구성원들이 사회에 대한 강한 공통체 의식을 갖게 되고 또
한， 기업구성원들이 기업활동에 더욱 몰입하고 기업에 헌신할 수가 있으며. 사회는 기업에
대한 일체의식을 가지고 기업의 운영문제에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Tyler

훌쁘j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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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goey , 1995) 이렇게 신뢰에 기반을 둔 열린경영을 하게 되면 기업은 사회로부터
기업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업의 존재가치에 대한 인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사회중시경영에서 열린경영의 의미

앞에서 설명한 열린경영과 신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사회중시경영의 관점에서 보
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성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개방체계적 관점에 의한 경영

열린경영은 조직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기업조직이 개방체계 (open system) 임을 의미

한다- 기업과 사회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분과 전체로서 기업과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양자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시스템적 관점을 기본으로 하여 출발한다

시스템적

관점 (systems view) 은 복잡한 환경 내에서 전체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것을
구성하는 상호 관련된 하위시스템(부분)들이 환경과 상호작용 하거나 상호의존적인 상태
에 있다는 개념에 기초한다 2)

시스템을 외부환경과의 관련하에서

분류할 때

우리는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여하에

따라 시스템을 폐쇄체계와 개방체계로 나눌 수가 있다‘ 페쇄체계 (closed system) 의 특
정은 시스템이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

하연 시스템의 구성부분만이 존재하고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이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환

경의 영향은 무시되거나， 그 영향이 고려된다고 해도 거의 중요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폐쇄체계적 모텔은 조직을 병확히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도구

로 보며 (Hall. 1972 : 15) , 조직의 관리나 의사결정은 목표달성을 위해 이루어지고 조

직이 그 목표달성에서 더 합리적이 되도록 한다. 그런데 실제의 경우 폐쇄체계라는 것은

2)

이 때 분석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사회 시스템적 입장과 조직 시스템적 입장이 있을 수 있
다 즉， 사회 시스템적 입장에서는 사회가 전체시스탬이 되고， 조직은 다른 사회기관과 함께 그에 속
하는 하위시스템이 된다 이에 반해 조직 시스템적 입장에서는 조직 자체가 또 다른 여러 하위시스
템 예를 틀연 기업조직의 경우에 전략 · 구조 · 기능 · 사랍을 포괄하는 하나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되
고 사회는 이를 둘러싼 환경이 된다 시스템적 관점은 위의 두 가지 입장을 포괄하연서 기업과 사
회의 상호관계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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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가정에 불과하다- 완전한 폐쇄체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
스템의 구성요소는 항상 어느 정도는 시스템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외부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야만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기업은 환경으로부터 투입물(i n
puts) 을 받아들여 내부 전환과정 (transformation process) 을 거쳐 산출물 (outputs)

을 만들어내는 “투입

전환과정 - 산출찍 연속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은

외부환경과 고립된 상태에서는 높은 경영성과를 산출할 수 없다

이처럼 기업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한편， 또 다른 변에서는 상호 의존적인 상태에 있다， 즉 개방체계는 기업

이 비록 환경과 끊임없이 교환을 하변서도 형태의 규칙성과 환경으로부터의 개별성을 유
지하려는 경향(이를 항상성

homeostasis 이라 한다)이 있다 그리고 기업이 개방체계라

는 의미는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에너지 등을 다른 조직이나 사회와 지속적으로 공

유하는 에너지 교환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
너지를 외부환경으로부터 받아들임으로써 시스템이 해체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는

과정(이를 부의 엔트로피

negative entropy iQ- 한다)을 통해 자신을 유지함을 가리킨다

이러한 시스템적 관점을 통해 우리들은 기업이 사회중시경영을 행하는데 있어서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신유근.

1994 : 15-16)

첫째， 사회전체를 조망할 수 있으며 사회의 각 하위시스템들의 역할기능과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즉， 사회전체를 시스템적 입장에서 봄으로써 하위시스템
으로서의 기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할 수 있으며， 상위시스템인 사회와
의 상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업시스템의 동태적 성격과 균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사회시스댐은 동태적으
로 항상 변화하연서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므로 기업을 포함

한 사회의 모든 하위조직들은 구성요소들간의 불균형상태를 회복하려는 수정활동을 지속

적으로 수행한다- 기업이라는 조직시스템 역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태적이며 대내외적
인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셋째， 환경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 준다 기업은 보다 구채적인 개별 구성요
소로서 환경부분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존한다

따라서 기업이라는 시스템

은 환경의 제반 요소와 통합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반응하게 된다.

f훌 f함 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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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과 사회의 균형적 발전

현대 조직이론에 있어서 개인， 조직， 그라고 사회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쟁점중의 하나는 조직의 목적을 내부 조직구성원의 목적 및 외부 전
체사회의 목적과 어떻게 조화 · 합치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조직구성원이나 사회전

체에 비해 조직이 지나치게 우선시 되어 조직의 목적만을 추구한다면 이른바 조직이란
괴물에 의해 개인이나 사회가 지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Frederick. 1983J
그와 반대로 개인의 요구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조직의 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많은 효익을 포기해야만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또한 전체사회의 입장에서 공
익보호를 위한 질서의 유지만을 강조한다면 개인적 자유와 조직의 다양한 활동이 희생되
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그림

1 -1)에서 보듯이 개인과 조직， 그리고 조직과 사회

의 목적이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데 있다 [Barnard. 1938 창조〕

즉， 기엽은 대내·외

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자체의 목적만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조직구성원들이 자신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만족을 시켜주고(대내적 균형

인간존중의 경영) . 사회가 조

직의 목적달성 및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의 질 (QL : Quality of Life) 을 향상시킬 수 있
게끔 유언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대외적 균형 ‘ 사회중시의 경영)‘

〈그림

I -1)

조직의 대내

·

외적 균형

힌

빽
뺑

「1111ι

균

횡행

「 lL

샌

대

「ljl‘
l、

힘뻐
얘
쩡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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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중시경영에 대한 연구는 위의 대내·외적 균형 중 기업목적과 사회목적의 조
화를 통해 대외적 균형

(external

equilibrium) 을 찾는 데에 그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사회가 실현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헌해야 하며， 기업조직도 그 예외가 휠 수 없다는 시각에서 기업은 사회전체가 추

구하는 가치나 목적을 수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
다， 다만 기업은 사회가 매우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그 목적의 내용이나 우선 순
위가 시대나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이 역시 변화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현대기업은 당면하고 있는 사회목적의 해석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다 미래지
향적이며 유연한 자세로 사회목적을 조망하고， 이러한 사회목적에 자신의 기업목적을 조
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기엽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한 경영

열린경영은 또한 ‘투영한 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투명한 경영’이 결과적으로 기업활

동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기업이 단순히 효율만을 생각한다면 ’닫힘’은
‘열림’보다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며 신념으로 받아

들이는 가치체계는 항상 변해가기 마련이며， 이에 부합되지 않는 닫힌 조직 시스템은 현

실적으로 많은 저항을 받게 되고 결국은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열린
경영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윤순봉 · 장승권，

1995 : 53-54

참조〕

기업의 투명성 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서 흔히 회계 및 재무의 투명성에 대한 예를
들게된다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받는다든지 기업의 이해관
계자들에게 기업운영실태를 공개하게 되면 기업은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금 유치와 주식공개를 원활히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1990년대

말 외환위기시에

문제가 되었던

대기업들의

분식회계를 공인회계사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들이 적발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실감사 때문에
기업의 신뢰도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였던 예가 있다

회사의 분식회계가 지적되지 않

아 대부분의 주식투자자와 채권은행들은 이들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믿고

투자를 하였으며， 자금을 공여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밝혀진 실상은 회사의 부실힘}과

부채가 엄청나 주식투자자는 큰 투자손실을 입었으며， 자금을 공여한 은행은 부실채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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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곤혹을 치루게 되었다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변 시장의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어 부실기업의 덩어리가 커지기 전에 퇴출 또는 정리되며， 구조조정은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즉 시장논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투명한 경영은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
자들의 이해와 관련되는 모든 의사결정에 대하여 그틀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투명한 기업이 되려변 경영자가 정직해야 한다. 경영자가 종업원들과 일반사회에 했
던 약속을 어기고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쓴다면 그 기업이 오래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하
다

그래서 경영자와 종업원 그리고 기업전체가 정직하지 않다면 투명한 기업이 될 수

없다 이처럼 기업의 투명성이란 기업이 그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기엽이 정경유착이나 불공정행위를 행한다든지， 아무리 훌륭한 결과라도

올바르지 못한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라든지，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산업평화의 정착에 기
여하지 못한다든지， 고객으로부터 불선을 얻게 된다면 그 기업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도
태되고 말 것이다

4)

사회로부터 공감을 얻는 경영

열린경영은 기업이 기업을 둘러싼 사회구성원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한 경영을 의미

한다. 즉， 오늘날의 기업은 대내적으로는 종업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어야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사회와의 공존공영을 추구해야 한다 이처럼 ‘공감의 경영’은 기업의 사회

중시경영에서도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모
및 수익의 확대를 도모해야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경영진과 종업원들과의 공감
및 기업과 사회와의 공감을 자산으로 생각하여， 이러한 공감깎f의 축적을 규모·수익의

확대와 병행하는 공감의 전략을 꾀하여야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野村總合
흉俊所.

199 1)

일례로 미국의 포춘 (Fortune) 지는 1997년에 세계의 기업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

업 (most admired company) 을 조사 발표한 바 있다 [Fortune. 1997년 :4월J. 그러
면 무엇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엘리트 기업의 조건이 되는가? 물론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가 있어야 하고， 재무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현지적으로 행동하라”처럼 마케팅 전략도 좋아야 한다 하지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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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존경받는 기업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기업들은 주주와 주식 분석가들은 물론 여러 이해관계자틀로부터
공감을 얻는

기업들인

것이다

그 해에

독일에서는 미디어의

황제인

베르델스만

(Bertelsman) 이 선정되었는데， 베르텔스만은 유럽에서 가장 인정받는 글로별 기업으로
서 해외현지의 이해관계자를 중시하여 효과적인 경영을 하였으며 창의력 높은 기업활동

으로 주주의 이해관계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뽑혔다， 그리고 석유를 생산하는 대기업인
로얄 더치 셀 그룹 (Royal Dutch/Shell Group) 도 선정되었는데， 그 그룹은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오일 파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집단을 중시한 경영을 성공적으로 해왔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사회로부터 기업활동에 대해 공감을 얻는다는 것은 기업이 사회로부

터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 사회로부터 기업활동에 대

하여 사회적 공감을 얻게 되변 그러한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으며， 더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한 기업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투자가들이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 호의적으로 보며， 잠재적인 종업원
들에게 그러한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하도록 만드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았다.

앞의 특성들을 모두 종합해서 기업의 사회중시경영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 “사회중시경
영 (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 이란 기업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 위
하여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기업과 사회의 발전을 균형적으로 도모하며， 기

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조직구성원과 사회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열린경영”을
의미한다，

n.

社會重視經營의 必要性

기업이 열린경영을 해야한다는 것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 • 성장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회로부터 그 존재가치(사회적 정당성)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에서
는 열린경영을 통한 기업의 사회중시경영이 왜 펼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정당

성의 개념과 그 위기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O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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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동한 사회적 정당성의 확보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 ·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 본래의 경제적 기능을 효율적으

로 수행해야 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
아야 한다 즉， 기업이 영구존속체 (going concerns) 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
성 (economic efficiency)3) 과 함께 사회적 정당성 (social legitimacy)4) 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01 런 시각에서 기엽의 사회중시경영에 대한 연구는 그간 경영학 분야에서
소홀히 다루어 온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문제에 큰 비증을 두고 있다.

1)

사회적 정당성의 개념

지금까지의 기업경영은 기업내부의 경제적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외부사

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정당성 문제를 간과해 온 경향이 많다 특히 짧
은 기간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해 온 한국의 기업들은 그간 주로 양적인 효율성 제

고에 집착해 옴으로써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그 결과 한국기업에 대한 사

회적 비난의 강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업의 존재기반 자체
를 뒤혼들 정도의 위험수위에 이르기도 한다

이처럼 기업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기업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제약요
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정당성에 대한 정의 역시 매우 다양한데. 일찍이 베버 (M. Weber) 는 사회적 참여자가
어떤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미 형성된 질서를 이루어나가는데 있어서 안정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질서의 정당성이라고 하였다〔막스 베버，

1997

156-157J. 한편 ‘정당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파슨즈 (T. Parsons) 는 “조직은 그들의 행
위가 사회시스댐의 가치와 목표에 일치하는 정도에서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설
명하면서 이러한 정당성은 조직활동과 사회의 기대가 일치할 때 발현될 수 있다고 정당

3)

경제적 효율성은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도 있다 본래 합리성이라는 용어는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효율성이나 경제성과 같은 경제적 측면을 더 강조

4)

혼히 ‘ legitimacy ’는 우리 말로 합법성 또는 정당성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합법성이라고 번역할 경
우에는 ‘ legality ’와 혼돈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를 정당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하고 있다 [Bruhaker ，

19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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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정당성을 .기업이 지속적인 인정을 추구하는 동태적인 과정’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만일 정당성이 지속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사회의 규범과

가치가 변화하고 기업 스스로가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Carrol l.

592

1996

재인용) .

한편， 조직내 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당성의 의미는 권력현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
니고 있다 즉. 권력행위의 대상이 되는 추종자 쪽에서 어떤 규칙이나 명령이 자신을 속박
하고 있다고 느끼연서도 이러한 규칙이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념이 있

을 때 정당성이 생겨난다고 본다 특히， 정당성을 지닌 권력이나 권한의 행사는 자발적인
자기예속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강제력을 지닌 권력행사와는 구분된다[D uke.

1979 J.

이러한 정당성의 의미를 ‘사회중시경영’의 입장에서 재해석해 보면， 기업이 사회적 정당

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행사하는 기업권력 (corporate power)5) 에 걸
맞게 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보면， 결국 전체 사
회 속에서 기업존재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비롯하여， 기업이 행하는 권력 및 권한
의

소유 및

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의미한다[D owling

& Pfeffer , 1975

‘

Harvey , Smith , & Will inson , 1984). 따라서 기업이 그 자신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권력 • 권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얻지 못할 때 이른바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정당성의 상실은 사회 시스템 안에서의 조직의 생존가능성을 약화시키고
때로는 조직을 사멸시키기도 한다 [Boulding ，

1985

89 J.

오늘날 사회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대기업의 사

회적 정당성 획득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사회적 정당성은 기업이 사회 시스템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되는 행통을 하는 경우에 얻어지기 때문에 막강한 기업권력을 지닌 거대기업

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Frederick , Davis & Post , 1988

206-212 참조〕

먼저， 경제적 권력차원에서 보연 기업의 경영활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집단에게 미치
는 경제적 이해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즉， 제품공급을 하고 새로운 자본투자를 하며 , 고

5)

기업권력이란 기업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사회
의 행동규범이나 가치관， 분위기 등이 기업자신이 원하는 바에 일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다 이와 같은 기업권력은 기업의 거대화와 함께 더욱 명확해지고 커지게 된다.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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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증진시키며， 연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경영활동이 근로자， 소비자， 지역

사회 등 이해관계자집단을 포항한 전체공중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용이 낮은 지역으로의
공장이전이 공장을 빼앗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닌가의 문제를 고려해
야할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적 권력차원에서는 기업활동이 이해관계자집단간의 다원적 균형을 침해

하지 않는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즉， 기업권력은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다원적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현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대기업의 정책

결정과정이 자신들의 하청기업(협력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전체의 생존기반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권력차원에서는 사회구성원이나 내부구성원의 욕구와 인간의 존엉

성을 존중하고 있는가， 또한 지역사회의 전통과 필요를 채워주는가에 대해 고려해 보아

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의 약물테스트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가 퉁의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능하고 있는 전체 사회시스템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즉， 기업들이 과거와 같이 단순한 경제적 활

동에만 치중하는 것으로는 미홉하며， 그 경제적 활동이 사회일반에 미치는 역기능적 결

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더 나아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와 권력에 비례하여 보

다 적극적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이해를 넘어선 관련 이해관계자
의 이악과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Carroll.

1989 : 414-415J 이러한 사회적 정당성 획득문제에 강조점을 두고 연구하는 것이 바
로 기업의 ‘사회중시경영’인 것이다.

2)

사회적 정당성의 위기

오늘날의 기업은 한편으로는 기업의 폰립 근거의 상실을 야기 할 수 있는 사회적 비판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타의 모든 사회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상위시스템으로서의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신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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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인정 및 권력 · 권한에 의해 사회적 수용성을 얻지 못할 때 기업의 생존문제와 직결

된 이른바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Sethi. 1979 : Singh. et a1. 1986) 이러한 상
태를 ‘기업정당성의 위기’ (crisis of corporate legitimacy) 라고 부른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증대하고 정당성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은 결국 기업이
지닌 사회적 영향력， 즉 기업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이다 [Carroll. 1989

15-17) , 권력

그 자체는 긍정적일 수도 있으며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 기업이 막대한 권력

을 집중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증대시키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비
난은 거세질 것이며， 기업이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
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마치 경영자 개개인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필요한 것처럼， 기업자체도 사회에 대한 권력행사와 그에 비례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 요청되는 것이다

기업이 사회적 정당성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 배경을 기업에게 부여된 권력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McNulty.

1975: Harvey. Smith.

& Wilkinson. 1984 참조〕
첫째. 과거 기업활동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던 사유재산권 (property right) 이 오늘날

에 이르러 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현대사회로 발전해 오면서
기업의 규모 및 대 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증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일반인들은 기
업을 단순한 사적 기구， 즉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기보다는 준공공적 성격 (quasi-public)

을 지닌 기관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과 역할
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의 신임을 상실하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는 기업이 소유주 개인과 분리되어 법률적 실체(legal entity) 로서 인

정받아왔으나， 오늘날에는 이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기업경영에 대한 의혹과 불신의 시선
이 던져지고 있다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으로 인해 전체사회의 공동체적 이해가

개별적인 자기이해로 분열되고， 공중의 이해가 경영자의 손에 맡겨졌다는 인식이 사회적
으로 확산됨에 따라 기엽은 사회적 정당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기업
의 법률이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위반행위， 예를 들면 범법행위나 탈법행위， 비윤리적

행위들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기업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오늘날의 기업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제도 (free market economy system) 를 이
루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의 완전경쟁이 공공

”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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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보장한다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수용을 의미하고 있으나， 현대사회로 발전해

오면서 그러한 고전적인 주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다른
이해관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력， 자금력，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

일부 대기

업은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가격과 수량을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
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증대된 기업권력을 기업이 자신

의 이윤추구활동을 위해 남용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악화는 물론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결국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중단시키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사회적 정당성의 위기 극복

기업이 당변하고 있는 사회적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회문제의 발생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1)

사회적 기대에의 부응

기업이 사회적 정당성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사회적 기대에 못 미치는

기업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은 하나의 사회적 기관이므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과 행동이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며， 이 때 기업의 사
회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은 전체 사회시스템에 속해 있는 하나의 하위시스범이
다 따라서 정부·학교 • 병원 · 군대 등의 다른 하위시스템들이 사회 속에서 맡은 바 기능
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기대되는 것처럼 기업 역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기대된

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 Csocial expectation) 란 이와 같이 전체 사회 속에서 기업
이라는 조직이 사회를 위해 당연히， 또는 바람직한 방향에서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역할

을 지칭하는 것으로 때로는 사회적 요구 Csocial demand) 라고도 불려 진다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기대유형으로 세분
화할 수 있다 [Carroll ，

1989 : 29-33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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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기대 (Economic

expectation)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는 기업이 경제적 기능을 위임받은 사회제도라는 점에서 재화
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일자리 제공과 같은 경제적 효용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경영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며 국가경제발전
의 기틀을 보존해야 한다는 경제적 기대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업의 경제적 활동

은 전통적으로 전체사회시스템 속에서 기업이 맡은 바 최소한의 임무라는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는 만큼 기업에 대한 경제적 기대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기대라 할 수
있다

경제적 기대는 어쩌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희구되는

(desired)
(2)

기대라기보다는 요구되는 (required) 기대라 할 수 있다

법률적 기대 (Legal

expectation)

기업도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왼으로서 시민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을 준수해
줄 것을 사회가 기대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자연인 이외에 법인을 인정하게 된 것은 원

활한 경제적 활동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경제적 법률만 준수하면 되는 것
으로 끝나지 않고， 그 외의 관련된 모든 법률차원에서 기업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도록 기대되는 것이다. 경제적 기대와
마창가지로 법률적 기대 역시 사회적인 강제규범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기대
이다.

(3)

윤리적 기대(E thical

expectation)

사회가 기업에 대해 윤리적 기대를 갖는 것은 사회가 법률적 기대차원보다 더욱 근본
적인 문제 차원에서도 기업에 대해 그 어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사
회의 윤리적 기대는 근본적인 사회 관습적 차원에서의 윤리뿐만 아니라 그 외의 영역，

예를 틀면 상도덕과 같은 경제적 영역， 사회봉사와 같은 사회적 영역， 정치적 로비와 같
은 정치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관행과 생활감정에

부응하는 기업행통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기대는 당연히 요구되는 기
대라기보다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기대이다 [Carroll.

1989

’

2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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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 량적 기 대 (Discretionary expectation)
사회는 기엽에 대하여 과거 사회의 요구 또는 기대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여 오던
것을 넘어서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즉 재량적인 기업행동을 기대하고 있다 오늘날의
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 사회적으로 그 권력의 영향력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
는 기업행동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익의 사회환원과 같은
적극적 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기업이 수행해야만 한다는 경제적 ·법률적 · 윤리적 기대는

없지만 그러한 기업행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사회의 기대가
바로 재량적 기대에 해당한다. 윤리적 기대와 마찬가지로 재량적 기대는 당연히 요구되

는 기대라기보다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기대이다 [Carroll ， 1989 : 29-33J

이와 같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 6) 는 그 수준이나 내용 면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변
화해 왔다 앞서 제시한 네 유형을 기준으로 사회적 기대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간략하게

나타내 본 것이 〈그림 II -1)이다‘ 모든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 똑같은 사회적 기대를 하
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대를 삼아가는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사회적 기대의 공통분모는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기대의 내용은 시대의 변전에 따라 변화한다

〈그림 11-1 ) 사회적 기대의 역사적 변천앙상
기대
유를

상업화초기 단계

자료

Carroll (1 989) , p.

산업자본주의 단계

후기산업화 단계

시대

32를 수정 · 보완합

6) 기업에 대한 “경제적 기대”는 사회 속에서의 기업 본연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는 측연에서， 법률
적 · 윤리적 · 재량척 기대를 포함하는 협의의 사회적 기대와 구분하기도 한다 따라서 네 가지 유
형 전부를 광의의 사회적 기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278

勞使關댐쩌究 第 11 卷

그림을 통해 보듯 산업화초기 단계에 비해 산업자본주의 단계， 그리고 후기산업화 단

계로 발전하면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절대적 료기는 뎌욱 커져 왔다 이는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기업조직의 비중과 대규모화에 따른 영향력의 증대현상을 반영한다. 이

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기엽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기대의 유형변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에 차이가 생겨
난다. 즉， 기업에 대한 경제적 기대는 그 절대적 크기 면에서 커져가지만， 전체 기대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적 기대에 비해 법률적 ·

윤리적 • 재량적 기대를 포함하는 사회적 기대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더욱 커진다는 점
을 보여준다. 더욱이 사회적 기대 중에서도 기업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기대의 충족여부
가 결정될 수 있는 윤리적 · 재량적 기대의 영역이 커지게 된다
이처럼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경제적 · 법률적 기대보다 윤리적 • 재량적 기

대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지는 이유는 사회공중이 기업에 대하여 경제적 · 법률적 역할은
기본적인 책임영역으로 전제하고 기업권력에 상응하는 보다 자발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
행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호판 예를 들면 컴퓨터 및 인터넷과 같은 새로

운 기술의 발전이나 세계화， 다왼사회화， 민주화와 같은 사회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서 기
업을 둘러싼 근로자나 노동조합， 소비자， 주주， 타기업， 지역주민 등 기존의 이해관계자
집단의 요구가 고차왼화될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소비자 단체 등이 연합한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l 운동과 같은 새로운 이해관계자간의 연합적인 사회운동이
출현하거나 활성화되어 가기 때문이다
이에 오늘날에는 과거와 다른 양상의 새로운 사회적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와

관련하여 과거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은 물론 노동의 인간화

나 근로생활의 질 (QWL

Quality of Working Lifel. 더 나아가 국민생활권을 위협

하는 공해나 환경파괴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생활의 질 (QL

Quality of Lifel 에 대

한 향상 요구가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 소비자 운동의 강화와 함께 소액주주 운동의 영
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NGO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되어 1999
년에는 서울에서 NGO 세계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NGO는 기업의 사회중시경영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는 기구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는 가상사
회에서의 기업에 대한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의 형성을 촉진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비판세
력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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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국제사회 및 한국사회의 변화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기업에 대한 사회
적 기대의 수준은 더욱 고차원화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의 고차원화는 기업

에게 기대되는 행동이 경제적 · 법률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재량적인 측면에

서의 사회적 기대의 비중이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사회가 발전할수록 경제적 기
대보다는 사회적 기대가， 사회적 기대 중에서도 법률적 기대보다는 윤리적 · 재량적 기대

가 더욱 중요해지는 역사적 변화경향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사회문제의 해결

(1) 사회문제와 사회적 비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를 연결하
는 중요한 ‘고리’로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마찰， 즉 사학문제를 푸는 실
마리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항상 현실보다 앞서가는 사회적 기대에 기업이 부응하지

못할 때 기업과 사회간의 괴리는 커지게 되고， 결국 양자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회문제로 비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제 또는 사회적 이슈 (social issues) 란
근본적으로 기업활동에 의해 야기되면서도 그 영향이 사회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

을 지칭한다 (Luthans. Hogetts & Thompson. 1990 창조〕‘
사회문제는 사회중시경영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진다

무엇보다도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의 자유스러운 행동범위를 제약하는 정

부 또는 사회적 규제를 촉발하게 된다는 점이다- 통상 기업은 주어진 환경의 제약 속에
서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업경영활동을 추진하지만， 가급적 자유스러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제외적 요건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지유스러운 경제활동의 범위를 제약하는 사회로부터의 규
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회로부터의 규제가 정상

적인 기업경영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기업은 자

신의 자율적 행동범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 큰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행동
을취해야만한다

이처럼 사회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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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도 힘들며， 때로는 이를 둘러
싼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Wood.

1990

90-92J.

때로는 직면한 사회문제를 외면해도 그것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무심코 간과해 버린 문제들은 경영자 자신이 전혀 상상하지 못
한 커다란 재앙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현대기업을 둘러싼 사회문제는 매우 다양

한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창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
이 아무리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난 사회문제라 하더라도 본원적으로 이것이 사회적 영향

력을 지년 어떤 기업의 행동으로 인해 파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궁극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립 II -2) 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문제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실제 기업행동의
격차가 벌어질 때 발생하며， 그에 따라 사회적 비판이 증대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그 양적인 변에서 증가하여 왔다‘ 이는 기존의 기
대가 충족되었더라도 그러한 기본적 기대는 계속 유지되면서 기업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추가되어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기업의 반응행
동으로 인해 기엽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D avis.

Blomstrom. 1980
〈그림

Carroll. 1989 참조〕
11-2)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기대와 기업행동간의 격차

수훈

기업에 다 g 시회획 기 α

산업화 초기

자료

’

Frederick &

Carroll C1 996l. p.

싣업회 g 기

15를 수정 · 보완함

시대

慣 f힘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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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사회적 기대와 실제 기업행통간의 격차로 언해 발

생하는 사회문제를 기업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증대된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 (social critiquel 이란 “기업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사
회적 기대수준을 넘어 부정적인 방향에서 기업활동을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들어 현재와

같은 기업활동을 비판하고 부정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입을 일걷는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수준이 일반인들이 공감하는 사회적인 허용 선을 넘어설 때 기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사회적 정당성의 위기가 초래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업에 대한 사회일반의 비판적 태도는 계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산업화 초기에는 기업환경이 비교적 단순하고 정태적이었으며 , 사회의 요구도 적었을 뿐

만 아니라 그에 대한 기업의 반응도 미미하기 쩍이 없었다. 그리하여 기업과 개인 및 사
회 사이에는 그럭저럭 자연스럽게 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균형이 지속적으

로 유지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였다. 그랴나 자본주의 경
제가 발전하고 그에 따른 많은 사회적 진보가 이루어지자 기업과 사회의 관계는 매우 동

태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완전경쟁으로부터 과점경쟁으로의 이행， 경제기구의 복잡성

과 불안정성의 증대， 기업규모의 확대‘ 다수의 이익집단의 형성 등을 비롯한 많은 환경
변화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유발시켰으며， 이러한 기대수준의 증가는 기업에 대
한 비판적 태도를 증대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0년대까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였기 때문에 기업과 관련

된 정당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1980년대 들어와서야 한국기업에 대해 사회

적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기업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자유시장경제
의 질서를 무시하였다는 점과，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할 정신적 가치와는 거리가 먼 토

양 위에서 기업행동을 해왔다는 점의 두 가지 정도로 모아질 수 있다. 즉， 하나는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과정은 선진국이

밟아온 발전과정과는 달리

이른바 ‘관료적

자본주

의’(B ureaucratic capitalisml 라는 평이며， 또 다른 비판은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다는

의미에서 ‘유교적 자본주의’ (Confucian capitalisml 라는 평이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우리나라가 IMFOnternational Monetary Fundl 로부터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될 정도로 경제위기가 극심한 상태로 치닫게 되자 국내외의 언론과 여
론들은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과 책임을 기업들에게 물으려는 경향이 많아졌다

특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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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위기의 책임이 기업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 비난의 여론이 매우

커졌다

이와 같은 적대적인 여론의 증대는 한국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상황 및

환경을 악화시켜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큰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기업이 경제
위기의 모든 책임이 있는 원인 제공자로 몰아 붙여져 탐욕의 화신， 부패의 주범 등으로
불리는 둥 기업， 특히 재벌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가 추락했다

(2) 사회문제의 유형

사회문제는 그 자체의 성격， 즉 문제에 대한 사회일반이 기대하는 정도와 문제의 미해
결에 따른 규제성격에 따라 소극적 문제와 적극적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소극적 문제는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

‘해서는 안되는 일’

(should not)

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현재의 기업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에서 비판하는 것

으로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대가로 처벌 · 금지 등과 같은 강한 사회적 규제를 받게
된다. 비교적 최근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발생해 왔
던 이슈들로는， 예를 들어， 오너들의 개인적 독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무리한 외형키우기，
공금유용 및 횡령이나 자금의 해외도피 문제， 뇌물수수 및 탈세문제，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내부거래， 부정직하고 불투병한 탈법적 기업경영에 의한 기업 및 국가신용도의 추

락， 공해 및 환경파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유해식품 및 약품의 생산과
판매 등을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적극적 문제는 기업이 ‘하면 할수록 좋은 일’ (had better) 을 하지 않음으
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현재의 기업활동을 넘어선 긍정적 방향에서의 사회적 기대를 의

미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대가로 불만 · 평가절하 • 비난 등과 같은 다소 가벼운
사회적 규제를 받게 된다

기업이 ‘하면 할수록 좋은 일’들의 예로서는 공동체적 협력적

노사관계의 조성， 소비자 만족의 증대， 중소기업과의 협력적 관계의 구축， 지역 및 투자

자 권리의 보호， 지속적인 경영합리화와 경영혁신， 사회복지 및 사회문화의 개발 등 기
업이 자발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한다는 요구들을 들 수 있다-

기업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사회문제들의 현상을 분석적으로 파악해 평가해 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기울이기 위해서는 위에서처럼 단순히
문제들을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하는 식으로만 구분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을 통해 분

류하거나 유형화할 펼요가 있다- 즉， 사회문제를 유형화를 해봄으로써 우리들은 사회문

•llt

tíî

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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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회문제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유형화의 방법으로서는 사회문제를 위에서 설명한 소극적인가 또는 적극적인가
하는 기준과 함께. 사회문제를 그것이 지닌 이해관계의 범위와 강도에 따라 특정문제와 일

반문제로 구분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여기서 특정문제 (specific issue) 란 기업을 둘러싼
주요 이해관계자집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로， 이해관계의 범위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그 강도가 높은 문제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 불안전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의 문제는 소

비자라는 특정 이해관계집단과 관련되어 있으며 소비자의 건강 및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매우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반문제 (general issue) 란 여러
이해관계자집단 또는 사회일반에 전체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로， 이해관계의 범위는 넓지만

강도는 낮은 문제를 지칭한다‘ 일반문제의 예로는 도심의 교통체증 유발이라는 문제는 특
정의 이해관계자보다는 도시에 사는 사회일반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문제의 강도는 그다지
별로 높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사회문제 자체의 적극적 성격 여부와 사회문제가 지닌 이해관계의 일반성
여부에 따라 〈표 II- l)과 같이 사회문제의 유형화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7) [신유근，

1992 참조 J.
이러한 사회문제의 유형화에 따른 첫 번째 유형은 특정의 이해관계자집단과 관련하여

해서는 안될 일을 기업이 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문제로서，
〈표

11-1 )

사회문제의 유형화

m

이기주의자형 문제

W 열풍시민형 문제

7)

사회문제는 그 발생수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도 있다

즉， 사회 속에서의 기업의 역할이나 기능에 초

점을 두는 거시적 (macro) 수준에서의 사회적 문제， 조직의 정책이나 의사결정의 기준에 초점을 두

는 중간적 (middle) 수준에서의 문제， 그리고 개인 스스로나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초정을
두는 미시적 (micro) 수준에서의 사회적 문제로 구분해 살펴 볼 수 있다 (Gandz & Hayes , 1988
참조〕 그리고 또한 기업기능의 영역별， 즉 생산관리 · 마케팅관리 · 재무관리 · 회계관리 · 인사관리 ·
정보관리

· 국제경영 등에 따라서 사회문제를 유형화 할 수도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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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느 정도 명확히 밝혀지는 ‘가해자형 문제’ 라 칭할 수 있다 가해

자형 사회문제로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 소비자의 정당
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 특정 지역사회에 공해를 발생시키는 문제， 관련중소기업의 권리
를 침해하는 것 퉁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여러 이해관계자집단 또는 사회일반 전체에 대해 해서는 안될 일을 기

업이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서， 피해자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쉽지 않은 ‘위반자(범법
자)형 문제’라 칭할 수 있다

위반자형 사회문제들의 예로는 기업범죄와 같은 탈법적 행

동，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위반행동， 부와 권력의 독점적 지배행동， 부실경영의 문제들을
들수있다.

세 번째 유형은 특정 이해관계자집단과 관련하여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을 기업이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문제로서， 결국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
기주의자형 문제’라 칭할 수 있다

이기주의자형 문제의

예로서는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경영자 중심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든지，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경영을 해나간다든지
하는문제들을들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여러 이해관계자 또는 사회일반에 대해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을 기업이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문제로서 , 좋은 시민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측
면에서 i 열둥시민형 문제’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열등시민형 문제로는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든지 , 건전한 직업윤리
나 사회풍토의 조성에 기여하지 않는 문제 등이 포함된다.

III. 그랜드 패러다임으로서의 社會共同體主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사회중시경영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사회중시의 경영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병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사회중시경영의 대전제가 되는 그랜드 패러다임 (grand paradigm)8) 으로서의 사회공동체
주의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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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동체주의의 의의

1)

사회공동체주의의 개념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이래로 공동체는 인간생활의 중심이 되어 왔다. 오늘날

에도 인간은 수많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공동체사

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
는 사회중시경영의 그랜드 패러다임인 사회공동체주의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본디， 공동체 (community) 라는 말은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집
합체를 일컴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공동체라는 이름이 갖는 뜻은 단순한 집합체

이상의 특색을 함유하기 때문이다 우선， 집합적 목표와 집단가치에 대한 일체감이 강하
고， 집단규범에 대한 동조의 정도가 높으며， 성원들 사이에는 일정한 통질성이 있으면서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상호작용도 타산적인 이해관
심 보다는 표출적 만족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일탈에 대한 사회통제 또한 비공식적
인 성격을 띠어 감정적인 제재가 우세하다〔김경통， 1991 : 275)

공통체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그 정의를 내려 온 바 있
다. 예를 들면， 헬러 (A. Heller) 는 “공동체를 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공동의 유대를 통
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주로 지리적인 범위 내

에서의 공동체를 강조한 바 있다 [Heller ， 1984). 에치오니 (A. Etzioni) 는 “공동체를
공유하는 의미와 공유된 가치를 망라하는 사회적 관계의 연결망”으로 정의함으로써 공통

체 구성원들간의 공유된 가치나 의사소통의 망을 강조하여 정의한 바 있다 [Etzioni ，

1988)

이처럼 공동체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다

이것은 아마도 인간이 속한 공동체

가 워낙 여러 가지이고 그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러한 수많은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크게 세 가지의 부

8) 패러다임 (paradigm) 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의 연구집단이 공유하는 가치， 방법론 및 기법의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과학연구의 기본 틀 또는 범례를 지칭한다 (Kuhn. 1962
Burre lJ
& Morgan ‘ 1979) 우리가 패러다임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견해， 관점， 이념. 주
의， 철학， 사상， 원리 등의 단어들을 떠올리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혼히 학문영
역별로 설정된다 예를 들연 경영학의 경우 패러다임이라고 하연 ’‘경영 패러다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학보다 상위의 개념(예를 들연 사회과학 전반)으로 제시되는 패러다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그것을 “그랜드 패러다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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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로 나누어 보는 데에 합의하고 있다 [Poplin ，

1972J , 그것은 첫 번째로 공동체를 동

질성을 가진 소집단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즉 구성원들이 동질성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는 것으로 이런 관점에서의 공동체로는 학문공통

체， 종교공동체， 그리고 군사공동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타인
과 일체가 되어 협동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심성적， 정신적 현상과 관계로 보는 입장으

로써 공동체를 어떤 물리적 형체를 지닌 것으로 보기보다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인

간의 내적 욕구와 관계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세 번째로 공동체를 지역과 결부된 조
직체의 단위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써 공동체의 공간적 밀착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공동체의 개념에서 비롯된 공동체주의는 인간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

는 과정에서 특히 공동체적인 덕목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체 내에서의 삶을 중시하는 사상
(이념)을 의미한다‘ 이려한 공동체주의 역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다
먼저 , 공동체주의는 주로 서구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기독
교의 공동체적 전통이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하에 , 개인주의 철학이
아닌 공동체적 가치관 속에서 개인행동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는 사상， 즉 공동체의 성원
으로서 철학을 추구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지나친 개인주의적 자유의 추구는 오히려 많
은 부작용을 낳게 되어 결국 개인의 자유를 더욱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공동체적
덕목을 강조하는 사상이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관점은 공동체주의를 바라봄

에 있어서 서양의 개인주의 사상과 전체주의 사상의 대립과정에서 변증볍적으로 도출된

사상으로서의 공동체주의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창의성이나 자

율성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극단적으로 변화할 경우에는 이기주
의적인 성격을 지니기가 쉽고， 반면 전체주의는 사회구성원들의 힘을 모을 수 있으나

이것이 잘못 발전할 경우에는 독재로 흐르게 되거나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불합리
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 등의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두 사상의 장점을 결
합한 사상으로서의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9)[ 서영조，

154

1996

134-

참조〕

9) 최근 들어서는 이른바 신공동체주의자들 (New Communitariansl 이 등장하여 공동체주의와 자유주
의의 대립을 지양하고 수렴을 모색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간의 긴장과 갈등을 조화와 균형으로 해소
하고자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율과 질서의 조화， 권려와 책임의 균형， 개인과 공동체의 조
화， 전통과 현대성의 조화 등을 꼽고 있다〔이범웅.

1997 : 62.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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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처음에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 사회의 경제적인 모순， 즉 개인틀간의 경제적인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제기되었지만， 후에는 자유주의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기본 가

정인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공동체주의는 개인의 홍미，

자율성， 보편성， 자연적 권리， 그리고 중립성 등 ‘자유주의적 관심보다는 공동성， 사회적
관행과 전통， 집단적 애착， 품격， 연대， 사회적 책임 퉁에 관심이 있다 또한 공동체주의

의 관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존재의 사회적 차원 모두를 인정하며 우리시대의 도덕적
법률적， 사회적 근원을 밝히고자 한다〔이볍웅.

1997:

1-2 참조J.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신뢰에서 비롯된 연대와 결속올 바탕으로 하는 문화적 배경을

기초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위하여 공동체를 구성하자는 사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

점에서 중시하는 공동체는 외부적인 규칙과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 사

이에서 내면화된 윤리적 관습과 호혜적인 도덕적 의무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화공동체
이다

이처럼 공동체주의는 상호신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 없이는 공동체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뢰란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보

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러한 신뢰의 중요성은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사회구성원들이 외부의 강제적인 규칙이나 이기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높은

신뢰에 의해 결속되어 있다면 상대방과의 거래에 따르는 비용이 감소하여 보다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관점에서는 공동체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윤리적 가치

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조직은 윤리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에 기초할 때 가장 효율

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Fukuyama. 1995

27. 50J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공동체주의에 대한 시각을 바탕으로 하되 여기에 덧붙여 기업
의 사회중시경영에서 바라보는 패러다임으로서의 사회공동체주의를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사회공동체주의에서는 기엽이 다른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가지고 공유된
가치를 보유하여 상호작용하며 협동적 관계를 구축하는 정신적 , 심성적인 현상과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웰R 사회공동체주의는 공동체를 단순히 지역적 밀착과 관련된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전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신뢰를 가지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
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

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공통의 규범이나 가치를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이라 하
며 이것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가 신뢰에 기반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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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경제적인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이념

을 사회공동체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공동체주의의 모습

경쟁이 치열해진 현대사회에서 높은 성과를 올린 조직이나 사회의 경우 대부분이 사회
공동체주의를 실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공동체주의의 이념 하에

궁극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사회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의 바람직한 사회공동체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이범웅，

1997

참조〕

첫째， 앞으로 추구해야할 사회공동체주의는 인간적인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적극적
으로 기여하는 이념이라야 한다. ‘삶의 가치’란 개인은 자아실현， 집합체는 문화적 역량
의 최대한 발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삶의 물질적 · 정신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한

편，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사회적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의 폭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원칙을 뜻한다
둘째， 그러한 사회공동체주의의 이념적 지향은 자발적 복지사회로 집약할 수 있다. 여기
서 말하는 ‘복지사회’란 삶의 가치가 구현되는 사회를 일컴는다

즉 각자가 자발적으로 사

회의 공동선과 공공의 목표에 동조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집합체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작용할 때 가능하다
셋째， 자발적으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공동체는 책임지는 사회이기도 하다. 즉 사회
는 구성원들의 복리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구성원 각자는 자율적으로 스스

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가 구성원들을 제대로 돌봐 주지 못하는 것은
그 사회를 운영하는 지도층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며， 사회가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각기 제 앞만 닦으려 하고 사회의 발전에 헌신
몰입하는 자세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서로가 책임지는 자율성을 발휘할 때， 사회는 발전
하는공동체가된다
넷째， 자율성에 바탕을 둔 사회공통체는 한 사회의 존립에 있어서 필수요건인 질서유

지를 위한 규칙준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다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편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도 불편이 오고 사회는 사회대로 질서가 교란되어 마침내

↑~ t힘 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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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모든 사랍들이 자율적으로 규칙만 잘 지켜 주면 사
회의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다가오는 시대에 걸맞은 사회공동체주의는 조직의 분권적 집합주의로 특징지
을 수 있다 이제는 정보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면서 정치 • 경제 · 사회의 모든 부
문에서 중앙집권적 조직원리가 퇴색하고， 대규모의 관료조직체가 지배하였던 체제가 분

권화하며， 자율적인 소단위의 지역공동체와 자발적 결사체들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

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조직들이 지나치게 개인화하지 않고 공동체의식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새로이 전개되는 공통체에서는 과거의 촌락공통체에서 만끽하다가 공업화， 도
시화로 인하여 상실하였던 따뜻하고 오손도손한 인정이 넘치는 사회적 분위기를 다시 누

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세대는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뿐 아니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은 타고난 잠재력을 백퍼센트 이룩하는 자아완성의 가치를 달성하
고 사회도 집합적 역량을 충분히 계발함으로써 문화가 만발하는 사회로 뻗어나갈 수 있
을 것이다〔김경동，

2

1991 : 278-279J.

사회공동체주의의 세 측면

오늘날의 기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공동체주의를 그랜드 패러다임으로 삼

아 사회중시경영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회공동체주의는 여러 가지
의 성격 혹은 측면을 지니고 있는바， 보다 원활한 사회공동체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

회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구성측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사회중시경영
과 관련하여 사회공동체주의의 중요한 세 측면으로는 다음 〔그림 4J 에서 보는 것처럼 규
범의 확립， 제도의 정비 그리고 관계의 개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세 측면
은 독립된 개념이라기 보다는 서로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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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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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사회공동체주의의

세 측면

규범의 확립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혼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동체 사회

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생활 습관과 방식을 남으로부터 배우게
된다- 그 중에서도 공동체 사회의 규범을 학습하게 된다. 규범 (norm) 이란 공동체 생활

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정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사회생
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을 말한다‘ 인간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인 가
정으로부터 언어 • 예절 · 의식주의 기본적인 방법 등을 습득하고， 학교로부터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혜와 생활방식을 터득하며， 또한 신문 • 방송 · 잡지 등의 대중
매체를 통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를 알게 된다
이처럼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속한 모든 집단으로부터 규범을 학습하게 된다.
사회공동체주의에서 말하는 규범이란 공동체가 구성되어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내면적인 법칙과 원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범은 사회구
성원들이 규칙적이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의 기반이 된다 (Fukuyama.

1995J. 사회공동체의 규범은 각각의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서 상이한 모습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관행과 전통， 집단적 。H 착， 품격， 연대， 사회적 책임 등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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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로 나타날 수 있으며 ,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율과 토론， 관용 등을 통해 공동체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베버 (M. Weber) 에 의하면 이러한 규범， 즉 질서의 정당성을 보증해

주는 장치는 내적인 것으로 즉， 감정적인 헌신， 혹은 가치합리적인 것， 혹은 종교적인
것과 특별한 외적결과에 대한 기대， 예를 틀면 관습이나 볍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막스 베버，

1997J.

이러한 사회공동체가 갖는 규범의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전병재，

1997 1.

첫째는 협동을 위한 규범으로서， 여기서 협동 (cooperation) 이란 통알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협동을 위한 규범은 사회적 안

정과 칠서 유지의 기능을 하게 하지만 사회의 비효율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 중 협동의 예로는 축구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 팀의 소속원들이 서로
잘하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 통행을 위해 교통 질서를 따르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는 경쟁을 위한 규범으로서， 여기서 경쟁 (competition) 이란 동얼한 목표를 서로
차지하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을 위한 규범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할 수 있지만 경쟁이 심해지연 긴장을 유발하게 되고 따라서 갈등을 초

래할 수도 있다 경쟁적 상호작용의 예로는 축구 시합에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 두 팀 또
는 l 등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급 학생들을 예로 들 수가 있다.
셋째는 갈등해소 (con f1 ict resolution) 를 위한 규범으로서， 여기서

갈등이란 상대를

강제로 굴복시키거나 제거하여 목표를 달성하려함으로써 대럽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갈

등해소를 위한 규범은 내부의 단결을 촉진할 수 있고， 사회의 비효율성. 비합리성을 발
견하여 규범을 현실에 맞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원통력이 되기도 하지만， 강제적

방법과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갈등적 상호작
용의 예로는 친구간의 싸움， 부부간의 싸움

노사간 갈등， 데모하는 군중， 전쟁을 틀 수

가있다‘
이처럼 협동적 사회를 촉진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해서 사회공동체의 규범은 펼요한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공동체 사회에서도 이러한 규

범이 강조되었는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유교사상이다. 즉 유교적 사상에 기초하
여 공동체가 조직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동체가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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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정비

기업이 사회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가능한 한 사전에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중시경영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수행하려면 일상적 업무수행과정에서 의사결
정이나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 생활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

다. 이처럼 사회공동체가 과거와 달리 점차로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구성원
들간의 이해관계 역시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공동체를 원만히 운영하고 유지시

키기 위해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제도의 정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i nstitution) ’의 일반적 개념을 이해해

야 한다.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로는 “사회적 사고나 행동에서 규칙과 같은 지위를 얻
은 사회적 의무나 과정의 실체 또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서， 행정적 · 법적 · 규제적 규칙이나 절차. 국가기관의 조직화된 특성， 사회체제를
지배하는 규범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Meyer

버거와 루크만 (P.

& Rowan. 1977; Zucker. 1983J.

또

L. Berger & T. Luckman) 은 ”제도란 여러 유형의 행위자에 의해

습관화된 행통의 상호적 전형화‘ 라고 정의하였다 [Berger

& Luckman. 1967J.

여기서

제도는 사회적 실재를 구성하는 과정의 산출물로서 이해되며， 특정한 상황하에서 특정한
유형의 인간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그 일을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 더 냐아가 공유된 역사
속에서 형성되는 역사성과 미리 정의된 행통방식을 고정시킴으로써 인간 행동을 규제하는
통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규범과 통일한 맥락에서 설명되는 경우도 많지만 특히， 그 중에
서도 법과 같은 통제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우리가 제도를 위반하게 되면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사회는 이미 구성왼들에게 내재적으로 형성된 상호

간의 약속을 위반하게 되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 • 물질적 • 정신적으로 커다
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다스리는 규범으로서 공통체의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을 제도로 형성한다. 따라서 제도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

간의 갈등이나 마찰을 피하고 불안을 없앨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적 제도는 강
제적일 때보다 내면적이고 윤리적이며 호혜적일 때 보다 자발적인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
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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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zioni , 1988 참조〕
제도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와 개념으로부터 사회공동체주의에서 보는 제도를
이끌어내어 보면 사회적 제도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규범이나 규칙을 바탕으로 공식화
된 법， 규제절차 그리고 확립된 행동관행을 포함한 조직외부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개별 구성원들이나 조직에게 책임감을 부여함
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을 사회화시켜 이들이 목표로 해야 할 이정표를 제시한다. 또한

제도는 이들의 활동을 안내하며， 정체성을 유지하는 복합적인 전체로서의 역할도 수행
한다

혼히 제도로 만들고 정착시킨다는 뜻의 제도화 (insti tutionalization) 란 행동의 표준
이나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질서나 패턴， 관행들을 사회적으로 구축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중시경영의 기본목적인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속에
서의 기업의 바람직한 위상을 세우기 위해 외부환경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내부구

성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전형적인 과정이나 구조， 사회적 기구나 시스템 등을 확립
해 나가는 것을의미한다

사회공통체에서의 구체적인 제도의 예로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정당제도나 선거제
도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사회구성원들이 정치적 고립， 무관심 및 비참여를 극복할

수 있으며， 정치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각성， 공공선의 추구를 촉진할 수도 있다 또한 공
동체 내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체 내의 불신을 타

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복지제도의 확충이나 교육제도의 정

비 동도 중요한 제도화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공동
체사회는 대가족제도를 통하여 유지되어 왔다- 즉， 대가족제도가 우리나라 전통사회를
유지시켜온 기본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

3)

관계의 개선

기업은 X낸이 속해 있는 공동체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만 생존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성장 · 발전할 수 있다 예를 틀면 기업이 고객의 가치극대화를
위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고 고객의 기반을 확대하여 기업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기업은 고객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관리함으로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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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고객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공동체 내에서의 관계 (relationship) 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즉자(郞自)의 위치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의 윤리인 대자((對自)적인 관계를 실천하는 행
통을 말한다 lO) 이러한 공통체 내에서의 관계란 협동이라는 규범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연대의식을 표현하는 구체적 행동(혹은 관계방식)을 의미한
다. 공동체 내에서의 구성원들은 더욱 친밀해져야 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은 상호간 이

해가 깊어야 한다. 또한 상호간 협동， 부조， 전인격적 관계， 감정적 응집의 강화를 중시
하는 행동이 필요하며 또한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해야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충

만감을 가지고 도덕적 헌신을 해야하며 , 지속적인 긴밀한 유대를 유지해야 한다〔신용하，

1985)
사회공동체주의에서 보는 공동체의 관계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생적

관계를 유지 ·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통관행을 창출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기업과 사회와의 관
계에서도 이러한 공생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기업과 이해관계
자간의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한 공생적 관계의 특성은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Meszaros. 1988: 今井賢-. 小宮隆太郞. 1989).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는 행동적

측면의

강화를 통해

높은 시너지

효과 (synergy

effect) ll} 를 창출하는 것이다 고전경제학에서는 소유주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이익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서로 배치된다는 영화 게임 모형 (zero-sum game model)을 가정

해 왔다 (Tuhrow. 1980)

예를 틀면， 기업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을

생산비용으로만 생각하여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덜 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공생적인 상호의존적 관계로 본다면， 이것

은 확대화 게임 모형 (positive-sum game model)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하여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은 플러스 섬 (plus sum) 또는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즉， 기엽

과 이해관계자는 공생적인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해 상호간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안

10) 혜켈 (G. W. F. Hegel) 의 변증볍 중에서 그 자신이 독럽적으로 존재하는 미발달의 상태， 즉 정 ·
반 · 합(正 · 反 • 合)의 정에 대응하는 제 1 단계를 즉자라고 하고， 이러한 즉자의 상태에서 발전한 제
2의 단계를 대자라고 한다〔김계숙. 1997 참조〕
11) 시너지 효과(상숭효과)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예를 들연， 구

성원들이 팀워크를 이루어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연 구성왼들 개인의 성과
를 총함한 것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tJ

t함 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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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고용 및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기업은 그 대가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

게 된다. 이처럼 확대화 게임 모형에서의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은 협력을 통해서 조직균
형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상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관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는 공생적인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
해 서로가 사회적 관계 속의 성원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지각하고 지속적으로 바람직
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적인 측면에서 기업과 이해관계자관계가 유지

되는 이유는 양자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사회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일방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초래함은 물론 사회
로부터의 유무형의 제재조치가 가해지게 된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기업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할 때에도 이와 유사한 제약에 부딪친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 속에
서 기업과 이해관계자는 사회전반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생적인 관계를 지향하도록
기대된다.

이러한 사회공동체에서 구성원들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행동방식의 예로는 과거 우리나
라의 두레， 품앗이， 계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공동체내에서의 관계방식

으로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공동체 관계 속에서 상부상조하는 공생적인 관계를 통하여 상호협력을 추구하여야 하며
자발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상호간 이해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N. 經營 패러다임으로서의 利뜯를關係者模型
오늘날의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경제적 가치창출이라는 기업본연의 기능과 역할
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사회의 윤리적 · 재량적 기대에 부

합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행동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기엽
은 사회적 기대의 고차원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펼요
성이 대두되는 바， 이에 여기에서는 사회공동체주의라고 하는 사회중시경영의 그랜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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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해관계자모형을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해관계자란?

1

기업의 사회중시경영을 위한 경영 패러다임으로서의 이해관계자모형 (Stakeholderism)

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 (stakeholder) 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조직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Carroll ， 1989

56l. 이는 흔

히 일반주주， 근로자집단， 소비자집단， 협력기업， 지역사회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을 일
컴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영향
을 받게 되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 그 영향은 서로간에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부

정적 영향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Freeman & Reed , 1983 참조〕

이러한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흘더 )12) 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

1) 이해관계 범주별 기업의 이해관계자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추구하는 이해관계 (stake) 는 일반적으로 다음 〈그
립

N- l)와 같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Wood ，

1990 : Carrol l,

1989l 이러한 이해관계 범주별 이해관계자(스테이크훌더)의 구분은 각 이해관계자들의
본질적인 성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강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12) 이 글에서는 이해관계자 또는 이익집단 (interest group) 을 스테이크훌더와 혼용하여 쓰기로 한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모형도 스테이크훌더리츰과 동의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慣

〈그림

JV-l > 이해관계

m-

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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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별 기업의 이해관계자

쩍휠D
，;곧로자 및 노동조합j

자료

Carroll (1 996). pp. 73. 79. 83을 수정 • 보완함.

첫째， 소유권 (ownership) 을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이다. 소유권이란 자본을 출자한 옛
가로서 주어지는 기업의 자산 또는 각종 재산에 대한 법률적 청구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가 이 회사를 설립했으므로 이 회사는 내 것이다”라든지， “나는 이 회사 주식
의 10%를 갖고 있으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주주이다”라는 표현 등이 이를 보
여 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수익률이나 배당성장률 등의 지표로 나타난다 현대기

업에서 경영자를 기업경영의 주체로 간주해 볼 때， 소유권에 근거한 이해관계를 지닌 집
단에는 대주주와 일반주주(소액주주)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 권리 (rights) 를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이다. 권리란 기업의 생존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투입물 및 에너지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어떤 청구권이 있음

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노동력제공의 대가로 임금 및 근로조건， 제품구매의 대가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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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과 서비스， 자금제공의 대가로서의 원금 및 이자， 부품제공의 대가로서의 납품대금
과 계약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청구권 외에도 근로자의 단체행동 및 교섭권， 남녀평등

권， 소비자권리， 채권자권리 등이 중시되고 있다. 권리에 근거한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
에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 소비자， 채권자， 공급기업 등이 있다.

셋째， 이익 또는 이해 (interest) 를 근간으로 한 이해관계이다. 통상 이해란 어떤 결정이
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자면 소유권이나 권리를

모두 포함하지만 좁게 해석하면 이것들을 제외한 어떤 이익 및 손해관계가 있음을 의미한
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경우는 지역경제 및 사회의 발전과 지역전통문화의 보존 등과
관련된 이해， 환경보호운동단체를 포함한 생태적 환경의 경우 공해예방과 환경보전， 환경

산업의 발전 등과 관련된 이해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 이해를 근간으로 한 이해
관계자들은 소유권이나 권리에 근거한 이해관계자들보다는 직접적인 이해의 캉도가 크지

는 않다- 보다 포괄적인 이해에 근거한 이해관계를 지난 집단에는 정부를 비롯해 지역사
회， 생태적 환경， 언론매체， 금융기관， 경쟁기업， 해외진출지역들이 포항된다
2) 1 차적 이해관계자와 2차적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에 대한 또 다른 구분방법은 통상적으로 환경의 분류체계 13) 에 따른 과업환
경을 1 차적 이해관계자와 2차적 이해관계자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1 차적 이해관계자와 2차적 이해관계자의 특정은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의 범위， 기업활
동과의 관련성 정도， 이해관계자문제의 심각성 정도， 그리고 실체의 명확성

정도 등에 따

라 〈표 N- l)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Carroll ， 1989 ; Frederick ,

Davis & Post , 1988 참조〕

이러한 과업환경의 내용에 의한 분류방식은 각 이해관계자

들의 행동이 기업활동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이
해하는데 도움을준다

13) 경영환경은 흔히 일반환경 (general environment) 과 과업환경 (task environment) 으로 분류된

다 전자논 어떤 특정조직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하부조직에 광
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보통 사회 • 경제 · 정치적 매트릭스 (socio-economi c-poli ti cal
matrix) 관점에서 설명된다 후자는 기업조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연서 기업활동에 직 • 간
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근접환경으로서 흔히 “이해관계자’로 불린다‘ 그러나 일반환경과 과업환
경의 구분은 항상 병확한 것은 아니며， 어떤 때는 일반환경의 일부가 과업환경으로 좁혀지기도 하
고 일부 과업환경은 그 영역이 확장되어 일반환경이 되기도 한다

慣?흙根

〈표

IV-l>

1 차적 이해관계자와 2차적 이해관계자의 비교

I

꾸분

l

이해관계의 범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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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적 이해판계자

2차척 이해관계자

소유권 및 권리

이익 및 이해

기업활동과의 관련성

직접적 관련

간접적 관련

문제의 심각성

기업생존문제와 직결

정상적 활동의 제약

실체의 명확성

상대적으로명확

상대적으로모호

Carroll (1996). pp.

76-77을 수정

• 보완함

첫째. 1 차적 이해관계자는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의미가 소유권이나 권리로서의 이해관
계를 가진 자들로서， 예를 들어 이해관계의 범주에서 살펴 본

일반주주·근로자집단·소비자집단·채권자집단·공급기업 등을 들 수 있으며. 2차적
이해관계자는 이익 또는 이해를 가진 이해관계자들로서 지역사회 · 금융기관 · 경쟁기업
자 · 해외진출지역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기업의 투입 산출과정과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느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 차적 이해관계가 2차적 이해관계자에 비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예를 들어， 일반주주는 자본을 제공하고， 근로자집단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반면 지역사회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간접적인 여건을 제공한다.
셋째， 이해관계자로 안해 발생하는 문제가 기업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l 차적 이해관계자가 보다 중시된다

만약 1 차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해관계자가 기업에 대해 대립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면 기업활동이 중단될 가
능성이 2차적 이해관계자문제의 경우보다 더 높은 것이다.
넷째， 실체의 명확성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l 차적 이해관계자가 2차적 이해관계자에

비해 그 실체가 명확하다

즉， 이러한 분류방식은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집단이

누구인지를 쉽게 확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2

이해관계자모형의 의의와 지향가치

앞에서 이해관계자(스테이크흘더)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다음에서는 이해
관계자모형(스테이크흘더리즘)이 경영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지향가
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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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관계자모형의 의의

(1) 주주모형과 이해관계자모형의 비교
이해관계자모형이란 무엇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전통적으로 기업경영의 준거모형이
되어왔던 주주모형과 비교하여 보기로 하자. 여기에서 기업경영의 준거모형 (reference

model)이란 기업경영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누구의 이해관계를 증진시켜야 할 것인가，
그리고 기업경영의 주체로서 경영자는 누구에 대해 기업활동의 결과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모형이다. 오늘날 이러한 기업경영의 준거모형으
로는 주주모형 (Stockholderism) 과 이해관계자모형 (Stakeholderism) 의 두 가지로 크
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주모형과 이해관계자모형을 좀더 자세히 비교해 살펴보면 〈표 N-2)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표

구분

IV-2) 주주모형과 이해관계자모형의 비교

주주모형 (스톡흘더리즘)

이해관계자모형(스테이크흘더라즘)

경영체제

소유경영체제

전문경영체제

경영의 주체

대주주와경영자

전문경영자

기업목적

경제적 목적(단일목적)

경제적목적 +사회적목적 (다왼목적)

기업의 이해관계자

주주

다양한 이해관계자

첫째， 기업의 경영체제(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주모형은 소유권과 경영권이 합치된
소유경영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에 이해관계자모형은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된

전문경영체제를 전제로 한다. 둘째， 주주모형에서의 기업경영의 주체는 대주주와 경영자
(소유경영자 또는 전문경영자)가 된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모형에서는 전문경영자를 그

주체로 본다- 셋째， 주주모형에서는 주주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두어 기업이 경제적
목적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이해관계자모형에서의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 이해관계에 반응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에도 관심을 둔다. 넷째，
주주모형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주주만을 인식하는 반면， 이해관계자모형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주주모형은 주주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기업은 주주의 경제적 이익 및 부를 극

h훌 ?혐 根

301

대화시켜야 하며， 기업경영자는 주주에 대해 기업경영의 성과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는 관

점이다. 반면에 이해관계자모형은 기업이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하여 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과 공생공영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을 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이다. 결론적으로 주주모형과 이해관계자모형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기업의 이
해관계자로 주주만을 인식하느냐， 주주 이외의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인식하느냐
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관계자모형과 주주모형을 이해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두

개념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모형이 주주모형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이해관계자모형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주주의 이익
을 중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여

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역시 중시해야 한다는 보다 확장된 패러다임이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주의 이익 역시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시킬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해관계자모형의 추구 근거

사회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의 이해관계자모형은 같은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사회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

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모형은 기업과 이해관계자간에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둔
다. 여기에서 파트너십 (partnership) 이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개인간의 협력적인 관계

를 의미한다， 이해관계자모형에 입각한 기업과 이해관계자간의 파트너십은 다음과 같은
특정을 가진다〔주성수， 서영진. 2000 창조J.

첫째， 기업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지배적인
입장에서 지시를 하고 다른 주체들은 그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

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상호간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중시한

다- 둘째， 기업과 이해관계자간에 서로가 다른 분야에서 지니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
용하고 부족한 점은 서로 보완해 줌으로써 최대의 성과를 추구하고자 한다. 셋째， 파트

너십을 추구하는 목표는 사회구성원들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파트너십의 형성을 통하여 사회전체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
하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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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오늘날의 기업은 주주모형과 이해관계자모형 중 후자를 기업경영의 준거모형으

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경우도 주주모형으로부터 이해관
계자모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Carrol l，

1989: Frederick. Davis &

Post. 1988). 이해관계자모형이 바람직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로부터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신유근.

1994:

326-327).

먼저， 오늘날의 사회는 다원사회화 되어 다양한 이익집단틀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이
다

이러한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

을 미치고자 하는데，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산업화 초기에는 이익집단이 출현하지 않

았거나 그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기업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만 반응하면 생존 •

발전을 하는 데 충분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관계자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익집단은 기업경영

또한 주주 외의 다른 이해관계

자들도 기업에 공헌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기업이 나름대로의 보상을 해야한
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즉， 주주 외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출하는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현행의 회계관행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해서도 기업이윤

에 대한 정당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주체들이 무제한적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시장 메커니즘은 시장의 실패， 도덕

적 해이 (moral hazard) 14) 와 같은 지나친 이기심의 발로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업을 촉진하는 방법
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정부의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의 실패에 대한 반성 및 재해석 과정에서 강제적인 정부의 규제가 아닌 경제주체들의 자
발적인 노력을 중시하는 움직임인 이해관계자모형이 동장했다. 즉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무제한적으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 이익을 고
려한 자유의 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주체들의 무제한적 자유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제주체간 상호조정활통에 의한 자발적 조정을 의미하는
14) 도덕적 해이란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화

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며 신경을 많이 쓸 것
이다. 그러나 일단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연 최선을 다해 화재예방을 하지 않고 소훌
히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이다 이와 같이 도덕적 해이는 원래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
의 비도댁적 행위를 일걷는데서 시작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책
임을 다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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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바로 이해관계자모형인 것이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모형이 필요하게 된 근거로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업활동의 사

회적 영향범위와 강도가 커지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
던 때의 기업활동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기 때문에 기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주주나 근로자에게만 관심을 두면 충분하였지만， 규모가 커지고 활동영역이 넓어진
현대기업은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자
모형을 현대기업의 준거모형으로 삼는 것이 보다 유용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엽들도 이제까지 대주주 위주의 경영을 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의

미에서의 주주모형이라기 보다는 대주주 몇 명의 지분으로 기업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식을 상호 소유하며， 불법 혹은 탈법적인 수단으로 지분을 증여하여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왜곡된 의미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는 많

은 부분 희생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받아들여야 할 패러다임은 결코

과거와 같은 왜곡된 대주주위주의 경영이어서는 안되며， 주주모형보다도 넓은 의미에서
의 이해관계자모형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모형을 추구함으로써 기업은 이해관

계자들과 보다 밀접하고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아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엽
의 사회중시경영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이해관계자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지향가치

오늘날의 기업은 이해관계자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이해관계
자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략적 관점에서 오늘날의 기업은 이해관계자 관리
를 위해 어떤 지향가치를 갖는 것이 유용할지를 확실하게 해둘 펼요가 있는 것이다

(1)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근법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근법 (strategic stakeholders approach) 이란 전략적 관점에서
누가 기업과 상호의존성을 지니며 기엽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인가， 그 이

해관계는 무엇이며 기업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이해관계자 관계정립을 위한 이념적 방향 및 지침 또는 방법을 탐색해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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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이다. 이러한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근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
기 위해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Robbins.

1990 : Wood. 1990 :

Meszaros. 1988 : Freeman & Reed. 1983J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변에서 기업이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정립을 위

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지침을 제공해 준다〔신유근.

1994: 328-330J

첫째，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곤법은 기업과 경영환경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다는 점에

서 개방체계적 관점과 유사하지만，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관심을 두지는 않는
다. 즉，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식별하고 그들의 요구에 관심을
둔다.
둘째，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근법은 이해관계자 각각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해관계들은 양립할 수 없는 상반성을 지닐 수도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이해관

계자들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선호하는 바가 서로 일치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나 일반주주가 보다 많은 성과배분을 기업에 대

해 요구하는 것과 지역사회가 복지사업을 위한 기금이나 장학재단 등에 필요한 재원을
기부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근법은 이해관계자의 기업경영에의 영향력이 각각 상이하

다고 본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근로자나 주주가 기업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보다 강하다- 이에 따라 전략적 이
해관계자 접근법은 어떤 이해관계자가 기업생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게
해주며， 이해관계자들이 주는 기회와 위협을 확인하게 해준다

넷째，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과 상호작용
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해관계자 관리는 단일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복잡한

이해관계와 상호작용방식에 대응하는 복합과정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과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수집을 위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펼요하다

[Robbins. 1990 :

Wood. 1990J.
다섯째，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를 갖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반응을 중시한다. 즉， 전
략적 이해관계자 접근법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최적으로 만족시키는 기업을 바랍직

하다고 보는 것이다 [Pfeffer

& Salancik. 1978 창조J. 따라서 기업의 경영성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조정하여 최적만족상태를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1:"

(2)

倫 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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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모형의 지향가치

전략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접근할 때， 경영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의 성
격을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사회문제들이 나타나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밝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이해관계자접근법을 통해 기업이 추구해야할 지향가치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그 유용성은 상실되고 만다. 오늘날 기업이 이해관계자 관리를 위

해 지향해야 할 기본가치로는 〈그림 N-2)과 같이 성장성， 공정성， 협동성의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V-2) 이해관계자 관리를 위한 3 대 지향가치

이러한 3대 지향가치는 서로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갖게 되며， 어느 한가지라도
소홀히 할 경우 기업은 이해관계자들과 공존공영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

서 기업과 각각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지향가치들을 어떻게 정립하고 추구
해야만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중시경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는 것이다

CD

성장성

성장성 (growth) 이란 기업과 이해관계자가 상호이익을 증진하며 다 함께 성장 발전한

다는 가치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기업과 이해관계자가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공생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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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양측이 나누어 가칠 수 있는 몫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

연 만약 나눌 수 있는 몫이 처음부터 작다면 양측은 제한된 자원을 두고 다툼을 벌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성을 추구함으로써 기업과 이해관계자는 각자의 몫을
크게 키움은 물론 사회전체의 발전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무조건
적인 양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성장

성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 양측이 다음에서 논의할 공정성과 협동성에 기반을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은 모두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왼임을 병심하여 사
회전체의 성장 및 발전을 공정하고도 협동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성장성의 제고를 위하여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성장 및 발전은 물론
사회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성을 추구해야 하며， 각자의 이익이 상대
방의 이익을 뺏는다는 영화 게임 (zero-sum game) 의 시각을 벗어나 각자의 이익이 상
대방의 이익을 증진시켜줄 수 있다는 확대화 게임 (positive-sum game) 의 시각을 가지
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공정성

공정성 (fairness) 이란 양측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몫을 증대시키는 과정과 증대된 몫
을 나눈 결과가 모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즉， 과정과 결과가 모두 공
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설령 기업과 이해관계자가 나눌 수 있는 몫을 매우
크게 증대시켰을지라도， 성과증대에 공헌한 노력만큼의 대가를 분배받지 못했다고 생각
하게 되면 양측은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많은 경우의 기업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슈는 공정하지 못한 양자의 상호관계에 의해 야기된다. 예를 들면 기업이나 이해관계
자가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성장이나 이익만을 추구했을 경우， 공정한 방법으
로 양쪽이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몫을 증대시켰을지라도 그 성장의

과실을 어떤 한 쪽이 독차지하게 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기준에 의해서 분배를 했을 경우
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과 이해관계자 양쪽 모두 상대방을 존중하고 정
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 하거나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힘의 우위를 가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를 버려야만
할것이다.

끼흉 f힘 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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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성

협동성 (cooperation) 이란 기업과 이해관계자가 단기적으로는 지신에재 손해가 있을지
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서로가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
속적으로 서로 협동하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동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이 단순히 상대편에 의존하려는 의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
로에게 이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서 상호 협동하고자 하

는 협력적 의존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서로가 아무리 성장을 추구하고 발전을 하려고
해도 상호간의 협력적이고 협동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아니한 채로 상호대립적인 관계
를 맺는다면 그 성과는 미미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기업과 이해관계자는 협조

적이고 협동적이기보다는 상호대립적인 관계를 맺어온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양자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과 이해관계자는 상호협력이 상호발전의 기반이 된다
는 점을 명심하여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협동성의 고취를 위해서는 기업과 이해관계자가 신뢰에 기반하여 상호간의 이
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며， 또한 단지 어느 한쪽을 이용만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협조를 위해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과 역량을 자발적
이고 적극적으로 배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v. 맺음말
앞에서 살펴 본 기업의 사회중시경영을 위한 그랜드 패러다임으로서의 사회공동체주의
와 그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영 패러다임으로서의 이해관계자모형에 입각해

볼 때， 기업의 사회중시경영은 다음 〈표 4>와 같은 기본과제들을 대전제로 하여 수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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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 까 > 사회중시경영의 기본과제

사회공통체주의

이해관계자모형

O 규범의 확립

o 성장성

O

제도의 정비

o

O

관계의 개선

o

공정성
협동성

우리는 위의 사회중시경영이 해결해야 할 기본과제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날의 기업이
전략적으로 실천해야 할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관리방안들과 논쟁거리들에 대
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기업의 사회중시경영을 위한 규범의 확립 측면에서 먼저 기업윤리란 무
엇이며 기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기업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윤리와 관련된 경영의 유형 중에서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도덕적 경영의 의미와 기업윤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의와 그 실현을 위한
기본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연 사회적 책임의 수행은 반드시 정당화되는 것인

지，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기본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통합개념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반응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실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는 기업의 사회중시경영을 위한 제도의 정비 측면에서 우선 기업경영의 큰

틀이며 제도적 기반이 되는 기업지배구조(경영체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특히 사회중시경영을 위한 전문경영인들의 위상제고와 역할정립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연구할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이 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비전경영을 어떻게 구상할 것이며， 비전경영의
기반이 되는 기업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어떻게 보편적인 사회이데올로기와 전통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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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접목할 수 있는 지를 숙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전경영과 기업문화의 요체

가 되는 경영이념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립해 나갈 것인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 우리는 기업의 사회중시경영을 위한 관계의 개선 측면에서 예를 들어 일반주주，
끈로자집단， 소비자집단， 협력기업， 지역사회， 생태환경. 해외진출지역 등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들은 무엇이며， 또한 그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각 이해관계자별로
적합한 하위패러다임은 무엇이며， 그것에 입각한 실천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논리와 기업의 자율논리에 대한 논쟁을 음미하고 양자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기업이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사회중시경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모형의 지
향가치인 성장성， 공정성， 협동성을 실현하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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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igm of 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 for Modern Firms
Y00 Keun Shin *

ABSTRACT

The 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 of firm as defined in this paper concern
continuous interaction between the firm and its environment. pursuing balanced
development of both firm and society. increasing firm transparency. and “ open
managemen t" that both organizational members and society can agree on
In order for firm to continue to implement 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
consistently. we need to clarify what this perspective is. In this paper. I propose. as a grand paradigm of 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 Social Partnership and its three dimensions: establishment of norm. creating institutions. and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firms and society.
In addition. in this paper I attempt to provide a new paradigm based on
the Stakeholderism derived from the grand paradigm of 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 or social partnership. The worth of pursuing the new paradigm are in growth. fairness. and cooperation.
Based on the above paradigm for social partnership and stakeholderism.
we can further research on specific management actions for 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 that today’ s firms need to strategically im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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