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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깨달음경영학(MOSEE)의 개념은 인간의 의식 혹은 영

성의 새로운 깨달음을 통하여 생동력을 가지도록 하여 

개인 자신, 가족, 직장, 사회, 국가, 인류사회, 지구촌 생

태계, 우주 생명계의 존재의 경영과 집중관리를 가능하

도록 하는 새로운 과학적 학문 분야를 말한다.

  모든 조직의 구성원이 스스로 창조한 존재로서 내발 

능력과 외발 능력을 통전(統全) 하는 능력을 발휘토록 하

는 것으로 각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스스로 창조한 

존재로서 거듭 태어나게 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이다. 자

신이 로봇처럼 자동 반응하는 기계화된 정체성인 비(非) 

실체(實體)가 비(非) 실재(實在 )로 인식한 현실 상황에 

떠밀려서 경영하며 자신과 가정 가족과 직장과 각각 분

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소유의 경영에 집착하는 낮은 

의식에서 탈피하여 높은 의식 성장으로써 존재의 경영으

로 발전토록 교육과 경영 시스템 설계와 조직의 경영을 

새롭게 변환(Transform)하면 이것이 바로 깨달음경영학

(MOSEE)의 실천인 것이다.

Ⅱ. 깨달음경영학의 철학 사상적 기초

  깨달음경영학의 철학과 사상으로 한국의 고대 고조선

(古朝鮮)의 홍익인간(弘益人間) 366사(事)와 한철학, 이

하곤의 식(識)사상 및 진문의식(眞文意識)과 심대윤의 성

이학(性利學) 이사상(利思想,), 서양의 양자 물리학의 우

주론 및 인간의 마음과 몸의 통합철학 영성(Spirituality), 

영적 성장 및 영적 자원과 자산(Spirit Resource and 

Asset)에 관한 철학 연구들과 본 저자 이재윤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생명본개활(生命 本 開活) (Life Source 

Opening and Living)’ 철학과 자아(自我)의 해부학 이론

(Jaeyoon Rhee's Anatomy of the Self Being) 즉 ‘다섯 

가지 나’ 에 대한 통찰을 기초로 한다.

  깨달음경영학(MOSEE)의 고유한 탐구 대상은 위의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지부지(不知 不知) 영역이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조차 모르는 영역인데 오직 깨

달음경영학의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론과 기법들로써만 

탐구 가능한 깨달음 영역이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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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간을 하나의 자원으로 간주하여 도구화 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인간소외(alienation) 및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오늘날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

와 번영이 인류사회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통념은 ‘물질적 풍요 속의 정신적 빈곤’이라는 문제제기에 의해 그 위상이 흔

들리고 있다. 자본주의가 인류사회의 행복과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경제체제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자본주의 역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진화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새 시대에 걸 맞는 자본주의의 대안을 논의하고자, 저자 이재윤이 창시한 깨달음경영학

(MOSEE;Management Of allSelves’ Enlightenment and Empowerment)의 새로운 과학적 학문연구를 통해 새로운 실현성 영역을 

추구하는 동시에, 깨달음경영의 새로운 5차원 요소인 영적 자원 및 자산(SRA:Spirit Resource and Asset)과 본질적으로 무(無)에

서 유(有)를 창조하는 창조경영(MOC:Management Of Creation)에 대한 연구 및 인간의식 성장 방법론에 대하여 발표 하고자 한

다. 이로써 4차 산업을 넘어서 21세기 신 문명 5차 산업 경영혁명을 성취 한다. 따라서 깨달음경영학(MOSEE)에 관한 고유한 철

학, 고유한 탐구 영역, 이론, 방법, 기법, 도구, 운영 원리 및 활용 분야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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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지지(知 知) 즉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를 아는 지식 

정보영역과 또 그 외에 지 부지(知 不知) 즉 무엇을 모르

는지를 아는 지혜영역 등을 아우르는 내발 능력(內發 能

力)이 생기고 외발 능력(外發 能力)과 통합하여 통전 능

력(統全 能力)을 발휘하게 된다.

Ⅲ. 깨달음경영학(MOSEE)의 특징 및 기대
효과

  저자 이재윤이 새롭게 창시한 ‘깨달음경영학(MOSEE)'

은 자원 및 자산으로서 기존의 토지, 자본, 인적자원, 과

학가술에 인간의식 혹은 영성을 채택하고 존재지향 경영

과 집중관리의 5 차원의 경영을 완성함으로써 미래 2040

년경부터는 인공지능(AI)이 지배적 역할을 하게 되어 인

간은 AI에 예속되는 인류의 재앙과 위기를 사전에 해결 

극복하며 21세기 새로운 문명창조를 성취할 수 있는 것

이다. 현대의 지식 경영 경제학의 3 차원 이론 ‘수확체감

의 법칙’은 깨달음경영학(MOSEE)의 5 차원 이론 ‘수확체

증의 법칙’으로 변환될 것이다.(아래 그림 참조)P=f (L, 

K, M, T, S)의 식에서 S(Spirit)는 ‘인간 의식’이며 영적 자

원을 지칭하고. L은 토지 K는 자본 M은 인적자원 T는 

기술혁신 정보 및 지식을 말한다.

  깨달음경영학의 5 차원 경영 방법론은 3년 이내에 모

든 다른 학문 분야들에게도 확산 활용될 것이 확실하다. 

저자 이재윤교수의 수확체증의 법칙

Ⅳ. 깨달음경영학의 깨달음의 방법

1. 깨달음경영학의 실천 방법 중 하나인  ‘참여와 나눔의 

세미나 운영’으로 단순한 대화구조 속에서 참된 나와 

참된 나의 공동체를 찾고 서로서로 배려와 공헌을 실

천하는 분별력을 창조하고 그 성과를 치열한 현실에서 

확인하고 확신토록 하는 100 가지 기법 및 도구들. 

2. 한국의 전통 철학의 깨달음의 기법

3. 고 및 초 감각적 앎 지각(知覺) 방법들 Applied Kinesiology 

Kinesis(운동성, 運動性)

  위의 열거한 깨달음경영학의 방법론과 100 가지의 기

법 및 도구들을 활용하면 아래 설명과 같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성과를 성취하게 된다.

  위 그림의 ④단계 ㉡㉢에서 행동자가 자신의 편견과 

성공수단 속에 자신이 만들어온 지식과 이야기 속에 갇

혀서 붙들려 있다는 것을 주체적 생활 속 한 가지에서 

깨달으면 즉시 무(無)의 공간(空簡)을 보게 되고 여기에 

무한 창조 가능성이 있다

V. 결론

  깨달음경영학은 5차원의 정신의식(精神意識)의 내발능

력(內發能力)을 창조하고 내발능력과 외발능력을 통합한 

통전능력(統全能力)을 발휘하여 진정한 창조경영의 온전

한 완성과 4차 산업을 넘어서 신 문명 5차 산업 경영혁

명을 성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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