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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는 한라그룹의 창업자인 운곡(雲谷) 정인영 회장의 경영철학과 그의 리더십과 사
회적 책임경영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라그룹은 창업자인 운곡 정인영 회장의 창
업정신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한국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집단이다. 오늘날 한라가 세계기업으로 등장의 이면에는 창업자인 정
인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과 탁월한 리더십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운곡 정인영 회장은 슘페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을 위한 창의적인 열정과 신념
을 가지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극복해내며 또한 위험을 관리하는데 있어 치밀한 조
직 능력과 대응책을 갖춘 기업인이었다. 이러한 운곡의 리더십 이면에는 운곡의 탁월한
경영철학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계몽적 자유사상을 기반으로 한‘희망경영철학’을
출발점으로 해서 ‘정도경영철학’과 ‘공동체경영철학’으로 이어지는 세계관을 확고
히 마련하고 있다.
운곡의 창조, 혁신, 공동체에 기반을 둔 경영이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창조적 도
전의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그리고 의사실천 과정에서는 혁신적 정도의 슈퍼리더십으로
나타난다. 또 운곡은 유기적공동체 구현의 계몽적 자유사상에 입각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의 소명의식을 지니고, 사회적 가치창출의 책임경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였다.
그는 오늘날의 “중화학 공업의 강국 한국”을 불모지에서 일구어 낸 기업가로서 산업
보국, 인재육성 등 국가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과 함께, 지역개발, 종업원복지향상
등 지역사회와 기업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운곡 정인영회장의 경영철학과 실천은 또한 우리에게 경영을 "보는 눈", 그리고 경영
의 "이론과 실제"에 하나의 "틀" (構造)을 제공하고 있다. 운곡의 경영사상과 실천은 우
리에게 경영이란 무엇이며 그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과 인식의 장을
제공해 준다. 특히 우리에게 계몽적 자유주의와 지속가능성장 경영모형, 그리고 한국적
* 본 논문은 (사) 경영사학회 “2012년도 한라그룹 정인영창업회장연구”의 일환임.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jongtae@snu.ac.kr, 02-3215-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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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창출 경영모형을 연구토록 하는 경영패러다임 모색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다.
<주제어> 운곡 정인영회장, 계몽적 자유사상, 경영철학, 창조혁신적 리더쉽, 산업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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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고는 한라그룹의 창업자인 운곡(雲谷) 정인영 회장의 경영철학과 그의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경영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라그룹은 창업자인 운곡 정인영 회장
의 창업정신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한국경제
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집단이다. 오늘날 한라가 세계기업으로 등장의 이면에는
창업자인 정인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과 탁월한 리더십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실
로, 한라그룹은 1962년 현대양행의 설립으로 출발한 이래 이 땅에 기계공업과 중공
업의 씨앗을 뿌리고 자동차, 건설, 시멘트, 조선, 발전설비, 플랜트, 기계 산업 등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면모를 일신하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고, 중공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
에 서 있다. 이렇듯 한라그룹이 한국경제를 주도하며 세계적인 기업집단으로 성장하
는 과정 속에서 그룹 창업자인 운곡 정인영 회장의 시대는 도전과 개척, 그리고 고
난 극복과 재기를 통한 성장과 보람의 역사였다.
한라의 창업자로서의 운곡 정인영 회장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동태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정도경영을 실천해냈다. 그는
경영에 의한 개성 있는 경영, 그리고 가치 있는 경영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지
속적인 성장을 통해 오늘날 세계적 기업인 한라그룹을 탄생토록 하였다. 이러한 운
곡의 창조, 혁신, 공동체의 기업가정신은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창조적 도전의 카리
스마 리더십으로, 그리고 의사실천 과정에서는 혁신적 정도의 슈퍼리더십으로 나타
난다. 운곡 정인영 회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토목공사 수주를 성공시킨 기업가
이다. 더욱이 그는 한라그룹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중화학공업의 강국 한국”을
불모지에서 일구어 낸 기업가이다.
운곡은 중공업에 대한 강한 산업보국(産業報國) 소명의식을 가졌다. 운곡은 기업
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한 기계 설비산업의 중화학공업에 대한 애정과 육성에 대한
소명의식이 투철하였다. 운곡의 산업보국에 대한 소명의식은 한국 기계공업과 중화
학공업 시작에 씨앗을 뿌렸고, 중화학공업 주도 한국 경제성장 발전에 견인차 역할
을 하였다. 그는 사업을 통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한국 중공업의 장
을 열어 주었다. 운곡의 산업보국 경영에는 강한 애국정신이 담겨져 있다. 운곡 정
인영 창업회장은 기업을 통하여 산업보국의 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했
다. 미래를 산 기업인 정인영 명예회장. 그는 불굴의 도전정신과 앞날을 내다보는
탁월한 혜안으로 한국 중공업 역사를 개척했다. 그가 하는 사업은 모두 한국 최초였
으며, 그것은 곧 한국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선진 공업국들을 수없이 돌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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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영 명예회장은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의 경제 도약은 중공업 발전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먹고 사는 데 급급했던 전후 한국 상황에서
그의 이러한 상황 판단은 분명 시대를 앞서가는 프런티어의 애국적 발자취였다. 막
대한 투자비와 빈약한 기술 때문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중공업. 그러나 정인
영 명예회장은 불모의 땅에 중공업을 전신을 바쳐 꽃피움으로써 한국경제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근본 바탕을 만들었다.

Ⅱ. 운곡의 경영철학과 계몽적 자유사상
운곡 정인영 회장은 슘페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을 위한 창의적인 열정과 신
념을 가지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극복해내며 또한 위험을 관리하는데 있어 치밀
한 조직 능력과 대응책을 갖춘 기업인이었다. 정 회장은 항상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소유했고, 이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의지와 추진력 앞에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항상 꿈과 신념을 지니고
‘하면 된다’는 불굴의 의지를 소유한 기업가이다. 이러한 운곡의 경영의지와 신념
이면에는 운곡의 탁월한 기업 경영철학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계몽적 자유사상을
기반으로 한 ‘희망경영철학’을 출발점으로 해서 ‘정도경영철학’과 ‘공동체경영
철학’으로 이어지는 세계관을 확고히 마련하고 있다.1)
계몽적 자유사상은 자유를 기반으로 한 자아실현, 도덕적 실천, 그리고 공동체를
인간행동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다. 운곡은 경영에 있어서 계몽적 자유사상의 자아실
현주의를 희망경영철학으로 실현시켰다. 자유주의에서의 자아실현은 에리히 프롬이
강조했듯이 '소극적인 자유´가 아닌 자아의 자발성을 뜻하는 ´적극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에는 크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다. 자유는
자발적 자아를 이룩하고 개성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세계와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
여 무력감과 고독감을 극복하는 토대가 된다. ´적극적 자유´가 자유사상 실현의
목표이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기 자신의 자아의
통일성을 포기함으로써 세계와 결합하려는 소극적인 자유의 시도는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력감과 고독감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하며, ´자유로부터의 도피´
를 의미할 뿐이다. 계몽적 자유주의는 적극적인 자유의 완성을 위해서는 자아 개발
을 통한 자발적인 자아실현과 자아 형성의 자유를 추구하며 창의는 자아실현의 자유
1) 김만술외 7인(2011) 『한라그룹의 창업회장 운곡 정인영의 기업가정신』 한라연구총서1, 한라
대학교, PP 48-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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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반으로 한다. 인간은 ‘능력과 발전성을 가진 개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두 가
지 조건, 즉 ‘자아실현의 자유’와 이를 실현 시킬 수 있는 ‘분위기의 다양성’
이 필요하다. 이 조건이 서로 결합됨으로써 개성의 활력과 풍부한 다양성이 생기며
나아가 ‘독창성(originality)’의 발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2)
계몽적 자유사상은 자아실현주의를 추구한다. 운곡은 경영에 있어서 계몽적자유사
상의 자아실현주의를 희망경영철학으로 실현시킨다. 또한, 계몽적 자유사상은 도덕
실천주의를 추구한다. 운곡은 경영에 있어서 계몽적자유사상의 도덕실천주의를 정도
경영철학으로 실현시킨다. 계몽적 자유사상은 동시에, 인간사회의 유기적인 공동체
를 추구한다. 운곡은 경영에 있어서 계몽적자유사상의 유기적인 공동체주의를 공동
체경영철학으로 실현시킨다.
운곡의 계몽적 자유사상은 그의 인생역정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가 택
한 운곡(雲谷)이란 호의 의미에서도 잘 표출되고 있다. 실로 운곡의 계몽적 자유사
상은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혼자서 남몰래 고향을 떠나 경성행 야간열
차에 오르고 도항증 하나만 들고 떠난 유학의길, 고학생으로서의 유학시절, 아오야
마 학원대학의 영문과에서 심도 있는 문학 공부, 동아일보 기자생활 동안은 물론 사
업에 뛰어든 후 해외시장 개척과 의길, 한국 중공업의 씨앗인 현대양행의 출범과 과
감한 기계 설비산업의 투자와 기틀마련, 좌절 없는 한라그룹의 재기 과정 등 그의
인생역정에는 계몽적 자유사상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계몽적자유사상에 기반을 둔 운곡 정인영 회장의 경영철학과 그리고 그의 행위특
성을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운곡 정인영 회장의 사상과 경영철학
【사상】

【철학】

【행위특성】

계몽적 자유사상

경영철학

리더십 및 사회책임경영

자아실현
(개인적 자유)

희망경영철학
(목적론)

창조 도전적 카리스마
리더십

도덕
(사회적 자유)

정도경영철학
(질서론)

정도 혁신적 슈퍼 리더십

유기체
(연대적 자유)

공동체경영철학
(유기체론)

기업시민정신의
사회적책임경영

2) 이근식(1999),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한길사, PP 210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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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곡의 희망경영철학과 계몽적 자유사상
운곡 경영철학의 중심에는 계몽적 자유사상의 희망경영철학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운곡은 경영에 있어 자아실현의 꿈과 신념의 자유를 추구한다. 운곡은 경영에 있어
서 항상 도덕적 본심을 지니고, 어떠한 시련을 당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그
는 실천에 있어서 희망경영철학의 배태자(胚胎者:Traeger, Bearer)이기도하다.
자아실현의 계몽적 자유사상은 운곡으로 하여금 경영에 있어서 꿈과 신념, 그리고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한 소명의식의 '희망경영철학'을 갖도록 하였다. 운곡 경영철학
의 중심은 희망경영철학(Management Philosophy of Hope)이라 할 수 있다.
희망철학(Hoffnungsphilosophie)은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
(1885~1977)가 <희망의 원리(Das Prinzip Hoffnung)>란 개념으로 체계화시켰다. 그
는 1938년부터 1947년까지 10년에 걸쳐 이를 저술하였으며, 원래 제목은 <더 나은
삶의 꿈, The dreams of a better life>이었는데 이 책 서문에서 블로흐는 “문제는
희망을 배우는 일이다. 희망의 행위는 체념과 단념을 모르며 실패보다는 성공을 더
사랑한다”고 쓴 바 있다.
여기서 ‘희망’이란 이 저작의 원제이기도 한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이다. 이
꿈은 머릿속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본질적 모습이다. 그 꿈을 실천을
통해 구체적으로 창조해낼 때 그 행위 속에서 희망은 존재한다고 블로흐는 말한다.
여기에 블로흐의 ‘희망 철학’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3)
운곡의 희망경영철학은 경영의 원천으로서 자아실현의 꿈(Traum)과 신념의 희망
을 가지는데서 부터 시작한다. 희망(希望)이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람 혹은 기망(冀望), 소망, 희원(希願)과 같은 뜻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
또는 밝은 전망의 뜻을 담고 있다.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꿈과 신념이 있어야 한
다. 꿈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곳에 동기유발 사기앙양이 있다. 여기
에 자유라는 가치는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공 할 수 있다는 꿈으로 인류에게 희망을
준다.
운곡은 경영에 있어서 꿈과 신념의 희망경영철학을 항상 강조한다. 운곡이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서양의 격언은 “꿈을 갖고 신념으로 끝까지 밀고 가라(Dream
it, believe it and just do it)”는 것이었다.
운곡은 꿈꾸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운곡은 팔십을 바라보는 나이 때도
꿈을 키우고 산다고 하였다. “꿈은 신념을 낳는다. 신념은 꿈의 자식이다. 신념이

3) 더 나은 인간의 삶, ‘희망’이 희망이다,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22일자. 정인영(2007),
『재계의 부도옹 운곡 정인영』, 한국경제신문,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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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추진력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추진력 또한 꿈의 자손이다. 모든 게 꿈을
갖는데서 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꿈을 시각화(視覺化, Visualization)하고,
만일 자신이 마음의 눈으로 이루어진 꿈, 성공한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마음으
로 생생하게 그리는 습관은 꿈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믿었으며, 희망철
학의 시작인 꿈과 신념을 경영에 있어서도 강조하고 실천하였다.4) 경영에 있어서
꿈은 경영 목적론으로 가시화된다.
실제로 운곡은 평생 자신의 소중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농사꾼으로 키울 작정
으로 보통학교에도 보내주지 않고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가르치던 아버지 곁을 떠나
기 위해 끊임없이 반란을 꿈꾸던 열서너 살 소년 시절의 꿈은 학생이 돼보는 것이었
다. 가족과 집을 뒤로 하고 캄캄한 길을 더듬어 경성행 기차에 올랐을 때, 두려움이
나 불안보다 들뜬 마음이 더 컸던 것은 그 꿈 때문이었다. 이미 꿈은 신념을 낳고
있었다.
새벽부터 하루 종일 고물상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도 저녁이 되면 더 생기발
랄해지곤 했던 것은 그 시간부터 꿈에도 그리던 학생 신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
다. 인쇄소에서 문선공으로 일하며 야간중학에 다닐 때는 연희전문 교수로 있으면서
틈틈이 강사로 나와 가르치던 정인보 선생 같은 학자가 되고 싶었다. 그는 “학생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꾸지 않았다면 어찌 학자를 희망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때부터
꿈이 꿈을 낳는 증식의 논리를 믿게 되었다”고 회고한다.5) 배삯만 가지고 일본으
로 건너가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 아오야마 학원대학 야간부에서 영문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꿈을 가꾸었기에 이룬 성취였다. 해방의 언저리에서 동아일보 기자를
선택한 것은 비록 학자의 길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여론이 요즘보다 더 계몽적 기능
을 강조하던 때였으므로 학자의 역할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
던 것이 갑작스런 전쟁을 겪으며 사업가로 변신한 이후에는 그의 또다른 꿈은 ‘기
계공업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 되었다. 그는 그의 꿈을 실현하는 첫 단계였던
양행을 완성 직전에 강제로 빼앗긴 뒤에도 그는 꿈을 버리지 않고 간직해왔다.
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라그룹을 일구어낼 수 있었다. 1989년 난데없이 찾아든
앞에서도 운곡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치료를 견뎌냈다. 이루어야 할 꿈이

현대
그랬
병마
있었

기 때문이다. 과로 끝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했으나 끈질긴 투병으로 다시 일어
나 휠체어를 타고 1년 365일 쉬지 않고 세계를 누비며 ‘한라그룹’ 육성에 앞장섰
다. 사업은 눈에 띄게 확장되어 갔다. 운곡은 한라가 부도를 맞은 뒤 1년도 채 안되
4) 정인영(2007), 상게서, P. 36.
5) 정인영(2007), 상게서,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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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또다시 재기할 수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이 일을 두고 “그룹의 임직원들이 하나같이 한라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자신만의 꿈이 아니라 기업공동체의 꿈으로 승화시키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것이다.(주)

3. 운곡의 정도경영철학과 계몽적 자유사상
운곡 경영철학의 중심에는 "정도경영철학"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운곡은 경영에 있
어 계몽적 자유사상의 도덕실천주의를 추구한다. 그는 경영에 있어서 항상 도덕적
본심을 지니고 어떠한 시련을 당하더라도 정도경영의 원칙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
계몽적 자유사상은 도덕실천주의를 추구한다. 도덕실천주의 계몽적자유사상은 운
곡으로 하여금 경영에 있어서 도덕질서를 기반으로 한 '정도경영철학'을 형성시켰다
계몽적자유사상의 대표자인 칸트는 인간 이성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법칙을 통해
자연질서와 도덕질서를 다시 세워보려고 하였으며, 이를 도덕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
았다. 칸트의 도덕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비교하면 그 특징이 뚜렷이 나
타난다.6)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질서의 법칙속에서 자유를 추구한데 반하여 칸트는
도덕질서의 법칙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추구한다. 칸트의 도덕철학은 객관
적 인격존중을 토대로 한 소위 정언명령7)의 보편적인 법칙인 도덕법칙을 인간 자유
실현의 기반으로 삼는다. 도덕법칙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도덕법칙이 한 개인에게 타
당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이면 누구에게나 타당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어떤
행위의 준칙이 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 모두에게 타당한 보편 법적
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적합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도덕법칙에 도달 할
수 있다고 본다.8)
운곡은 정도경영을 추구한다. 운곡의 정도경영철학은 칸트를 비롯한 계몽적 자유
주의 도덕적 실천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운곡은 필생의 신념으로 지켜온 정도경영
은 버릴 수 없는 유산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라그룹과 한라인들의 정신이
되어 장구히 그 맥을 이어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6) 강영안(2002), 『도덕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 칸트Kant의 도덕철학』, 소나무, P .19. 이하
이 글에서 다루는 참고문헌은 강영안의 책의 면수를 표시한 것이고 그 책에서 인용되는 칸트의
원저작은 베를린 학술원에서 발간된 전집(Kant Gesammelte Schriften)의 전집권 권수와 면수를
함께 표시한 것이다.
7) 정언명령(定言命令)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조건부의 가언명령(假言命令)과 달리 반드
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단언적(斷言的)인 지상명령을 의미하며, 칸트에게 있어 도덕법칙은 이
성적인 존재라면 누구에게나 통용되어야 하는 정언명령이 된다. 강영안(2002), 위의 책, p. 31.
8) 강영안(2002), 상게서, P. 44.

- 228 -

최종태

운곡(雲谷) 정인영 창업회장의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경영

그는 자신이 정치 권력과 유착하여 사업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사업 시작 때
부터 ‘정도경영’을 철학으로 지켜왔다고 밝혔다.9) 특히 뇌물을 바쳐가며 기업을
경영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 점은 운곡이 평생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있는 경영
철학이기도 하다. 이것은 그의 주장만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었고, 1995년 5공과 6
공의 비자금 사건으로 다른 30대 그룹의 총수나 임원들이 수없이 정치자금이나 배임
횡령 등의 구설수에 오르고 검찰에 소환될 때조차 그의 이름이나 한라그룹만은 비켜
나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한다.

4. 운곡의 공동체경영철학과 계몽적 자유사상
운곡 경영철학에는 공동체경영철학이 또한 자리를 잡고 있다. 운곡은 경영에 있어
서 계몽적 자유사상의 유기체적 자유공동체주의를 추구한다. 운곡은 계몽적 자유사
상의 유기체적공동체사상을 기업시민사상과 더불어 경영에 실천함으로서, 공동체경
영철학을 그의 경영, 특히 사회적 책임경영에 자리잡도록 한다. 계몽적 자유사상은
인간사회의 유기적인 공동체 구현을 추구한다. 칸트나 루소 등 계몽적자유주의자들
이 중시하는 소위 유기체적 공동체의 사상이 운곡의 공동체적 경영철학에 담겨져 있
다.
계몽적 자유사상의 자유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차원에서도 실현되
도록 노력한다. 인간은 다른 인간들과 함께 하나의 사회 속에서 존재하도록 그리고
그 사회에서 예술과 학문에 의해서 자기를 육성하고, 개화하며 또한 도덕화하도록
그의 이성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고 본다10)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단순한 원
자론적 존재가 아니라 불가피한 사회적 상호의존성과 보편성 속의 자율성을 인정하
는 것이다.
자유의 실현이라는 이상을 고려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은 칸트와 루소 공히 자유의
문제를 실질적으로는 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한
개인의 삶의 목표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상 오로지 공동체 안에서만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에서 칸트 또한 단순히 자유주의에만 머물지 않고 오히
려 그 근본정신에 있어서 공동체주의를 함축한다. 심지어 루소는 인간의 모든 도덕
적 악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찾는다. 이는 동시에 공동체의 역할
에 의해서만 도덕적 악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만 인류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견해는 루소와 칸트 모두가 공유
9) 정인영(2007), 상게서, P. 32.
10) 이근식·황경식편(2001),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삼성경제연구소,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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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신념이다.
운곡은 계몽적 자유주의의 유기체적공동체 패러다임에서 기업을 성과공동체, 생활
공동체, 그리고 가족공동체로 보고 계몽적자유주의 공동체사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
였다. 이 결과 한라그룹은 그 어느 기업보다 주인정신이 강한 기업문화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운곡이 사업상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면, 그때마다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적극 협력하였다. 예컨대 운곡이 현대양행의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
업을 시작할 때나, 한라가 부도를 맞은 뒤 1년도 채 안되어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
고 또다시 재기할 수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 주었을 때 운곡은 “그룹의 임직원들이
하나같이 한라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자신
만의 꿈이 아니라 기업공동체의 꿈으로 승화시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
던 것이다.
운곡의 공동체경영철학에는 또한 자유사상을 기반으로 한 유기체적 상생 노사공동
체 경영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운곡은 노사관계를 노동과 자본의 계급투쟁이나 노
동 상품의 거래관계로 정의하는 ‘기계론적’ 패러다임에서, 가치창출을 실현시키는
자본과 노동의 공동체인 ‘유기체론적’ 패러다임으로 노사관계를 전개시켰다. 운곡
은 노사관계를 성과공동체인 동시에, 생활공동체, 가족공동체로 보고, 협력적 노사관
계,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여기에는 이익공동체인 동
시에 운명공동체인, 소위 ‘소셜 조인트 벤쳐(social joint venture)’의 노사동반자 관
계라는 운곡의 자유사상기반 유기체적 공동체 노사관계의 경영이념이 뒷받침되고 있
는 것이다. 즉 운곡의 공동체적인 노사관계관은 자유사상기반 경영의 목표실천과정에
서 이루어진다. 자유사상 기반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영공동체(Betriebsgemeinschaft)
는 성과공동체(Leistungsgemeinschaft)를 의미하며, 경영공동체 건설의 지주인 경영성
과 목표의 추구는 노사공동의 이익을 중시하여, 양자의 공존공영의 공동체를 전제로
한 가치창출의 실현을 의미하는 바이다.

Ⅲ. 운곡 정인영 창업회장의 리더십
운곡의 리더십은 남다르다. 도전적이며 창조적이다. 정도적이며 혁신적이다. 카리
스마적이며 슈퍼 카리스마적이다. 운곡의 도전, 창조의 카리스마 리더십과 정도, 혁
신의 슈퍼 리더십 이면에는 계몽적 자유사상이 뒷받침하고 있다. 자유사상에 따른
도전, 창조의 희망경영철학과 도덕, 혁신의 정도경영철학이 그의 카리스마와
슈퍼리더십으로 나타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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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곡의 창조적 카리스마 리더십
운곡의 리더십은 개척와 도전의 창조적 카리스마 리더십이다. 운곡은 타고난 지도
자적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지니고 있다. 거기에다 운곡의 희망경영철학은 그로 하여
금 경영의 의사결정과 실현에 있어서 개척적이며 창조적인 카리스마 리더십 스타일
을 낳도록 하였다.
운곡의 창조적 카리스마는 리더십의 상황이론들이 갖고 있던 수동적 성격을 벗어
나 리더의 적극적인 주도 노력을 강조하는 오늘날 이른바 변혁적, 카리스마적, 문화
적, 또는 비전 중심적 리더십 이론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 리더십 이론들에 따르면
리더십의 실패란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한
다. 구성원들과의 거래적 관계에만 만족하여 그들에게 미리에 대한 중요한 이슈와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또 미래 이슈와 목표 실현을 위한 구성원의 몰입을 확보
하는 노력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못할 때 리더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운곡의 창조적 카리스마 리더십은 한라그룹의 창업과 성장발전에
지주 역할을 했던 중요성과 가치뿐만 아니라, 오늘날 리더십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카리스마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비전 리더십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준거모델로서도 그 중요성과 가치를 함께 지니고 있다.

가. 희망경영철학과 창조적 카리스마 리더십
운곡은 경영에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꿈을 가지고 대내외 환경을 신속하게 파
악하고 이슈를 창안하여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전파하여 동
기유발과 사기앙양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변화를 주도하는 성공적인 창조적 카리
스마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이러한 운곡의 창조적 카리스마 리더십 발휘 이
면에는 꿈과 신념, 그리고 낙관주의에 입각한 그의 확고한 희망경영철학이 뒷받침하
고 있다.
운곡의 창조적 카리스마 리더십은 희망경영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초월적 패
러다임에 의한 훌륭한 비전과 꿈을 항상 지니고 있다. 그리고 도전과 개척의 자신감
을 발휘하고 있다. 환경변화와 조직구성원의 요구에 민감성을 지니고 위험과 불이익
을 감수하면서 대의와 가치창출을 위하여 도전과 개척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전개시
킨다. 운곡의 창조적 카리스마 리더십의 근저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초월적
패러다임에 의한 도전성과 자신감, 그리고 인내심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운곡의 창
조적 카리스마 리더십은 창조적 변화를 주제로 하는 변혁적 리더십, 비전 리더십으
11) 백기복(2000), 이슈리더십, 창민사, PP. 238-317,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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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표출된다.
카리스마 리더는 초월적 패러다임에 의한 훌륭한 비전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환경변화와 조직구성원의 요구에 민감성을 지니고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면
서 대의와 가치창출을 위하여 도전한다. 경영에 있어서 카리스마 리더의 행동프로세
스는 대내외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더불어 경영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와 설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
와 몰입을 형성시킨다. 이 과정에서 솔선수범, 위험감수, 자기희생, 공정보상 등을
과감히 행한다..
운곡의 창조적 카리스마는 리더십의 상황이론들이 갖고 있던 수동적 성격을 벗어
나 리더의 적극적인 주도 노력을 강조하는 오늘날 이른바 변혁적, 카리스마적, 문화
적, 또는 비전 중심적 리더십 이론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 리더십 이론들에 따르면
리더십의 실패란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한
다. 구성원들과의 거래적 관계에만 만족하여 그들에게 미리에 대한 중요한 이슈와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또 미래 이슈와 목표 실현을 위한 구성원의 몰입을 확보
하는 노력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못할 때 리더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운곡의 창조적 카리스마 리더십은 한라의 창업과 성장발전에 지주
역할을 했던 중요성과 가치뿐만 아니라, 오늘날 리더십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절대
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카리스마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비전 리더십에 대한 이
론과 실제에 대한 준거모델로서도 그 중요성과 가치를 함께 지니고 있다.

나. 도전과 개척의 창조적 카리스마 리더십
운곡의 창조적 카리스마 리더십은 도전적이고 개척적이다. 꿈꾸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신념만은 빼앗을 수 없다" "내 정신의 기둥은 낙관주의" "좌절은 없다" 라는
운곡의 인생모토는 자신의 희망경영철학의 사상을 잘 표출해 주고 있다. 계몽적 자
유사상을 기반을 둔 운곡의 희망경영철학은 그의 경영과 인생 역정과정에서 개척과
도전 그리고 창의와 혁신의 카리스마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는 세계의 문을 열고 불모지에서 중공업과 기계장비산업의 씨앗을 심고, 한국
중공업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운곡의 희망경영철학을 기반으로 한 그
의 카리스마 리더십은 현대양행의 출범과 한라의 재기과정에서도 무수한 시련을 극
복하고 오늘의 한라그룹과 또 중화학공업 강국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하였다. 과로로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그의 시대가 끝났다고 모두들 보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
쓰러지기 전보다 더 정력적으로 일함으로서 그의 꿈과 신념 그리고 낙관주의의 희망
철학과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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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곡의 도전적 개척정신, ‘하면 된다’는 신념은 그의 긍정적인 사고와 절대 포
기하지 않는 인내심에서 도출 된다. 그는 창조와 혁신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인내심
을 갖고, 하던 것을 계속 주의 깊게 검토하고, 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3. 운곡의 혁신적 슈퍼 리더십
운곡의 리더십은 정도와 솔선의 혁신적 슈퍼 리더십이다. 운곡은 타고난 혁신적
슈퍼 리더십의 자질을 지니고 있다. 거기에다 운곡의 정도경영철학은 그로 하여금
도덕적이며 혁신적인 슈퍼 리더십 스타일을 낳도록 하였다.
경영에 있어서 슈퍼 리더의 행동프로세스는 대내외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더불어 경영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고, 동기부여와 설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와 몰입을 형성시킨다. 이
과정에서 솔선수범, 위험감수, 자기희생, 공정보상 등을 과감히 행한다
정인영 명예회장은 세계를 누비며 더욱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1993년에 174일, 1994년과 1995년 각각 205일과 217일 동안 해외출장을 다니
면서도 국내에 도착하면 곧바로 현장에 들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점검했다. 1996
년 한 해만도 220일을 해외에서 보내며 왕성한 기업활동을 펼쳐 나갔다. 1997년 한
라그룹의 유럽 전진기지인 웨일즈 중장비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엘리자베스 영국 여
왕은 “불편한 몸으로 세계를 누비며 사업에 몰두하는 당신의 정열에 찬사를 보냅니
다”라고 말했다. 이런 그를 두고 세간에서는 ‘시차가 없는 기업인’이라고 칭했
다.
정인영 회장의 슈퍼리더십은 기간산업의 부흥을 통해 한국의 산업발전을 이끈 한
국 중공업의 산증인이자 글로벌 경영의 표본이다. 그의 불굴의 기업가 정신과 슈퍼
리더십은 한라그룹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영원
한 불씨로 승화되었다.

가. 정도경영철학과 혁신적 슈퍼 리더십
운곡의 리더십은 혁신적 슈퍼리더 스타일이다. 운곡은 창조적 카리스마 리더이면
서도, 동시에 구성원을 몰입시키는 혁신적 슈퍼 리더의 역할로서 조직을 이끌어 왔
다. 슈퍼 리더란 다른 사람을 리더로 만드는 리더이다. 하급자들이 스스로를 리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뜻이다.‘스스로를 리드해 나아가는 사람’을 셀프 리
더(self-leader)라고 한다.12) 슈퍼 리더는 결국 하급자들을 셀프리더로 육성하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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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급자 각자가 내부에 갖고 있는 셀프 리더십의 에너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줄
아는 사람이다. 슈퍼리더십은 부하의 셀프리더십을 자극하고 활성화하여 부하로 하
여금 자율과 책임 하에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하로 하여금 스
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여 셀프리더가 됨으로써 스스로를 리드해 나가도록 하는 것
이다. 셀프리더십이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자기영향력을 행사하
기 위해 사용하는 사고 및 행동전략을 말한다. 즉 스스로 자신을 리드하기 위해 취
하는 행동으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적 행동이다. 그러므로 셀프리더십
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영향을 주
는 과정을 말한다. 자기의 성격이나 욕구에 관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를 스스로 리드해 나가는 것이, 타인이 외적인 수단에 의해 리드하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운곡의 혁신적 슈퍼리더십은 한라의 창업과 성장발전에 지주 역할을 한 중요성과
가치뿐만 아니라 경영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특히 오늘날 리더십 이론과 실제 있어
서 절대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이른바 슈퍼리더십 이론과 실제에 대한 준거 모델
로서도 중요성과 가치를 함께 지니고 있다.
운곡의 탁월한 슈퍼 리더십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셀프리더십 이론에서 중요시하
고 있는 자연적 보상 또는 자기보상이 확립될 수 있는 자기통제에 의한 자기관리의
풍토가 기업내에 조성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자기관리의 풍토를 위해서 기업내
의 업무가 가능한 자기보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여건을 형성하였으며, 구
성원들에 대한 자기통제 정신과 행동을 인식시켜 주는데 많은 노력을 기하여 왔다.
특히 후계자, 경영자, 관리자 등 기업내 지도자양성에 있어서는 더욱 더 이를 중시
하였다.

나. 도덕과 솔선수범의 혁신적 슈퍼리더십
운곡의 혁신적 슈퍼 리더십 발휘 근저에는 도덕적 진실성이 있다. 또한, 운곡의
리더십 근저에는 도덕적 진실성과 더불어 끈질긴 혁신성이 뒷받침하고 있다. 혁신이
란 논리의 정연한 마음, 창조적 사고, 지속적 실험 등의 과학정신을 평생 습관화하
는 것을 말한다. 리더가 끊임없이 조직해 창조적인 것을 도입하지 못하면 그 조직의
운명은 비극으로 끝난다. 기업은 근로자의 근면성이나 전통적 가치에만 의존하지 말
고, 그들을 위한 진정한 철학을 개발하여 인생의 목적을 제공해 주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올바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추출하여 문제를 단순화하고 사
고의 차원을 높여야 하며, 원칙과 진실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12) Manz & Sims(1991), PP. 2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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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곡은 자신이 매사에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했다. 운곡은 구성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군림하며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
다. 기회를 주고 격려해 주며 능력이 떨어질 땐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주는 스타일의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어 왔다. 운곡은 매사에 있어서 본인이 근면·성실·절약의 솔
선수범 생활을 하여 구성원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본인 스스로가 모범적
인 행동을 함으로써, 즉 운곡의 셀프리더십을 구성원들에게 보여줌으로서 구성원들
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학습시키는, 소위 혁신적 슈퍼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을 성공
적으로 이끌어 왔다. 그는 조직 생활에서 최고 경영자로서의 특권을 배제하고 구성
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사원들과 함께 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슈퍼 리더는 추종자들의 ‘자발적 추종’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추종자들의 심리
적 몰입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리더십이란 추종자들이 마음에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발현되는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존경과 기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따라올 때 비로소 리더가 되는 것이다. “생선을 주는 대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는 탈무드의 격언이 있듯이. 슈퍼리더십은 구성원의 뛰어난
능력을 발굴해내고 이것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운곡은 자신이 매사에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했다. 실제로 운곡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성실과 검소의 솔선수
범한 삶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었다. 운곡은 구성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군림하며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기회를 주고 격려해 주며 능력이 떨어질 땐 적
합한 사람으로 키워주는 스타일의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어 왔다. 운곡은 매사에 있
어서 본인이 근면 성실 절약의 솔선수범 생활을 하여 구성원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본인 스스로가 모범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즉 운곡의 셀프리더십을 구
성원들에게 보여줌으로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학습시키는, 소위 혁신적
슈퍼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그는 조직 생활에서 최고
경영자로서의 특권을 배제하고 구성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사원들과 함께 하는 자
세를 견지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든지 “명장아래 약졸이 없다”
는 말처럼, 상사가 먼저 셀프리더십을 실천하여 부하로 하여금 명확하게 관찰하게
하고, 상사의 셀프리더십을 모범적인 모델로 모방 학습하게끔 하였다. 회사 내에서
물자절약, 근검에 모범을 보이고, 기업의 성장을 위해 밤낮 구분 없이 세계를 무대
로 사업영역을 넓히며, 국내외를 출장 다니면서 조직과 구성원들을 중시하고 일에
몰두는 모습은 물론, 자생적으로 표출되는 생활의 근면, 절약, 성실, 특히 겸손의 모
범적인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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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영 명예회장은 또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발로 뛰어야 직성이 풀렸다. 창원공장
을 건설할 때는 직접 현지에 찾아가 부지를 물색하고 걸어다니며 말뚝 박을 곳을 지
정했다. 현대양행을 빼앗긴 이후 파푸아뉴기니 원목개발을 진두지휘하며 재기의 발
판을 마련했고, 옥계 시멘트공장과 옥계항 건설을 위해 새벽마다 고속도로를 달렸
다. 그의 이런 솔선수범은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한라그룹은 그 어느 기업보
다 주인정신이 강한 기업문화를 구축할 수 있었다.
운곡의 사람존중 경영에 의한 슈퍼리더십은 항상 조직 구성원이 회사 방침에 대한
순종이나 제시된 제도와 관행에 순응하고 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탁월한 성과는 조직내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자기 리더십을 발휘
시켜 그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
겼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의 셀프리더십을 통한 자기목표 설정과 건설적인 사고 패
턴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운곡은 구성원 스스로의 리더십을 발휘
하도록 하는데 에는 금전적 내지 물질적 보상도 중요시 하였지만, 동시에 슈퍼리더십
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비금전적인 자연적 보상도 중요시하였다. 즉 구성원들로 하
여금 일 자체의 보람과 성취 등 자아실현을 통한 자기강화를 중요시하여 왔다.

Ⅳ. 운곡 정인영 창업회장의 사회적 책임경영
운곡의 경영철학에는 공동체경영철학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운곡은 기업시민정신
과 노사공동체 경영철학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대단히 중요시 하였다. 기업
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 함은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서 경영체가 이해관계자들의 주체성과 권리를 존중하여, 이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운곡이 추구한 공동체경영철학에 기반을 둔 사회적 가치창출의 사
회적 책임경영, 특히 국가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으로서의 산업보국, 인재육성,
그리고 지역과 기업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으로서의 지역사회개발, 공동체적
노사관계 구축 등에 대한 소명의식과 경영의 전략적 선택은 오늘날에 와서도 실무계
와 학계에 주는 시사점이 대단히 크다.

1. 국가사회에 대한 책임경영
운곡의 경영공동체 철학에는 “기업이야 말로 산업과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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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활동단위로서 필수불가결한 유기체적 존재”라는 기업관
을 확실히 하고 있다. 실로 한 나라 국부의 증가는 그 국가에 소속된 기업의 가치창
출에 의존하게 된다. 즉 국부의 증가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력에 절대적으로 영향
을 받고 있다.
실로 기업은 국가와 사회에 중심에 서서 가치창출을 담당하는 지극히 중요한 존
재로 평가된다.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생계의 터전을 마련하여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요 꽃이기도 한다. 기업의 성장 발전은 곧 국민경제와 사회
의 발전으로 연계된다.

가. 운곡의 "산업보국" 사회적 책임경영
운곡의 국가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은 남다르다. 그는 산업보국을 통한 국가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조 하였다. 운곡의 국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
은 사업보국(事業報國) 의 차원을 넘어선 산업보국(産業報國)의 차원이었다, 그는 산
업보국을 위한 노력이 애국이라고 생각 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은 산업
보국에 있다고 믿었다. 운곡은 기계 설비산업의 중공업을 일으켜 수출강국이 되는
길을 택하여 이익창출과 납세의무를 지키고, 고용창출을 확대하여 사회와 국가에 공
헌하는 산업보국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중시하였다.
실로, 운곡 정인영 창업회장은 산업보국의 정신과 실천에 있어서 단연 으뜸가는
기업가였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업가 사회적 책임정신에 있어서 운곡은 전통적
사업보국주의의 미시적 안목을 넘어서서 거시적인 산업보국의 안목에서의 기업가 정
신을 형성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 왔다. 즉, 운곡은 기계 설비산업과 중화학공업이
국가 발전의 견인차로 보고, 이를 사업보국 차원을 초월하여, 산업보국차원에서 혼
신의 힘을 다하였다.
운곡의 기계설비의 중공업에 대한 도전과 창조의 산업보국의의 국가에 대한 사회
적 책임경영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중화학공업 주도의 경이적인 성
장 발전의 한국경제는 기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할 만큼, 그는 세계적 대단
위 종합기계공장 건설과 더불어 한국 중공업의 씨앗을 심었고(1962~1979), 오뚝이
정신으로 한라그룹을 일으켜(1980~1996), 성장발전을 도모함 (1996-2006)으로서 한
국 중공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의 중공업을 일으키는 노력은 국가경제
개발 제 2차 5개년계획을 실시하는 중요한 시기와 맞물려, 경제발전과 중화학 수출
산업 강국으로 가는 선봉장으로서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것이
다.
우리나라 중공업의 새 역사를 쓰며 한국경제의 새 모델을 제시한 정인영 창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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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그 개척자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공로 훈장을 받았다. 1991년 3월 20일, 상
공의 날 세종문화회관대강당 에서 기업가로는 최대의 영예라는 금탑산업훈장을 수상
을 하였다. 시대를 앞서간 한국 중공업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한국 중공업 발
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훈장을 수여한다고 했다. 이는 운곡이 이력, 권력
에 기댐 없이 가슴과 발로만 일으킨 사업체의 건강함을 증명해주고, 운곡의
산업보국의 애국정신을 인정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나. 운곡의 "인재육성" 사회적 책임경영
운곡의 사회적 책임경영에는 기업의 인재육성에 대한 책무를 강조한다. 기업은 사
업을 성장시켜 고용창출을 확대하며, 인재육성을 적극 실현하여 사회와 국가에 공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곡은 기술제일주의와 더불어 인재육성을 기업경쟁력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시 여겨, 인재육성과 인적 자원 중시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운곡의 개척적이고 창조적인 경영의 이면에는 인적
자원기반 경쟁전략이 뒷받침 하고 있다. 운곡은 “기업은 사람이다”, “경영은 사
람이다”라는 소위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을 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고, 인재육성
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낌없이 수행하여 왔다.
운곡은 기업을 인재육성을 통한 인적자산 형성의 장으로 보고 인재개발을 위한
경영의 노력을 국가에 대한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의 대상으로 삼았다. 운곡은
기업이란 오로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만이 아니라, 사람을 길러내고 능력을
개발시키며 학습을 시켜주는 곳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기업을 학습의 장으로 보고
현장경험과 학습도 대단히 중시하였다. 그는 인재는 곧 기술이라는 경영이념과 실천
을 통하여 기술축적과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인재육성에 대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사람을 키우면 그 사람이 자본도 만들고 기술도 배워서 기업을 일으켜 세우
기 때문에 사람이야말로 그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무궁무진한 자본인 셈이고 본 다
즉, 운곡의 사람중시 경영은 인재육성을 사회적 책임경영의 핵심전략의 하나로 삼
고 인적자산 (Human Capital) 형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운곡은 사람이 유
일한 자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정을 강조한 나머지, 인재육성을 기업과 국
가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기업교육을 사회적 책임경영의 핵
심전략으로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운곡은 배달학원을 설립하고 중공업에 요청되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투자와 노력
을 하였다. 운곡은 현대건설 재직 당시부터도 인재육성에 큰 힘을 쏟았다. 현대양행
을 설립해 한국의 중공업을 부흥시키고, 한라그룹의 고속성장을 이끈 바탕도 바로
‘사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일찍이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산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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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사회상을 직접 겪으며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크게 낙후됐음을 몸소 느꼈다. 그
리하여 운곡은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확고한 인재육성 의지를 확립했다. 또한 스스로도 폭넓은 지식
축적과 정보수집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배움에 대한 실천을 솔선수범했다.
운곡은 덕소의 중앙연구소를 비롯한 생산현장의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개발
을 담당 경쟁력을 갖춘 연구기술 인력 육성을 위하여 매진하였다. 중공업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해선 전문 연구 기술 인력의 육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 외에
도 직업훈련소 및 연수원 설립, 과 정비 유통부문 마이스터 설립, 해외 연수 및 MBA
과정 설립을 통한 인재양성을 적극 수행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운곡은 1970년대에
이미 거액을 들여 세계 일류기업에 기술연수를 보냈으며, 1979년 까지 총 270명을 선
진 7개국에 기술 연수를 지원했다. 미국(GE, Combustion Engineering, Westinghaus)
과 독일(Demag, Waldrich Coburg, Waldrich Siegen), 이탈리아(Terni), 프랑스
(Pochain), 스웨덴, 일본(Hitachi), 호주 등 7개국 관련회사에 기술자를 보내 선진기술
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당시에 기술을 습득한 엔지니어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가
처에서 저마다 뛰어난 핵심기술 인력으로서 빛을 발하고 있다. 재계에 현대양행 출신
임원이 많은데 그들이 현대양행시절 기계공학, 금속 및 기계공업분야에서 양성된 사람
들 이다. 즉 운고의 현대양행은 오늘날 우리나라 중공업 사관학교 역할을 하였다.13)

3. 지역사회와 종업원에대한 책임경영
운곡의 공동체경영철학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은 지역경제 사회 발전과
종업원복지향상을 위한 소명의식과 더불어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졌다.

가. 운곡의 "지역사회개발" 사회적 책임경영
운곡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은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소극
적이고 수동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
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현하였다.
운곡의 도전과 창의 정신은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에 있어
서도 두드러졌다.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운곡의 노력은 오늘날에 와서도 지역사회에
서 그 업적을 높이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시설투자와 사업을 확장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높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13) 김만술외 7인(2011), 상게서,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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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곡은 도로, 수도, 교량 등의 인프라를 구축도 함께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상
생활의 편익도 적극 도모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 도서관, 공연
장, 운동장 등의 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이끼지 않았다. 또 지역 인
재육성을 교육과 장학사업 등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
하였다.
운곡 정인영 창업회장은 공장을 건설할 때도 되도록 기존의 공단지역을 피하고
공업 낙후지역을 택했다. 강원도 옥계와 경기도 평택, 충북 음성, 전남 영암 등 공업
분야에서 소외됐던 지역에 대단위 공장을 세움으로써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했
다. 지역민들은 정인영 명예회장의 소천 이후에도 그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고 있
다. 2009년 9월 전남 영암군과 목포상공회의소는 정인영 명예회장의 흉상을 건립했
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민간 기업가를 위해 건립한 흉상이었다. 2011년 9
월에는 목포시와 목포상공회의소가 정인영 명예회장의 흉상을 건립했으며, 10월에는
명예시민증까지 수여했다.

나. 운곡의 "종업원복지향상" 사회적 책임경영
운곡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책임경영은 국가, 사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종업원에대한 복지향상”으로 실천되었다. 운곡은 기업을 성과공동체
로서만이 아니라 생활공동체이며 가족공동체로 여겨왔다. 그는 기업을 오로지 성과
도출을 위한 직무의 터전으로서만이 아니라 생활의 터전으로서, 가족관계의 터전으
로 보는 눈과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경영정책을 구사하였다. 때문에 종업원에 대한
보살핌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적 가치창출의 책임경영에 대한 노력과 투자를 남달
리 하여 왔다 즉 운곡은 기업을 가치창출의 성과공동체로서의 경영공동체인 동시에
생활공동체로서, 그리고 가족공체로의 경영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였고,
또 이는 협력적 노사관계, 공동체적 노사관계로 이어졌다.

Ⅴ. 결 론
한라그룹 창업자 운곡 정인영 회장은 한국경제를 일으킨 중공업의 선봉장이다. 한
라를 세계기업으로 우뚝 서도록 하고,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실패를 모르는 부도옹
으로서 세계를 누빈 오뚝이 기업인이다. 운곡 정인영 한라그룹 창업회장은 무역입국
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해외시장 개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세계적
인 대단위 종합기계공장 건설을 비롯하여 한국의 중공업과 기계공업 역사와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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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마련하였다. 그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경영에 있어 도전과 남다른 개성, 그
리고 창의와 정도경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여 우
리나라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한국경제의 거목, 정인영 회장의 계몽적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의 멋은 모든
이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1. 운곡의 경영철학과 계몽적 자유사상
운곡 정인영 회장은 사업을 위한 창의적인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극복해내며 또한 위험을 관리하는데 있어 치밀한 조직 능력과 대응책을 갖
춘 기업인이었다. 정 회장은 항상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소유했고, 이를 위
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의지와 추진력 앞에 불가능
이란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항상 꿈과 신념을 지니고 ‘하면 된다’는 불굴의 의지
를 소유한 기업가이다. 이러한 운곡의 경영의지와 신념 이면에는 운곡의 확고한 경
영철학이 뒷받침 하고 있다. 운곡은 계몽적 자유사상을 기반으로 한 “희망경영철
학”을 필두로 “정도경영철학”과 “공동체경영철학”을 확고히 하고 있다.
운곡 경영철학의 중심에는 희망경영철학(Management Philosophy of Hope) 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운곡은 경영에 있어 자아실현의 꿈과 신념의 자유를 추구한다.
사업과 경영에 있어서 항상 희망을 지니고, 어떠한 시련을 당하더라도 낙담을 하지
않는다. 자아실현의 계몽적자유사상은 운곡으로 하여금 경영에 있어서 꿈과 신념,
그리고 낙관주의 을 기반으로 한 '희망경영철학'을 갖도록 하였다.
운곡 경영철학의 중심에는 또한 "정도경영철학"(Management Philosophy of Right
Path) 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운곡은 정도경영을 추구한다. 운곡은 경영에 있어서 항
상 도덕적 본심을 지니고, 어떠한 시련을 당하더라도 정도의 경영을 잃지 않는다.
운곡은 무수한 어려움을 당해도 계몽적자유사상의 도덕실천주의 정신에 따른 정도경
영을 고수하였다. 운곡의 정도경영철학은 칸트를 비롯한 계몽적 자유주의 도덕적 실
천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운곡은 필생의 신념으로 지켜온 정도경영은 버릴 수 없는
유산으로 한라와 한라인 들의 정신이 되어 장구히 그 맥을 이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
다.
마지막으로 운곡 경영철학에는 공동체경영철학(Management Philosophy of
Community) 이 동시에 자리를 잡고 있다. 운곡은 경영에 있어서 계몽적자유사상의
유기체적 자유 공동체주의를 추구 한다. 운곡은 유기체적공동체주의를 기업시민사상
과 더불어 실천함으로서, 공동체경영철학을 그의 경영, 특히 사회적 책임경영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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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잡도록 한다. 즉 운곡은 유기적공동체 구현의 계몽적 자유사상에 입각하여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이행의 소명의식을 지니고, 사회적 가치창출의 책임경영을 적극적으
로 실현하였다. 그는 산업보국, 인재육성 등 국가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과 함
께, 지역개발, 종업원복지향상 등 지역사회와 기업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상의 3대 경영철학을 경영 시스템 시각에서 볼 때, 희망경영철학은 경영의 목적
적차원에서, 정도경영철학과 공동체경영철학은 경영의 기능적 차원에서 중시되는 경
영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2. 운곡의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경영 특성
가. 운곡의 카리스마적 슈퍼 리더십
운곡의 리더십은 남다르다. 창조적이며 카리스마 적이다, 혁신적이며 슈퍼적이다.
이러한 운곡의 도전, 창조의 카리스마 리더십, 그리고 정도, 혁신의 슈퍼 리더십 이
면에는 계몽적 자유사상의 경영철학이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창조 도전에는 희망경
영철학이, 정도혁신에는 정도경영철학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운곡의 리더십특성으로 창조적 카리스마 리더십 스타일을 손꼽을 수 있겠
다. 운곡은 경영에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꿈을 가지고 대내외 환경을 신속하게 파
악하고 이슈를 창안하여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전파하여 동
기유발과 사기앙양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변화를 주도하는 성공적인 창조적 카리
스마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이러한 운곡의 창조적 카리스마 리더십 발휘 이
면에는 꿈과 신념, 그리고 낙관주의에 입각한 그의 확고한 희망경영철학이 뒷받침하
고 있다. 운곡의 창조적 카리스마 리더십의 근저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초월
적 패러다임에 의한 도전성과 자신감, 그리고 인내심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운곡의
창조적 카리스마 리더십은 창조적 변화를 주제로 하는 변혁적 리더십, 비전 리더십
으로도 표출된다.
운곡 리더십의 또 하나의 특성으로는 혁신적 슈퍼리더십 스타일을 손꼽을 수 있
겠다. 운곡의 정도경영철학은 그로 하여금 도덕적이며 혁신적인 슈퍼리더십 스타일
을 낳도록 하였다 운곡의 리더십은 창조적 카리스마 리더십인 동시에 혁신적 슈퍼리
더 스타일이다. 전자는 특히 경영의 의사형성과정에서, 후자는 의사실현과정에서 작
용한다. 운곡은 창조적 카리스마 리더이면서도, 동시에 구성원을 몰입시키는 혁신적
슈퍼리더의 역할로서 조직을 이끌어 왔다. 운곡의 리더십은 정도와 솔선수범
의 혁신적 슈퍼리더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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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곡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경영
운곡의 공동체경영철학은 기업시민정신과 노사공동체 정신에 따라 기업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경영과 인재육성에 대한 책임경영을 대단히 중요시하였다.
운곡의 국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의 철학은 산업보국(産業報國)이었다, 이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가치창출의 차원이었다. 운곡은 애국정
신과 함께 중공업에 대한 확고한 산업보국(産業報國)의 소명의식을 가졌다. 운곡은
기계 설비산업과 중화학공업이 국가 발전의 견인차로 보고, 이를 사업보국 차원을
초월하여, 산업보국차원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실로, 운곡의 기계설비와 중화학
공업에 대한 산업보국의의 국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더
라면 오늘날 중화학공업 주도의 경이적인 성장 발전의 한국경제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운곡은 또한 인재육성에 대한 강한 소명의식을 가졌다. 운곡은 기업을 인재육성을
통한 인적자산 형성의 장으로 보고 인재개발을 위한 경영의 노력을 국가에 대한 기
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의 대상으로 삼았다. 운곡은 기업이란 오로지 제품을 생산
하고 판매하는 곳만이 아니라, 사람을 길러내고 능력을 개발시키며 학습을 시켜주는
곳이라고 보았다.
운곡의 사회적 책임 경영은 또한 국가차원인 메크로 사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과 기업사회 차원인 메조 및 마이크로 사회차원에서도 사회적 책임경영의 책무
수행을 조금도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운곡의 사회적 책임경영은 지역
사회개발, 종업원복지향상 등의 노력과 실천으로 이어졌다.
운곡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은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소극
적이고 수동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
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현하였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시설
투자와 사업을 확장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높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운곡은 또한, 기업을 경영공동체로 보고, 사람존중의 경영과 함께, 종업원복지향상
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운곡은 기업이 가치창출의 성과공동
체로서의 경영공동체인 동시에, 가족공체로의 경영공동체, 생활공동체로서의 경영공
동체가 되도록 노력 하였다. 거름으로서 협력적 노사관계 공동체적노사관계도 실현
되었다. 운곡은 전통적 유교적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족관계의 효의 교육과 문화를
이어 받아 왔었다, 때문에 가족관계 이념을 존중하고, 기업경영에서 있어도 구성원
과의 관계를 “근로자를 가족으로 여긴다.”는 의미에서 일자리 마련 노력, 기숙사
및 생활공간 제공, 의료 보건지원, 학자금지원, 근무복 및 생활용품지원, 생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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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등 종업원 복지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3. 운곡이 경영패러다임에 주는 시사점
운곡 정인영회장의 경영철학과 실천은 우리에게 경영을 "보는 눈", 그리고 경영의
"이론과 실제"에 하나의 "틀" (構造)을 제공하고 있다. 경영의 "옳은 것" 그리고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경영의 실체가 무엇이며, 본질이 무엇인가
를 가르쳐 주고 있다. 경영의 형이상학(形而上學)을 가르쳐주고 있다. 형이상학은 아
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있는 것"(存在)을 있는 것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스스로 서
있는 실체를 다루는 학문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실체는 질료(質料)와 형상(形狀)으
로 되어 있다고 한다. 실체는 존재와 본질(本質) 로 구성되어있다고 한다. 우리 또한
경영의 발전을 위하여 경영이란 실체의 형상과 질료는 무엇이며, 본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사유(思惟)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유는 보는 눈을 넓혀준다. 인식의 폭
을 넓혀 준다.
운곡의 경영사상과 실천은 우리에게 경영이란 무엇이며 그의 본질은 어디에 있
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과 인식의 장을 제공해 준다. 경영의 실체와 본질에 대하여
깊게 그리고 넓게 생각하도록 한다. 오늘날 무한경쟁 속에서 선진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선 우리 기업의 경영도 우물 안 개구리 차원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강점
DNA를 살리면서 새로운 보편적인 차원 에서 경영의 이론과 실재가 모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운곡 정인영회장의 기업가정신과 경영실천은 우리 경영의 이론
과 실제 발전에 주는 시사점이 대단히 크다고 믿어지는 바이다.

가. 계몽적 자유주의 경영모형 제시
운곡은 계몽적자유주의 경영모형을 우리에게 제공하였다. 독일 경영학의 할아버지
로 여기는 니클리쉬는 그의 경영공동체론에서 계몽적 자유주의, 특히 경영목적론에
서 칸트의 자유사상을 존중하여 '자유의 법칙을 전개 시킨바 있다. 그러나 운곡과
같이 경영의 실천세계에서 계몽적 자유사상을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제시는 없었다.
"오뚝이 기업인" "휄체어 부도옹" 으로 불렸던 운곡의 삶은 불굴의 의지 그 자체였
다. 그는 기계공업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중공업의 씨앗을 뿌리게 했고, 동양 최대
의 공장 건설로 우리 경제의 초석을 다진 거인이셨다. 정도(正道)를 걸으며 그 누구
도 가지 않았던 험난한 땅에 새 길을 여는 개척자의 삶을 사셨다.
운곡은 계몽적자유주의 사상을 현실의 실천과정에서 구사함으로서 경영의 실체
와 본질을 가르쳐 줌으로서 한국적 계몽적자유주의 경영모형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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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계몽적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의 희망경영철학, 정도
경영철학, 공동체경영철학, 그리고 그에 따른 그의 창조적 카리스마 리더십, 혁신적
슈퍼 리더십의 실천은 경영의 이론과 실천 세계에 새로운 계몽적 자유사상의 경영모
형을 제공하였다.

나. 지속가능성장 경영모형 제시
운곡은 지속가능성장 경영모형을 우리에게 제공하였다. 기업이 지속가능성장을 기
하기 위해선 기업이 경영과 행동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한다. 수익경제단위인 기업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자유의지는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때 의사결정을 규제하는 “자유”는 가치창출을 수행하는 경영의 정신적 지
주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선 도덕(moral)과 윤리(ethic)가 확
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윤리와 도덕은 자유로운 행동의 길잡이가 되며, 사회
형성에 있어서 파워의 원동력이다. 때문에 운곡의 정도 경영철학은 계몽적 자유사상
의 도덕실천이성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칸트의 도덕형이상학(道德形而上學)이
운곡의 정도경영철학에 담고 있다. 운곡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정
도경영을 통하여 도덕경영 형이상학 내지 윤리경영 형이상학을 수립한 셈이다. 실로
오늘날 기업이 생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하기 위해선 도덕(moral)과 윤리
(ethic)경영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운곡은 지속가능성장 윤리경영모형을
우리에게 제공하였다.
또 기업이 지속가능성장을 기하기 위해선 경제적 가치창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창출도 함께 적극적으로 실현하여야 한 다. 운곡은 계몽적자유주의의 유기적 공
동체 사상에 입각하여 공동체경영철학을 확립하고,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뚝이
기업인"으로 경영의 경제적 가치창출과 더불어, 유기적인 협동관계를 중시하는 사회
적 가치창출을 산업보국, 인재육성, 지역사회개발, 종업원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실
현 하였다. 이는 오늘날 중시하는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 목표와 부합되는 지속가능
성장 경영모형을 경영의 이론과 실천 세계에 제공 하였다.

다. 한국적 가치창출 경영모형 제시
운곡은 한국적 가치창출 경영모형을 우리에게 제공하였다. 세계를 놀라게 한 경
이적인 한국경제성장의 이면에는 한국인 특유의 강한 성취동기, 위기에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더불어 근로자의 땀, 과학 기술자의 고심(苦心), 기업 경영인의 선택, 국
가 지도자의 결단이 어우러져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는 또한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경쟁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경영자

- 245 -

｢경영사학｣ 제28집 제1호(통권 65호)

2013. 3. 31, pp. 221~249

들의 전략적 선택과 결단, 그리고 강력한 그들의 리더십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
다. 우리는 무수한 시련과 역경을 뚫고 당당히 선진국 기업들과 어깨를 겨루는 한국
기업인들의 남다른 개성과 독창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 다. 역동적인 도전과 개척
경영, 가부장적인 카리스마 경영, 가족적 공동체경영 등 한국기업과 경영자들이 지
닌 가치창출 경영의 특성들이 있다.
운곡 정인영 창업 회장은 무역입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해외시장 개
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세계적인 대단위 종합기계공장 건설을 비롯하여 한국
의 중공업과 기계공업 역사를 개척해왔다. 그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경영에 있어
도전과 남다른 개성, 그리고 창의와 정도경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
장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따라서 그의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경영의 멋과, 불굴의
의지와 탁월한 타고난 리더십은 오늘날에 와서도 경영의 이론과 실제에 귀감이 되고
있다. 운곡의 경영스타일과 실천은 경이적인 성장발전을 이룩한 한국적 가치창출 경
영 모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경영의 이론과 실제의 세계에 운곡이 제공한 앞의 3가지 경영모형은 실로 귀중
한 경영의 유산이며, 자산이다. 경영의 이론과 실천에 대단히 존중되어야 할 자산이
다. 마지막 모형인 한국적 가치창출 경영모형에서, 우리는 한국이 지닌 성장 동력과
창조․혁신의 DNA를 최대한 살리면서, 앞의 두 모형인 계몽적 자유주의 경영모형 과
지속가능성장 경영모형을 경영의 보편적 정언명령(定言命令)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습
득해야 될 줄로 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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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In-Yung Chung, Founder of Halla Group

Jong-Tae Choi*
14)

Abstract
The paper aims to study the leadership of late In-Yung Chung, founder of Halla Group
and his management philosophy based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lla Group
has grown to be a global business leader under the influence of Chairman Chung's
management philosophy and founding principles, and it has been a significant contributor
to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These can be well explained by the prominent
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of Chairman Chung.
Chairman Chung eagerly took risks and overcame challenges with his creative passion
and firm belief in business, as Joseph Schumpeter had described. He was also a
businessman equipped with meticulous organizational skills and strategic solutions to
business issues. His strong leadership was underpinned by the prominent business and
management philosophy. Starting from the 'hope management philosophy' rooted in
enlightenment and liberalism, he strongly advocated the spirit of ‘righteous management'
and 'communal management'.
He has worked effectively with charismatic leadership in making decisions and with
super-leadership in executing these decisions. Upholding the ideals of enlightenment
and liberalism to create an organic community, he faithfully fulfill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and implemented responsible management practices in order to generate
social value. As an entrepreneur who nurtured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in Korea
from the scratch, he was committed to 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 for the nation
by growing industries and talents, and to regional development as well as better welfare
for employees.
<Key Words> Ungok In-Yung Chung, Management Philosophy of Enlightenment and
Liberalism, Creative and Innovative Leadership,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for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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