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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기업을 경영하는가?

• 실존적 질문

- 돈 벌기 위해? 

- 돈 벌어서 무엇을 하나?

- 왜 사는가?

• 개인의 실존과 조직의 실존

- “조직에 충성?”

- ‘조직’의 실체? 

- 실제로는 ‘오너(owner)’에 충성?

- 기업이라는 조직의 운영원리를 먼저 알아야



기업론의 양극화와 반기업정서

• 기업의 실상과 유리된 기업 목적론

- 주주가치론 (The shareholder value view: MSV)

→ “주주가치 추구에 실패했다!”

- 이해관계자론 (The stakeholder view)

→ “사회적 가치 추구에 실패했다!”

• 지배적 담론과 규제

- 기업지배구조론, 스튜어드십 코드 …

- 경제민주화, ‘기업규제 3법’ …

→ 반기업정서의 악순환



목적론에 가려지고 억눌린 기업의 실체



기업존재론에서 출발하는 기업론

• 2대 공리(公理, axioms)

(1) 법인(法人)을 통한 주식회사

(2) 시장경쟁

• 8대 기업명제(命題, theorems)

• 기업의 실질적 창업과 성장 과정 스토리

• “존재론을 먼저 봐야 목적론이 제대로
보인다.” 

→ 자유주의 법인실체론과 장기번영공동체



8대 기업명제

기업명제 1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다. 기업의 주인은 기업 자신이다.

기업명제 2 법인이 만들어지는 순간 기업의 소유와 통제는 근원적으로 분리된다.

기업명제 3 기업은 영속을 추구한다.

기업명제 4 기업의 존재 이유는 값싸고 질 좋은 제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기업명제 5 비즈니스그룹은 법인 간 자산 분할을 통해 확장한다. 다국적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명제 6 기업은 적법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가치를 추구한다.

기업명제 7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지배구조다. 

기업명제 8 기업 통제의 기본 원칙은 권리와 책임의 상응이다. 



2대 공리와 8대 명제의연결구조



소유와 통제의 근원적 분리

• 법인(法人)과 주식회사 설립과정

- ‘자산분할’과 ‘개체보호’ 

→ 유책자산과 무책자산의 구분

-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주’인 법인이 모든
자산을 소유하며 무한책임

- 창업자는 ‘주주(株主)’가 되면서 유한책임. 

주식에 딸린 ‘통제력’ 보유









소유와 통제의 근원적 분리

• 창업과 기업성장 지원

- 창업자에게 유한책임 허용

• 기업의 영속성 기반

- 대규모·장기투자의 기반

“법인은 영속적 승계를 유지하고 법적 영생을 누리는
가공의 인물” (Blackstone 1756)

“전형적인 기업의 존재는 영속적(perpetual)이고
보통주나 우선주를 통해 공급된 자본은
영원하다(permanent)” (Laster & Zeberkiewicz 2014)

eg. 싱어(Singer)재봉틀 회사



‘오너경영’은 틀린 말

• 주주 경영자 건 전문경영자 건 모두
‘경영수탁자’

- 둘 다 법인과 고용 계약 맺고 경영자로서 책임

- 주주는 회사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전문경영체제에 대한 오해

• Berle and Means(1932)의 ‘소유와 통제 분리’

- 미국에서 지분소유가 분산된 경영자본주의 탄생

→ “전문경영체제 = 소유와 통제의 분리” (???)

- 실상은 대주주 통제에서 전문경영진 통제로의
전환. 소유와 통제는 이미 근원적으로 분리

-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이 없었고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지분을 샀기 때문에
통제력이 전문경영인에게 넘어간 것

• 미국 전문경영체제의 실상

- 주식회사 숫자로는 전체의 0.2%에 불과





막강한 이사회와 초라한 주주총회

•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

- 주주총회가 아니다

- 이사회 의결사항을 주총이 번복할 수 없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할 권한과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상법)

“이사회는 고유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독립된
기관이므로 그 권한에 의하여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번복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막강한 이사회와 초라한 주주총회

• 주주의 권리?

- 주주로서의 책임과 상응

→ ‘개체보호’를 통한 ‘유한책임’

- 대주주: 감시 의무, 소수주주 보호 의무

- 주주경영인(경영인주주): 경영책임을 질 뿐

- 소수주주: 책임은 투자손실 가능성 뿐

• 경영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 주주총회는
경영진에 대한 감독 및 견제 기능



왜 이사회 중심체제인가?

• 위계조직과 ‘명령’의 중요성

- 근로계약은 ‘복종계약’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직무의 범위(area of 

acceptance or zone of acceptance)’내에서

- ‘근본적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안

혁신은 확률이 낮은 일에 투자하는 것: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

• ‘사업판단준칙(business judgement rule)’

- 신뢰에 입각한 ‘자의적 결정‘ 여지 제공

- 사후 평가 및 통제



기업은 ‘민주(民主)’조직 아니다

• 기업의사결정의 두 가지 축
(1) 기업내부

(2) 주주총회

• 기업내부
- 명령에 따르는 위계조직

• 주주총회
- ‘1인1표’ 아니다

- 기관투자자나 법인은 정치권 없다

- 투표권 숫자에 따르는 다수결(1주1표, 
복수의결권, 단원주…) 



기업존재론 – ‘소비자가 왕’

• 영속을 위해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

• 경영인, 경영학자들이 받아들이던 ‘사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고객을 만들고 지키는 것”
(Peter Drucker) 

“보스는 오직 한 명 뿐이다. 고객이다. 그는
단순히 돈을 다른 곳에서 쓰는 방법에 의해
회장에서부터 아래 사람까지 모두를 해고할 수
있다.” (Sam Walton)



기업존재론 - 혁신

• ‘소비자 선택’을 받으려면?

- “값싸고 질좋은 제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

- 무한경쟁: ‘독점적’으로 보이는 지위도 금새 소멸

•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자본주의에 관한 본질적 사실(the essential fact 

about capitalism)”



기업목적론

• 상법의 자유주의적 기업관

“기업은 정관이나 주법(州法)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적법한 사업이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인화하거나 조직될
수 있다” (델러웨어 기업법)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 법인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가치관 선택

- 개인의 가치관 선택과 동일



다양한 사업관을 추구한 기업인들

• Henry Ford와 ‘T 모델’

- 초기 투자자들과의 결별

- 이윤은 ‘대중차’라는 혁신의 결과물일 뿐

• 한국의 기업인들

- 이병철 ‘사업보국’

- 김우중 “이익개념이 없었다”

• 종업원 지주회사 화웨이

- “상장하지 않으면 세계를 호령한다” → “고객, 

직원, 협력자 사이의 이익공동체"



비논리적·비실증적 주주가치론

• 주주가치론

- 주주가 기업소유 (주주는 ‘잔여청구자’로서
가장 크게 위험을 부담?) → 경영인은 주주의
대리인 → 주주가치극대화를 위해 경영해야

• ‘힘’의 논리일 뿐 → ‘펀드자본주의’

- 기관투자자는 ‘자금관리수탁자(money-

managing trustee)’. ‘경영수탁자’와

• 미국도 기업법 운용 주체인 주법원에서는
법인실체론으로 정리

- 패러마운트 vs. 타임, 상장회사 NYT의 목적?





‘이현령 비현령’ 이해관계자론

• 기업의 독립된 실체 무시

- ‘포괄적 경영론‘으로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eg. CSR) → OK

-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 ???

• 사회주의 아니면 ‘이현령 비현령’ 간섭

- 이해관계자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 
- 일반적 경계선을 그을 수 있어야만 일반적
존재론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기업통제론

• 기업통제 방식의 세계적 다양성

- ‘미국식’이 글로벌 스탠다드???

- 미국의 가족경영, 차등의결권 …

- BASF, Volkswagen-Porsche

- 르노-니산의 상호출자 통제구조

- ING그룹: ‘경영인 독재’?

• 전략과 전술, 환경의 다양성이 가져온 결과

→ 기업명제7 “좋은 경영성과를 내는 통제구조가
좋은 통제구조이다”



권리와 책임의 상응 원칙

• The doctrine of dominant shareholders

- 감시자(monitor)로서 기업의 내부인

- 다른 주주들에 대해 ‘수탁자의무(fiduciary duty)’

→ 공시, 경영권프리미엄의 균등분배

• The doctrin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 사술로 법인을 만든 것이라면 ‘개체보호‘ 없다

- ‘유한책임’이 ‘무한책임‘으로 전환



기업은 장기번영공동체

• 법인에 기반을 둔 조직

- ‘기업은 영속을 추구한다 (기업명제3)’

• 장기번영공동체의 구성원

- 경영인, 근로자 → Yes!

- 대주주 → Yes!

- 소수주주

▪ 중장기 투자자 → Yes

▪ 단기 투자자 → No



반기업정서의 뿌리

• 기업존재론 무시 조류
- 법인과 시장경쟁이 어떻게 결합되어 기업이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무시

- 기업이 존재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목적론의
상당 부분을 달성한다는 사실 무시.

(1) 소비자 만족

(2) 주가상승 및 배당

(3) 고용창출

(4) 사회복지 (개인의 자기실현 포함)

(4) 협력업체 성장

(6) 금융업 성장

(6) 세금 … 



반기업정서의 뿌리

• “‘오너’의 전횡”

- 주식회사 원칙에 어긋난 경영

- 시대적 상황도 고려해야

• 전문경영체제에 대한 오해와 숭배

• 기업에 잘못 적용된 민주주의 개념

• 금융투자자의 억지

- ‘경영수탁자’ vs. ‘자금관리수탁자’

• ‘공익’ 내세운 이해관계자들의 개입

- 사회주의 or ‘이현령비현령’ 개입



기업인의 경영 철학

• 자유주의 법인실체론과 장기번영공동체

- “(법인은) 주주와 국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기업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체” (Avi-

Yonah and Sivan)

- 기업 존재론 실현 과정에서 도전 정신과
창조력을 발휘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사회에도
기여

- 존재론과 목적론을 동시에 고려

- 다양한 가치를 자유로이 주체적으로 조합



자유주의 법인실체론으로 본 기업



기업인의 경영 철학

• 법인실체론에 입각한 경영

- 이사회 중심 지도력 발휘

- 전략과 전술의 창조성과 다양성 → 조직 및 통제
방식의 다양성 (기업명제7 “좋은 경영성과 내는

지배구조가 좋은 지배구조”)

- 경영수탁자와 자금수탁자의 공통분모는
장기투자 및 장기가치상승

- 외부의 사회적 가치 요구는 법적 절차 거치도록
요청하거나 정관에 반영 (기업명제8 “권리와 책임의

상응 원칙”)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신장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