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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최근 들어 기업윤리의 요성이 국내와 국외에서 크게 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이 지는 기업윤리

의 연구와 교육은 매우 미흡하다. 국내 4년제 학교에서 정식 과목으로 기업윤리를 개설해 가르치는 곳이 아직까지 매우

으며, 기업윤리에 한 연구 역시 부족하다. 학교에서 정식 과목으로 기업윤리를 개설해 가르치더라도 사례를 심으로

진행하는 단순한 토론형태의 수업에 머무르고 있고, 기업윤리에 한 연구 한 기업의 사회 책임에 편 됨으로써 기업윤

리에서 다루어야 할 많은 주제들을 외면하고 오로지 기업의 사회 책임만을 집 으로 탐구하는 흐름으로 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질 연구의 방법을 사용해 기업윤리에서 꼭 다루어야 할 5가지 주제인 직원의

권리, 직원의 책임, 환경에 한 책임, 다양성과 차별, 그리고 다국 기업과 세계화를 제시하 고, 각 주제와 련된 최신

문헌들을 고찰함으로써, 각 주제와 련된 교육과 연구를 한 방향들을 제시하 다. 구체 으로, 5가지 주제와 련해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을 논의하 고, 향후에 반드시 이 져야 할 연구의 방향들을 제시하 다. 즉,

본 논문은 기업윤리의 5가지 주제들을 제시하고 각 주제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의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이론

근거로 하여 향후 각 주제들에 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 직원의 권리, 직원의 책임, 환경에 한 책임, 다양성, 차별, 다국 기업, 세계화

Abstract Though that the importance of business ethics is growing, research and education of business ethics are 

insufficient. There are still few to teach business ethics as a formal subject at four-year universities, and there is 

little research on business ethics. The education of business ethics is mainly a simple type of discussion that focuses 

on cases. The research of business ethics is focused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gnoring many subjects to 

be dealt with in business ethics. Starting from this recognition, this paper use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identify 

five topics to be addressed in business ethics: employee right, employee responsibility,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diversity and discrimination, and international business and globalization. Directions for education and research 

related to each subject are from examining the latest literature related to each topic. Specifically, this paper discusses 

the contents to be educated in each topic, and presents directions of research to be done in the future. Consequently, 

this paper presents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research on the five topics in business ethics. 

Based on this research as the theoretical basis, various researches on each subject will be possibl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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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윤리를 정의하면, 기업윤리는이윤을 추구하는 기

업 [11]과바람직하고 옳은것을 추구하는 윤리 [16]를

목시킨 것이다. 시장은 완 하지않다. 시장은가끔 그기

능이 불완 하고 때로는 무력하기조차 하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업의 모든 기능과 활동에 해 윤

리 으로 고찰해야만 한다. 기업의 이윤추구와 윤리성은

언뜻 보기에 상호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 더 깊이

살펴보면 그 지 않다 [24].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윤리성 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엄 히 말하

자면, 윤리성 역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학계와 업계에서 심을 받는 것과 같이 이익추구와 윤

리성의 추구,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잘하는 것을 의미

하는 양손사용의 이 주의 지혜 [24]가 요구된다.

기업윤리의교육과 련하여, 국내와국외에서기업윤리

에 한 요성이더욱커짐에따라[1-3,6-10,12-16,21-23,25]

많은 학교에서 기업윤리 강좌를 개설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윤리의 교육에 있어서 기업윤리 과목이개설된 학

교나 강좌의 수가 은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 은 기업윤리 교육의 내용이다. 거의 모든 학교

의 기업윤리 강좌에서 기업윤리를 가르치는방식은 신문

과 방송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

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하면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인지와 같은 내용들을토론하는 방식이

다. 물론 이런 내용들도 기업윤리의 교육에 꼭 필요하지

만, 그것이 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례에

한 토론방식의 수업은 기업윤리가 다루어야 할 체

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결과를 낳

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통계 로그램의 원리를 모르

면서 그 통계 로그램을 사용할 아는 것과같다. 기업

윤리도 활용보다는 먼 원리를 가르쳐야만 한다. 기업

윤리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가장 요한것은 개별사례에

한 단이 아니라 그런 단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

인 이론 체계와 철학 사고로부터 발 된 이론 쟁

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학생들이 기업윤리에서 요한

이론 체계를 갖추고 이론 배경을 알게 되면, 실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개별사례에 해 정확하게 단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업윤리에서 다루어야 할 종합 인

이론 체계와 다양한 이론 배경들을제시하여 기업윤

리의 교육에 심이 있는 교수들과 강사들로 하여 사

례 주의 토론방식에 편 된 기업윤리 교육에서 벗어나

종합 인 이론 체계와 철학 사고로부터 발 된 이론

쟁 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기업윤리에 한 연구와 련하여 [1-16,21-25], 최근

국내와 국외의 학술지들에 게재된 논문들 에서 기업윤

리에 직 는 간 으로 련된 논문들을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참고로, 기업윤리에 한 논문들만 게재

하는 표 인 학술지로는 Journal of Business Ethics와

Business Ethics Quarterly가 있다. 최근 기업윤리와

련된 연구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추세는 기업윤리에

련된 연구들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과 그

연구들의 거의 부분이 기업의 사회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해 살펴본다는 이다

[1-16,21-25].

물론, 기업윤리에서 기업의 사회 책임은 구도 부

인할 수 없는 매우 요한 주제이다 [7,12,13,16,21-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기업의 사회 책임이 기업윤

리의 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윤리에서 다루는 주

제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주제들 의 한 부분인

기업의 사회 책임에 모든 연구들이 집 된다는 것이

기업윤리에 한 연구의 편 성과 불완 성을 나타내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최근 유행을 따르듯이 기업윤

리에 한 부분의 연구들이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해서만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업윤리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 까

지 소외되어온 주제인 직원의 권리, 직원의 책임, 환경에

한 책임, 다양성과 차별, 그리고 다국 기업과 세계화

라는 5가지 주제들을 제시하고, 각 주제와 련된 교육과

연구를 한 바람직한 방향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윤리

의 교육과 연구를 발 시키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2. 본론 

본 논문은 기업윤리의 교육과 연구의 발 에 도움이

되고자 기업윤리에서 다루어야 할 요한 주제들인 직원

의 권리, 직원의 책임, 환경에 한 책임, 다양성과 차별,

그리고 다국 기업과 세계화를 제시하고, 각 주제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을 논의하고, 재의 교육

내용 에서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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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한연구방향들을 제시하고

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주제들은 기업윤리와 련

된 최신논문들 [1-25]을 바탕으로 발 시켰다.

2.1 직원  리

이 주제는 기업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의 권리에 해

살펴보는 역 [7,12-13,16]으로, 이 주제와 련해서는

직장에서 직원들이 가지는 법 권리, 계약 권리, 그리

고 도덕 권리에 한 구분, 일할 권리에 포함된 다양한

의미들, 공정한 차에 따른 해고, 요한 의사결정에 참

여, 보건 안 , 사생활보호라는 직원들의 권리, 공정한

차와 임의고용에 련된 법과 정책의 차이, 그리고 직

장에서 직원들이 가지는 다양한 권리 등에 해 지 까

지 연구가 되어온 내용들을 가르쳐야 한다. 보편 으로

인정되는 직원들의 권리는 입법 는 사법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법 권리 (최 임 , 평등한 기회,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 행동등), 고용자와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계약

권리 (건강보험, 유 휴가, 연 등), 그리고 인간으로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도덕 권리 (인간의 존엄성 등)의

3가지가 있다.

우선, 직장에서 일할 권리에 해 살펴보면, 직장에서

일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 , 도덕 권리에 속하고 법

에서 일할 권리는 노동조합의 가입에 한 강요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7,16]. 인간은 비록 일이 지루하고 도 이지 않더라도

생활하기 해 돈을 벌어야 하고 직업을 가져야 하고 직

업은 인간을 발 시키고 완성하기 때문에인간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 철학 인 에서 한 사람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의무를 의미한다. 직원들의 일할 권리를 주장하

는 사람들은 아마도 개인고용자보다는 정부에게 일자리

를 제공할 책임을 가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복

지기 을 사용하여 고용을 장려하고, 고용자에게 지원

을 제공하고, 경찰 들과 소방 원들을 직 고용함으로

써 일자리를 늘려야 하지만 정부가 모든 시민들에게 일

자리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

을 수 없다. 따라서 합리 인 주장은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

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의 지원은 일자리의 제공, 사기업들에게 실업자를 고용

하도록 장려 을 지 , 실업보험, 음식구매권제도, 건강

보험, 재정정책, 세 감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부에

게 요구하는 것과 달리 기업의 고용자에게 모든 사람들

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용자 개인에

게 지나친 부담을 다.

직원들은 일단 고용되면 어느 정도의 직업안정성을

가지고 해당 직업을 유지할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정당

한 차 (due process)는 인간이 일단 직업을 가지면 해

당 직업을 계속 유지할 권리와 정당하고 충분한 이유 없

이 해고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을 보장하는 개념이

다. 고용자가 직원을 해고하기 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시키기 한 정당한 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가진 도덕 의무들 하나가직원

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노만 보 는

주장했다. 이것은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아니라 직원들 즉,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직장을 조직하고 구조

화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윤리 직장

은 직원들이 자유와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임의고용에 해 살펴보면, 임의고용은 고

용기간과고용조건을 명시한 고용계약서가없는 고용즉,

임의 으로 고용자의 뜻에 따라 고용된 것을 의미한다

[7,16]. 임의고용에서 직원은 어떤 이유로든 언제든지 그

만둘 수 있고, 고용자 역시 어떤 이유로든 언제든지 직원

을 해고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임의고용이 가진 윤리 정

당성은 매우 약하다. 특히, 실 으로 고용의 계에서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역학 계를 고려할 때, 임의고용은

피고용자에게 윤리 으로 매우 불리한 제도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임의고용은 아직까지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여러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임의고용과 반 되는 개념인정당한 차에

해 살펴보면, 정당한 차는 ‘법에 따라’ 는 ‘법에 의

해’라는 의미를 가진 마그나카르타에서 발 되었다. 정당

한 차는 권 의 자의 사용 는 남용에 반 하는 제

약으로 정의되며 합법 권 라도 마음 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7,16]. 정당한 차는 직원들이

경 자가 권한을 자의 으로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직원이 타당한 이

유로 해고될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는 비윤리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정당한 차는 고용

자가 자신의 직원을 해고한 것이 자의 으로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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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타당한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해고사유 (무능한 업무수행, 낮은 업무성과, 약물 독, 잦

은 무단결석, 도, 사기, 경제 이유 등)를 일일이 명시

해야한다. 사 경고, 문서화, 표 성과, 유 기간, 이의신

청, 소명기회, 기존 례를 요구함으로써 정당한 차는

정당한 해고사유와 차 안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약자인 피고용자를 한 제도인 것이다.

물론, 정당한 차에 하여 고용자들이 제기하는 정

당한 차를 비 하는몇 가지반론들이있다. 를 들어,

고용자가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정할 수 있는 자유에 과

도한 제약을 가한다거나, 직원들이 직장을 언제든지 자

유롭게 그만둘 권리가 있는것처럼고용자역시어떤 이

유로든 언제든지 직원들을 해고시킬 수있어야 공정하다

거나, 기업 소유주의 사유재산권에 부당한 제약을 가한

다거나, 해고에 한 걱정이 없으면 직원들은 비효율

이고 비생산 으로 된다는 주장들이 있다. 물론 이런 주

장들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차가 가지는 정당성을 부정하기는 힘이 들 것

이다.

다음으로, 직원들이 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권리에

해 살펴보면, 철학자존 맥콜은 “경 자의 권 는 지배

를 받는 사람들 즉, 직원들의 동의로부터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7]. 기업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 결정

에 의해 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은 공정하게 고

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킴으

로써 직원들의 이익을 반 하고 보장해주는것이 요하

다. 직원들의 참여는 직원들의 자존감을 형성하고 증진

시킬 것이다. 연구결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소외감과 소진 상과 같은 심리 이고 신체 인 고통을

게 경험한다고 한다. 직원들이 요한 의사결정에 참

여할 경우 회사의 정책들에 한 직원들의 냉담과 무

심은 사라질 것이다. 물론, 기업의 요한 의사결정에 직

원들이 참여할 권리를 반 하는 세 가지 주장들이 존재

한다. 고용자의 사유재산권, 경 자의 문성, 그리고 경

의 효율성이 그것이다. 물론, 고용자의 사유재산권도

인정되어야 하고, 경 자의 문성도 존 되어야 하고,

요한 의사결정에 직원들이 참여할 경우 어느 정도 경

의 효율성도 낮아진다는 을 인정하면서도 직원들이

가지는 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인정하는 것이

더 윤리 이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다수의

철학자들의 단이다.

다음으로, 건강과 안 에 해 살펴보면, 건강과 안

은 다른소 한목표를얻기 한 도구 가치와 함께그

자체로 본질 가치를 가진다. 직원들의 건강과 안 에

한 논의들은 직원들이 직면한 상 험과 용인될

수 있는 험의 정도에 을 맞추고 있다. 직장에서 직

원들의 건강과 안 에 한 기 을 세우기 해서는 편

익비용분석 (benefit-cost analysis)이 주로 사용된다. 기

업들은 이 분석을 통해 가장 안 하고 실행 가능한 기

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기술 실행가능성 (기술

요인들로 기 에 도달할 수 있는가?)과 경제 실행

가능성 (경제 요인들로 기 에 도달할 수 있는가?)을

검토한다. 그리고 비용효율 략은 이미 기 이 설정되었

을 때 그 기 을 달성하기 해 가장 낮은 비용과 가장

효율 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편익비용분석

은 처음에 기 을 설정하는데 경제 기 을 사용함으로

써 윤리 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건강과 안 을 단순하게

도구 가치로 취 하고 건강과 안 이 가진 본질 가

치를 부정하는 측면이 있다. 직원들은 직장에서 법에 의

해 정해진 건강과 안 에 한 정당하고 윤리 인 권리

를 가진다. 안 이 보장되지 않고 건강을 해치는 일자리

를 가 하고자 하겠는가? 물론, 우리 사회에는 건강과

안 을 하는 험한 일자리가 존재한다. 이런 일에

는 험을 보상하는 높은 여가 제공되기 마련이다. 그

러나 더 요한 것은 높은 여가 아니라 윤리 으로 정

당한 수 의 험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과 건

강은 돈으로 치환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사생활보호에 해 살펴보면, 인터넷,

성추 시스템, 스마트폰, 블로그, 페이스북, 트 터, 카카

오톡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직원들이 직장에서 가지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해 이해할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 사생활보호가가진 두 가지 의미는 개인 공간

에서 혼자 있을 권리와 자신과 련된 정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7,16]. 가족, 여가시간, 성생활, 생명유

지를 한 치료와 같이 특정한 개인 사안을 결정할 때

에만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과 련된

특정한 사안들에 련된 결정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

하고 형성하는데 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의 업

무와 련이 있다면 사생활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다고 해서 무조건 으로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직원들의 개인정보 수집의 정당

성은 업무와 련성, 직원들의 자발 동의, 개인정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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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이유 고지, 개인정보의 철 한 리, 개인정보의 유

출가능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주제와 련해서 연구가 된 부분은 극히부족한 실

정이다. 부분 이론 인 설명이나 측들이 주를 이루

며 실증 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직원들의 권리와

련해서 밝 진 부분들은 몇 가지에 불과하다. 한 직원

들의 권리가 강조되는 실 추세에서 윤리 으로

권리와 의무는 동등해야 하는데, 권리가 강조될수록 의

무 역시 강조가 되기 때문에 결과 으로 권리의 강조가

오히려 의무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직원들에게 족쇄로

작용할 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따

라서 지 까지 밝 지지 않은 직원들의 권리에 해 새

롭게 밝히는 과제, 권리가 증가할수록 의무가 커지는 문

제, 그리고 다양한 국가, 산업, 기업, 직원의 특성에 따라

권리의 종류와 권리의 행사가 향을 받는지에 한 연

구가 시 히 필요하다. 추가 인 연구들을 통해 직원의

권리에 해 더 많은 이론과 사실을 밝히고 그것을 학생

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2 직원  책

이 주제는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책임에 해 살

펴보는 역 [7,12-13,16]으로, 이 주제와 련해서는 직

장에서 직원들이 가지는 책임의 성격과 범 , 리인이

론 에서 직원들의 책임, 문지기 는 경비견으로서

문직종사자의 역할, 경 자의 다양한 책임, 다양한 이

해 계자들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유, 신뢰와 충성심의

요성, 정직, 내부고발, 그리고 내부자거래와 련된 윤

리 책임 등에 하여 지 까지 연구가 되어 온 내용들

을 가르쳐야 한다.

한사람이 가진 권리는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보면 의

무이다. 따라서 권리를 가지게 되면 동시에 의무도 가진

다. 직원들은 직장에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책임도 가

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책임과 련된 세 가지 요

소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는 기 , 그리고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계 R로 정의할 수 있다. 먼 , 리인

이 무엇인가에 해 살펴보면, 리인은 일반 으로 다

른 사람을 신해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다.

직원들은 리인으로서 어떤 특정한 업무를수행하기

해 고용되고 고용자를 신해서 행동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충성, 복종, 그리고 비 유지의 책임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직원들을 경 자와 일반

직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 자는 일반

직원에 비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많고 고용자의 이익을

해 행동할 책임을 가진다. 경 자는 경 과 기업운

에 한 문성을 가지고 문성은 경 자가 일반직원들

보다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것을 정당화한다. 경

자는 기업을 표해서 기업의 자원들을 사용하고, 계

약을 체결하고, 일반직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법 인

권한을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들을 할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유주의 재무 이익을 극 화시킬 신탁의무를

가진다. 신탁의무는 소유주가 경 자를 신뢰해서 모든

자원들의 사용에 한 권한을 경 자에게 임한 것으로

부터 발생하는 경 자의 책임으로 정의될 수 있다.

리직 직원 즉, 경 자가 아닌 일반직원들은 고용자

로부터 받은 업무와 련된 지시와 합리 인 지시를 따

를 책임을 가진다. 즉, 고용자의 지시가 합법 이고 윤리

의무를 반하지 않는다는 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고용자의 지시가 합리 이어야 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고

용자의 지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고용자의 지시가

직원들의 통상 업무범 에 해당하고, 고용자의 지시가

직원들을 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자

는 직원들에게 법을 어기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

해를 입히거나, 직원들의 양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할 윤리 책임이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리

인은 고용자의 이익을 해 행동해야 하고 고용자의 자

원들을 사용해 자신의 사욕을 채우지 않아야 할 책임을

가진다. 특정한 역할에 요구되는 책임은 보통의 윤리

책임보다더 우선하는경향 ( :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이 있다. 경 자의 책임이 충돌하는 부분의 경우는 경

자가 문직 종사자일 때 발생하는데 변호사나 회계사

는 자신의 이익과 기업 소유주의 이익보다 더 요한 특

정한 분야의 문가로서의 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명심해

야 한다.

다음으로, 문가윤리와문지기로서의역할에 해살

펴보면, 우리가 가지는 책임은 주로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계 속에서의 역할에서 생된다 [7,16]. 문가는

법학, 의학, 공학 등과 같은 고도의 문지식이나 문성

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다른 일반 직업들과 구분되는

데 문가들은 공익을 한 역할을 하고 공공기 에 의

해 자격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문가들은 특정한 법 ,

사회 특권을 리고 높은 수입과 사회 존경을 받는

다. 한 문가들은 법 , 사회 특권을 리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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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해 문가로서 특정한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변호사, 감사, 회계사, 그리고 재무분석가는 시장에 진입

하는 사람들이 규칙에 따라 활동하는지, 시장이 제 로

기능을 하는지 진단하고 감시하는 역할을하므로 문지기

는 경비견으로 불린다. 우리가 윤리 원칙에 따라 행

동하기 해서는 진정한 용기, 훈련, 그리고 의지가 필요

하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미덕

윤리는 우리로 하여 윤리 으로 옳다고생각하는 방식

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개인의 습 과 성격을 발달시킬

것을 요구한다. 한 우리사회가 문가들을 이익의 충

돌로부터 보호하기 해서는 법 인 장치와시스템을 구

축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도덕성에 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윤리의 에서 보면 체시스템을 바꾸고 보완하

는 것이 계속되는 회계 련 스캔들에 일일이 응하는

것보다 더 효율 이고 효과 인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경 자의 책임에 해 살펴보면, 작은 규모

의 기업에서 소유주는 그 기업의 주인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거 한 규모의 주식회사의 소유주는주식을 보유한

수많은 개인들, 기 투자자들, 미세한 주가의 변동으로

빠른 차익을 얻는 단기투자자들에 이르기까지그 범 가

매우 범 하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개인투자자들이

결정한 로 운 할 수있는개인자산이아니다. 즉, 기업

은 다양한 이해 계자들에게 다양한 이익들을 제공하는

사회기 인 것이다. 기업의 이익은 소비자들에게 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정한 임 , 상여 , 복지혜택을 주고, 주주들에게 높은

투자이익을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재무 으로 안

정된 기업으로서 살아남아서 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경 자가 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군가의 희생과

고통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윤리 으로 책임 있는 경

자는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경쟁 이해들사이에서

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고용자와 리인인 경 자

의 신탁 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뇌물, 소 트머

니, 리베이트 등의 비윤리 인 경 은 신뢰를 훼손하는

행 이다. 경 자와 다양한 이해 계자들 사이의 계에

서 신뢰가 가장 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 자가 법 , 윤리 으로 다양한 책임들을 갖는

다면 기업의 이해 계자들은 반드시 경 자를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소유주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경

자로 고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뢰와 충성심에 해 살펴보면, 경 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경 자의 단을 믿고 의존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고, 경 자가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이고

다양한 이해 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믿는 것이다. 우리가신뢰할 수 있는 경 자는 항상자신

의 문가 능력과 문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경 자

일 것이다. 충성심은 기업의 이익을 해 경 자의 개인

이익을 희생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될 수 있고 배신

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스카 [10]는 직원

들이 고용자에게 충성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성심을 상호 으로 도움이 되는 계에서 서로 상 방

을 해 희생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했다. 따라서 기업

의 목표는 이익추구이기 때문에 기업은 충성심의 상이

아니고 직원들은 오직 계약상의 책임만 가지고 그 이상

을 희생할 책임은 없다고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직

원들을 해 희생하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을 간과하고

있다. 물론, 충성심에 한 요구는종종 기업을 해희생

하려는 직원들의 순수한 마음을 교묘하게 착취하는 수단

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충성심은 일반직

원들보다는 리직 직원인 경 자에게 더 합하다고 볼

수 있다. 오직 경 자만이 기업과 이해 계자들에게 이

익을 제공할 수도 있고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결과 으

로, 직원들의 충성심에 한 한 정의는 충성심이 직

원들이 개인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이 맡은 업무에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직, 내부고발, 그리고 내부자거래에

해 살펴보면, 이 세 가지는 직원들이 고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는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7,16]. 정직은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고발은 자신

이 근무하는 기업에서 발생한 불법 , 비윤리 행 를

는 정부기 에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

지만 부작용도 매우 크므로 내부고발을 하려고 할 때는

매우 신 해야 한다. 내부고발을 함으로써 기업에서 발

생하는 비윤리 인 행 를 멈추게 할 수 있지만 내부고

발자는 내부고발로인한 불이익과희생을 감수해야한다.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라는 낙인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

고 이로 인해 이혼, 우울증, 그리고 자살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자거래는 기

업에서 일하는 경 자 는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

해서 주식과 채권을 사고팔아 막 한 부당이익을 얻는

행 로서 비윤리 , 비도덕 , 그리고 몰염치한 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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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자거래는 불특정한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

문에 만약 직원들이 내부자거래를 할 경우 법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직원들은 내부자거래를 하지 않을 윤

리 책임도 가진다.

이 주제와 련해서 연구와 교육이 모두 미흡한 실정

이다. 직원들의 책임과 련해서 몇 가지 이론 인 설명

이 부인 것이다. 권리와 책임은 항상 동등하게 존재해

야 윤리 인 것이다. 권리만 갖는다든지 책임 는 의무

만 갖는 것은 매우 비윤리 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책임

에 해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직원들의 권리인 것

이다. 권리와 책임은 동등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를 강조

하거나 증가시킬 경우 책임 한 강조되어야 하고 증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권리를 크게 하려고 하다보면 책임

이 커지는 역설 인 상황들을 하게 된다. 이런 이

좀 더 체계 으로 이론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철학 들이 직원들의책임을 설명하

는데 더 많이사용될 필요가 있다. 재까지 직원들의 책

임과 련해서 이러 러 해야 한다는 당 성이 강조되

어 왔는데 실 으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는 실증

연구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실 으로 국가, 산업,

기업, 그리고 개인수 에서 직원들의 책임과 련해서

요한 변수들이 무엇인지와 이 변수들이 서로 어떤

계를 가지는지에 해 살펴보는 연구가 시 히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서 직원들의 책임과 련된 변수들이 직

원들의 권리와 련된 변수들과 어떤 계가 있는지와

조직의 성과변수들과 어떤 계가 있는지를살펴보는 실

증 연구도 망이 매우 밝을 것이다. 이런 들에 해

시 히 연구가 이 져야 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 밝

진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2.3 환경에 한 책

이 주제는 환경에 한 기업의 책임을 다루는 역

[7,12-13,16]으로, 이 역과 련해서는 기업이 가지는

환경에 한 책임, 지속가능성의 의미와 요성, 지속가

능한 경제와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경제와 통

경제모형의 비교, 환경문제에 한 시장 심의 해결

책, 지속가능한 경제모형의 강 과 약 , 자연자본주의,

그리고 자연자본주의가 기업에게 주는 여러가지 의

미 등에 하여 지 까지 연구가 되어온 내용들을 가르

쳐야 한다.

먼 , 기업과 환경의 계에 해살펴보면, 기업이 일

으키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시장실패의 사례들을

볼 때, 시장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하지

못하다. 첫째, 외부성은 환경오염문제 (온실가스배출,

기오염, 지하수오염, 지하자원고갈, 토양침식, 핵폐기물

처리 등)를 일으킨다. 둘째, 공공재들의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는 멸종 기의 동물과 식물, 아름다운 경치, 희

귀 동물과식물,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에 큰 피해를 다.

그리고 셋째, 공공재들에 한 결정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개인에게 좋고 합리 인 것이 사회 체에

도 반드시 좋거나 합리 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

다. 시장실패를 통해 우리는 시장이 한 환경정책을

결정하기 한 수단으로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있다. 표 으로 첫 세 문

제 (first generation problem)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규제에 해 살펴보면, 시장에게 환경

문제를 맡기지 않고 정부규제를 통해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하다는 것이 론이다. 환경문제 련 법들

은 환경문제의 과실여부에 한 증명의 책임을 피해자로

부터 가해자로 변경함으로써 효율 이고 효과 인 기

을 마련했다. 를 들어,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희귀생물

을 보존하기 한 최소한의 기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정부규제를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방식은 장

기 으로 볼때 완 하지못하다. 첫째, 기업이법의제정

에 미치는 향력을 과소평가한 이 그 다. 둘째, 소비

자의 인식과 행동에 향을 주는 기업의 능력을 과소평

가한 것이 그 다. 셋째, 환경보호는 법 효력이 유효한

동안에만 이루어진다는 이 그 다. 마지막으로, 환경

으로, 윤리 으로 큰 효과를 기 하기 어려운 이 그

다 [7,16]. 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를 들어, 몬트리올의정

서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지구 기권의 오존층을 보호하

기 해 온가스의 제조와 사용을 제한했고 교토의정

서는 온실효과를 발생시켜 지구온난화를 진시키는 것

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제한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에 해 살펴보면, 달리 [5]

는 보편 경제성장을 월하는 생태학 개발을 주장했

다. 경제성장은 생물학 , 물리 , 윤리 제약을 가진다.

통 인 순환모형에 따르면, 기업은 가계의 시장수요에

반응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가로 가계는 기업에게 돈을 지불하며 이 은 다시 임

, 월 , 임 료, 이익, 이자의 형태로 가계에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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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해사용하는 가계의

노동력, 토지, 자본, 기술에 한 가로 가계에 지불되는

것이다. 순환모형의 문제 은 순환모형은 천연자원에

해서는 언 하지 않는다는 것과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은 지구생

명체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지속가능한 지구의 생명력을

넘어서면, 경제시스템은 유지될 수 없다. 장기 으로 지

속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쓰 기와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도록 천연자원을 활용하

는 경제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필요할 것이

다. 달리의 경제모형은 지구 체를 에워싸는 한정된 지

구의 생명권에 경제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제하고, 지구

생명권에서 사용 가능한 에 지는 시간에따라 어든다

고 인정하며, 지구생명권의 유일한 에 지 원천은 태양

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천연자원을 모형에 포함시켰으며

경제활동의 각 단계에서 생산되는 폐기물들은 하게

흡수되거나 처리되도록 모형을 구성하 다. 따라서 통

인 경제모형보다는 달리의 경제모형이 더 지속가능한

경제모형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해 살펴보면, 지속가

능한 개발은 경제 , 환경 , 사회 기 을 충족해야 한

다. 첫째, 경제 기 은 미래세 의 자원개발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세 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환경 기 은 장

기간에 걸쳐 지속가능한 지구생명권의 능력을 손상시키

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

막으로, 사회 기 은 한 음식과 물을 섭취하지 못

하고 생필품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연자본주의에 해 살펴보면, 자연자본주

의는 자연과 자본주의를 결합한 철학으로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자연을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자본주의는자연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보호하는자

본주의이기 때문에 기업이 가진 환경 책임을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자연자본주의는 첫째, 천연자

원의 생산성 증가시킴으로써 생태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기업을 생물학 메커니즘을 본

받아 재설계함으로써 생체모방 는 폐쇄된 고리디자인

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기업을 제품의 생산

자로 생각하는 통 경제모형을 서비스제공자로 생각

하는 경제모형으로 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

로, 기업은 반드시 자연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형

은 환경 책임과 경제 책임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은 경 자로 하여 지속가능한 의사결정, 지속가능한

실천, 그리고 친환경제품을 추구하도록만든다. 자원들이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는 환경에 응하지 못하는 기업

은 생존이 태롭고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따라

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는 경쟁우 를 가지고 지속가능

성은 향후 기업의 험 리를 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략이라고 할 것이다.

기업의 환경에 한 책임과 련해서 연구와 교육이

모두 미흡한 실정이다. 실무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사회 반 으로

지속가능성에 해 공감하고 추진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는 환경에 한 책임을 지키는 기업보다

는 환경에 한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이 더 이익을 얻게

되는 역설 인 상황을 가끔 목격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

에 한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을 정부에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철 히 외면해야 할 것이다.

환경에 한 책임을 이행하는 선량한 기업이 더 혜택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연구와 련해서도 달리의 지속

가능한 경제모형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

이고 실증 인 후속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7,16]. 따라

서 향후에는 지속가능성과 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계

가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 이론 인 틀 이외에도 구

체 인 상황변수들이 포함된 정교한 모형의 제시가 필요

할 것이다. 지속가능성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들이 탐구

되어야 하고 기업의 환경에 한 책임과 련된 다양한

국가들의 법 , 제도 노력들이 탐구되어야 하며 친환

경 인 기업의 특성, 최고경 자의 특징, 직원들의 참여

도, 그리고 소비자들의친환경기업에 한 인식, 평가, 충

성도, 그리고 자기동일시 등이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이런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 진 내용들을 학생들

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2.4 직 에서  다양성과 차별

이 주제는 직장에서의 다양성과 차별을 살펴보는

역 [7,12-13,16]으로, 이 주제와 련해서는 다양한 배경

의 직원들이직장에서 근무하게 된원인, 강 , 그리고 약

에 해 살펴보고 직원들의 다양성과 련된 윤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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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직장에서 여성과 소수민족이 겪는 다양한 차별, 여성

과 소수민족을 한 평등한 기회, 차별철폐조치, 그리고

고용우 조치를 살펴보고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윤리 문제 과 방 해결방법 등에 하여 지 까

지 연구가 되어온 내용들을 가르쳐야 한다. 지 까지 살

펴본 다른 주제와 달리 직장에서의 다양성과 차별은 우

리나라의 경우에 크게 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

과 같이 다민족, 다인종 국가에더 한 주제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단

일민족국가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

에 있다. 특히, 여성에 한차별이나 성희롱의 문제는 우

리나라도 외가 아닌 만큼 이 주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고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나라 지

만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이민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

해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다양성은 기업의 성과

에 정 인 향을 주지만 동시에 부정 인 향도

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다양성으로 인한 장 들

과 함께 문제 들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정부는 오랜기간 동안 법 , 정치 신을 통해 여

성과 소수민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반 으로 경제 , 사회 불평등이 존재

하는 실정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자격, 능력, 일하는

양과 질, 그리고 업무성과가 동일한지를 단해서 동일

하지 않다면, 임 의 격차는 윤리 으로 정당한 것이다.

만약, 동일하다면, 남성과 여성의 임 의 격차는 윤리

으로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반 으로, 남성과 같은

수 의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서 임 을 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실을 고

려할 때 여성과 남성이 받는 임 의 격차는 윤리 으로

옳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녀임 격

차가 경제 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1 로알

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 으로 남녀임 격차가

37.4%에 달하는데 이것은남성근로자의임 이 100만 원

일 때, 여성근로자는 그보다 37.4%가 은 62만 6,000 원

의 임 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차별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차별, 평등한 기회, 그리고 차별철폐조치에

해 살펴보면, 오늘날 노동력을 구성하는 계층이

더 다양해지는 추세는 기업에게 기회인 동시에 문제를

일으킨다. 다양한 재능, 실 경험, 그리고 능력을 갖춘직

원을 채용할 수 있고 직원들끼리 서로 간의 다양성을 직

체험하고, 다양한 을가지며, 통찰력을 기를수 있

는 장 이 있다. 기업이 창의 이고 신 인 것을 추구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다양한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결과 으로, 다양한 직원들을 채용하고, 고

용하고, 유지하는 기업은 직원들이 고객들의 다양한 언

어를 이해하고 질 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어 시장에서 경쟁우 를 가질수 있다. 그러나 이와반

로 다양한 인력은 성별, 인종별, 는문화 차이로인해

효율 이고 평화로운 직장분 기를 해하는 주요한 장

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불평등과

차별문제는 주로 인종차별, 성차별, 는 민족차별의 형

태로 나타난다[7,16]. 따라서 기업이 지원자들에 한 평

등한 우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차별과

련된법 , 윤리 인책임을이행하는것으로볼수있다.

차별에 한 소극 정책은 모든 인간은 동등한 도덕

지 를 갖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활동에 차별 제한

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이다. 그러나 차별이 항상 나

쁜 것은 아니다. 를 들어, 기업이 더 우수한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은 윤리 으로 정당하다. 다만, 차별에 한

기 이 비윤리 이거나 불공정할 때 윤리문제를 일으킨

다. 를 들어, 인종, 성별, 민족에 따라 차별한다면 그것

은 비윤리 인 행 이다. 미국에서 백인남성을 선호하는

고용자의 인식은 통 이고, 의식 이고, 의도 인 편견

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지 평등한 기회를제공

하는 것만으로는 여성과 소수민족을 차별하는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할 것이다. 보다 더 극 인 방법인 차별철폐

조치는 차별을 지하는 단순한 법 규정이나 수동

차별 지를 넘어서 기업으로 하여 극 으로 차별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보다 더 평등한 근무환

경을 만들면서도 고용기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 까지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온 여성,

소수민족에게 극 으로 이익과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고용기 자체가 바 거나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극 인 조치로 간주된다. 차별철폐조치는 수동

비차별을 넘어서 불평등한 우를 없애기 해 극 으

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여성과 소수민족의 사람들에게

특혜 는 우 를 제공하는 극 이고 정 인 조치이

다. 그러나 차별철폐조치를 반 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

이 한국의 경우 한국남성, 미국의 경우 백인남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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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이라고 비 한다. 즉, 여성과 소수민족의 지원자와

직원들을 지원하기 해 채택된 차별철폐조치는 한국의

한국남성 는 미국의 백인남성이 려야마땅한 공평한

기회라는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윤리 으로옳지 않다

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차별을 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것은 윤리 으로

옳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윤리는 약자의 편이기 때문

이다. 물론, 지 의 여성이나 소수민족이 과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좋은 조

건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여성이나소수민족이 입

은 피해와 불이익은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고용우 에 해살펴보면, 여성이나 소수민족의 사람

에게 고용의 특혜 는 우 를 주는 것이 평등한 기회라

는 윤리 책임을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다른 윤리 책임을 이행하기 한 수단으로

우 하는 것이라면 윤리 으로 옳을 수 있다. 고용우

정책은 지원자들이 모두 동등한 자격을 갖췄을 경우에

지 까지 피해나 불이익을 받아온 지원자에게우 나 특

혜를 주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우 정책

은 과거에 여성과 소수민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수

단, 불이익을 받아온 사람들에게 직장 내 진정한 평등을

확보해주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7,16].

다음으로, 고용우 를반 하는주장들에 해살펴보

면, 고용우 에 한 논란은 업무에 필요한 자질이 아닌

다른 요소들인 성, 인종, 그리고 민족을 고려해서 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윤리 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에서는 가장 우수한 지원자가 직업을 가질 자격이

있으므로 가장 우수한 지원자를 탈락시키는것은 윤리

으로 옳지 않다고 간주한다. 결과 으로, 이 에 따르

면, 여성과 소수민족을 한 고용우 정책은 윤리 으로

정당하지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우 정책

은 과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상하기 한 윤리 ,

합법 수단이다. 보상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

상이 필요한 피해가 과거에 입은 피해가 아니라 재 여

성과 소수민족 지원자들이 입는 피해라고주장하면서 여

성과 소수민족이 평등하게 우받을 권리에 호소한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 없이 여성과 소수민족은 직장 내

불공정한 차별로 고통 받아 왔다는 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과 소수민족에게 고용우 를 하는

정책은 윤리 으로 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에 해 살펴보면, 최근 들어 우리

나라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성

희롱과 련된 개념으로는 성추행, 성폭행, 성 , 성상

납, 그리고 가성성희롱등이 있다. 직장내 성희롱은수

없이 많은 윤리 , 법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도 법 으로, 윤리 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

은 성차별의 한 유형이라고볼 수 있다. 미국의평등고용

기회 원회 (EEOC)는 불법 성희롱을 상 방이 원하

지 않는 성 행 를 요구하는 것, 성 인 내용을 언어나

신체를 통해 표 하는 것, 고용, 승진, 거래계약을조건으

로 성 행 를 요구하는것, 그리고 성 인 표 이나 요

구를 함으로써 개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겁주거나

는공격 업무환경을 만드는 것으로정의하 다.

이나 제안이 성 인 것과 결부되면 법 으로, 윤리

으로 문제가 심각해진다. 인간의 자율 단에 따라

야 할 성 계가 상사의 의해 요구되는 것 자체가 윤리

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여성에 한 심각한차별

우는 성 인 욕망 때문에 일어나지만 이 경우보다 더 심

각한 경우는 여성에 한 개심에 바탕을 둔 불공정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의 남성들은 유 , 심리학

이유, 성장배경, 교육, 편견 등으로 인해 여성에 한

개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상은 매

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윤리 으로, 법 으로 문제가 있

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업무환경을 해침으로써 기업의

성과에도 부정 인 향을 주기 때문이다. 실 으로

성희롱에 한 단은 객 기 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 단에 따라 결정된다. 역사 으로, 문화 으로,

미국은 성차별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은 성희롱

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미국 법원은

‘합리 인간기 ’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합리 ’이라

는 의미는 남성의 행동이 반드시 여성의 업무에 성 으

로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방해한 결과가 있다는 평균 이

고 정상 인 사람의 기 이다. 법과 윤리는 항상 약자의

편인 을 고려한다면 합리 인간기 은 합리 여성기

으로 변경해야 옳을 것이다 [7,16].

이 주제와 련해서 지 까지 연구가 되어온 것은 역

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기술 으로 실을 설명하거나 윤

리성을 바탕으로 이러 러해야 한다는 당 성을 주장하

는 수 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이 주제와 련해서 어

떤 변수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그 변수들을 측정해야 하

는지, 그리고 그 변수들의 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따라서 우선 실에서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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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다양한 차별의 원인과 결과를 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악된 상을 통합해서 제시하고설명하는 이

론 임웍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 국가들과 다양한

문화권에서 발생하는 차이 에 해서도 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차별로 인한 기업의 성과와 향을 밝힐 필

요가 있다. 다양성이 미치는 정 인 효과와 부정 인

효과도 엄 하게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우 를 실

시하는 기업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성과 는 직원들

과 소비자들의 인식이 비교된다면 우리에게많은 시사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게 연구를 통해 밝 진 내

용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2.5 다 적 기업과 세계화

이 주제는 다국 기업과 세계화에 해 윤리 으로

살펴보는 역 [7,12,13,16]으로, 이 역과 련해서는다

국 기업이 직면하는 윤리 문제, 다국 기업과 련된

윤리 상 주의가 가진 문제 , 다국 기업이 가진 윤

리 책임, 세계화와 련된 윤리문제, 그리고 세계화된

경제에서 다국 기업의 역할과 책임 등지 까지 연구가

되어온 부분들을 가르쳐야 한다.

우선, 다국 기업은단일 국가의경제범 에머무르지

않고 국경을 넘어 여러 국가들을 무 로 사업을 개하

는 기업 (삼성, 도요타자동차, 마이크로소 트, 구 , 하

이얼 등)을 의미한다. 다국 기업이 다른 나라의 토에

서 사업을 할 때 본국의 윤리기 을 용할 것인지 여부

와 련된 윤리문제는윤리 상 주의와 련되어 있다.

그리고 세계화와 련된 윤리문제는 곧세계화와 련된

다국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별기업과 개인

사업자에게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

의 국민들에게 향을 다 [7,16].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 자가 직면하는 가장 일반 인 문제는 서로 다른 문

화는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

가치들이 충돌할 때 기업은 자국의 가치와 행을 따

를 것인지 해당 지역의 가치와 행을 따를 것인지 결정

해야하는데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이아니다. 양성평등, 소

수민족, 인종, 직원들의 건강, 안 기 , 뇌물과리베이트,

환경기 에 해 여러 국가들은 다양한 법 , 윤리 기

들을 가지고 있다. 문화 상 주의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지니는 가치체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가치체계가 다른 쪽보다 반드시 더 합리 이고 옳

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국 기업들은 문화 상

주의를 윤리 상 주의로 확장해서 지국의 윤리

기 을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의 경우, 지국

의 윤리 기 이 자국의 윤리 기 보다 낮기 때문에

다국 기업에게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문화 상 주

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윤리 상 주의 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윤리원

칙과 윤리원칙의 용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

국가가 다국 기업의 윤리가치와 다른 윤리가치를 가지

고 있는 경우에도 다국 기업은 도덕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도덕성은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를 유지하는 미덕

이기 때문이다. 동양철학은 이익보다는 의 (義)가 요하

다고 가르친다 [17-20]. 한 지국가의 문화 가치를

존 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윤리 으로 바람직하다는

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문화를 월한 가치와 인간의 권리에 해

살펴보면, 도 드슨 [9]이 제시한 것과 같이 다국 기업

과 련해서 최소 과 최 의 두 가지 시각이 있

다. 먼 , 최소 은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윤리

의무를 수행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피해를 주지 않을 윤리 책임을 반하지

않는 한 경제 이익을 마음껏 추구해도 된다고 주장한

다. 그리고 최 은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를 방하

며, 혜택을 주는 최 한의 윤리 의무를 수행하는 태도

를 의미하고 다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향력, 힘, 자원

등을 고려할 때 지국가에 정 인 혜택과 지원을 제

공할 윤리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계화와 국제비즈니스에 해 살펴보면,

세계화는 국제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를 들어, 세계

무역기구 (WTO), 세 무역에 한 일반 정

(GATT), 북미자유무역 정 (NAFTA), 유럽연합, 세계

은행, 국제통화기 , 이민정책등이 있다. 보다 더 자유롭

고 열린 무역으로 인한 경제성장과 개발은 세계에서 가

장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수 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율

인 방법이고 경제통합이 다양한 갈등을 방한다고 주장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반

하는 시 는 계속되고 있다. 노동조합, 환경주의자, 인권

단체,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계화의

윤리 합법성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세계화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환경, 건강, 안 , 그리고 근무

조건에 한 규제들을 완화 폐지시키며, 개인 는 개

별 국가의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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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7,16].

다음으로, 세계화와 빈곤에 해 살펴보면, 세계화로

인해 선진국의 최 임 노동자들은 직업을 잃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론 으로는 반 이익을 얻을 수 있

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개인들과가족들이 세계화의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통

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겨우 연명할 정도의 임 만을 지

불하기 때문에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하는 경향이 있다.

본국과 지국의 임 과 복지혜택이 동일하다면, 다국

기업은 외국으로 진출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 문제와

련된 명한 방법은 본국과 지국가사이의 생활수

차이를 생각해서 그 비율에 따라 지국가의 직원들에게

임 을 지불하는 것이다. 다국 기업은 지국가의 경제

성장으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면서 지국가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착취하지 않을 윤리 인 책임이 있다 [7,16].

다음으로, 규제완화 철폐에 해 살펴보면, 환경,

노동, 건강, 안 에 한 지국가의 규제들은 다국 기

업이 지국가에 진출하는데 체로 장벽을만들기 때문

에 다국 기업과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는 지국가의 정

부는 환경, 노동, 건강, 그리고 안 에 한 규제들을

이거나 없애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지국가의 정부가

환경, 노동자, 열악한 국내산업,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

기 한 윤리 이유로 다국 기업의 경제활동에 규제

를 부과하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자유무역에 한 장

벽으로 생각될 수있을 것이다. 이런이유 때문에 다국

기업들은 지국가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기를 바

라고 심지어 규제완화와 철폐를 해 지국가의 정부에

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로비활동을 한다. 다국 기

업들은 지국가의 규제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윤리 으로 옳은 것을 실천해야 한다. 세계은행, 국제무

역기구, 국제통화기 과 같은 세계화를 진하는 기 들

은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이 공정성과 사회정의를 고려해

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환경에

한 정부규제는 시장경제에 한 최소한의기 과 제약을

설정하는 것이고 오히려 다국 기업들로하여 지속가

능성을 통해 자유경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

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문화, 그리고 인권에 해 살펴

보면, 증하는 세계경제통합이 비경제 가치들에도

을 주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가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국 기업들이 합법 정부를 신해서

국제 사안에 한 의사결정자로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국 기업들이 지국가들의 문화와 통을

하기도 하고, 국제기구들은 국제 재정지원을 요청하

는 빈곤국들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우리나

라도 국제통화기 (IMF)의 지원을 받는 동안 과도한간

섭과 통제에 시달려야만 한경험이 있다. 이것이 바로 토

마스 리드먼이 말한 ‘황 으로 된 속박’이다. 겉으로는

경제 지원을 받아 풍요롭고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결정권과 같은 자유를 억압당한다는 의미이다. 세계은행

과 국제통화기 과 같은 기 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비

스럽고 비민주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곤, 사회

질병, 세계인구의 증가를 해결하기 해서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자원과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인정

하고 개발도상국들의 빈곤을 해결하고 경제를 발 시키

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주제는 본 논문이 제시하는 5가지 주제들 에서

연구나 교육 측면에서 모두 가장 미흡한 역이다. 그리

고 다국 기업과 세계화는 특히 윤리 으로 매우 민감

한 주제이다. 왜냐하면, 다국 기업이나 세계화는 모두

선진국이 후진국 는 개발도상국에 진출하여 막 한 경

제 이익을취하는것과 련이 있기때문이다. 즉, 형

으로 강자와 약자의 계를 다루는 주제이다. 윤리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 따라서 본 주제는 기업윤리를 연

구하는 학자들이 시 히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약자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지에 해 한 이론 틀을 제

시하고 련된 실증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지 까지 선

진국이 제시해온 논리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돕거

나 발 시키기 해 선진국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주장도 일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윤리 으로 고찰할 때 선진국들

의 그런 주장이 순수하다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

기 해선의로포장된것 같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없다

[7,16]. 이 주제와 련해서 더욱 깊은 고찰과 실증 연

구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다국 기업들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역사가 오래되었고 사례가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주제와 련된 깊이 있는 성찰과 자

료 분석은 다국 기업과 세계화의 참모습을 밝 것

이다. 이 게 밝 진 내용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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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논문은 기업윤리에

한교육과연구에서반드시 다루어야할 5가지 주제인직

원의 권리, 직원의 책임, 환경에 한 책임, 다양성과 차

별, 그리고 다국 기업과 세계화를 제시하고, 각 주제별

로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하는 내용들과 향후에 연

구가 되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 다. 기업윤리의 교육

과 연구를 올바르게 완성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 제시

한 5가지주제들 어느 하나도무시되거나, 배제되어서

는 안 된다.

기업윤리라는 과목을 국내와 국외의 4년제 학교에

서 커리큘럼에 정식으로 포함시켜 가르친 역사는 겨우

20여 년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기업윤리가

정식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많은

실정이다. 기업윤리가 정식 교과목으로 개설되었다 하더

라도, 경 학 일반과목 는 경 학 공통과목이라는 이

유로 공이기주의에 의해 기업윤리 과목이무시를 당하

거나 홀 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논문은 기업윤리의 연구와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시 의

흐름에 부응하기 하여 기업윤리라는 과목이왜 요하

고, 어떤 내용들을 연구해야 하고, 무엇을 학생들에게 교

육해야 하는지를 제시하 다.

기업윤리에 한 연구는 경 학 분야 세부 공의 학

자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6,7,11,13,19-25]. 교육

한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마 , 인사·조직 등 공의

교수들이 담하여 교육하고 있다. 공통과목 는 일반

과목이다 보니 경 학 분야의 모든 공 교수들이 강의

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으

로 한 공의 교수가 담하여 강의를 담당하고 부분

의 강의들이 빙교수 는 강사에 의해 이 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윤리의 균형잡힌 교육을 해 마 , 인사·

조직, 재무, 생산 리, 회계 등 여러 공의 교수들이 기

업윤리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

고 기업윤리의 균형 잡힌 연구를 해서도 다양한 분야

의 학자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진 연구를 진행하거나 학

제 간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기업윤리

의 특성상, 특정한 공의 과 지식만으로는 기업윤

리라는 거 한 실체를 온 하게 악하기가 무 힘들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 세부 공에만 국한되는 세부 이슈

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본 논

문에서제시한 5 가지주제들과 련된각 공별 요한

이슈들을 포함시키는 근방법이 매우 망이 밝을 것이

다. 를들어, 회계학의 경우분식회계가 요하고, 마

의 경우 소비자 기만과과장 고 등이 문제가 되고, 생

산 리의 경우 불량품 생산과 제조물 결함의 은닉이 소

비자에게 치명 인 결과를 가져오고, 인사 조직의 경

우 성희롱과 양성평등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재무의

경우 거래정보의 유출 는 공매도 등이 문제가 되고,

MIS의 경우는 기업의 정보보안 빅 데이터의 요성

이 이슈가 될 수 있다.

하루에도여러 번 기업윤리와 련된 사건, 사고, 그리

고 문제들이 신문과 방송에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윤리에 해 연구하고, 그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교육시

키는 것은 매우 요하고도필요한 일이다. 본 논문은 기

업윤리와 련된 최신 문헌들을 바탕으로 기업윤리의 교

육과 연구를 한 5가지 주제들을 제시하 고, 각 주제와

련된 교육과 연구의 황과 앞으로 필요한 바람직한

방향들을 제시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5가지

주제들이 기업윤리의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모든 주제들

을 모두포함하지못하는한계 을 가진다. 즉, 본 논문에

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주제들을 살펴보는 향후의 시도

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이 기업윤리를 연구하고, 가르

치는 학자들에게 작은 지침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업윤

리의 교육과 연구를 발 시키는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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