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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기업을 이룬 LG그룹 창업주 연암 구인회 회장의 기업
가정신과 그 원류에 관한 연구이다. 연암 구인회는 조선시대 명문 유학자 가문인 능성 구
씨의 집안 출신이다. 그의 조부인 구연호는 구한 말 홍문관 교리를 지냈으며, 일제 침략
으로 나라가 혼란해지자 낙향하여 망국의 한을 다스리면서 손자 구인회를 훈육하고, 구국
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바쳤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구인회는 유교적 가풍을 중요시는
하는 훌륭한 기업가이자 애국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은 인화와
인간존중, 도전과 개척정신, 부(富)의 사회적 환원으로 요약된다. 구인회 회장은 다양한
인적 자원을 인화단결이라는 기업가정신으로 잘 이끌었다.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정
신을 통한 기술개발은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이 되었다. 또한 국민들이 필요로 하
는 제품의 국산화를 통해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정당한 이윤추구를 통해 재산을 축
적하면서 사회가 필요로 한 곳에 부(富)를 유용하게 베풀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재벌가들
의 이미지는 형제간 상속권 및 경영권 분쟁, 가족들의 갑질 횡포와 일탈 행위 등으로 급
속히 추락하고 있다. 반면,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은 존경받는 기업인이 가야 할 올바
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
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구현을 위해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을 다
시 한번 더 되짚어보고, 그 정신적 원류를 밝혀 널리 알리고자 한다.
<주제어> LG 그룹, 구인회, 기업가정신, 인화정신, 도전정신, 개척정신, 부(富)의 사회적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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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고난의 역사였다. 일본 식민지 생활 36년에 이어, 6ㆍ25 전쟁
의 아픔과 폐허를 딛고 짧은 기간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
다. 이러한 원동력에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초기 창업주의 경영철학 및 리더십
을 만든 기업가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은 기업인들이 경영과정
에서 봉착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끌어내는 지혜를 제공해주며, 복잡
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점검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다. 훌륭한
기업가정신은 성공적인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 변화와 발전의 핵심 원
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김진수ㆍ이창영, 2014).
기업가란 기업에 자본을 대고 기업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기회를 활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기업가정신은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가 지닌 사상과 행동철학이다. 이는 이윤추구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 기업가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을 의미
한다. 현대사회에서 기업가정신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을 건실하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가로서 또는 경영자로서의 이념과 경영철학을 말한
다(권경자ㆍ서진영, 2019).
최근 우리 사회는 재벌가의 상속권 및 경영권 분쟁, 기업인 가족의 갑질 횡포와 일탈
행위, 재벌 2세들의 비도덕적인 행동, 기업 간 갑을관계 형성, 불공정한 경영방식 등으
로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인에 대한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지
고 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
은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 혹은 공헌, 기부 등의 형태로 이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국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기업에 대한 언론지상에서의 오도는 자라나는 세
대들에 대한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덕현 등, 2020).
기업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일부터 출발한다. 존
경받는 기업인은 기업 내부에 있는 직원을 일하는 기계가 아닌 기업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여기면서 인격적으로 존중할 줄 안다. 기업주가 직원의 말에 경청하면서
공감해 주고 배려하면 의견을 제시하는 직원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
게 된다. 의견을 제시하는 직원은 기분 좋음을 느끼고 기업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발휘한다. 또한, 외부 협력사 사람에 대해서도 갑과 을의 관계
가 아닌 공정하고 성실한 계약 관계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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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기업이 생산해 낸 핵심 제품이 생산비용에 상응하여 가격이 적합해야 하
며, 고객이 만족할 정도로 서비스 품질이 좋아야 한다.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은 고객과 지속적인 의사소통
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업의 구성원들은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흐름을 제대
로 직시하고 도전과 개척정신을 지녀야 한다. 현재는 고객이 아니더라도 잠재적으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일반 국민의 윤택한 삶에 도움을 준다는 관점에서 기업의 사
회적 책임과 사회공헌 활동도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성 등을 잘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눈앞의 작은 이윤에 연연하면 발전할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밑바탕으로 의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부(富)의 사회
적 환원’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국민의 사랑
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나라 기업인으로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 중의 한 분이 바로 LG그룹의 창업주 연암(蓮庵)1) 구인회 회장이다
(손용석, 2009; 정대율 2021; 이충도, 2021).
창업 당시 LG그룹은 철저한 유학적 사상에 기초하여 가족 구성원들과 일가친척들이
중심이 된 인화경영을 하였다. 한국의 대기업 그룹(일명, 재벌)중 4세대에 걸쳐 소유ㆍ
경영권 승계는 2018년 LG그룹이 처음이다(김동운, 2019). 본 연구에서는 소유ㆍ경영
권 승계가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고, LG그
룹이 오래가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해가는 데 있어 그 원동력이 되는 창업주의 기업가정
신과 후대들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경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삼성 이병철 회장과 함께 같은 지수초등학교 동문이면서 오늘날 굴지의 기업을 이룬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는 이병철 회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
이다. 박유영ㆍ이우영(2002)은 한국 창업 CEO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에서 구인회
의 기업가정신을 ‘실천주의’, ‘인화경영’ ‘정도경영’으로 대표된다고 하였다. 그들의 논
문에서는 연암 구인회 LG그룹 창업 회장의 생애와 시대적 환경, 연암의 창업정신과 기
업가정신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형성되고 구현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연암의
기업 경영을 통해서 드러난 기업가정신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루고 있다. 이들의
연구 외에도 정대율(2021)은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으로 개척정신과 실천주의, 인
화중심 정도경영, 유교적 가족주의와 인재경영, 기술혁신과 품질경영, 사업보국과 사회
적 공헌을 들고 있다. 또한 조영삼 등(2020)은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으로 인화경
1) 연암이라는 호는 살던 곳에서 따온 것이다. 구인회 회장은 공장을 부산의 부전동에서 연지동으로
옮기면서 인근 400평 부지에 주택을 지어 오래 살았다. 그 집 바로 위에는 암자와 연못이 하나
있었다. 이런 연유로 연지동의 연(蓮)자와 암자 아래의 주택이란 의미로 蓮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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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및 정도경영을 제시하고, 이것을 남명 조식선생의 경의사상과 연계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의 뿌리에 대한 명확한 학술적 근거
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을 재해석하면서 오늘
날 기업 경영의 핵심 화두로 등장한 ESG 경영을 담기 위하여 그의 기업가정신을 ‘인화
단결’, ‘도전과 개척정신’, ‘부(富)의 사회적 환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구인회 회장과 관련하여 저술된 다양한 논문과 도서들을 기초로 그의 성장 배
경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의 기업가정신의 뿌리를 밝혀보고자 한다. 특
히 본 연구에서는 구인회 회장의 가문과 성장 배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밝힘으로써 그
의 기업가정신의 뿌리가 유교적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암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과 경영철학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책은 그의 아들
상남 구자경 회장의 부탁을 받아 김영태(2012)가 저술한 『비전을 이루려면Ⅰ, Ⅱ』이다.
구자경 회장은 김영태 작가에게 소설화된 전기를 쓰지 말고 경영자로서의 철학, 신념,
전략 등을 부각하여 후세 경영자들의 필독서가 되는 전기를 써 달라고 부탁했다. 본 연
구에서는 LG그룹의 홈페이지와 김영태(2012)의 저서에서 밝힌 ‘구인회 회장의 어록’
속에 담긴 말의 많은 부분들이 유교적 사상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다
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그의 기업가정신의 요체인 ‘인화단결’, ‘도전과 개척정
신’, ‘부(富)의 사회적 환원’이 그의 아들 구자경 회장과 손자 구본무 회장을 거쳐 4세
경영자인 구광모 회장이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ESG 경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있
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미래 우리나라 기업 경영의 길을 여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 형성 배경
1. 명문 유학자 집안의 출생과 성장 배경
구인회 회장은 1907년 8월 27일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승내리)2)에서 구재서
2)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는 상동마을과 하동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상동마을은 능성 구씨들이 주로
살며, 하동마을은 김해 허씨들이 주로 살고 있다. 일제의 침탈이 본격화되던 구한말 일본인들이
승산리의 기운을 가두기 위해서 승내리로 마을 이름을 바꾸었다가 해방 이후 다시 승산리로 변경
되었다. 승산리는 550년 전부터 김해 허씨들의 세거지로서 조선시대 영남 일대의 최고의 부자 마
을이었다. 구한말 승산마을에는 만석군이 2가구, 천석군이 17가구나 있었다고 한다. 한양에서 ‘진
주는 몰라도 승산은 안다’라고 할 정도로 한양의 명문 세도가들이 승산마을의 만석군들과 혼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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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再書)공과 진양 하씨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본관은 능성 구씨이다. 능성 구씨
의 시조는 고려 벽상공신인 구존유(具存裕) 장군이다. 벽상공신은 개국과 무신의 난 때
공을 세운 신하 가운데, 그 초상을 공신당의 벽에 그려 모신 분들을 가리킨다. 구씨들
이 승산마을에 정착하게 된 것은 1700년경 구존유의 18세손이며 구인회의 7대조인 구
반(具槃) 공이 승산의 만석꾼이자 무관이었던 허륜(許綸)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 셋을 두
고 일찍 요절하는 바람에 부인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친정인 승산에 살게 되면
서부터 시작되었다.
구반은 3남을 두었으나, 그 손자대에 이르러서는 손자가 9명, 손녀가 5명 등 가족의
수가 상당히 불어났다. 이후 문과 급제자 1명, 무과 급제자 4명, 진사급제자 1명이 배
출되어 관계에 진출했다(원창애, 2017). 이들 후손들은 경상우도를 대표하는 남명학파
의 핵심적인 가문과 혼인관계나 교류를 가짐으로서 남명학파와 연계되었고, 그 영향력
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진양 하씨 창주파는 남명을 모신 덕천서원 원장을
지낸 하등의 후손인데, 그 종가가 곧 구인회의 장남으로 그룹의 회장을 지낸 구자경의
처가이다. 재령이씨, 함안조씨, 경주이씨 등도 다 남명학파의 핵심 가문인데, 다 구씨
가문과 훈사가 있다(허권수, 2018). 이렇게 본다면 구인회 회장은 명문 유학자 집안 출
신이라 할 수 있다.
구인회가 태어나던 1907년 조선에서는 국채보상운동, 헤이그 밀사 사건과 고종 황
제의 강제 퇴위,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령으로 전락한 한일 신협약 체결, 군대 해산
등이 있었다. 구인회의 조부인 만회공 구연호는 구한 말 최고의 한학자로 과거시험에
급제하여 홍문관3) 교리를 지냈다. 그래서 승산마을 사람들은 구인회 집안을 구교리댁
으로 불렀다. 만회공 구연호는 경연청 시독관과 사기를 기록 관리하는 춘추관의 기주
관을 지냈으므로 고종 임금의 총애를 많이 받았다. 이에 1910년 조선왕조가 한일합병
으로 망한 이후 조정의 일을 사절하고 고향인 지수 승산리에 낙향하여 후학의 양성에
혼신을 다하였다. 특히 그의 손자 구인회를 15살 때까지 직접 한문을 가르쳤다(허권수,
2018).
연암 구인회는 조부 밑에서 한학을 배웠으며, 13세가 되던 1920년에는 같은 동네
바로 옆집의 만석군 집안 김해 허씨(허을수)와 결혼하였다. 당시 구인회 집안은 연 3백
석 규모의 집안으로 동네에서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교리 출신 명문 집안임을 자부
했다. 그는 결혼한 이듬해에 처남 허선구의 권유로 지수보통학교(지수초등학교) 2학년
에 입학하게 된다. 1921년 지수보통학교4)가 승산리에 설립되면서 구인회는 자신이 사
맺기를 원했고 한다(이충도 2018; 정대율 2021).
3) 홍문관이란 조선시대 중앙관서의 벼슬 가운데서 으뜸으로 꼽았던 삼사(三司), 즉 홍문관, 사헌부,
사간헌 중의 하나로 경서(經書)와 문한(文翰)과 경연(經筵)을 맡은 관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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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네에서 최초로 신식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수적 가정에서 태어나 한학을
익히던 구인회는 만석군 집안과의 결혼과 함께 지수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신식학문을
익히면서 그의 인생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지수보통학교 입학한 구인회는
이병철, 조홍제 등 인생에서 가장 값진 친구들을 만난다(정대율, 2021).
1924년 4월 18세의 청년이 된 구인회는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普)에 입학하
여 다녔다. 당시 중앙고보는 고려대학교의 설립자이신 인촌 김성수 선생이 인수한 후
학교를 크게 일으켰으며, 민족정신의 교육을 강조했다. 시골 청년 구인회는 학교에 들
어가자마자 교내 독서클럽에 가입하여 많은 동서고금의 유명 서적들을 모조리 읽었다.
이것이 훗날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1926년 장인인
허만식 진사가 돌아가셨고, 학비를 대어줄 형편이 안 되어 고향에 내려왔다.
낙향 후 그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장근회5)를 결성하여 소비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
였다. 그 후 그는 소비협동조합운동을 현실화하여 1929년 지수협동조합(智水協同組合)
을 조직하고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그는 포목의 유통경
로와 마케팅 기법을 체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아일보 진주지국장이 되어 언론보급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이것이 그에게 사업과 대중매체에 눈을 뜨게 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정대율, 2021).

2. 사업의 전개
구인회는 낙향 후 3년 동안 협동조합을 키우는 일에 열중하면서 승산마을은 자신의
활동 무대로서는 너무 좁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진주에 나가 포목점을
열어 사업을 할 계획을 세운다. 당시 진주는 경남의 중심지로서 많은 물산이 몰렸으며,
인근의 산청 등에서 누에생산이 활발히 진행되고 비단이 생산되면서 실크산업이 태동
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또한 진주는 많은 기방들이 있어 비단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포목상을 하기에는 진주가 가장 좋은 장소였다. 그렇지만 당시까지
만 해도 양반가에서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터부시 되었기에 집안 어른들
은 초기에 반대를 하였다.
구인회는 당시 지수협동조합과 거래하였던 진주의 천종만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천
종상점을 찾아가 포목상 경영에 관한 지식을 수집하는 등 치밀하게 사업을 준비하였
4) 지수초등학교는 당시 승산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1921년 5월에 개교하였다. 특히 교사를 지을
부지는 청계공 허복선생이 희사하였다.
5) 장근회는 승산리 청년들이 근로와 식산의 결과로 잘 살아보자는 일종의 협동조합운동이다. 이것
은 마을 소비자들이 협동하여 석유, 비누, 광목, 비단 등 일용잡화를 싼값으로 공동 구매하여 나누
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목적한 것이고 일본인 장사치들의 폭리를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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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침내 그는 부친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2,000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으나
그 자금으로는 포목상을 하기에는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처갓집의 도움을 받아 동생
구철회와 함께 3,800원의 자본을 확보하여 1931년 7월 진주중앙시장의 중심지에 ‘구
인회상점’을 열어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당시 비단은 매우 가격이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포목업은 상당히 경기에 민감하였
다. 그는 장사를 잘 하려면 상품의 구색을 잘 갖추어야 하고, 경기예측과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과감하게 투자의 수위를 높였다. 그리
하여 그는 부친을 설득하여 부친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8천원을 융자받
아서 경영 규모를 확대하였다. 그는 장사에 있어 값을 깎아주지 않는 대신, 자를 속이
지 않고 신용을 쌓는 것을 중요한 상도(商道)라고 여겼다. 그리고 포목장사를 통해 정
확한 수요예측으로 비수기에 물건을 싸게 사두었다가 성수기에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올린다는 것을 터득하였다.
광복 후 구인회는 포복 사업으로 번 돈으로 진양, 의령, 함안, 고성 등지에 구입한
토지를 모두 매각하여 현금을 마련했다. 광복 후 어수선한 시국을 동생들과 분석한 구
인회는 부산 서대신동에 조선흥업사를 세워 무역업을 시작했다. 그 후 동생 구정회의
제안으로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고 럭키크림을 생산하여 판매했다. 락희크림은 처음에
유리병에 담아 팔아 깨지기 일수였다. 구인회는 유리병 대신 깨지지 않은 플라스틱에
락희크림을 담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플라스틱 화학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럭키크림이 잘 팔리자 구인회는 1947년 1월 5일 회사의 형태와 조직을 갖춘 락희화
학공업사를 설립했다. 이 때 승산마을 만석군 허준의 아들 허만정 선생은 자기 자산의
1/3을 투자하고 장남 허정구를 구인회에게 사업에 동참하도록 부탁한다. 이것이 승산
마을 구씨와 허씨가 크게 손을 잡고 소상인적 지주형 기업가에서 탈피하여 근대적 기
업가로 변화하는 첫걸음이었으며, 오늘날 LG/GS 그룹이 만들어지는 원동력이 되었다
(정대율, 2018).
구인회는 무역업이 큰 이윤을 남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1956년 4월 30일 락희
산업주식회사의 상호를 반도상사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서울로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그 후 반도상사는 삼성물산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입의 첨병이 되어 국산품 수출의 중
심기업이 되었다. 해외 수출입에 몰입하던 구인회는 라디오, TV 등 고급 가전기기가
미래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1959년 2월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회
사인 ‘금성사(현 LG 전자)’를 설립하였다. 금성사는 1959년 8월 국산 라디오 제 1호인
A-501 모델 시제품을 완성하여 상공부 제4133호로 상표등록을 마치고 제품생산에 돌
입하였다. 이로서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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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6 군사정변 이후 군부는 당시 대기업들에게 비료, 정유, 종합제철, 화학섬유, 시
멘트 등의 기간산업에 진출할 것을 명했다. 구인회는 화학섬유 계통의 아세테이트 인
견사 공장과 전기기기 공장을 짓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군부는 LG에게 송배전선공
장을 지을 것을 명령했다. 1962년 4월 19일 구인회는 서독 푸어마이스터 사의 뷸거
사장과 만나서 송배전 및 통신용 전선 제조기 도입을 위한 295만 달러 차관 계약을 체
결했다. 이로써 오늘날 정보통신혁명의 기수인 전기ㆍ전자산업의 기틀을 완성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1969년까지 1964년 냉장고, 1968년 에어컨, 1969년 세탁기 및 승
강기류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국민 생활 혁신을 가져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구인회 회장이 최초로 설립한 락희화학은 1969년 매출액 100억원을 달성하고 최초
기업공개를 단행하였다. 1995년 회사명을 LG화학으로 바꾸고 화학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달성하였다. 그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2017년 종업원 29,573명,
매출액 25.7조원, 총자산 21.1조원으로 성장하였다. 2021년 1월 초 주당 주가가 100
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기업가치 성장을 이루었다(정대율, 2021).

3. 형제간 우애를 중시하는 가풍(家風)
구인회 회장은 엄격한 유교적 교리를 중시하는 가풍(家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의리가 강했고 형제간 우애가 돈독했다. 유교에서 의(義)는 주어진 상황에서 마
음을 절제하여 사리(事理)를 판별하는 옳고 마땅함을 말한다.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
서는 형제간 우애가 돈독해야 한다. 구인회 회장은 여섯 살 때부터 양정재(養正齋)에서
할아버지 만회(晩悔) 구연호(具然鎬) 공으로부터 한학을 지도받았다. 구연호 공은 외아
들인 구재서 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훈을 만들어 남겼다.
“선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도(道)를 좋아하고 분수를 지켜야 하며, 덕을 좋아함을 색
을 좋아하듯 하고, 악을 보면 끓는 물 피하듯 하라. 어버이 섬김에는 효도를 지극히
하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공경함으로 몸을 닦아라. 선조에게 제사하는 날에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하고 조심하며, 나의 정성과 공경을 다하면 혼령이 너그러이 계신
듯하리. 형제간과 종족 사이는 공손하고 좋아할 뿐 서로 따지며 맞서지 말고, 작은 분
노를 참지 못하면 마침내 어긋나게 된다. 자손이 착하지 못하면 조상을 잊기 쉬우니
선대 훈계를 삼가 이어받아 변하지 말라. 아득하게 어두운 세상을 만나면 자취를 거두
고 빛을 숨겨야 하고 두렵고 스스로 조심함이 깊은 못을 만난 듯 얇은 얼음 밟듯이 하
여라.”6)
6) 김영태(2012), 비전을 이루려면Ⅰ, ㈜LG, pp.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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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호 공이 남긴 가훈은 후손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아들 구재서 공은 아버
지를 모시고 구인회 회장을 비롯한 10남매의 자녀와 손자까지 4대가 함께 하는 대가족
생활을 통해 집안의 규범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썼다. 형제간과 종족 사이 공손과 우
애를 중시하도록 한 가훈에 따라 형제간의 극진한 우애와 화목, 공동운명체라는 의식
을 심어 주는 일에도 힘을 쓰면서 근면 성실함을 으뜸으로 삼도록 가르쳤다(김영태,
2012). 구재서 공은 아이들에게 어떤 물건을 사면 사용 기간을 미리 정해 주었다. 정해
진 기간까지 아껴 쓰도록 했으며, 한 푼의 돈도 해프게 쓰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부
모형제에게 의존하지 말고 경제적 독립을 이룩해야 하고, 돈에 대한 셈은 내외간, 형제
간 할 것 없이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조부와 부친의 가르침 덕분에 구인회
회장은 장남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완수하면서, 형제간의 우애를 실천하는 일에 솔선수
범했다. 이러한 형제 간 우애를 중시하는 집안의 가풍은 구인회 회장이 가장 중요시하
는 기업가정신인 인화단결로 귀결된다.

4. 우국애민 정신
구인회 회장의 부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가정신이 형성된 밑바탕에는 조부와 부
친의 우국애민(憂國愛民) 정신이 들어 있다. 구인회 회장의 조부인 구연호 공은 조선 고
종 때 홍문관 교리가 되어 임금 앞에서 경서를 강론했다. 구연호 공은 벼슬에 나아갈
때는 임금과 나라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과 복록을 구하지 않았으며, 경술국치 후
에는 고향에 은둔하여 지조와 절의를 지켰다.7)
구연호 공은 파리장서운동을 일으킨 곽종석과의 관련성 추궁으로 구박과 수모에 시
달렸다. 파리장서운동은 유림 대표들의 독립청원운동으로 1919년 137명의 유림 대표
가 전문 2천 674자에 달하는 장문의 한국독립청원서를 파리강화회의에 보냈다. 이 장
서는 심산 김창숙이 짚신으로 엮어서 상해 임시정부로 가져갔다. 임시정부에서는 다시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한문 원본과 같이 3천부씩이나 인쇄하여 파리강화회의는 물
론 중국, 그리고 국내 각지에 배포했다. 1919년 4월 2일 성주의 만세시위 때 이와 관
련된 성주의 유생들이 체포됨으로써 일본 관헌에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완강히 비
밀을 지켰기 때문에 활동의 전모는 드러나지 않고 곽종석, 장석영, 송준필 등 20명만
노출되어 체포당했다. 후에 상해에서 각 고을 향교로 발송한 한문 본 청원서가 발각됨
으로써 137명의 이름이 알려졌고, 수많은 유림들이 체포되고 투옥되었다. 구인회는 조
부인 구연호 공이 일본 관헌의 구박과 수모에 시달리는 것을 목격하고, 훗날 산업을 일
7) 具然鎬, 『晩悔遺稿』 卷2, ｢行狀｣: 嗚呼, 士之任乎衰季者, 鮮有不隳損名節, 惟公其進也, 心君國而非干
祿也, 其退也, 能見幾而不濡跡也, 則痛不欲生而不出門以終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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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키면서 민족의 이익과 나라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다.8)
1921년 구인회가 3학년이 되던 해에 민족 감정을 건드리는 사건이 지수보통학교에
서 터졌다. 일본 큐슈에서 온 지수보통학교의 다가시하 교장의 아들이 정진화라는 학
생과 싸웠는데, 교장의 아들이 많이 맞았다. 선생들은 교장의 아들만 두둔하면서, 정진
화만 학교가 끝날 때까지 교무실에 꿇어앉히는 벌을 주었다. 학생의 아버지인 정 진사
는 몽둥이를 들고 교장을 찾아 따지려고 했지만 다가시하 교장은 사택 안으로 숨어 버
렸다. 정 진사는 사택을 습격해서 유리창을 쳐부수었다. 이튿날 출근한 교장은 정진화
의 퇴학 결정을 내렸다. 교장의 편파적인 처벌에 구인회를 비롯한 학생들은 휴학을 결
의했고, 진정서를 도지사, 군수 등에게 보냈다. 도에서는 다가시하 교장을 산청의 어느
산골 교장으로 전임 발령을 냈다. 동맹 휴학을 주도했던 구인회를 포함한 10명의 품행
평가는 갑(甲)에서 병(丙)으로 떨어져서 학적부에 기록되었다.
부친 구재서 공은 1922년 의령 독립만세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출감한 구여순 선
생과 진주의 이주현, 김영조 선생에게 상하이 임시정부로 가는 여비와 상하이 임시정
부 김구 선생에게 일화 5,000앤을 기탁했며, 이들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의열단에 가
입하고 의거를 행할 수 있게 지원했다. 구인회 회장도 1942년 백산 안희제를 통해 상
하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 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김영태, 2012). 조부와 부친에게
배웠던 우국애민 정신은 구인회 회장의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중시하면서 부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가정신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Ⅲ. 연암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
연암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가 이룬 업적에 비하여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나 현대의 정주영 회장과 비교할 때 비교적 연구가 적은 편이다. 기업가
정신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을 건실하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
는 기업가로서 또는 경영자로서의 이념과 경영철학을 말한다(민경호, 2001). 본 연구
에서는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을 정립하기 위하여 구인회 회장의 경영이념과 경영
철학에 관한 연구를 포괄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표 1> 참조). 그리고 이들 연
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들을 묶어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
정신으로 인화와 인간존중, 도전과 개척정신, 부(富)의 사회적 환원으로 나누었다.

8) 김영태(2012), 비전을 이루려면Ⅰ, ㈜LG,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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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주요 학자별 제시 내용
연구자

기업가정신 관련 개념

조경식(1986)

인화(人和)에 바탕을 둔 불굴의 개척정신,
인간 존중의 경영 철학

김성수(2000)

인화단결주의, 가족주의, 근검절약주의, 도전과
개척주의, 신념주의, 인재중용주의, 기술혁신주의,
국제화와 정도주의, 사업보국주의, 국민생활편의주의

최종태(2000)

사람 중심, 인간 존중, 인화(人和)
민족정신에 입각한 진취적 의지와 신념

박유영ㆍ이우영(2002)

실천주의, 인화경영, 정도경영

손용석(2009)

도전과 개척정신,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인재중용주의, 인화ㆍ단결

조영삼 등(2020)

인화경영, 정도경영

김덕현 등(2020)

실천주의, 인화경영, 정도경영

정대율(2021)

개척정신과 실천주의, 인화중심 정도경영, 유교적
가족주의와 인재경영, 기술혁신과 품질경영,
사업보국과 사회적 공헌

비고

상생 철학
민족 철학

미출판

1. 인화(人和)와 인간존중
‘인화단결(人和團結)’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화합하며 한마음으로 단합하는
것이다. 구인회 회장은 인화단결과 구성원 서로 간의 신뢰와 협조를 통해 부드러운 기
업 풍토를 조성했다.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인 ‘인화단결’은 오늘날 LG의 사훈(社
訓)이면서 구씨 집안의 가훈이다. 인화의 중요성은 맹자의 다음 내용에서 유래한다.
천시(天時)가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地利)가 인화(人和)만 못하다.9)
맹자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날씨 등과 같은 천시(天時), 사면으로 수비에 유리
한 험준한 지형, 성벽의 견고함과 같은 지리적 이점, 한마음 한뜻이 되는 인화 모두 필
요하다고 보았다. 그 중에서도 맹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정신적 교감과 단결인 인화(人
和)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봤다. 전쟁에서 날씨를 비롯하여 지리적 이점이 있지만,
내부 구성원 간의 분열이 있거나 반목, 배반이 있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 『孟子』 ｢公孫丑 下｣ 第1章：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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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천시(天時)는 세계적인 흐름을 말하며, 지
리(地利)는 시장을 의미하고, 인화(人和)는 사람을 중시하는 것으로 사람 간 조화와 화
합을 말한다. ‘화(和)’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뜻이 맞아 사이가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세계적인 흐름을 잘 타면 엄청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시장
을 잘 활용해도 이익을 도출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인화(人和)이다. 인화(人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 주는 경청
과 공감, 배려가 필요하다. 믿는다는 것은 참말을 하기 때문이다. 믿기 때문에 상대방
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해 주면 배려하는 마음이
나온다. 기업주가 직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부속품처럼 취급하면 직원은 기업주의 행동
에 반목을 하게 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분위기 된다.
반대로 기업주가 직원의 말을 경청하면서 공감해 주고 배려를 하면 의견을 제시하는
직원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의견을 제시하는 직원은 기분
좋음을 느끼게 되고 기업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자발적, 능동적으로 발휘한다.
세계적인 흐름을 잘 읽고, 시장의 이점을 잘 잘 활용하면서 기업주와 직원이 한마음이
되면 소통과 교류가 원만해지고, 서로를 아끼는 가운데 신바람이 일어나고 생산성이
향상되며 회사는 경쟁력을 갖추어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구인회 회장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구씨 집안 형제와 2세들은 물론, 허씨 집안사
람들까지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진 인적 구성을 잘 이끄는 비법이 인화단결임을 체
득했다. 1946년 허만정 공이 구인회 회장에게 사업 자금을 맡길 때 허준구는 락희에
합류했다. 그 후 허씨 집안 형제들이 잇달아 락희 경영에 참여했다. 구인회 회장은 구
씨와 허씨, 두 집안이 기업을 함께하면서도 잡음이 나지 않도록 인화단결로 통솔해 나
갔다(김영태, 2012).
인화단결은 서로 간에 세운 원칙을 준수할 때 이루어진다. 구인회 회장은 골육 간에
재산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늘 강조했다. 골육 간 재산 분쟁을 막기 위해
구인회 회장은 회갑도 되기 전에 원칙에 따라서 재산 분배를 마쳤다. 말썽의 여지를 처
음부터 없앤 조치이다. 대기업 재벌 집안 형제간 상속 재산 분쟁이나 경영권 분쟁과 비
교되는 부분이다. 구인회 회장은 금성사 경영 방침을 정할 때 인화 단결의 중요성을 다
음과 같이 밝혔다.
“원활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삼아 조직 구성원을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간중심의 경영철학을 단적으로 표방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총화단
결과 협동정신을 경영의 기조로 삼고 있다.”10)

10) 김영태(2012), 비전을 이루려면Ⅱ, ㈜LG, p.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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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안에 일가친척의 특혜가 주어지면 조직 구성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 위화
감이 조성되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 둔화되고 인화단결이 저해된다. 구인회 회
장은 일가친척이라 해서 특혜를 주어 중요한 자리에 곧바로 앉히는 법은 없었다. 누구
나 밑바닥에서부터 철저히 배우고 경험을 쌓으며 능력을 입증해야 등용되었다. 구인회
회장은 항상 검소한 옷차림에 직원들과 함께 곰탕집에도 자주 가면서 인간적인 교류를
하며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이나 생산 과정의
개선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신의 분야에 어느 정도 몰입하는냐에 따라 달라진
다. 기업 비용을 절감하는 비법도 직원들 마음속에 자리잡은 근검절약정신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직원의 태도와 교육에 달려 있다(이건
창, 2009). 인간 중심의 경영철학을 강조했던 구인회 회장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
과 배려를 지니고 있었다. 각자가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과를 내도록 도움을
주는 인화단결을 기업 활동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구인회 회장의 인화단결은 구자경 회장의 인간존중 경영으로 이어졌다. 구인회 회장
이 해방 후 부산에서 트럭 운수업을 시작할 때, 허만정 공이 셋째 아들 허준구를 데리
고 와서 자기 아들을 맡아서 훈련도 시키고, 경영교육도 좀 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그
리고 동시에 사업 자금도 투자하고 싶다는 제의를 했다. 허만정 공은 구인회 회장의 장
인인 허만식 공과는 재종간이었다.11) 구인회 회장은 허만정 공의 부탁을 모두 받아들
였다. 이 때부터 구씨 집안과 허씨 집안 사람들의 동업 관계가 시작되었다. 구본무 회
장 시절 LG그룹은 구인회 회장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구씨 집안 형제와 허씨 집안
사람들의 동업 관계를 슬기롭게 청산했다. 구씨의 LG그룹과 허씨의 GS 그룹 분리가
마찰 없이 마무리된 것은 구인회 회장이 강조했던 인화단결의 결실에 해당한다.

2. 도전과 개척정신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고 직원의 실패에 대한 추궁만 하면 직원들은 도전을 회피하거
나 두려워한다. 기업이 혁신을 하려면 도전의 실패에 대한 지원과 도전을 장려하는 기
업 풍토가 필요하다(이명호 등, 2015). 성공적인 기업가는 위기나 환경 변화에 민감하
게 대처하고, 도전 정신과 과감한 결단력을 통해 스스로 모험과 위험을 대처해나간다.
구인회 회장은 시대의 변혁과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힘을 기르면서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자세를 중시했
다(김영태, 2012).
11) 허만정 공은 만석군 허준 선생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 진주에서 일신여고(현 진주여고)
를 세우고, 안희제 선생이 백산상회를 통해 독립자금을 모으는 데 일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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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 회장의 도전과 개척정신은 지수보통학교 졸업 후 서울중앙고등보통학교 입
학, 일본인 가게가 무색하도록 잘 운영했던 지수협동조합 운영, 진주의 포목 사업으로
이어졌다. 동아일보 지국장을 하면서 국내외 사정에 밝았던 구인회는 진주에 가서 포
목 사업을 구상한다. 조부와 부친에게 포목 사업을 해보겠다는 결심을 내비치자 심사
숙고하던 조부와 부친은 의논 끝에 포목 사업을 허가하고, 부친은 구인회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한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아라. 여기 2,000원이 있다.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돈 전
부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돈으로 꼭 성공해야 한다.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낭패를
당하게 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믿기에 모든 것을 맡긴다. 십 년은 버텨 나가야 성공하
는 법이니, 도중에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12)
부친은 구인회를 믿고 있었다. 사업을 하다 힘들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책임
감을 가지고 십 년간 도전하고 개척하여 성공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삶을 살다 보면 어
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여 포기할 수 있다. 힘들어 포기하
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맹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13) 좌절을 딛고 단점을
보완하여 시련을 이겨내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부친으로부터 받은
종자돈 2,000원으로는 사업 밑천이 모자랐던 구인회는 큰집 양자로 간 동생 구철회와
처갓집에 도움을 청했다. 1931년 7월 두 사람은 진주에 구인회포목상점이라는 간판을
걸고 장사를 했지만 뻗어나가지 않았다. 구인회는 천종만의 도움으로 사업이 잘되어
진주에서 큰 장사꾼으로 성장했다.
도전과 개척정신을 지닌 기업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기발한
발상을 하는 아이디어맨이며 문제해결자이다. 기업가는 문제에 봉착하면 물러서지 않
고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그 방법을 수행해 나간다(이춘우, 2020). 구인회의 포목
상점은 번창했지만 홍수로 남강 둑이 무너졌고 포목이 물에 휩쓸려 갔다. 주변 상인들
이 실의와 혼란에 빠져 포기하고 있을 때 구인회 형제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물에
휩쓸려 가지 않은 남은 포목과 진흙 범벅이 된 포목을 건져 물에 씻어서 말렸다. 한 걸
음 더 나아가 장마진 뒤 풍년이 들었다는 경험을 살려 다른 포목 가게의 포목을 대량으
로 사들였다. 풍년이 들면 자녀들을 결혼시킬 것이고, 주단과 광목의 수요가 늘면서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가로서 구인회 회장의 판단과 예상은 적중
했다. 그해 가을 농사는 대풍년이었다. 서부 경남 일대의 사람들은 자식들의 혼례식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혼례식에 꼭 필요한 것이 비단과 명주와 같은 옷감들이었다.
12) 김영태(2012), 비전을 이루려면Ⅰ, ㈜LG, p. 80.
13) 孟子』 ｢告子 下｣ 第15장：故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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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이 옷감을 사기 위해 엄청난 양의 포목을 보관하고 있는 구인회상점으로 몰
려들었다. 대비를 하지 못한 다른 포목 가게들은 구경만 할 뿐이었다. 덕분에 구인회상
점은 홍수로 입은 손실보다 더 큰 이윤을 남겼다.
1940년 일본은 생활용품 통제령을 내려 모든 물자를 단속했다. 구인회 회장의 포목
사업은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되고 난관에 부닥친다. 위기의 순간 낙담하지 않고 창의력
을 발휘한 구인회는 80톤짜리 운반선 한 척을 구입했다. 하길상, 김필수 등과 함께 소
금, 고기, 식량, 술, 담배, 기름을 배에 싣고 가서 바다 가운데서 어부들이 잡은 생선과
물물교환을 했다. 생선을 가득 싣고 진주로 올라와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를 하는 방식
으로 이윤을 창출했다.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창의성과 추진력 발휘로 새로운 분야
에 도전하고 개척한 예이다.
구인회 회장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개척정신은 플라스틱 사업에서도 그 빛을
발휘하였다. 구인회 회장은 부산에서 조선흥업사를 차려서 사업을 시작하다 동생 구정
회의 제안으로 락희크림을 만들어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다. 크림 통 뚜껑은 베이클라
이트(석탄산수지)로 제조했는데, 운반하는 과정이나 판매 중에 충격을 받으면 파손되
고, 크림이 쏟아 흘러서 팔 수가 없다는 항의가 쏟아졌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고객 만족도가 낮아지면
해당 기업은 발전할 수 없다. 고객 만족의 중요성을 잘 알았던 구인회 회장은 깨지지
않는 크림통 뚜껑 개발을 지시했다. 6ㆍ25전쟁 발생으로 깨지지 않는 크림 통 개발은
어려움이 많았다. 전쟁 중 구인회 회장은 미군부대 PX에서 흘러나온 크림 통을 입수했
다. 가볍고 깨지지 않는 뚜껑을 보고, 재질을 알아보았다. 플라스틱이라 불리는 합성수
지였다. 구인회 회장은 개발 담당인 구태회 전무에게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도록 했다. 구태회 전무는 일본에 출장가는 삼성물산 조홍제 부사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조홍제 부사장은 일본에서 『합성수지제조총서』 여섯 권을 구입해서 구전무에
게 주었다. 구태회 전무는 그 책을 통해서 플라스틱 실체를 찾아냈고 구인회 회장에게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계와 원료를 사들일 것은 건의했다. 구인회 회장은 플라스틱 만
드는 기계와 원료를 거금을 들여 사들였고, 플라스틱 크림통 제조에 성공하여 락희크
림을 플라스틱에 담아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연이어 플라스틱 빗과 비누갑도 만들어
판매했다. 이것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
고 도전한 결과였다.
구인회 회장의 도전과 개척정신은 ‘남이 안 하는 것을 해라. 뒤따라가지 말고, 앞서
가라, 새로운 것을 만들라’는 평소 언행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구인회 회장의 이러한
소신과 도전정신으로 인하여 1955년 추석 대목에 맞추어 한국 사람 기호에 맞는 럭키
치약, 1965년 4월에는 냉장고, 1966년 8월에는 흑백 TV, 1967년 9월에는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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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5월에는 전기세탁기가 국내 최초로 생산되었다. 구인회 회장은 정부의 제2정
유공장 실수요자 공모에 도전하여 선정되었으며, 1969년 6월 3일 미국 쉐브론 자회사
칼텍스와 합작한 호남정유 공장을 완공했다.

3. 부(富)의 사회적 환원
기업은 이윤 창출과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
다. 유가의 전통적 교훈에서는 재산을 잘 축적하면서 능히 쓸모있게 베풀 줄 아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14) 더 나아가 신독(愼獨)을 통해 수양을 쌓아 나가는 만큼 백성에게
널리 은혜를 베풀어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15) 유가의
전통적 교훈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란 형태로 나타났다(이한구, 2015). 기업은 이
윤 추구하는 작은 이익에만 연연하면 발전할 수 없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보다 크고 넓
은 뜻을 지향할 때 성장할 수 있다(KBS, 2007).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윤리 경영의 활동으로 대중에게 보여지고, 부(富)의 사회적 환
원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김진수ㆍ이창영, 2014). 남을 나처럼 사
랑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축적한 재산을 활용하여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사
용한다.16)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인도 옳은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면서 사회에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베풀 줄 안다.17) 합리적인 사고와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시의적
절하게 배치해 이윤을 창출하고, 창출된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사회적 책임
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구인회 회장은 자가용을 타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합승 버스를 자주 이용했으며, 점
심 식사 때는 좁은 골목길의 국밥집을 애용하는 등 근검절약과 소탈함을 통해 재산을
축적했다. 의리에 부합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구인회 회장은 옳은 방법으로 재산
을 축적하면서 사회에 필요한 곳에 쓰는 돈에는 인색하지 않았다. 도움을 호소하는 주
변 사람에게 선뜻 거금을 내주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기도 했고, 일본 식민지 시대 백산
안희제 선생에게 독립운동자금으로 당시로서는 거금인 1만 원을 쾌척했다. 구인회 회
장은 기업 활동을 통해 이룩한 부(富)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뜻을 종종 피력했으
며, 금성사 경영 방침을 정할 때 부의 사회적 환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우리 회사는 최고의 품질, 최저의 가격, 성실한 서비스로 소비자(국민) 보호에 앞장
14) 『禮記』 ｢曲禮｣：賢者狎而敬之, 畏而愛之. 愛而知其惡, 憎而知其善. 積而能散, 安安而能遷.
15) 『論語』 ｢雍也｣ 28장：子貢曰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 何如, 可謂仁乎. 子曰何事於仁, 必也聖乎, 堯舜,
其猶病諸.
16) 『大學』 제10장：仁者, 以財發身, 不仁者, 以身發財.
17) 『禮記』 ｢曲禮｣：積而能散, 安安而能遷, 臨財毋苟得, 臨難毋苟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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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은 물론 신제품 개발을 통한 문화의 창조로 인간사회의 고차적 욕구의 일면을 충족
시켜주고 있으며, 고용증대, 인력개발, 이익의 균등 분배 등으로 기업의 사회성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18)
존경받는 위정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안다.19) 존경받
는 기업인 또한 부의 환원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 1961년
9월 24일 소비자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문화방송이 주관하고 락희화학, 락희유지, 금
성사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제1회 부산 시민위안재건풍년제’가 열렸다. 부산 공설운동
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하늘에는 경비행기가 날고, 인기 가수들이 출연했으며, 경품
추첨이 이어졌다. 이 날 행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김영태, 2012). 창출된 기업 이윤
의 사회적 환원이었으며, 부(富)의 사회적 환원이었다. 부산 시민을 상대로 락희와 금
성이라는 상표를 알리고 제품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1969년 5월 1일부터 인사 규정과 복무 규정을 제정하고 취업 규칙을 개정하여 사원
들의 복리 후생제도를 보완했다. 부산의 초읍 공장 부근에 18동의 사택을 지어 생산
부문의 주임 이상 사원들에게 무료 입주 혜택을 주었는데, 대지 80~90평에 건평 20평
규모의 방이 3개로 쓸모 있는 구조의 문화주택이었다. 미입주자에게는 별도로 사택 수
당을 주었다(김영태, 2012).
1969년 9월경 기업가정신을 기리기 위해 문화재단 설립 추진의 뜻이 모아졌고,
1969년 12월 27일 구인회 회장의 아호를 딴 연암문화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그
이후 연암문화재단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의 양성과 과학 기술의 진흥, 문화, 예
술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이것은 과학 기술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기
금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한 구인회 회장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구인회 회장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생각은 그의 경영철학인 사업보국(事業保
國)과 맞닿아 있다. 그는 명문 사대부 집안의 자손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
하였다. 그는 구인회상점을 통해 번 돈을 백산 안희재 선생의 요청에 독립자금으로 선
뜻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전달하는 일을 했
다. 이러한 구국정신의 그의 조부인 구연호의 낙향과 두문불출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그의 사업보국주의 경영이념은 세금의 납세와 고용효과, 무역과 경제개발, 공업화 협
력, 화학공업의 기여, 전기 및 전자산업의 발전, 호남정유를 통한 한국 에너지산업의
기여, 언론ㆍ문화사업에의 참여, 그가 개발한 제품의 국산화는 외국 상품이 판치는 한
국소비시장의 산업 판도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정대율, 2021).
18) 김영태(2012), 비전을 이루려면Ⅱ, ㈜LG, p. 367.
19) 『孟子』 ｢梁惠王 下｣ 제4장：樂民之樂者, 民亦樂其樂, 憂民之憂者, 民亦憂其憂. 樂以天下, 憂以天下,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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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 구인회 회장과 그의 아들 상남 구자경 회장은 지역민들에 대한 공헌을 중시했
다. 구자경 회장은 1992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수면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상남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었다. 이들은 교육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했다. 1968년 진주 시민을 위해 진주성 내에 연암도서
관을 설립하였다. 1985년 진주시가 진주시립연암도서관으로 바꾸어 현재 상대동으로
이전하였다. LG의 사회공헌 활동은 LG 재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LG 연암문화재단은
학술지원, 청소년 교육,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과학기술
과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이충도, 2021).

Ⅳ.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과 지속가능경영
구인회 회장의 인화경영과 정도경영은 유학자 집안의 후손으로 지켜야 할 당연한 덕
목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한 말 중에서 “사람을 사귀었으면 결별하지 말고, 부득이 결
별한다 해도 적을 만들지는 말아라.”, “남이 하는 사업을 보고 뒤따라 같은 사업을 벌
려 방해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들은, 유림 가문의 자손다운 말이다(허권수, 2018).
대기업은 초기 창업기(創業期) → 기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수성기(守城期) → 지속적
인 성장을 이루는 경장기(更張期)를 거치게 마련이다. 창업 1세대가 도전과 개척정신으
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2세대가 잘 지켜나가지 않거나 낡은 제도를 개혁
하고 시대 상황에 맞게 변혁을 이루지 않으면 기업은 도태되거나 사라진다. 구인회 →
구자경 → 구본무 → 구광모에 걸쳐 4대가 면면히 이어온 LG그룹은 창업기 → 수성기 →
경장기를 거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전통이 계승되는 것은 귀하고 가치가 있다.
구인회 회장은 ‘인화단결’,‘ 도전과 개척정신’, ‘부(富)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LG 그
룹의 전통과 기업가정신을 남겼다. 오늘날 LG그룹의 경영진은 물론이고 전체 임직원
들이 혼연 일치단결하여 구인회 회장이 남긴 기업가정신과 경영철학을 실천하여 지속
가능경영(ESG)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4세대에 걸친 LG그룹의 기업가정신은 최근 4
세 경영자인 구광모 회장이 내세운 LG의 ESG 경영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LG그룹은
‘LG Way’를 바탕으로 한 이해관계자와의 진정성 있는 Communication, 공정하고
투명한 Governance 구축을 위해 ① 기업윤리 기준의 강화, ② LG다운 차별화된 사회
공헌, ③ 사회/환경관련 비즈니스 창출이라는 3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LG는 이러
한 3대 전략의 실행을 통해 사회공헌과 공유가치를 창조하려고 한다. LG의 3대 ESG
전략과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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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과 LG의 ESG 전략 간의 관계
구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주요
영역

도전과 개척정신

부(富)의 사회적 환원

인화와 인간존중정신

하위
영역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품질경영
실천주의

사회적 공헌
국민복지
사업보국

인화단결
정도경영
인재경영

ESG 전략

사회/환경관련 비즈니스
창출

LG다운 차별화된
사회공헌

기업윤리 기준 강화

핵심 활동

에너지 절감기술
온실가스 절감기술
친환경 제품/서비스

일자리 창출
협력사 육성
소비자 만족

건전한 경영활동
기업윤리/노동/인권/
협력사 보호 등

구인회
기업가
정신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 LG그룹의 4세 경영자가 추구하는 ESG 경영체제
는 앞 장에서 제시한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LG그룹이 4세까지 이어지면서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은 계속해서
시대에 맞게 진화하고 있으며, 그 근본정신은 전혀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
내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LG가 구인회 회장 때부터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기업가정신
‘부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사회적 공헌이다. 또한 LG그룹의 모태인 LG화학(락희화학)
은 일찍부터 환경을 중시하였으며, 공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1970년 구자경 회장
의 취임과 동시에 락희화학은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증권거래소에 기업주식의 공개를
단행하였으며, 금성사 역시 같은 해에 전자업계 최초로 기업공개를 하였다. 이렇듯 LG
그룹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ESG 경영을 가장 먼저 시작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1. 친환경 중심 경영
LG그룹의 환경을 중요시 하는 경영이념은 구인회 회장의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을 위
한 끊임없는 도전과 실천주의 속에 잘 나타나 있다. LG그룹의 모태는 바로 ㈜락희화학
(LG화학)이다. 화학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환경오염을 많이 수반할 수 밖에 없다. 화학
산업에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공해저감장치에 대한 엄청난 투자와 함께
끊임없는 환경보호기술의 개발이 필연적으로 따른다. LG화학은 국내에서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것을 LG화학의 역대로 제시된 슬로건 속에
도 잘 나타나 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1년부터 LG화학은 환경공해를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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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제품개발을 기업의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20)
이러한 선대 회장들의 경영이념은 제4대 구광모 회장이 이끄는 오늘날의 LG그룹에
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LG그룹의 CSR(Coope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지속
가능경영보고서 상에도 환경보호에 대한 많은 부분의 활동을 기술하고 있다. LG는 환
경경영을 위해 에너지 절감기술과 온실가스 절감기술 개발, 그리고 친환경 제품과 서
비스의 개발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
화 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친환
경 제품의 개발을 통해 자원고갈을 방지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LG그룹의 친환경 중심 경영의 정신은 LG그룹의 모든 계열사의 지속가능경
영보고서에 담고 있다. 특히, LG화학은 ESG 경영이 화두로 오르기 훨씬 전인 2007년
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2021년
LG화학의 경우 ‘탄소(Carbon)-순환(Circularity)-사람(People)’을 테마로 지속가능경
영보고서를 발간하였다. LG화학은 “지속가능성, 유일한 생존방식이자 번영의 길이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변화하는 기업만이 지속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고객,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누구나 쉽게 LG화학의 지속가능
경영의 실천의지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2050 탄소중립 성장목표
선언의 세부 전략을 포함해 탄소감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도 담겨져 있다. LG화학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2020년 석
유화학업계 최초로 2050년 탄소 중립 성장을 선언하고,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재생
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는 RE100을 추진 중이다.
LG그룹의 주력사 중의 하나인 LG생활건강 역시 2004년부터 환경보고서를 내었으
며, 2009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내고 있다. 또한 LG전자
역시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제품의 생산-이용-폐기에 걸친 전수명주기
20) (1961년~1974년) 럭키표는 품질을 보증한다.
(1974년~1984년) 풍요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럭키
(1984년~1988년) 유전공학을 선도하는 럭키
(1988년~1991년) 화학공학(화학공업)을 선도하는 럭키
(1991년~1993년) 럭키는 환경공해를 줄이는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3년~1994년) 럭키는 환경을 생각하고, 제품을 만듭니다.
(1995년~1996년) 화학강국
(1996년~2002년) 우리 곁엔 LG화학이 있습니다.
(2003년~2007년) 건강한 생활공간
(2008년~2020년) 솔루션 파트너
(2019년) 내일을 만드는 화학
(2020년) 당신의 오늘이 화학의 혁신으로
(2020년~현재) We connec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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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친 환경경영 방침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즉, LG전자는 환경을 경영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며 자원사용의 최소화, 친환경공정운영, 제품개발 및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통해 지구환경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이해관계자의 삶의 질 향상
을 추구하고 있다21). 더 나아가 LG전자는 협력사 전체가 준수해야 할 ‘제품 유해물질
관리 운영 가이드’를 제정하여 유관기업들 모두에게 친환경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2. 사회적 공헌
LG그룹은 사회와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하여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을 가장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드
는 데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구인회 회장의 창업이래 가장 우선시 하는 기업가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구광모 4세 경영진 역시 LG그룹의 ESG 핵심 전략으로 ‘LG다운 차별화된 사회공헌’을
강조하고 있다. LG그룹은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협력사 육성, 소비자
만족을 핵심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LG그룹은 1972년 우리나라 기업그룹 중에서 삼성에 이어 서열 2위를 차지한 이래
2005년 LG와 GS가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재 우리나라 기업 그룹 순위
4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LG그룹은 2021년 2월 기준으로 계열사는 68개이며, 자산
총액은 151조 3,220억원, 매출액은 123조 4,340억원, 종업원 수 153,920명의 거대
기업진단이다. LG그룹이 우리사회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은 양질의 일자치 창출이
다22). COVID-19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의 확산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LG그룹
의 대부분의 계열사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구광모 회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다.23)
LG 구인회 회장의 사회공헌 노력은 인재 양성을 위한 연암축산고등기술학교의 설립
과 부(富)의 사회적 환원을 위한 연암도서관 건립과 연암문화재단의 설립에서 시작되었
21) LG전자의 환경경영 목표로는 ① 생산단계 탄소배출량을 2017년 대비 50% 감축(~2030), ② 청
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확대하여 외부에서의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2030),
③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2050), ④ 업무용 차량 전기/수소차 100% 전환(~2030, 한국),
⑤ 생산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95% 달성(~2030)을 제시하고 있다.
22) LG그룹에서 공시한 평균 연봉은 모기업인 LG가 1억 7,191만원, LG화학이 8,782만원, LG전자가
8,298만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최상위 수준이다.
23) 2021년 김부겸 총리주재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청년과 기업의 희망
성장 프로젝트 협약식’에서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3년 내에 신규 일자리 3만 9,000개를 창출하
겠다고 약속했다. LG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배터리 전장 등 미래 성장성이 있는 분
야에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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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생각은 그의 아들 구자경 회장 때 와서 많은 부분들의 실
현되어졌으며, 그의 손자 구본무회장 때와서 꽃을 피웠다. 지금까지 LG그룹의 사회공
헌 활동은 주로 LG 공익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LG연암문화재단은 학술지원,
청소년 교육,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과학기술과 학문 발
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LG복지재단은 정의사회 구현사업 및 다양한 소외계층지원 사
업을 주로 하였다. 또한 LG상록재단은 자연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호 등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또한 1996년 4월 17일 LG 상남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이것은 구
자경 회장이 기증한 사저를 기반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도서관이다. 이
외에도 LG연암학원은 천안의 연암대학교와 진주의 연암공과대학교를 운영하여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중견기술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LG상남언론재단은 언론인 해외연수,
어학교육, 기획/저술출판, 프레스 펠로우십 프로그램, 인터넷 언론정보 서비스를 통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언론인의 양성과 언론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고 있다.

3. 투명한 지배구조와 상생 경영
기업경영에서 LG가 가장 차별화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정도경영에 입각한 투명
한 지배구조의 확립이다. LG의 모태인 락희화학, 금성사 등은 구인회 회장이 창업할
당시 지수면 승산마을에 있는 허씨와의 동업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 LG와 GS가 분
리될 때까지 구씨와 허씨는 57년간 동업을 하면서 한 번도 불협화음이 없이 사업을 이
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인화단결의 화합정신 만으로는 어렵다. 이것은 투명한 경영이 뒷
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씨와 허씨의 동업은 1931년 진주 중앙시장에서 구인
회상점을 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본다면 두 가문의 동업의 역사는 75년에 이
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업정신은 전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드문 일이다. 이것은
그 밑바탕에 철저한 유교적 윤리와 인본주의 이념과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
한 일이다.
구인회 회장은 기업이나 사업의 관리와 운영을 정대하게 해야 함을 뜻하는 정도경영
뿐만 아니라 신뢰경영을 강조하였다. 그 일화로 첫 사업에서 신용을 쌓기 위해 포목의
값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포목을 비수기에 싸게 사서 매점하였다가 성수기에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남겼다. 경영에 있어 정공법을 택한 결과로 고객들과 거래처로
부터 신뢰를 얻었다(박유영ㆍ이우영, 2002). 이는 오늘날 LG의 윤리강령의 기본으로,
모든 구성원이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고와 행동의 기반이 되며 구인회의 정도경영이
계승ㆍ발전되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뢰경영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립의 전통은 2001년 LG전자와 필립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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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LCD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였다. 당시 구본무 회
장이 주도하여 세계 제일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보유한 필립스와의 마라톤 협상을 통한
65억 달러 외자 유치는 우리 기업 역사상 최초의 쾌거였으며, 오늘날 LG디스플레이가
세계 제일의 디스플레이 생산업체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동인이었다. 최종 협상 단계에
서 결렬 위기에 처했을 때 필립스 CEO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LG의 동업역사와
투명한 정도경영이었다. 구인회 회장은 일찍부터 기업의 공개를 통한 투명경영과 지배
구조의 분산을 강조했다. 창업 23년 만에 기업을 공개하게 된 락희화학은 우리나라에
서 최초로 주식의 대중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민기업으로 거듭 태어났다. 이를 계기로
락희화학의 주식은 일반인에게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탔으며, 이
는 여타 기업의 공개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었다.24)
오늘날 LG그룹의 4대 구광모 회장이 내세우는 ESG 경영에서 지배구조의 전략으로
내세우는 기업윤리 기준의 강화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건전한 경영활동도 바로
이러한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 LG의 각 계열사들은 국제적으로 기업에 기대하고 있
는 윤리/노동/인권/협력사/안전/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윤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한 지표들을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고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표명하기 위하여 UN Global
Compact 활동25)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생활건강 등의 계열사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으로 협력사 보호에 관한 활동을 들 수 있다. 인화 단
결의 전통을 이어받은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협력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상생
경영을 중시한다. 상생 경영은 상생 결제로 이어지고 있다. LG그룹의 대표 주력 회사
인 LG전자는 상생 결제를 통해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2차 협력
사까지 상생 결제를 확산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LG전자는 2021년 초에도 상생 결제
를 2차 협력사까지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 선정하
는 ‘상생 결제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상생 결제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물품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기업이 금융
기관의 전용 계좌에 물품 대금을 예치하면 결제일에 맞춰 2차 이하 협력사에 대금이
24)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 5월 3일 제2회 증권의 날 기념식에서 기업공개에 의한 자본시
장 육성의 공로로 고인이 된 구인회 창업 회장에게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25) UN Global Compact는 전 세계 기업들이 지속가능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 운영의 정책
을 채택하고, 그 실행을 국제기구에 보고하도록 장려하는 유엔의 국제기구로써, 기업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을 관장하며, 기업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 이는 UN Global Compact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
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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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다.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2차 이하 협력사는 결
제일 이전에 대기업 신용을 바탕으로 물품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어 유용하다.
LG전자는 2015년 도입한 상생 결제를 통해 2차 이하 협력사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
을 수 있도록 1차 협력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상생 결제에 참여한 협력사에는 정
기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해 다양한 혜택을 준다. 또 협력사가 LG전자 상생협력펀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에 상생 결제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협력사는 자금이 필요할 때 상
생 협력 펀드를 통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동안 LG전자는 상생을 위해 경쟁
력 강화, 차세대 기술개발, 자금지원, 교육지원, 인프라 개선 등 5대 추진 과제를 기반
으로 다양한 협력사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Ⅴ. 시사점 및 결론
연암 구인회 회장은 근대 산업사에서 한국의 경제를 주도해온 대표적 우리나라 기업
인이다. 1947년 경제적 불모지였던 이 땅에 화학산업의 첫 밑거름이 되는 락희화학 공
업사를 설립하고, 1959년 금성사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전자산업을 시작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했다. 구인회 회장은 금성사 설립을 필두로 석유화학, 정밀공업,
반도체, 전자 등의 제조업에서부터 건설, 무역, 금융, 유통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 이르
기까지 국가 기간 산업의 발전에 헌신했으며, LG/GS그룹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대기업군으로 성장하도록 했다.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인 LG/GS그룹의 역사는 구인
회 회장의 도전과 개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유교와 인본주의
에 바탕을 둔 경영철학과 기업가정신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한구(2015)는
1960~70년대 산업화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룬 경제적 성장의 밑바탕에는 유교적
가치관과 경영철학에 근거를 둔 기업가정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인회 회장은 다양한 인적 자원을 ‘인화단결’이라는 기업가정신으로 잘 이끌었다.
기업 활동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해주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
고, 구성원 간에 마음이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면 지혜가 모여지고 신바람을 불
러일으켜 위기에 봉착해도 이겨나갈 수 있다. 구인회 회장이 강조했던 ‘인화단결‘의 기
업가정신은 인간 존중의 경영으로 발전한다. 그의 아들 역시 사람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룹 임원들에게 크게 화를 낼 때에도 언성은 높일지언정 절대 욕설과 반말을 안 쓰고
경어로 질책했으며, 인화(人和)를 통해 집단적인 창의를 발현시키는 방향으로 승화시켰
다. 구본무 회장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불황이 닥치더라도 구조 조정이나
정리 해고보다 유관 부서로 발령을 내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부서로 전환 배치했다.
- 28 -

이상호ㆍ정대율

LG그룹 창업주 연암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과 유교적 뿌리에 관한 연구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고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창
의성을 발휘하고 추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개척해 나가는 기
업가정신이 필요하다. 구인회 회장은 기술혁신만이 기업이 살길이라고 했다. 이처럼 기
업경영에서 기술과 과학을 중요시하는 것은 조선 중기 서부경남을 대표하는 남명 조식
선생의 실용주의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남명 선생 역시 젊어서부터 수학, 천문학, 지
리, 병법 등을 소중히 하고 열심히 익혔다. 이러한 과학과 기술을 중요시하는 실용주의
적 사상은 남명 선생의 사상과 상당히 일치한다(정대율, 2021).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는 혜안을 지녔던 구인회 회장은 위기에 봉착하면 정밀
하게 상황 분석을 했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도
전하여 발전시키는 능력이 탁월했다. 구인회 회장이 개척한 플라스틱 사업, 정유 사업,
통신ㆍ전선 사업, 전기ㆍ전자 사업은 이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다. 이러
한 구인회 회장의 도전과 개척정신은 구자경-구본무–구광모 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자경 회장은 LG그룹을 현재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구씨 및 허씨
가문 사람들과 함께 기반을 닦았으며, 구본무 회장은 1998년에는 LG LCD를 설립해
디스플레이에 투자했으며, 2008년 LG디스플레이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워냈다. 구본무 회장의 뒤를 이은 구광모 회장은 인공지능(AI), 로봇, 전기차 배터리
등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광모 회장은 구조 조정이나 정리 해고
를 하지 않아 안정감을 주면서도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는 확
실한 보상을 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본질인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 기업가가 마땅
히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이다. 기업은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흐름을 제대로 직
시하지 못하고 눈앞의 작은 이윤에 연연하면 발전할 수 없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밑바탕으로 의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 수행이라는 보다 크고 넓은 뜻을 지
향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수명이 단축되거나 국민들의 따가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리에 부합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구인회 회장의 사업 의지는 항상 국민 생활
을 편하고 즐겁게 만들면서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부(富)의 사회적 환원으로 귀결된다.
기업 활동을 통해 이룩한 부(富)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
은 LG의 사회공헌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본무 회장은 사회에 기여한 이들을 기리
는 ‘LG의인상’ 지원에는 재물을 아끼지 않았다. LG의인상은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국
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는 물론 타인을 위해 살신성인한 일반인까지 의로운 시민들
을 찾아내 포상하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널리 알리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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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인화와 인간존중’, ‘도전과 개척정신’, ‘부(富)의 사회적 환원’으로
대표되는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전통으로 이어졌으며, 존
경받는 기업인이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는 매우 높
다. 이러한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은 인본주의와 유학적 사상에 기초를 둔 기업경
영의 진리이다. 또한, 기업이 먼저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
한 ESG 경영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경영철학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필두로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한다면,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은 대한민국
을 빛낼 젊은 청년들과 기업가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소중한 정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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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fucian Roots and Entrepreneurship
of LG Group Founder In-hoe Koo
26)

Sang-Ho Lee*ㆍDae-Yul Jeong**

Abstract
In-hoe Koo, pen name Yeonam, is the founder of LG Group in Korea. He
was born in a prominent Confucian Koo family in the Joseon Dynas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Yeonam’s entrepreneurship and its roots.
His grandfather, Yeon-ho Koo, was an administrator of Hongmungwan, a
policy research institute to advice the king,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When the country was in turmoil due to the Japanese invasion, he came back
home-town, and devoted himself to saving the country as well as disciplining
his grandson In-hoe. Due to his efforts, In-hoe was able to grow up a great
CEO and patriot who values the Confucian tradition. Yeonam’s entrepreneurship
can be summarized as ‘Human-oriented and Harmony’, ‘Challenge and Pioneering’,
and ‘Social Return of Wealth’. He was able to well led employees into
harmony. His constant challeng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gave him a
force in overcoming corporate crises. He also emphasized the localization of
products, the pursuit of appropriate profits, and the social return of wealth
for the welfare of the people. Recently, in Korea, the sentiment of antibusinessmen has been prevalent due to the unlawful acts of business owners
and their families. In this situation, his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philosophy have many implications in that he points out the right direction
for respected entrepreneurs to follow. To remi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ESG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his entrepreneurship
again as well as reveal the spiritual roots of his mind, and to publicize it.
<Key Words> LG Group, In-Hoe Koo, Entrepreneurship, Human-oriented,
Harmony, Challenge, Pioneering Spirit, Social Return of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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