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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기업가의 등장은 새로운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뿐 아니
라, 창업을 통한 고용 및 가치 창출을 일으킨다. 그러나 과거 한국의 경우 벤처 붐이 일
어났을 때 기업가정신이 크게 고양되었으나, 그 이후 쇠퇴하는 시기를 경험하였다. 초기
철저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였던 1세대 창업주들이 세운
기업 중에서 일부가 가문에 의한 세습과 경영자의 갑질사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
다. 이로 인하여 재벌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게 되면서 1세대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가정신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
까지 가장 많은 글로벌 기업인을 배출한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출향 기업인들의
사상적 원류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삼성 창업주 이병철, LG 창업주 구인회, 효성
창업주 조홍제 등 지수초등학교 출신 1세대 창업주들의 주요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형 기업가정신을 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3대 기업 창업주의 기업가정신과 남명
조식선생의 경의사상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그 결과, 기존의 기업가정신에 필요한 공통
된 특성과 더불어 남명 조식의 경의사상에 내포된 우국애민정신 및 실천주의, 그리고 1세
대 창업주들의 애국정신과 인본주의 및 합리주의 요소들이 포함된 ‘남명 기업가정신’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남명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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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감소에 다른 실업 및 미취업 등의 문제와 함께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기업가정신이 대두되고 있다(박재환 외, 2018). 국내 창업
환경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신설 법인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기록하는 등
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창업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율이 낮고 창업 실패에 대한 사
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승재 외, 2018). 이러한 환경으
로 인해, 평생직장에 대한 안전성만을 추구하는 풍토는 창업에 대한 의지와 시도를 저
하시키고 있다. 이는 개인적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로 낙
인찍히는 것과 같은 사회적 측면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어 기업가정신의 확산에 큰 제
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몇몇 재벌에서는 가문을 중심으로 경영권이 세습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비인
격적 행태와 비리, 불공정한 경영방식, 기업 간 갑을관계 형성, 그리고 종업원 및 이해
관계자에 대한 갑질 행위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반기업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 혹은 공헌, 기부 등의 형태로
이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인식은 지울 수 없
다. 이는 지금까지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한 많은 건실한 기업에 대한 오도와 함
께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올바른 기업가정신 결여와 인식부족에 있다. 일
반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사람은 혁신적이며 문제 해결에 있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된다(김연종 외, 2016). 올바른 기업가정신
을 함양한 기업가는 모방 혹은 유지, 답습 등을 뛰어넘어 조직과 환경을 혁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은 서구에서부터 넘어온
개념이며 한국적인 기업가정신의 뿌리 혹은 문화 원형을 찾는 연구가 적은 실정이다.
일부 연구들에서 1세대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을 비교하는 정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
지만, 대부부분이 단일 기업의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에 거치고 있다(김성
수, 2000; 최종태, 2000; 김영래, 2011; 서인덕, 2005).
따라서 우리 고유의 사상에 근거한 한국에 적합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박유영ㆍ이우영, 2002; 김영환ㆍ양태용, 2013). 지난 2018년 7월 10일 한국
경영학회에서는 진주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로 선포하면서 그 사상적 원류로 과
거 조선시대 경상우도의 정신적 지주였던 남명 조식선생의 경의사상을 중요하게 언급
하였다(한국경영학회, 2018; 정대율, 2018).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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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우도지역(현재의 경남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왔
던 남명 조식선생의 경의사상과 그 시대정신을 먼저 분석한다.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
은 진주 지수초등학교 출신 1세대 창업주인 삼성 이병철 회장, LG 구인회 회장, 효성
조홍제 회장의 기업가정신을 토대로 한국 기업가정신의 뿌리를 찾고자 한다. 또한 여
러 학자들이 제시한 기업가정신의 정의에서 파악된 주요 특성들을 파악하고, 남명 조
식의 경의사상과 우국애민 정신, 그리고 1세대 창업주들의 애국정신과 인본주의 요소
들이 포함된 ‘남명 기업가정신’을 한국형 기업가정신으로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남명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와
활성화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Ⅱ.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연구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기회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자
접근방법이며, 아울러 행동과 실행을 수반하는 과정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기업가정
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조사하여 기업가정신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을 살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업가정신의 유형과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및 특성을 살펴보
고, 기업가적 과정(entrepreneurial process) 이론에 근거하여 기업가정신을 구성하
는 주요 특성과 과정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기업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슘페터(Joseph Alois Shumpeter)는
경제발전이론을 통해서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혁신(innovation)의 개념을 처
음으로 제시한 경제학자이다. 기업가는 혁신 혹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를 통해, 일상적 행위로부터의 탈피를 일으켜 신제품, 신공정, 새로운 공급원, 신시장
의 개척, 사업의 재편성을 야기함으로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혁신 혹은 창조적 파괴 활동은 오늘날 기업가정신의 핵심적 특성으로 다루어지고 있으
며, “마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기차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의 어록을 통해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기업가를 ‘정확하게 변화를 탐색하고, 적절히 대응하며, 변화를 하
나의 기회로 삼아 개척해 나가는 자’로 정의한다. 또한 기업가정신을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의 정신’으로 규정함으로 위험 감수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였다. 슘페터와 피터 드러커가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기업가는 혁신으로
대표되는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기회 포착과 시장 개척 등을 수행하여 경쟁우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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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는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에서 언급되는 기업가는 서구에서 넘어온 개념으로 한자로 기업가를 ‘企
業家’ 혹은 ‘起業家’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을 나타내는
표기와 동일하며 후자의 경우 ‘일으키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슘페터와 피터 드
러커가 정의한 기업가를 살펴보면 후자의 의미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도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기업가를 번역할 때 후자의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배종태ㆍ차민석, 2009; 유홍성,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업가를
언급할 때 후자의 의미로 그 뜻을 나타내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 정의된 기업가정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Stevenson
(1983)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
으며, 계산된 위험(calculated risk)을 감수하는 것으로 위험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Timmons(1994)는 ‘기회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접근방법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바탕
으로 하는 사고ㆍ추론ㆍ행동방식’으로 기업가정신을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동
을 수반하는 방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배종태와 차민석(2009)은 이들의 정의를 재구성
하여 기업가정신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
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방식’으로 정의하였다.
GEM 2017 한국보고서에서는 기업가정신을 ‘개인이나 팀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기
업을 창업하거나 기존 기업이 기업을 확장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가치
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8). 정대율(2019)
은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 기업가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혁신활동을 수행하며, 기회를 포착하는 활동’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유형은 기업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속한 단체나 소속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 사내 기업가정신, 대학 기업가정신, 사회적 기업가정신, 상업적 기
업가정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 기업가정신, 소수 인종 및 이민자 기
업가정신, 인터넷 기업가정신, 가족 기업가정신 등이 존재한다(배종태ㆍ차민석, 2009;
김영환ㆍ양태용, 2013). 기업가정신은 다양한 환경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즉, 기업가정신이 적용되는 분야는 이윤 창출이 주된 목적인 상업적인 기업
가정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1인 기업이나 가족 기업, 인터넷 기업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와 특성을 언급한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immons(1975)는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로 기회, 자원, 기업가 및 팀을 언급하였으
며, 기업가정신은 기회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자 행동과 실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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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행동적 특성, 사고방식, 성향과 관련된 내용을 기업가정신에
포함시켰다. 이 후, 여러 연구들에서 Timmons가 제시한 기업가정신을 발전시켰다
(Stevenson, 1983; 1990; 배종태ㆍ차민석, 2009; 김영환ㆍ양태용, 2013; 김연종 등,
2016; 이승재 등, 2018). 각 연구들에서 언급된 기회와 관련된 특성으로는 문제 인식,
기회 포착, 위험 감수, 포착 기회의 과감한 추구, 전략 수립 등이 있다. 자원과 관련된
특성에는 자원 확보, 자원 격차(resource gap), 유ㆍ무형 자원, 네트워크 혹은 네트워
킹 역량, 사회적 자본,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등이 있다. 그리고 기업가 및 팀과 관련
된 특성으로는 진정성, 의사소통 역량, 혁신성, 협력성, 진취성, 도전성, 윤리의식, 사
회적 책임, 리더십, 준비성, 실행력, 통찰력, 직관력, 평가 및 보상, 경영 능력 등이 있
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기업가정신의 주요 특성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와 특성
구성요소

특성

핵심 개념

기회

문제 인식, 기회 포착, 위험 감수, 문제를 인식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포착한 기
포착 기회의 과감한 추구, 전략 수 회를 계획과 전략 수립을 통해 과감(위험 감
립 등
수)하게 추구함

자원

자원 확보, 자원 격차, 유ㆍ무형 자
원, 네트워크 혹은 네트워킹 역량,
사회적 자본, 벤처캐피탈, 자금 조
달 등

기회 추구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유ㆍ무형 자
원을 확보하여, 자원 격차를 줄임. 필요 자원
확보(네트워크, 인적 자원, 기술, 현금 등)를
위해 격차를 메움

기업가
및 팀

진정성, 혁신성, 협력성, 진취성,
도전성, 의사소통 역량, 리더십, 준
비성, 실행력, 통찰력, 직관력, 사
회적 책임, 윤리의식, 평가 및 보
상, 시너지 등

기업가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팀을 구축하여, 목표 달성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수행함.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필요하며, 그 과정 중에는 윤
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어야 함

끝으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중요 개념인 기업가적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적 과정이란 창업에서부터 비즈니스 회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의
미한다. 즉, 기업가정신이 실현되거나 실현되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김영환과 양
태용(2013)은 Low and MacMillan(1988)에서 언급한 기업가적 프로세스와 사회적
환경의 두 축을 바탕으로 기업가적 과정을 기회 포착, 창업, 사업 성공의 3단계로 구분
하였고, 이승재 외(2018)은 기업가적 과정을 문제인식 및 기회포착, 사업모델 개발, 위
기대처, 기업가적 성과(핵심성공요인)의 4단계로 구성하였다.
GEM 2017 한국보고서에 의하면, 개인 수준의 연구를 기본단위로 기업가적 과정을
잠재적 기업가, 창업 기업가(사업 시작), 신규 기업의 소유 경영자(3.5년 미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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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소유 경영자(최대 3.5년)로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8). 각 단계별로 개인의 속성이나 경제, 환경, 문화적 요소들이 기업가적 활동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기업가적 과정을 파악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기업가, 기업가정신, 기업가적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기업가정신은 서구권에서 넘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서와 문화가 잘 녹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만의 기업가정신 문화를 조성하고자 남명 조식의 핵심사상과 1세대 창
업주의 기업가정신을 토대로 공통 특성들을 반영한 한국형 기업가정신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남명 조식의 경의사상에 관한 연구
남명 조식(南冥 曺植)의 핵심 사상은 경의사상(敬義思想)이다. 남명은 ‘경(敬)’과 ‘의
(義)’를 평생토록 자기 수양과 실천 행동의 근원적 사상으로 삼았다. 당시의 유학자들
이 저술에 노력을 기울인 것과 비교하여 남명은 저술보다는 실천에 많은 노력을 기울
였다. 그 결과 경의사상을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현실과 정치적 모순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의 자세를 가지고 ‘상소’라는 실천 행동을 하였다. 상소의 내용에는 우국애민 정신
이 잘 드러나며, 남명은 깨달음의 지속을 위해 평생을 인재양성에 힘썼다.

1. 경의사상
남명 조식은 부친 조언형과 모친 인천 이씨 사이에 2남 4녀 중 장남으로 1501년 음
력 6월 26일 그의 외가인 경상도 삼가현 토동마을(지금의 합천군 삼가면 외톨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정치적ㆍ사회적으로 혼란이 극심했던 16세기 조선 중기 대학자로서 경
상우도를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남명은 열다섯 되던 해에 함경도 단천군수로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가서 살았다. 그곳에서 다른 유학자들과는 달리 유교경전에만 한정하지
않고, 천문ㆍ지리ㆍ병법ㆍ수학ㆍ의약 등 실용도가 높은 현실적인 학문에 두루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상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으로 폭넓게 수학했다. 남명은 모든 학문의
요체는 ‘경(敬)’과 ‘의(義)’로 귀결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을 수양하고,
나아가 제자들을 기르고, 세상을 구제하려고 노력했다. 남명은 72세에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며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했다(허권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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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의 핵심사상은 경의사상이다. 여기에서 ‘경’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수양하는 것이고, ‘의’는 마음을 단속하여 실천에 옮기는 힘을 의미한다. 즉, ‘의’가 따
르지 않으면 아무런 성취가 없어 애써 얻은 ‘경’이 공허하게 된다. 남명은 “우리 집에
경과 의가 있는 것은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며 어느 하나 부족
함 없이 두 가지 측면 모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채휘균, 1996; 허권수, 2018; 이상
호, 2018a).
이는 양명학의 지행합일(知行合一)과도 일맥상통한다. 경과 의가 함께 갖추어져야만
마음이 맑아져서 모든 판단이 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명은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닌 자기 수양을 위한 학문을 하였다. 즉, 도덕적 인격의 확실한 완성과 이를 적극적
으로 실천하는 것이 학문의 궁극적 목표였다.
남명의 대표적인 수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깨끗한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꿇어 앉아 두 손으로 받쳐 들고서 기울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은 채로 밤을 지새우면서
자신의 정신을 가다듬었다. 둘째로, 띠에 성성자(惺惺子)라는 쇠방울을 차고 다니며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깨우쳐 자신을 성찰했다(김세철, 2007; 이상호, 2018a).
또한 자신이 차고 다니던 칼인 경의검에 ‘내명자경(內明者敬), 외단자의(外斷者義)(안
으로 밝히는 것은 경이요, 밖으로 결단하는 것이 의다)’라는 두 구절을 새겼다. 이 명구
는 먼저 자신을 경으로 수양하여 얻은 내면의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겨, 밖의 수많은 변
화를 대처함에 있어 의로써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남명은 자기
수양 방법을 스스로 마련하여, 이를 믿고 실천했으며 제자들에게도 가르쳤다(채휘균,
1996; 김세철, 2007).

2. 우국애민과 인재양성
남명이 살았던 때는 정치ㆍ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시기였다. 일생에 두 번의 사
화(기묘사화, 을사사화)를 간접적으로 겪었는데, 사화로 인해 가까운 지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하는 모습을 보며 정치에 대한 환멸과 회의를 품게 되었다. 두
번의 사화는 남명의 출처사상에도 많은 변화를 갖게 했다. 중앙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일평생 관직을 고사했다. 그렇다고 해서 남명은 결코 국가와
정치,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백성들을 잊지 않았다. 남명은 어릴 적에 아버지를 따라
관아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근거리에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남명은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가엾이 여기는 우국애민(憂國愛民) 정신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남명은 관직생활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평소 느꼈던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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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과 부조리 등을 바로잡기 위해 상소(上疏)라는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언론활동을
수행했다. 남명의 우국애민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상소라고
할 수 있다. 상소는 임금에게 건의하거나 호소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틀
을 갖추어야 했으며, 매우 조심스럽고 경우에 따라 위험하기도 한 언론 활동이었다(김
세철, 2007).
상소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군주가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인
격적 완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자신의 이익만 좇는 탐관오리와 척신정치에 대한 비
판, 백성이 없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음을 호소하고 있다. 즉, 남명의 상소에는 현
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백성들에 대한 애민사상, 부패한 권력에 대한 비판, 진정한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군주의 자기 수양 필요성 등이 포함된다. 정치에 대한 개혁
의지와 그 밑바닥에 깔린 민본사상, 덕치를 통한 왕도정치의 실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의 중요성 등의 우국애민 정신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남명의 업적은 경의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기 수양과 우국애민 정신이 깃든 상소문을
올린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남명은 저술 활동보다 제자를 양육하는 방식으로 자신
의 깨달음을 후대에 전수하였다. 이는 남명의 인재양성(人材養成)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남명은 자신의 경륜을 중앙 정계에서 펼치지 않았지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올바른 깨달음의 지속이라 판단하였다. 제자 양육 방식에 있어서도, 남명의 사상과 정
신이 잘 드러난다. 책을 붙들고 한 구절 한 구절씩 풀이해 주지 않고, 제자들이 스스로
혼미함을 깨우치고 올바름을 체득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남명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강렬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학문은
실천주의 성향이 강하다. 여타의 학자들과는 달리 남명은 제자들에게 실용성이 짙은
병법을 가르쳤다. 결과적으로 임진왜란 때, 남명의 제자들은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
제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였기 때문에 남명의 가르침이 훌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명의 제자들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지금의 산청과 의령, 합천 등지에서 활발한
의병활동을 수행하였고, 결국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구국하였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는 훗날 북인의 대표인 정인홍과 의령의 곽재우가 있다. 임진왜란 시 구국공헌을 바탕
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한 북인은 1623년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 이후로 철저하게 정
치적으로 몰락하게 된다. 그로 인해 남명에 대한 폄하와 더불어 그 문인들도 크게 위축
되어, 남명학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다(김세철, 2007).
남명학이 다시 학문으로 정립되어 부흥한 것은, 1991년 경상대학교에 남명학연구소
가 설립되어 남명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때부터이다. 남명학연구소에서는 설립과 동
시에 ‘남명학연구’ 논문집을 발간하였으며, 현재 연구재단 등재지로서 매년 4회 발간하
고 있다. 남명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국의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여 남명이라는 인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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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학문 및 사상에 대한 연구, 그의 제자와 후학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남명학
파 전체의 학맥을 밝혀 오늘날 남명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남명 조식선생의 핵심 사상들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남명 조식선
생은 경의사상을 바탕으로 철저한 선비정신을 실천했으며, 조선시대 제도언론의 대표
적 형태였던 상소를 통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였고 제자 양육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우국애민 정신과 인재양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명의 핵심 사상
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가정신에 포함하고자 한다.
<표 2> 남명 조식의 핵심사상과 의미
구분

의미

경(敬)

자신의 내면을 수양하는 것

의(義)

마음을 단속하여 실천에 옮기는 힘

우국애민(憂國愛民)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가엾이 여기는 정신

상소(上疏)

조선시대 대표적인 언론 활동
남명의 정신이 잘 드러나는 활동(위험 감수)

인재양성(人材養成)

제자들에게 실용적인 학문 위주의 가르침을 실현(인재경영)

Ⅳ. 지수초등학교 출신 1세대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
일제강점기 일본의 수탈과 광복 이후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은 폐허가 되었다. 이러
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기적에 가까운 경제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인
물로서 지금의 대기업 1세대 창업주들을 꼽을 수 있다.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창업
을 성공적으로 이끈 원동력은 그들만의 기업가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이충
도, 2018). 본 장에서는 지수초등학교 출신 1세대 창업주인 삼성 이병철 회장, LG 구
인회 회장, 효성 조홍제 회장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들의 기업가정신에 내포된 핵심 사
상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삼성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정신
호암 이병철(1910~1987)은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아버지 이찬우와 어머니 안동 권
씨의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비록 혼란스러운 시대였지만 집안형편은 유복한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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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병철은 5살 때부터 조부 이홍석과 부친으로부터 한학을 배웠다. 이병철의 집안
은 남명 조식선생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의 11대조 소헌 이종욱은 남명
의 수제자인 내암 정인홍의 제자로서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하였다. 또한 남명의 제
자인 지봉 이종영과는 제종지간이다. 이병철의 조부 문산 이홍석은 남인의 대표적인
학자 성재 허전의 제자이다. 허전은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선조가 초당 허엽,
악록 허성 등인데, 허성은 북인계열로 남명의 제자이다. 이병철의 형 이병각은 근세 영
남의 대학자 회봉 하겸진의 사위이다(허권수, 2018).
이병철은 1922년 지수보통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다가 서울로 유학은 간 후, 1930
년에 일본의 와세다대학에 입학하였지만, 건강악화로 학업을 중단하였다. 그 후 사업에
뜻을 두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연수 300석 규모의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1936
년 정미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설립하였다. 해방 후 한
국경제 회복을 위해 무역업에 투자하여 얻게 된 수익으로 ‘삼성물산공사(1948)’를 설
립하였다. 이후 제조업에 투자하여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1953)’, ‘제일모직주식회사
(1954)’를 설립하였다. 특히 1969년 1월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가 설립되고, 반도체
및 관련회사들을 흡수 합병하여 1984년 ‘삼성전자주식회사’로 상호가 바뀌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박유영ㆍ이우영, 2002).
이병철의 대표적인 기업가정신은 ‘합리주의’, ‘인재제일주의’, ‘사업보국’으로 정리할
수 있다(이건희 1998; 김영래, 2011). 합리(合理)란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으로 논
리적 원리나 법칙에 잘 부합하는 것을 뜻한다. 평소 부친은 “매사에 성급하지 말아야한
다”, “무리하게 사물을 처리하려 하면 안 된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을 처세훈으로 삼
았다고 한다(이병철, 2014). 이를 바탕으로 “자연이나 모든 세상사와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에도 이치가 있고 이치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합리주의를 기업경영의 원칙으로
삼았다. 기업 경영은 비약보다 진보를 원칙으로 하여 단계에 맞게 나아가야 함을 제시
한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1988). 1960년대에 들어서 외부 전문가에 의한 그룹 각사
의 경영진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하였다(이병철, 2014; 이상호, 2018b). 기업 경영과 조직의 합리화
를 추구하며 사업 확장에 있어서도 합리주의를 실천하였다.
이병철은 “일생의 80%를 인재를 모으고 기르고 육성시키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할
정도로 인재 발굴과 양성을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가졌다. 이는 “비록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부친의 가르침이 경영철학의 바탕이 되었다(이
병철, 2014). 따라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참석하여 인품을 살펴보았으며, 마
지막 면접에서 관상을 보는 사람에게 조언을 얻어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하였다. 하지
만 “의심이 가거든 사람을 고용 말라”, “의심하면서 사람을 부리면 그 사람의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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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릴 수 없다”는 신념으로 채용한 후에는 조직 구성원들을 믿고 대담하게 회사 일을 맡
겼다. 그 일화로 삼성상회 설립 후 극히 일부의 중요한 문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일
을 친구인 이순근에게 맡긴 것을 들 수 있다(전용욱ㆍ한정화, 1994; 호암재단, 1997;
이상호, 2018b).
사업보국(事業報國)이란 기업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며 경제 부흥을 도모함으로 노동
력을 양성하고 민족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병철의 호암자전(湖巖自傳)을 살펴보
면 ‘거짓과 꾸임은 개인에 있어서나 국가, 사회에 있어서나 대우환(大愚患)’이라는 것을
강조한 부친의 가르침을 이념의 뿌리로 삼았다. 혼란스러운 시절 국민을 빈곤에서 구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사업을 시작하여, 삼성상회를 설립하고 일본인이 경영하
던 조선양조를 인수하여 제조업에 착수하는 등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개척해나갔
다. 또한 삼성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그는 기업을 사회성
이 있는 사회적 존재로 보며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윤창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
니라 문화, 복지, 고용 등을 통한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박유영ㆍ이우
영, 2002; 이병철, 2014).

2. LG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
연암 구인회(1907~1969)는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에서 아버지 구재서와 어머니 진
양 하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구인회의 조부인 구연호는 구한 말 최고의 한학자로
1910년 조선왕조가 망한 이후 세상의 일을 사절하고 고향인 지수 승산리에 낙향하여
후학의 양성에 혼신을 다하였다. 특히 그의 손자 구인회를 15살 때까지 직접 한문을
가르쳤다. 승산리에 사는 구씨 가문의 인물 가운데는 남명학파에 직접 속하는 인물은
있지 않지만, 남명학파의 핵심적인 가문과 혼인관계나 교류를 가짐으로서 남명학파와
연계되었고, 그 영향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진양하씨 창주파는 남명을
모신 덕천서원 원장을 지낸 河憕의 후손인데, 그 종가가 곧 구인회의 장남으로 그룹의
회장을 지낸 구자경의 처가이다. 재령이씨, 함안조씨, 경주이씨 등도 다 남명학파의 핵
심 가문인데, 다 구씨 가문과 혼사가 있다. 구인회는 조부 밑에서 한학을 익히다가
1920년 지수 승산마을의 대부호였던 허씨 집안의 허을수와 혼인한 다음해 지수보통학
교에 편입하였다. 그 후 학문적 지식을 쌓고 견문을 높이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지만 집
안사정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허권수, 2018).
구인회는 낙향 후 지수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처갓집 허씨 집안의 도움을 받아
진주에서 동생 구철회와 함께 ‘구인회상점(1931)’을 첫 사업으로 시작했다. 1947년에
는 만석군 허준의 손자 허정구(허만정의 아들) 등과 함께 화장품을 생산하는 ‘락희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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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를 설립하여 제조업으로 기업을 키워나갔다(정대율, 2018). 그 후 ‘주식회사 금
성사’를 1959년에 설립하여 국내 최초로 전기, 전자기기를 생산하고 수출하였다. 또한
반도체 생산회사인 ‘금성전자주식회사(1969)’를 설립하여 첨단산업분야에 진출하면서
오늘의 LG를 만들었다(김성수, 2000).
구인회의 생활신조는 인화단결, 신의성실이었으며, 그의 기업가정신은 여기에 바탕
을 두고 있다. 즉, 구인회의 기업가정신은 ‘실천주의’, ‘인화경영’, ‘정도경영’으로 대표
된다(박유영과 이우영, 2002). 구인회는 “할 수 있다, 하면 반드시 된다”는 신념을 갖
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였다. 앞서 언급한 구인회상점을 설립하여 상업 활
동을 시작으로 이윤을 남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
의 생활필수품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 아닌가 말이다. 생산업자가 국민의 생활용품을
차질 없게 만들어 내는 일도 애국하는 길이고 전쟁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
고 외치며 과감하게 플라스틱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저렴하면서도 편리한 일상
용품을 만들어 국민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럭키금성, 1994; 김성수, 2000; 최종
태, 2000). 이와 같이 새로운 생각과 시도를 추구한 구인회의 활동을 통해 그의 실천주
의 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구인회의 경영철학은 전통적인 유교주의 가풍에서의 가족주의 사상과 장남으로서 형
제들을 돌보며 배운 우애를 바탕으로 한다. “한 번 믿으면 모든 일을 맡겨라”, “기업을
하는 데에는 내부의 인화가 무엇보다 서야 한다”, “고객과 꾸준한 관계만이 기업의 생
명이다”와 같이 사람중심의 기업 경영 즉, ‘기업이 인간이고 인간이 기업’이라는 인화
경영을 강조하는 신념은 그의 경영 이력 곳곳에 잘 나타나고 있다(최종태, 2000). 오늘
날 LG그룹은 구인회의 인화경영을 바탕으로 사원부터 최고경영진까지 모두가 한 마음
으로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여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LG, 1997).
또한 그는 기업이나 사업의 관리와 운영을 정대하게 해야 함을 뜻하는 정도경영(正
道經營)도 강조하였다. 그 일화로 첫 사업에서 신용을 쌓기 위해 포목의 값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포목을 비수기에 싸게 사서 매점하였다가 성수기에 비싸게 팔아
서 이윤을 남겼다. 경영에 있어 정공법을 택한 결과로 고객들과 거래처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박유영ㆍ이우영, 2002). LG에서는 이러한 신뢰를 토대로 얻게 된 이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연암문화재단을 설립하였고, 그 후 장학육영사업, 문화사업, 사
회복리사업 등 사회공헌에 앞장섰다(LG, 1997; 김성수, 2000). 이는 오늘날 LG의 윤
리강령의 기본으로, 모든 구성원이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고와 행동의 기반이 되며 구
인회의 정도경영이 계승ㆍ발전되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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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성 조홍제 회장의 기업가정신
만우 조홍제(1906~1984)는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아버지 조용돈과 어머니 순흥 안
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고장은 유서 깊은 명문 함안 조씨가 600여 년 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세거지이다(김영래, 2005). 그는 남명선생의 제자이자 생질의 사위
인 대소헌 조종도의 후예이다. 조종도는 1597년 정유재란 때 황석산성에서 순절하였
다. 조홍제의 종조부는 독립운동에 종사한 서천 조정규이다. 조홍제는 어릴 적부터 한
학을 배웠으며 신식교육을 받기 위해 지수보통학교에 입학했다. 그 후 중앙고등보통학
교에 입학하였으나 6ㆍ10 만세사건으로 중퇴하고 1935년 30세에 동경대학을 졸업했
다. 졸업 후 귀국하여 호암 이병철과 공동출자로 무역업체인 ‘삼성물산공사(1948)’를
시작으로 하여 ‘제일제당(1953)’, ‘제일모직(1954)’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1962년 이
병철의 요구로 동업을 청산하고, 무역회사인 ‘효성물산’을 설립했다. 그 후 제조업에
착수하여 ‘조선제분’, ‘한국타이어’ 등의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시키며 효성은 도
약기를 맞았다(서인덕, 2005).
조홍제의 대표적인 기업가정신으로 ‘국리민복’, ‘위험감수’, ‘인재경영’을 꼽을 수 있
다. 유교적 전통을 중시한 가풍에서 한학을 배운 것이 기업가정신의 배경이 된다. 그는
‘기업인의 정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자가 경영하는 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고용
을 증대하고 국부를 늘려 모두가 잘 살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하는 것’이
라고 강조했다(조홍제, 2000). 또한 기업이 이익을 얻을 때는 그것이 의로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며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치열
한 경쟁이 따르지만 인격을 바탕으로 한 기업윤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김영래, 2005). 그의 어록을 통해서 국리보국 정신
이 잘 드러남을 살펴볼 수 있다.
조홍제는 위험이 따르는 사업일지라도 과감하게 도전하였다. 앞서 언급한 여러 부실
기업들 중 한국타이어를 인수하여 정상화시킨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962년 당시
한국타이어는 약 9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조홍제는 실무진들의 종합적인 의견에
따라 타이어제조의 사업성이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운영 정상화에 직
접 나섰다. 당시 국내시장이 매우 좁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
고 타이어 시장 확장에 주력하고, 과감히 육성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정부가 1963
년에 수출 진흥 정책을 택하며 한국타이어는 전체 타이어 수출 실적의 64%를 달성했
다(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1991; 조홍제, 2000).
또한 그는 “기업의 구성원은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최선의 성과를 가져오
도록 노력하고 이 과정을 자기성장과 결부시켜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한국타이어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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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1991). 그리고 경영자는 그러한 자기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요건을 조성해
줘야 하며, 사람도 키우고 기업도 키우는 일이야말로 기업인만이 할 수 있는 긍지와 기
쁨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존중에 따른 인재양성을 강조한 조홍제의 기업가
정신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수초등학교 출신 1세대 창업주의 사례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기업
가정신과 남명의 핵심사상을 비교하여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1세대 창업주의 기업가정신과 남명의 핵심사상 비교 및 정리
성명

호 본관

생애

사업연혁

1910.
2. 12.
호 경남
이병철
~
암 의령
1987.
11. 19.

삼성정미소,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
삼성중공업 등

1907.
8. 28.
연 경남
구인회
~
암 진주
1969.
12. 31.

지수협동조합,
구인회 상점,
락희화학공업,
금성사,
금성전자 등

1906.
5. 20.
~
1984.
1. 16.

삼성물산,
효성물산,
조선제분,
한국타이어 등

조홍제

만 경남
우 함안

기업

삼성

LG

효성

기업가정신

남명의 핵심사상

합리주의

경 수양
(통찰력, 직관력)

인재제일주의

인본주의
(인재양성)

사업보국

우국애민

실천주의

경을 통한 의의
발현(병법)

인화경영

경 수양을 통한
인격완성

정도경영

왕도정치
(상소)

국리민복

우국애민

위험감수

비판 및 직언
(상소)

인재경영

인본주의
(인재양성)

Ⅴ. 남명의 경의사상 기반 한국형 기업가정신 제안
국내에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진주시의 기업가정신수도 구축
을 들 수 있다. 지난 2018년 7월 10일 한국경영학회에서 진주시를 대한민국 기업가정
신 수도로 선포한 후 진주시에서는 다양한 민ㆍ관ㆍ산ㆍ학이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수초등학교의 기업가 수도
성지화, 기업가 역사관 건립,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건립,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뿌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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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장수기업 역사정리,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들 수 있다(정대율 외,
2018; 2019).
이러한 노력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가정신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 서부 경
남권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의 원형과 그 사상을 찾고자 한다. 그 이유로, 서부 경남권
의 중심인 진주에서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이는 시대 상황과 환경
이 각기 다를지라도 해당 지역의 저변에 깔려있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상적 근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6세기 조선 중기 유학자인
남명 조식의 경의 사상과 비교적 가까운 과거인 근대 1세대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을
조사ㆍ분석하였고, 그들의 주요 사상과 기존의 기업가정신을 융합하여 ‘남명 기업가정
신’이라는 한국형 기업가정신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였다.
‘남명 기업가정신’에 관한 개념적 모형은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
출된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들과 기업가적 과정, 그리고 남명 조식과 1세대 창업주들
의 핵심 사상들을 활용하여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개인 수준에서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는 Timmons(1994)의 모형에서
<그림 1> 남명 기업가정신의 개념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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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기회(opportunity), 자원(resource), 기업가(entrepreneur)를 활용하여 표현
하였다. 이때, 3가지 구성요소들은 사업 기획(business plan)을 통한 상호작용을 바탕
으로 적합성(fits)을 찾고 격차(gaps)를 줄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 수준의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GEM 2017 보
고서의 모형을 활용한 기업가적 과정은 시기별로 잠재기, 창업기, 운영기의 3단계로 구
분된다. 이때, 각 단계에서 표현된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인 기회, 자원, 기업가의 경
우 그 중요도에 따라 원의 크기를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잠재기에서 창업기로 발전할
때 발아 과정을 거치게 되고, 창업기에서 운영기로 발전할 때는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된
다. 운영기 단계에서는 성숙 과정 또는 전환 과정이 진행된다. 이와 같이 단계별 발전
양상에 따라, 각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의 주요 특성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도
출한 <표 1>의 특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잠재기는 기업가는 문제를 인식하고, 기회를 포착하며, 포착된 기회
를 추구하기 위해 계산된 위험을 감수한다. 이는 도전 정신과 창의성, 준비성에 의한
것이며, 발아 과정에서 사업 기획ㆍ계획ㆍ창업 준비 활동이 수행된다.
두 번째 단계인 창업기는 자원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며, 기업가는 인재양성,
자금 조달 등으로 대표되는 유ㆍ무형의 자원을 확보하고, 공급사슬망, 사회연결망과 같
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에 필요한 역량으로 실행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진정
성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자원 확보ㆍ창업 초기 운영 활동이 수행된다.
세 번째 단계인 운영기는 창업한 기업을 운영하는 시기로, 기업가는 통찰력과 직관력
에 의한 합리 추구를 해야 하고 리더십, 시너지, 경영 능력, 혁신성, 진취성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합리적인 이익의 분배가 필요하다. 또한 윤
리의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인화경영과 정도경영도 포함되어야 한다. 성숙 혹은 전환 과
정에서 사업의 유지 및 대체 혹은 폐지, 기업의 지속 혹은 폐업의 활동이 수행된다.
끝으로, 모든 단계는 가치 창출(value creation) 및 애국심(patriotism)과 상호 작
용함을 목표로 설정한다. 즉, 기업가정신의 발현은 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
함이며,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철학적 근간에는 애국심이 있다.
여기에서 가치 창출은 이윤과 사회적 가치로 요약될 수 있다. 영리 기업의 경우, 이
윤 창출과 더불어 최근 사회적 가치 창출까지도 도모해야 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비영리 기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된 목표로 한다.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
의 중간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 창출이 주된 목표이긴 하
나 재무적 안정성 확보와 운영을 위한 이윤 창출도 도모해야 한다.
다음으로 애국심의 경우, 남명의 우국애민과 1세대 창업주들의 사업보국, 국리민복
을 포함한다. 이는 한국형 기업가정신에 있어서 반드시 함양되어야 할 덕목으로 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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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라는 동기부여 요소를 통해 어려운 시대적 환경들을 타개했던 선현들의 모습을 본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남명의 경의사상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먼저 각 시기에 따른 개인 수준은 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시기별 구분을 서로 이어주는 발아 과정, 성장 과정, 성숙
혹은 전환 과정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경
과 의는 함께 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경으로 시작하여 의로 이어지
는 형태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정리하자면 개인 수준에서는 경이 의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그 개인이 발아, 성장, 성숙 혹은 전환이라는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의가 경
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조됨을 알 수 있다.
경이라는 자기 수양이 결국 기업가정신에서 요구되는 통찰력 또는 직관력을 배양하
고, 이를 토대로 문제 인식과 기회 포착이 가능하며, 인본주의적 윤리의식을 함양시킨
다고 할 수 있다. 의는 경을 바탕으로 한 실천 행동이 포착된 기회를 추구하는 활동(위
험 감수, 사업 계획, 창업)과 자원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활동(자원 확보 및 조달, 네트워
크 및 인프라 구축), 그리고 경영 활동(기업 운영, 평가 및 보상, 사업 유지 및 대체)으
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남명 기업가정신의 핵심은 남명의 경의사상이 현대적 의미의 기
업가정신으로 어떻게 계승되고 융합되는가와 관련이 있다. 과거 경상우도의 사상적 근
원인 남명의 경의사상이 지역적 문화의 저변에 스며들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지수초등
학교 출신 1세대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
적으로 3가지 측면에서 사상적 유사성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우국애민과 사업보국,
국리민복을 통해 애국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통찰력과 직관력을 바탕으로 한 합
리추구, 실천주의는 남명의 경(敬)과 의(義)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끝으로 인화경영,
정도경영, 인재제일주의, 인재경영은 남명의 경 수양과 인본주의적 사상, 인재양성에
힘쓴 것과 밀접하다.
비록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지역적으로 연관이 있는 남명의 핵심사상과 서부 경남권
출신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은 여러 공통점을 지니며, 이러한 특성들은 현 시대에서 중
요시되는 기업가정신의 특성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참된 이치(眞理)는
시대를 막론하고 관통하는 시대정신이자 철학적 사상임을 알 수 있다(정대율, 2019).

Ⅵ. 맺는 말
본 연구는 남명 조식의 경의사상과 지수초등학교 출신 1세대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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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도출되는 특성들과 기존의 기업가정신의 특성들을 융합하여 ‘남명 기업가정
신’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16세기 조선 중기의 대학자인 남명의 사상이 경상우도로 구
분되는 수많은 학자와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점과 서부 경남권의 중심인 진주시 지
수초등학교에서 걸출한 기업가들이 많이 배출된 점을 착안하여,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의 뿌리를 찾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남명의 경의사상과 지수초등학교 출신 1세
대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 간의 사상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한국 상황에 맞는 기업가정신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온고
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남명 조식의 경의사상과 1세대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을 적극
적으로 융합하여 한국형 기업가정신의 사상적 기틀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문화양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배한 것은 사실
이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애국과 관련된 우국애민, 사업보국, 국리민복은 기업가
정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즉, 수천 년 동안 한(韓) 민족으로
서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의 민족성을 남명 기업가정신에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기업가의 인격적 자질의 완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양, 인재경영, 인
재제일주의, 인화경영, 정도경영의 사상도 남명 기업가정신에 반영하였다. 수양과 인본
주의를 바탕으로 인재경영과 인재제일주의, 인화경영과 정도경영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남명을 비롯한 수많은 성현들이 외쳐왔던 애민정신과 민본사상이 현대적으로 재
해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기업가가 기존의 기업가정신에서 강조된 혁신성, 리
더십, 의사소통과 같은 역량을 함양하고 계산된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면, 자신
의 조직에서 발생하는 위기와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훌륭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
이다.
개인이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인 교
육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을 지원해 주기 위한 노력이 많아질수록, 많
은 인재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적인 과업들을 달성할 것이
다. 즉,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발굴하는 것에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에는 우리가 서구로부터 그대로 도입된 기업가정신을 활용하였
다면, 이제는 한국 기업가정신의 뿌리와 문화원형적 측면으로부터 도출된 민족적ㆍ문화
적 특성들이 잘 반영된 남명 기업가정신을 고양함으로써 위태로운 현 경제 상황을 타개
함과 동시에 기업가정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와 활성화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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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of First Generation
Entrepreneurs from Jisu Elementary School and
Kyeong-Eui Spirit of Confucian Nammyeong
1)

Deok-Hyun Kim*ㆍDong-Hee Yoo**ㆍDae-Yul Jeong***

Abstract
The emergence of entrepreneurs with the right spirit is expected not only
to be a growth engine for new industries, but also to generate employment
and value creation through start-ups. Nevertheless, some companies set-up
by first generation entrepreneurs who contributed to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good entrepreneurship at the beginning caused social
controversy due to hereditary inheritance by family members and managerial
distress. As a result, anti-corporate sentiment toward immoral companies
prevailed, which weakened the entrepreneurship of first-generation entrepreneurs.
This study proposes a traditional style of entrepreneurship, one that is needed
today to strengthen the nature of entrepreneurship and its ongoing success. To
this end, we derived the core elements necessary for Korean entrepreneurship
based on the Kyeong-Eui spirit which founded by Nammyeong(Cho Shik), a
greatest Confucian in the middle of Chosun Dynasty. Also, we study the main
spirit of three first-generation entrepreneurs who founded Samsung, LG, Hyosung
Group from Jisu Elementary School in Jinju, Korea.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Confucian Nammyeong and three entrepreneurs, we
found three main sprit, humanism, patriotism, and pragmatism. On the basis of
these concepts, we proposed a traditional Korean entrepreneurship, ‘Nammyeong
Entrepreneurship.’ The results of our study will hopefully expand and activate
positive awareness of entrepreneurship and its value.
<Key Words> Entrepreneurship, Confucian, Nammyeong, Kyeong-Eui Spirit, Korean
First Generation Entrepreneur, Capital of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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