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적 윤리경영 연구를 위한 논의:
메타윤리학 관점에서1)
김승범2) 신호상3)

본 연구는 윤리경영에 대한 학제적 연구의 일환으로 윤리학적 관점 중심의 윤리경영
에 대한 하나의 시도이다. 윤리학의 영역은 크게 이론규범윤리학, 실천응용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으로 분류되며, 윤리경영은 실천응용규범윤리학 중 한 분야로 간주된다.
이 분류 중 메타윤리학은 윤리학적 논의에 대한 언어논리학적 접근이다. 선에 대한 논
의가 맞는지, 명제가 윤리적 명제인지 등에 대해 분석철학적 관점에서 지난 20세기의
100여 년간 연역논리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메타윤리학적 유산들이 국내 연구에는 사실상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윤리경영에
대한 논의들이 다분히 귀납추론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윤리학과 경영학의 학제
적 연구로서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메타윤리학적 유산 중 하나인 ‘자연주의적 오류’와
‘존재-당위 논쟁’을 통해 현재 비중있는 연구주제들에 대한 검토 및 이견 제시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메타윤리학의 비판을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윤리이론인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의 특징을 제시하여 향후 윤리경영 연구가 메타윤리학적 관
점의 비판으로부터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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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Goodpaster(1985)에 의하면, 윤리경영4)은 윤리학의 한 분류이고, 윤리경영에는 윤리학적
탐구가 단순히 적용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언급은 윤리경영과
윤리학의 관계 등 윤리경영의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오종석 등(1999)에 의하면, 윤리경영은 그 명백한 정의와 학문적 고유 영역에 대한 논란
이 있으나 신학, 철학,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등이 참여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학제간 연
구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다. 윤리경영은 기업들의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비윤리적인 행
태와 사건들에 대한 부정적인 각성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제 윤리경영은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정부와 국제기구에 의한 다양한 제도적, 협약적
기제들에 의해 기업의 중요한 ‘생존전략’일 뿐만 아니라 ‘경쟁우위의 원천’으로서 수용되고
있다.
김승범 등(2016)은 윤리경영의 발생과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현재 중등교육과
교육인적과학부의 입장을 지지한다.5) 즉, Jonas(1985)의 지적대로,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
에 비해 사회구성원의 정신적, 사상적 발전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일종의 아노미 현상으
로써 ‘윤리적 공백’이 발생한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이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공백’도 의료문제, 환경문제, 기업문제, 사이버 보안 문제 등
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과거의 윤리학인 이론규범윤리학 만으로는 다양한 ‘윤리적 공
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론규범윤리학과 각 분야의 전문지식이 결합한 형
태인 실천응용규범윤리학이 필요한 것이다. 기업윤리도 실천응용규범윤리학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론규범윤리학과 경영학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윤리경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승범, 신호상, 2016).
본 연구는 윤리경영의 문제를 학제적으로 연구해야 보다 효과적이라는 위와 같은 견해
를 수용하여 다양한 학문과의 심도깊고 다채로운 학제적 연구에 대한 추구의 일환으로 이
루어졌다. 이러한 학제적 연구의 관점을 실제로 시도하기 위해 정해창(1992)이 “현대 철학
사에서 ‘현대 도덕철학사의 오류’라고 불릴 만큼 고전적인 문제”(정해창, 1992)라고 한 ‘자
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의 관점에서 윤리경영 이슈들을 다룬다.
이 ‘자연주의적 오류’는 철학에서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슈이나, 국

번쯤은 논의되

내 경영학 연구에서는 아직 ‘자연주의적 오류’를 다루지 않았다.6) 따라서 한

동

4) 본 연구에서는 윤리경영과 기업윤리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일어로 사용한다.
5) 김승범 등(2016)에 의하면, 현재 중등교육의 윤리교과에서는 윤리학을 이론규범윤리학, 실천응용규범윤
리학, 그리고 메타윤리학으로 구분한다.
6) A E 의 전문정보
에서 ‘자연주의적 오류’로
하였을 때, 철학 54 , 윤리학 17 으로 가장
고, 사회과학영역에서는
35 가운데, 경제학에 5 이
뿐, 경영학은 한 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필자가 K SS에서 윤리경영, 기업윤리, S 등의
로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재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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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범 신호상
는 것도 유의미 할 것으로 사료된다. Goodpaster(1985)도 윤리경영은 응용윤리로서 윤리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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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며 궁극적으로 정당화(Justification)

한 종류이 로 ‘자연주의적 오류’에 관심을 가 만 하 ,

련

의 문제와 관 이 깊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었 Moore는 윤리학 논의들을 자연
주의적 논의와 비자연주의적 논의로 구분하고, 자연주의적 논의는 모두 ‘자연주의적 오류’
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틀린 논의라고 주장하고 싶었으나 이 논의는 Moore의 의도대로 되
지 않은 채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Moore가 지적했던 자연주의의 종류
에 속하는 ‘진화론적 자연주의’에 기반한 ‘사회생물학’이 최근에도 최재천 등에 의해 한국
에서 주목을 받는 바 있다. 이런 논의는 국내의 윤리학계에서는 ‘사회생물학’을 비롯한 진
화론적 윤리설은 윤리학자들에 의해 본문에서 지적하듯 여러 학자에 의해 ‘자연주의적 오
류’를 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화론적 자연주의’의 학제적 접근의 이런 또 다른 예는 해외의 윤리경영 연구에서 ‘진
화론적 자연주의’에 근거하여 Cheung(2007)이 발표한 “윤리경영 분야에서의 최근 자연주
의 논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언급할 수 있다. Cheung(2007)은 ‘진화론적 자연주의’를 지
지하며, 이를 이론적 근거로 윤리경영에서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
다고 한다. Moore(1903)은 ‘자연주의적 오류’를 근거로 ‘진화론적 자연주의’에 대하여 오류
라고 주장하고, Cheng(2007)은 반대로 ‘자연주의적 오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므로 ‘진화
론적 자연주의’가 맞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외의 윤리경영 영역에서는 ‘자연주의적 오류’
에 대한 관련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Moore와 Cheng의 학설은 명백히 모순으로 둘 중 하나만 옳은 것이겠으나, Moore의 학
설이 약 100년 전 주장이므로 Cheng의 학설이 Moore에 대해 더 잘 연구되었을 수도 있
다. 그러나, 국내의 최재천 등 진화론적 윤리학 관점이 논의가 국내 윤리학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다는 공격을 받았음을 살펴볼 때, 단순히 연구의 최신성을
근거로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해외 연구 동향을
참고하여 경영학 영역의 윤리경영 연구에서도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해 관심을 가질 가치
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논문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세 부분으로 진행된다. 첫째, 이 ‘자연주의적 오류’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개
념 등 ‘자연주의적 오류’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에 대하여 기술한다.
둘째, ‘자연주의적 오류’의 내용이 윤리경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
다. 현재 ‘자연주의적 오류’의 관점에서 현재 기업의 윤리경영 혹은 경영학의 윤리경영 중
‘자연주의적 오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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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점들이 문제시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자연주의적 오류’를 회피한 대표적인 이론은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향후 윤리경영 연구 활용에 필요한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한 방어기
제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내용의 특성상 경영학적 논의보다는 철학적, 윤리학적 선행연구가
많이 논의된다. 그러나, 그 목적이 경영학 연구에 있기 때문에 철학적, 윤리학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도출하기보다 선행연구를 통해, 두 번째 부분에서 논의될 내용에 필요한 수준
어

까지만 논의한다.

Ⅱ

. ‘자연주의적 오류’와 ‘존재-당위 논쟁’의 고찰

1. ‘자연주의적 오류’란?

Moore(1903)의 “윤리학 원론(Principia Ethica)”에 등장하는 용어이
다. ‘자연주의적 오류’는 “선을 (쾌락, 욕망 등과 같은) 자연적인 속성으로 환원하여 설명하
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Moore(1903)가 생각하는 선의 개념은 그의 언
급에 따르면, 단순하고(Simple), 분석할 수 없으며(unanalysable), 자연적인 속성이 아닌 것
(non-natural property)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결국 Moore가 말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란,
선은 선일 뿐, 자연적인 속성을 가진 다른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
‘자연주의적 오류’는

8)

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선의 정의’ 문제이다. 앞서 언
급된 바와 같이 Moore는 선의 정의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제목에서부터 드
러나는 직접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연주의적 오류’는 Hume(1739)의 ‘존
재-당위 논쟁(is-ought debate)’과 연관된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이다.
Moore(1903)는 선에 대한 증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로 철학자들이 자신들이 대답하려
는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대답을 제시하려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철학자들이 정확히 모르는 것에는 고유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첫째, 그들 자체가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물음, 즉 선의 증
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둘째, 우리가 당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행위는 어떤 종류
의 행위인가이다. Moore는 이 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선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모두 오류라고 생각한다.
‘자연주의적 오류’는

키피디아, “naturalistic fallacy” 참조.

8)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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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 정의’의 문제

Moore(1903)가 말하는 윤리학의 주요 논의 중 첫 번째는 “과거의 윤리학적 논의 중 자
신들이 대답하려는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대답을 제시하려 하는 철
학자들이 있음”이라는 비판이다. 그리고 ‘자연주의 윤리학’, ‘진화론적 윤리학’, ‘쾌락주의’,
‘공리주의’, ‘이기주의’, ‘형이상학적 윤리학’ 등에 대해 모두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다고
했다(Moore, 1903).
Moore(1903)는 그 중 ‘쾌락주의’의 대표로 Epicurus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다. Epicurus
는 “쾌락이 선이다”라는 명제로 유명한 학파이다. Moore(1903)의 언급을 Frankena(1973)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Epicurus를 위시한 ‘쾌락주의’의 논의를 대표적인 연역적 방법인
삼단논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증명 1]

선은 좋은 것이다.
b) 쾌락은 좋은 것이다.
c) ∴ 선은 쾌락이다.
a)

쾌락주의자들은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참이라고 생각한다(Frankena, 1973). 그러나,
Moore가 이러한 쾌락주의의 논의를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다고 한다. 이 논의가 결론에
서 선을 선이 아닌 ‘쾌락’이라는 자연적인 성질로 동일시했기 때문에 오류라고 한 것이며,
이는 기존의 형식논리학(삼단논법)의 오류 에는 없었던 새로운 오류라는 것이다.
9)

(2) ‘존재-당위’의 문제

Moore(1903)가 분류한 윤리학의 주요 논의 중 두 번째는 “우리가 당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행위는 어떤 종류의 행위인가에 대한 문제인가?”이다. 일반적으로 당위의 근거는 ‘선’
이라고 한다. 즉, ‘좋은 것’이니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동의어 반복적이
며, Kant의 의무론적 윤리설과 논지가 유사하다. Moore의 논의는 이런 태도에 대해 비판
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윤리학에서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인 ‘선의 증
명’이 선행되어야 한다(유지한, 1999).
‘선’의 증명은 또한 “‘선’에 대한 기술”과 “‘선’에
10)

삼 법
당긍
득
당

개

매개념
었
악

당

9) Aristoteles 이래 단논 의 오류에는 ‘사 명사의 오류’, ‘
부주연의 오류’, ‘부 주연의 오류’,
‘양 부정의 오류’, ‘부
정의 오류’ 등 여러 가지 오류가 있 고, 무어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추가하고
자 다.
10) ‘ 위’는 설 이 필요없이 연히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을 전제로 ‘ 위’를 논하지는 않는다.

당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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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것”으로 구분함에서 시작하여, 이 두 가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내용
이 구체화 된다. 결국 ‘선’ 즉 “마땅히 해야한다”는 당위의 기술과 ‘존재’ 즉, ‘～이 있다 /
～하게 있다’라는 ‘있음’에 대한 기술로 나누어 생각함을 말한다.
이러한 당위와 당위가 아닌 존재라는 구분이 시작인 ‘존재-당위 논쟁’은 Hume(1793)의
“인간본성론(A Treatise of Human Nature)”에서 제기한 것으로 ‘Hume의 법칙’라고도 일
컬어진다. Hume(1793)은 “우리의 언어사용을 고찰해보면, 기술적(descriptitive) 언어표현
(be)과 당위나 의무를 부여하는 언어표현(ought)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존재-당위 논
쟁’은 존재에서 당위를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윤리의 규범적(normative)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한 논의이다. Goodpaster(1985)는 ‘자연주의적 오류’는 논쟁을 야기하
는 고질병인데, 그 고질병을 Hume이 가장 처음 만들어 냈다고 평한다(Goodpaster, 1985).
또 윤리학계 내 다수의 학자들은 Moore의 주장이 Hume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윤
영진, 2012)고 본다.
대한 기술이 아

2.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한 비판과 비판적 계승

(1) Frankena의 비판과 메타윤리학(Meta Ethics)의 형성
1) Frankena의 비판

Moore(1903)의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한 언급에 대해 Frankena(1939)는 Moore
의 주장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슈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자연주의자들의 논의에는 논리적으로 기존에 알려진 오류는 없는데 Moore는 무엇
이 틀렸다는 것인지 증명하지 않고 무턱대고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앴으니 오류”라고 주
장하니 이것은 무리한 논증이라는 의견이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논점선취의 오류(Begging
the Question)’ ’를 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런 관점에서 Frankena(1939)는 Moore가
‘오류’라고 말하고자 했던 취지를 “선을 명백히 다른 속성으로 동일시하여 환원하려는 것
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석하며 앞서 자신이 지적한 ‘논점선취의 오류’를 감안하여, ‘자연
주의적 오류’ 대신 ‘정의주의자의 오류(definist fallacy)’ 라고 하였다(Frankena, 1939).
둘째, Frankena는 Moore가 말하는 ‘자연주의’도 설명도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이후 이
점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최근 연구에서는 ‘자연주의’를 “심리학적, 사회학적, 생물학적
이상의

11)

12)

선취

선
피함

P

Principii)’라고도 한다. 증명을 요하는 사항을 전제 속
말을 사용”, “논점을 옳은 것으로 가정해 놓고 논함”,
가정함”, “질문과 논점이 동일함” 등을 설명할 수 있
있다. 이 명제가 ‘논점선취의 오류’인 이유는 “아편은
둘 다 영문표기를 병행한다.

11) ‘논점
의 오류’는 ‘ 결문제요구의 오류( etitio
에 채용하는 오류이다. “전제 속에 결론과 같은
“논점을 교 히 회
”, “미 명된 사 을 사실로
다. 로는 “아 은 수면을
한다” 같은 명제가
수면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정의주의(emoti ism)’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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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나,
한, 1999).

초자연적, 초경험적 ‘실재’에 근거하여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유지

Frankena(1939)의 지적은 삼단논법의 오류라는 것들은 연역오류인데, Moore는 자연주의
자들이 삼단논법의 오류 중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 혹은 새로운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불
리는 연역오류가 있음을 증명하지 않았기에 오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연주의자들이 선을 정의할 때, Moore의 지적대로 다른 것을 같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의를 내린 것은 맞다. 그래서 연역추론상의 오류라는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오류임
은 맞기에 ‘정의주의자의 오류(definist fallacy)’라고 한 것이다.
Frankena(1939)의 비판 이전에는 ‘자연주의적 오류’는 무비판적으로 논리적 오류로서 받
아들여져 이에 의해 윤리학적 명제를 기술적 명제인지 규범적 명제인지 이분법적으로 구
분하는 경향이 유행했다. 그러나 Frankena의 비판 이후,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해 Moore
의 주장인 ‘형식 논리적인 이분법적 구분’을 지지하는 편과 Frankena의 주장인 ‘형식논리
적 오류가 아닌 내용상의 오류’임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었다. 현재까지도 양측 서로에
대해 모두 확실하게 ‘맞다’ 혹은 ‘틀리다’도 아닌 “맞다고 하기에는 논리적 오류로서는 틀
리고, 틀리다고 하기에는 내용상의 오류로는 맞는, 그러기에 오류는 오류인데, 논리적인 오
류는 아니고 내용상의 오류인”채로 유지되고 있다(Hausman & McPherson, 2011).
즉, 연역추론상 오류는 모두 형식에 대한 오류이다. 그러나, ‘자연주의적 오류’는 형식에
대한 오류가 아니므로 연역추론상 오류가 아닌 것이지, 내용상으로는 오류이므로 ‘정의주
의자의 오류(definist fallacy)’라고 재규명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주의자의 오류(definist fallacy)’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대신에, Frankena의 비판을 수용한 채 ‘자연주의적 오류’를 사용한다.
윤리학자들은

2) 메타윤리학의 형성

1920년대 들어

빈 학파(Vienna Circle)가 주도한 ‘논리실증주의’가 크게 유행하고, 이러

흐름은 이들은 ‘분석철학’이라고 불리는 사조에 속한 철학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그 흐름이 윤리학에 영향을 미쳐 언어적 분석을 통해 선에 대한 정의를 연구하는 학문인
‘메타윤리학’ 영역이 성립되었다.
메타윤리학은 분석철학자들이 그들의 고유한 방법론으로 윤리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
과를 말한다. 현재, 윤리교육학에서는 윤리학을 이론규범윤리학, 실천응용규범윤리학, 그리
고 메타윤리학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김승범, 신호상, 2016).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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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윤리학의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표학자

의무론

이론규범윤리학

결과론
덕윤리
기업윤리

윤리학

환경윤리
실천응용규범윤리학

생명윤리
사이버윤리

Kant

Aristoteles,

McIntyer
Friedman, Arrow
Taylor, Leopord
Singer, Jonas

Spinello, Stallman

기타

처

메타윤리학

Mill

Hare

-

출 : 김승범, 신호상, 2016

켜

및 분석논리 등으로 진화하였다.
의 방법론으로 발전하며 과거의 윤리학의 미개척 분야를 탐구했다. 이론규범윤리학이 “어
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묻고 답하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면, 메타윤리학은 “선은 어떻
게 증명되는가”에 관심이 있다(김중규, 2014; 최경수 외, 2015c).
이 중 메타윤리학은 언어논리를 발전시 , 인공언어

13)

(2) Hare의 비판적 계승

Moore의 ‘자연주의적 오류’는 1903년 이후 끊임없이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고, 192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철학계의 주요한 논쟁 주제가 된다. 1950～60년대까지는 분석철학의 전성
기라 불리며(최경수 외, 2015c), 세계 철학계의 논의가 분석철학에 편중되었다. 이후 메타
윤리학은 쇠퇴하였으나, 20세기 초 ‘Hume의 오류’와 ‘자연주의적 오류’의 영향만큼, 현재도
Moore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Hare의 유산인 ‘규정성(Prescriptivity)’, ‘보편화 가능성
(Universalizability)’, 그리고 ‘우선성(Overridingness)’은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술은 모두 기술적(descriptive)으로 논의된다. 대표적으로 사회현상에 대해
사회과학이 기술적 논의를 하고, 자연대상에 대하여 자연과학이 기술적 논의를 한다. 이들

모두 ‘기술판단(descriptive judgement)’에 해당한다. 오직 윤리학과 그 관련 학문만이
규범적(normative) 대상을 취급하며 규범적 논의를 한다. ‘자연주의적 오류’와 ‘Hume의 법
칙’이라는 메타윤리학적 연구들은 바로 이 기술판단과 가치판단 두 영역간에 간극의 인정
에서 출발하고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다. 이 인정과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서 출발하는
응용윤리로서의 윤리경영은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의 간극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최
은

13) 인공언어는 자연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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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언어만의 특질이나 오류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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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절실히 필요하다(Weaver & Trevino, 1994; Victor & Stephens, 1994; 박장호,
1999; Jeurissen, 2000; 신유근, 2005; 박정순, 2006; 윤태익 & 박기찬, 2007; 하정혜, 2008;
우 적으로

박경규, 2010)

Hare(1963)는 ‘기술판단’과 ‘도덕판단(value judgement)’ 을 구분한다. ‘도덕
판단’은 ‘좋은(good)’ 및 이와 유사한 단어들을 포함하는 판단을 말한다(최경수 외, 2015c).
이를 중심으로 Hare의 관점에서 ‘자연주의적 오류’와 ‘존재-당위 논쟁’을 살펴보자.
첫째, Hare에 의하면 “‘자연주의적 오류’란 윤리적 논의는 규범적 논의이므로 반드시 ‘규
범판단(normative judgement)’을 포한한 언어로만 혹은 ‘기술판단’ + ‘규범판단’의 형태로
‘규범판단’을 포함하여 서술되어야 하는데, 자연주의자들은 ‘규범판단’ 없이 ‘기술판단’으로
만 서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는 규범적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정해창,
이를 위해

14)

15)

1992).

둘째, Hare의 관점에서 ‘존재-당위 논쟁’이란 “‘존재에서 당위를 도출할 수 없음’이라는
의미로 ‘기술판단’과 ‘규범판단’을 동일시하면 안된다는 뜻이다”(정해창, 1992).
원래 Moore와 Hume이 ‘자연주의적 오류’와 ‘존재-당위 논쟁’을 제시한 것은 엄정한 윤
리학을 위해서였다. 즉 윤리는 ‘자연주의적 오류’와 ‘존재-당위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윤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자연주의적 오류’와 ‘존재-당위 논쟁’에 휘말린 논의
는 윤리학적 가치가 없다는 최소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Hare는 이 최소한의 자격을 검증할 ‘자연주의적 오류’와 ‘존재-당위 논쟁’에 대해 “‘도덕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Hare(1981)는 ‘해야 한다’와 같은 도덕적 단어를 포함하는 ‘도덕
판단’은 ‘규정성’, ‘보편화 가능성’, ‘우선성’의 논리적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
16)

1) 규정성(Prescriptivity)

Hare(1952)에 의하면 ‘도덕판단’의 본질적 기능은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다. 가령 ‘행위
X는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행위 X를 ‘옳게 만드는 속성(rightmaking properties)’
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Hare(1991)는 이러한 ‘도덕
판단’의 이런 특징을 ‘규정성’이라고 부른다. 규정성은 ‘도덕판단’에 동의하는 사람은 그가
그 판단에 성실하게 동의했고, 또 그 판단이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
판
또 치판

람
판

격

치판
외

14) 현재 중등교육에서는 ‘도덕 단’은 ‘사 의 인 , 행위, 제도에 대하여 도덕적 관점에서 내리는 가
단’이라고 한다.
, ‘가
단’은 ‘ 단하는 사 의 가 관이 입되는 단’이라 한다( 경수 ,
2015c).
15) are(1963)는 ‘ 은(right)’ ‘그 ( rong)’, ‘해야 한다(ought)’와 같은 단어들을
하는 ‘규범 단’과 구
한다. 그러나 은 의미의 ‘도덕 단’은 ‘규범 단’을
한다( are, 1963).
16) ‘규정성’, ‘보 화 가 성’, ‘우 성’은 ‘도덕 단’의 논리적 제약 조건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도덕 단’
을 전히 내릴 수 없다. 이 에도 ‘사실에 대한 인식’, ‘역지사지의 상상 ’, ‘인간의 성향’, ‘주체적 결단
의 요소’ 등도
되어야 한다( are, 1963). 이 중 ‘역지사지의 상상 ’은 are의 사상과 도로 고등
학교 윤리교육에서도 도덕 단의 기 으로 언급된다( 경수 , 20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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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행하여야 한다는 요구이다.17) 유지한(1999)에 의하면,

M

로 ‘도덕적 추론( oral reasoning)’을 규제한다고

했다.

Hare는 ‘도덕판단’의 규정성으

2) 보편화 가능성(Universalizability)

Hare(1997)는 ‘도덕판단’은 그 판단이 내려지는 상황에 관한 어떤 사실을 이유로 해서
내려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도덕판단’이 상황에 관한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내려진
다면, 상황에 관한 사실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도덕판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동일한 상황
에 대해서 서로 다른 ‘도덕판단’을 내린다면 이는 논리적 일관성의 요구를 위반하는 것이
다(Hare, 1997). Hare(1981)는 이를 ‘도덕판단’이 가지는 특성 때문으로 설명한다. ‘도덕판
단’은 ’기술판단’처럼 기술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편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보편적으
로 기술적 속성이 동일한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한다면 자기모순을 범하는
것이다(Hare, 1981).
3) 우선성(Overridingness)

선

람
련
취미나 미학적
판단의 원리와 갈등할 경우 도덕 원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영진,
2012). 이에 대해 Hare(1981)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한다. “어떤 사람의 아내가 남
편의 연구실에 있는 진홍색 쇼파 위에 놓을 쿠션을 선물하면서 빨강색 쿠션을 주었다고
하자. 이때, 빨강색 쿠션을 좋아하지 않는 남편은 ‘진홍색과 빨강색을 병렬하지 말아야 한
다’는 미학적 원리와 ‘아내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 원리 사이에서 갈등하
게 된다. 이 경우 보통 아내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상생의 조화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이것이 도덕 원리는 미학적 원리보다 우선적이며, 남편은 도덕 원리를 따라 행동하
고 미학적 원리를 따라 행동하면 안된다(Hare, 1981).
‘우 성’이란 사 들 간의 이해관계나 이상과 관 되어 있는 도덕 원리가

3. ‘자연주의적 오류’와 ‘존재-당위 논쟁’의 현재적 해석

(1) 철학 및 윤리학사의 역사적 의미

Moore가 “윤리학 원론”을 발표한 1903년은 현대 사회과학으로 분류되는 심리학, 사회학,
H
첫째
른
남
능 닭
능

능

음
물

능
닭

두
능
욕

17) 유지한(1999)에 의하면, are는 규정불가 한 것을 다 과 같이 정리한다. 규정불가 한 것이
가지
가 있는데,
는 ‘너는 자면서 공부해야 한다’와 같은 리적으로 ‘실행 불가 한’ 까 에 규정 불가
한 것이고, 다 하나는 ‘ 들이 나를 재미 아 고문하는 것을 용해야 한다’와 같이 ‘의 하는
( illing)’ 것은 불가 한 까 에 규정 불가 한 것이다. 전자는 ‘ 리적 규정 불가 성’, 자는 ‘심리적
규정 불가 성’이라고 한다(유지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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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범 신호상

동
터 중근세까지는 철학의
영역에 있었으나, 근대 말에서 현대 초에 독립 학문으로 자리잡아감 에 따라 철학은 정
체성이 모호해졌다.
이 상황에서 ‘자연주의적 오류’는 철학만이 규범적이고, 이를 제외한 모든 학문이 기술적
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자연주의적 오류’의 의미 중 Moore에 의해 제기되고, Hare에 의해
확인된 ‘선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반대하고 규범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
를 방증한다. 결국 Moore의 입장에서는 0.1%의 아웃라이어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100.0%
의 타당성과 일관성만을 인정하는 논리학 중심의 철학을 ‘존재와 당위’ 중 ‘당위’의 영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런 시도에 의해 결과적으로 사회과학은 100%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오차범위를 인정하더라도 설명가능성을 통한 개연적 설명이 더 많은 발전
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귀납적 연구방법론과 그 궤를 같이
하게 되었다.
이로써 Hume의 시대에 이르러 ‘존재와 당위’의 이분법에 대한 고민이 제시되었고,
Moore의 시대에는 다수의 철학자들이 함께 고민했고, Hare의 시대에는 윤리학을 포함한
철학은 ‘당위’를 연구하고, 과학은 ‘존재’를 연구하는 것으로 명확한 구분을 이루었다.
경제학, 경영학, 등의 태 기이다. 이 사회과학들이 대부분 고대부

18)

19)

(2) 최근 윤리학에서의 위상

Frankena의 비판에 의해 조금 더 구체화되었고, Hare의 연구로 ‘도
덕적 추론’ 등 후대의 연구결과도 반영되어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깊게 개선되었다. 왜냐
하면 Sober(1993)의 지적대로 이 논의들의 본질은 존재와 당위 간의 관계가 자연적인 것
과 비자연적인 것 간의 관계가 아니고, 존재와 당위의 문제였다.
현재, 윤리학의 논의에서 ‘자연주의적 오류’가 논리적 오류라고 주장하는 바는 많지 않
다. 즉, 선을 자연주의적인 환원을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틀리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
나 여전히 윤리학 연구 중 다수는 ‘자연주의적 오류’가 논리적 오류는 아니지만, 최소한 내
용상의 오류를 지적했다는 점과 그 중요성은 인정한다. 현재도 ‘자연주의적 오류’를 사용하
여 윤리학적 논의를 검증하는 학자들이 있다. 국내에서도 소병철(2007), 엄정식(2009), 정상
모(2012a; 2012b) 등이 ‘자연주의적 오류’를 지지하며, ‘자연주의적 오류’의 관점에서 사회
‘자연주의적 오류’는

모든
물
차
초

칭

었

물

18) 고대 Aristoteles 이전에 철학이란 사실상
학문을 통 하는 것이 으나 Aristoteles가 리학, 형이
상학, 논리학, 정 학, 수사학, 윤리학, 생 학 등을 구분하고, 학들의 독자적 계승에 의해 각 학문들
이 독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 다. 철학은 점 그 영역이 아지기 시 하여 중 에는 신학, 학, 의
학이, 대
상 시대에는 자연과학의 분화 발전하여 사실상
에는 철학의 영역에 사회과학의
영역만이 았다. 그도 대 에서 현대
현재의 사회과학들이 급 하게 그 부적이고 독창적인 영
역을 확립하였다.
19) 계속되는 학문의 분화와 독립적 연구의 결과 윤리학의 역할과 정체성이 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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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했다.

생 학을

포함한 진화론적 윤리학을 비판하고 이들이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Frankena나 Hare를 위시한 20C 전반에 걸친 메타윤리학 연구는 Moore와 Hume의
공통의 관심사로 축약된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선은 어떻
게 증명되는가”이다. 이 ‘선의 증명’은 ‘선의 실행’ 보다 선행하는 문제이고, 따라서 메타윤
리학자들은 이론규범윤리학이나 윤리경영을 포함한 실천응용윤리학에서 모두 “어떻게 행
동할 것인가”의 문제보다 먼저 “선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이란 무엇인가”, 즉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는 윤리경
영의 논의들과 연구결과들이 과연 윤리적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20)

(3) 윤리경영에서의 의미

당
진 후 사회과학이 통
계학과 컴퓨터 등의 발전에 힘입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동안 철학과 윤리학은
100년 동안 Moore가 확보해 놓은 분석철학과 메타윤리학이라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중후반까지 인류 역사의 황금기 도래에 일익을 담당하던 사회과학의 발전
이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등으로 세계대전과 냉전을 야기하고, 경제
적으로는 블랙프라이데이, 세계경제위기 등을 야기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등
의 문제를 야기했고, 이에 대해 나름대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대
책이란 것이 진화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무한경쟁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기 이익에 대한 집착이
요청됨에 따라 무한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아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
에 대해 경영학자들은 행복과 선에 대한 탐구인 윤리학을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요청했다.
‘존재- 위 논쟁’의 영향으로 철학과 사회과학의 영역분할이 이루어

21)

근

20) 메타윤리학, 이론규범윤리학, 실천응용규범윤리학의 관계에 대하여 “실천응용규범윤리학의 거는 이론
규범윤리학이
해주고, 이론규범윤리학은 메타윤리학이 명해주는 관계”라고 한다(김승범, 신호
상, 2016).
21) 현대 정 학계에서 가장
영향을 미 고 있는 . ukuyama의 경우 그의 저서 “End of istory and
the ast an”(1992)에서 자본주의와 공 주의의 생 성의 문제를 iet sche의 ‘ 인의 의지’
을
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적으로 자본주의와 공 주의는 ‘적자생존’에 의해 공 주의가
할 것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는 ‘적자생존’은 정 학적
론이 아니라 생 학적
론으로
학제적
론인 사회 화론적
론의 rame을 적용 다는 점이다. 그는 2015년 8월, 한국학술
재단에서
한
강연에서도 그의 이론을 비 한 S. untington의 “ he lash of i ili ations
and the emaking of orld rder”(1996)의 이론에 대해서도 결국 ukuyama 본인이 중시한 것은 ‘정
체’이 , untington이 주목한 것은 ‘환경’이라 , 같은 사회 화론의 사회문화적 화(Sociocultural
e olution)에 의한다고 지적 다. 그 로 ukuyama는 untington(1996)이 거한 이
국가의 경
우는 ‘자
명’을, 중국의 경우는
오 (
)의 ‘
(
)’ 등을 화의 로 제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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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범 신호상
우리는 이것을 윤리경영이라고 한다. 역시 문제는 사회과학 중심의 윤리경영 이해는

많은

Cheung(2007) 등과 같이 윤리경영을 사회진화론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Wilson과 최재천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생물학 역시 Cheung이나 Fukuyama와 같은 사
회진화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중 윤리를 사회생물학으로 대체하고자 한 논의는 여러
차례 철학자와 윤리학자들에 의해 ‘자연주의적 오류’로 비판을 받았다. 이 논쟁의 핵심은
사회진화론 관점의 학설은 사회과학에 자연과학의 성과를 결합시킨 학제적 연구를 통해
사회문제를 설명하고자 함이고, 철학자 및 윤리학자의 반론은 당위의 영역은 1903년 ‘자연
주의적 오류’ 이후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리경영을 논함에 있어서는 사회과학적 방법론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
이 부각된다. 기존의 국내의 윤리경영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당위’에 대한 이론적 증명이
나 인용없이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윤리경영의 윤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슈로 제기될
만하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의 개연성을 인정하는 ‘기술적 방법’ 스스로가 문제 원인 중 하
나라는 점에서 경영학 스스로가 현대사회 기업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학을 새로운 대안으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윤
리학의 연구방법론인 연역적 방법론에 근거하는 ‘규범적 방법’도 함께 수용해야 하는 것이
다. 따라서 윤리경영의 논의들은 ‘규범적’이어야 하고, 전통적인 연역추론적 윤리학 연구방
법론도 통계학 못지않게 중시되어야 한다.
경우

22)

23)

Ⅲ

. 메타윤리학에서 바라본 ‘윤리경영’의 이슈와 대안

앞에서 철학 및 윤리학의 입장에서 ‘자연주의적 오류’와 ‘존재-당위 논쟁’과 같은 연역적
방법론에 대한 지난 100년간의 메타윤리학 영역에서의 연구성과를 고찰했다. 이런 윤리학
적 전통과 유산 중 윤리경영이 계승해야 할 것은 어떤 점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이 장의
내용이다.

닌 학제적 연구의 가치를 중시하여, 경영학, 특히 윤리경영
영역에서의 ‘존재-당위 논쟁’과 ‘자연주의적 오류’가 가지는 의미를 고찰한다. 경영학계 스
스로도 유사한 성찰은 있었다. DiMaggio와 Powell(1983)의 경우 이미 30여년 전에 이 점
이하 철학 내부의 논쟁이 아

에 대해 지적하기를 계속되는 윤리경영 연구에도 불구하고 윤리경영 실천을 강조한 제도

동

M
CRMP

MF
C VC v

22) 조 성 등은 A. Smith의 고전적 자유주의, J. . Keynes의 수정자본주의, . riedman의 신자유주의,
K. Arro 의 이해관계자이론, A. arroll 등의 S , . orter의 S ( reati e Shared alue)를 기업
의 사회에 대한 관점의 단계 발전, 즉 화로 이해한다.
23) 교육부는 현재 사회과학이 아 윤리학을 중심으로 한 실천학문의 결합을 통한 학제적 연구로 사회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천응용규범윤리학의 필요성과 목적이라고 천명하고 있다(김승범, 신호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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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모
킬 수 있는 인지적 접근은 크
게 고려되지 못했다(DiMaggio & Powell, 1983)고 하였다. 중요한 점은 이들의 지적대로
현재 윤리경영에서 주목하고 있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이나 ‘소비 윤리’ 등에 대한 귀납적 방법론을 통한 연구만으로는 윤리라는 정신모형에
대한 접근이 요원할 것이라는 점이다.
화 이론에 주 할 뿐 구성원들의 윤리적 정신 형을 변화시

1. 기존 윤리경영 연구에 대한 연역분석적 비판

(1) 기존 ‘윤리경영’ 연구 중 통계분석의 가설과 모델에 대한 연역적 고찰

활동 중 윤리경영과 관련되어 논의되는 영역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다수의
연구자가 윤리경영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동의하더라도, 실제
로 윤리경영의 양적 연구 결과는 경영학의 타 분야 보다 낮은 수준의 설명력이 도출된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경영활동 어느 영역에 윤리적 경영활동이 어떻게 도
움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 윤리경영 연구의 가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명제 1] 혹은 [명제 2]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기업의

[명제 1]

“윤리적인 경영을 하면, 기업의 경영성과에
[명제 2]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

움

“윤리적인 경영이 경영성과에 도 을 주기 때문에 윤리적인 기업 경영을 해야한다.”

반

옹호하는 주장들은 [명제 1]이나 [명제 2]를 참이라는 결과를 도
출한다. 단순히 문법적인 사항만 보자면, 연구조사방법론의 관점에서 [명제 1]은 가설로,
[명제 2]는 결론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문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윤리경영을 지속가능
성과 연관시켜 언급할 때는 많은 논의가 [명제 1]과 [명제 2]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의
미적으로 포함한다.
사실 통계적 증명의 경우, [명제 1]을 증명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다고
해도, 통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필연적으로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럼
일 적으로 윤리경영을

24)

[

] 평

[

]

령

[

] 당

[

24) 명제 1-1 은 서문이고, 명제 1-2 는 명 문이다. 따라서 명제 1-2 를 위의 영역으로 해석하여 명
제 1-1 은 기술적 문장이고, 명제 1-2 는 규범적 문장이라고 이해하면 안된다.
하면, 분석윤리학에
서는 문장의 참거 이 문장의 속성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 형태인 것인지 보다 그 명제가 참인지
거 인지의
이 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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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
적 비약에 대한 의심이 바로 ‘자연주의적 오류’이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앞서 밝힌바와 같
이 ‘정의주의자의 오류(definist fallacy)’에 해당한다.
그리고, [명제 1]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적 검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값을 도
출하였을 경우 귀납추론적으로 [명제 1]은 참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명제 1]이 연
역적으로 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명제가 귀납추론적 참임을 근거로, 연역적으로
도 참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결과 긍정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소홍렬 외,

에도 명제 2 와 같은 명제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되면 논리적 비약을 의심 는다. 이 논리

1998).

렇

개념이 모호함 에도 불구하고, 윤리경영이 없는 것보다
는 윤리경영을 수행하는 것이 경영성과가 개선될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점에서 [명
제 1]은 타당한 명제라고 한다면, 즉 경영성과가 개선된다는 유리한 증거를 편중되게 채택
하여 명제를 증명하려 할 경우는 ‘가설확인적 검증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한규석, 1995).
또한 기업의 경영성과가 증가되는 요인이 비단 윤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다. 마케팅의
요소, 제품의 우수성, 기업 브랜드 등 내부 요인과 경쟁사, 시장환경, 유행 등 외부 요인
등 많은 요인이 있다. 이에 윤리경영이 다른 요인과 무관하게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지 않고,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 중 하나로 윤리경영이 경영에 긍정적임을 나
타내는 자료를 통해 [명제 1]을 증명한다면, ‘후건 긍정의 오류(the fallacy of affirming
the consequent)’를 범하게 된다(나무위키, “후건 긍정의 오류”).
[명제 2]는 [명제 1]과 논리적으로는 같은 문장이다. 따라서 [명제 1]의 진리값과 [명제
2]의 진리값은 같아야 한다. 귀납추론에 의한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명제 1]이 통계적 검증으로 검증될 경우 일부 “윤리경영을 해도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
그 다고 해서 윤리경영이라는

25)

26)

듯 마케팅
혹 CR
듯
봉 활동 말함
애매
모두 포함
말
진 값
후 긍
진 값
특
던
%
방법
르
방증
포함 외
충
[그림 1] 명제의 역 이 대우

25) 윤리경영이 ‘직업윤리’에서 이야기하
, 전략, 조직관리, 재무 등 경영의 제분야에 있어서 도덕
윤리적인 가 를 수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은 S 에서 논의되 , 기부나 사
을
인지,
은 S 26000의 목을 수하는 것인지
하나, 본고에서는
를
한 것으로 본다.
26) 필요조건과 분조건을
하는 경우를 한다. 본 명제와 대우관계의 명제는 리 이 같지만, 역관
계나 이관계의 명제는 전건 정의 경우와 건 정의 경우가 리 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류이다.
‘명제의 역 이 대우’는 90년대에는 정 학과에서 교육하 내용이나, 2016년 현재에는 중등교육 교과
과정에서 중학교 수학에서 교육한다. 100 연역적
론인 수학에서 이 주제를 가 친다는 점에서,
중학교 과정에서가 친다는 점에서 ‘명제의 역 이 대우’가 연역적 사고의 기본임을
한다. ‘명제
의 역 이 대우’는 다 과 같다. 이는
관계 에도 필요 분관계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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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 ]
미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명제 3]은 [명제 1]과 [명제 2]간에 논리적 관계가 성립할 때, 그 맥락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명제로 종종 제시된다.

정적인 영향을 미 지 않을 수 있다”는 가 성이 도출된다. 그러나 명제 2 의 가시적 의

27)

[명제 3]

능 려

기업이 지속가 하 면,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

[명제 2]를 전제하여 내린 결론인 [명제 3]이 증명되고 , 일관성이 증명되어도 실제로
는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윤리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명제 1]을 독립변수로 [명제 2]를 도출하는 것과 논리적 타당성은 다른 문
제이다. 따라서 [명제 1]을 가설로, [명제 3]을 결론으로 하는 윤리경영 모델도 연역적으로
지지받기 어렵다. 이는 윤리경영 관련 연구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통계학적 양
적 검증은 모델설계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연역적 관계는 무시하고,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윤리경영 관련연구에서 지적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양적 검증
이 가능한 대상인지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과연 [명제 1]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연역논
증 관점에서 살펴본다. [명제 4]는 국내 윤리경영 논의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형태의 명
28)

29)

제이다.

[명제 4]

활동을 한 것이다.

기업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면, 비윤리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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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명제 3 의 윤리경영이 지속가 하기 위해 명제 1 과 명제 2 를 연역적 전제로 는다는 것은 명제 1
과 명제 2
문장이
참이고 시에 명제 3 가 참일 때 즉, 명제 1 과 명제 2 가 전제이고 명
제 3 이 결론일 때, 타 하
명제가
참인 일관성이 보된다는 의미이다.
28) 논리적 참을 ‘타 하다( alid)’고 하 , 이는 “전제가 참일 때 시에 결론이 거 일 가 성이 없다”는
것을 타 성이 있다 은 타 하다고 정의한다. ‘일관적이다( onsistent)’는 명제가 시에
참이거
나 시에
거 인 것을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은 일관적이라고 정의한다(박종 , 1990).
29)
있
그 의 이미지 변화가 대표적인 이다.
그 은 “인재는 이다”라는 고를 통해
대
업생으로부
업하고 은 기업에서 은 순위에 위
다. 여기까지는 일관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 화로 인해 신규입사자 저 구조조정과
직이 대상이 되자, 여론은 우 안
게 변 다. 그러나, 이는 계속되는 장기 불황으로 한국의 업 전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
을 안하면 분명한 부요인이 로 조 변수로 통계
에 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영하는
순간
그 에 대한 가지 속성, 즉 소에 인재영입과 성장에 은 관심을 가졌다는 점과 신입사원
도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점 간에는 일관성이 없어 다. 즉 이미 일관성이 없는 명제들간에도 효과적인
통계
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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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범 신호상

[명제 4]는 [명제 1]의 대우 명제이다. 즉 [명제 1]과 [명제 4]의 진리값은 무조건 동일
하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 풍토는 [명제 1]을 연구대상으로 인정하는 자가 [명제 4]도 동시
에 참인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명제 1]이 참일 때, [명제 4]는 무조건 참이
다. 과연 경영학자들이 [명제 4]에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명제 4]
를 독립변수로 삼고,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삼는 모델을 만든다면, 다수의 연구가 [명제
4] 이외에 브랜드가치, 고객인지도 등 다른 독립변수와 섞거나, 윤리경영부터 경영성과 사
이에 다른 매개변수를 삽입하는 형태로 모델을 구성할 것이다. 왜냐하면 윤리적 경영활동
에 가산점을 주고 싶은 심리상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설확인 검증의 오류”이다.
그러나 [명제 1]과 [명제 4]에 대한 이러한 차별대우는 윤리는 목적일 수 있지만, 수단일
수 없기 때문에 윤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즉 명제가 주는 오해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대로 ‘정의주의자의 오류(definist fallacy)’, ‘결과긍정의 오류’, ‘가설 확인적 검증의 오류’,
그리고 ‘후건 긍정의 오류’ 등을 범하게 된다. 이는 오로지 ‘자연주의적 오류’가 주는 메시
지, “존재에서 당위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윤리의 ‘기술판단’ 측면, 즉 ‘수단으로써의 윤리’에 기인하여 기술판단인 ‘어떻
게 하는 것이 윤리적인가’만을 생각하고, ‘목적으로써의 윤리’, 즉 “왜 당연히 해야하는가”
라는 ‘규범판단’ 측면인 ‘당위’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순이다. 이는 메타윤리
30)

31)

학이 경영자와 학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선호한다고 해서 ‘자연주의적 오류’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
해 검증한 것이 윤리학적으로는 완전한 검증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Hare가 ‘규정성’, ‘보
편화 가능성’, ‘우선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연역추론을 통해 얼마든지
오류를 찾을 수 있고, 나아가 연역추론을 수행함이 귀납추론의 엄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
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경영학이 윤리학을 요청한 이유인데, 윤리경영 영역에서
마저 굳이 귀납적인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모순이다.
결국 경영자와 경영학자들이

(2) 메타윤리학에서 바라본 CSR은 윤리에 대한 논의인가?
현재 윤리경영에 논의가 가장

bility: 기업의 사회적

많이 이루어지는 주제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윤리적인 기업’의 정의도 모호한 상황에서 많은 연구에

책임)이다.32)

30) 주석 23) 참조.
31)
윤리학의 지향점은 행 이고, 행 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정의와 이 있다. 이
것을 수단으
로 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간 , 표 1 윤리학의 분류에 대하여 명 때문에 란이 있을 수 있으나,
목적론적 윤리론만이 윤리를 목적으로 인지하고, 다 윤리론은 수단으로 인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은 그 1 에서 제시된 다양한 형태의 윤리학 중 어 영역에서도
가지이다.
32) S 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 영향을 주는지, 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이 연
구된 만큼, 도의 논의없이 S
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수용한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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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적 윤리경영 연구를 위한 논의: 메타윤리학 관점에서

CSR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윤리적인 기업’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윤리경영의 일반적인 명제는 [명제 1]과 같다.
그런데, CSR 차원에서의 [명제 1]은 오랫동안 단순히 기부 이외에는 명확하게 어떤 점
혹은 상황을 지칭하는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상기 명
제는 이미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지지하는 이들도 ‘자연주
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명제 2]가 참이면, 기부 등 CSR 활동을 활
서 기부 등

33)

발히 하는 기업이 윤리적인 기업이라는 의미가 된다.

렇 C R 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
하며 ‘그렇기 때문에 CSR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한 것이
다. Hare에 의하면 대상이 ‘Hume의 법칙’을 위배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CSR 활동이 윤리
적 논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적인 논의가 아니라면 사회과학적인 ‘기
술판단’으로 이해하여 ‘Hume의 법칙’과 무관하지만 윤리적인 논의가 아니므로 윤리경영적
논의가 아니다. 반대로, 윤리적인 논의라면 ‘Hume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윤리경영적
그런데, 이 게 ‘ S

논의지만, 비윤리적이다.

판

판

혹은 ‘기술명제’에서 ‘규범명
제’를 도출하면 ‘자연주의적 오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메타윤리학적 질문은 ‘CSR을
해야 한다’와 ‘CSR을 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CSR이 선
인가’, 즉 ‘CSR을 수행하는 기업은 착한 기업인가’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국 “CSR 활동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하더라도, 그것이 “CSR 활동을
잘 하는 기업이 윤리적인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만약, “CSR 활동을 잘 하는
기업이 윤리적인 기업이다”는 명제가 참인 결론이려면, 우리는 대전제와 소전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즉, 대전제인 “CSR 활동을 잘 하는 기업이 경영성과가 좋다”가 참
이고, 소전제인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은 윤리적인 기업이다”도 참일 때 “CSR을 잘하는
기업이 윤리적인 기업이다”라는 명제를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즉 이를 도식
화하면, 앞에서 [증명 1]에서 Moore가 쾌락주의를 비판할 때와 같은 방식, 즉 연역적인 방
법인 삼단논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증명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이유는 ‘기술 단’에서 ‘규범 단’을

33)

66

CSR을 ISO 26000과 동일시 하지 않는다. 본고에서의 CSR은 Caroll등의 “Philantrophy(자선적)”이라는
의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ISO 26000의 경우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절감이 매우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절감은 그 자체만으로 매우 중요한 윤리경영의 축이다(김승범 등, 2015;
2016). 심지어 때로는 강제적인 집행을 요구하기도 한다(김승범 등, 2016). 그러나 한국에서는 실질적인
활동들이 거의 미미한 상태이다. 이에 공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윤리경영연구 제16권 제1호(통권 제23호)

김승범 신호상
[증명 2]

CSR–윤리기업의 연역증명 1
a) CSR 활동을 잘 하는 기업이 경영성과가 좋다.
b)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은 윤리적인 기업이다.
c) ∴ CSR 활동을 잘 하는 기업이 윤리적인 기업이다.
34)

[증명 2]의 세 가지 삼단논법 유형은 형식논리학에서 제기하는 본 논증에서 타당한 논증
의 예이다. 이 논증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대전제 a)는 흔히 우리가 지속가능경영을 이
야기 할 때 가설로 사용하는 명제이다. 소전제 b)는 CSR관련 논문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
으나, 김승범 등(2015)은 이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은 윤리적인 기업이다”를 Aristoteles적
관점에 입각한 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정의라고 한다(김승범, 신호상, 2015). 따라서 결론인

당

c)의 도출은 논리적으로 타 하다고 할 수 있다.

[증명 1]에서 Frankena가 ‘정의주의자의 오류(definists fallacy)’라고 명명
한 ‘논리적으로는 참이나, 내용적으로는 참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즉, 우리는 이미 경험
적으로 ‘CSR 활동을 잘 하는 기업 중 과거에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던, 그리고 미래에도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총수
가 배임 횡령 등 윤리경영 사건사고를 저지르고 구속, 혹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경
우, 이에 대한 이미지 개선의 차원에서 CSR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실증을 통해 알고
있다(송명선, 최승호, 2014).
따라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CSR 비용을 많이 지출하거나, 다양한 CSR을 한다고 홍보하
는 기업에 대해 경험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과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것과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CSR 활동과 좋은 기업은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양적 연구를 하지 않고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학과 연역법의 장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메타윤리학은 Normative를 지향하는 윤리경영에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윤리적인 경영을 하면 경영성과가 더 좋기 때문에, 기업이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는 실천응용규범윤리학의 분야로서 기업윤리가 가지는 윤리의 고유의 특성인
‘규범판단’의 형식을 보여주지만, 자연주의적 오류이기 때문에 틀린 명제이다. 예를 들어
“마케팅 활동을 하면 경영성과가 더 좋기 때문에 기업은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명제는 ‘가치판단’이기 때문에 비록 당위적 표현이나 ‘가치판단’이 가지는 ‘기술판단’의 특
그러나, 이는

증
음
C R–
증
C R 활동 잘
b
∴ C R 활동 잘

삼당 법
C R–
증
좋
b C R 활동 잘
∴ C R 활동 잘

34) 이 명은 다 과 같은 명제로도 구성할 수 있다. 이는
논 의 유형일 뿐 내용은 같다.
S 윤리기업의 연역 명 2
S 윤리기업의 연역 명 3
a) S
을
하는 기업이 경영성과가 다.
a) 경영성과가 은 기업이 윤리적인 기업이다.
) 윤리적인 기업이 경영성과가 다.
) S
을
하는 기업이 경영성과가 다.
S
을
하는 기업이 윤리적인 기업이다.
S
을 하는 기업이 윤리적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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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

질 필요조차 없다.

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 는지 따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윤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즉 “‘이러 이러한 구체적인 윤리경영

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내용을 윤리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는 물음이 윤리경영을 메타윤리학을 통해 반추해야 하는 이유라 할 수 있
다.
Moore의 ‘자연주의적 오류’를 인정한다면, 위의 명제는 이미 ‘열린질문논증’에 의해
명제가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35)

(3) 메타윤리학에서 바라본 ‘소비 윤리’는 윤리에 대한 논의인가?

최근 들어 공정 무역, 착한 가격,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한 논의와 활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의도와 취지는 매우 좋아보인다. 고객에게 접근도 쉽고 고개의 반응도 호의적이
다. 그러나 기업이 펼치는 활동은 선행이 목적이 아니라, 이익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이 더 많은 이익의 창출이 가능한가를 고민해야 한다. 과연 공정 무역, 착한 가
격, 윤리적 소비를 행하는 기업은 좋은 기업일까?
소비윤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개개인 생활의 기준이 되는 규범체계인 사회윤리의 하
나”로 볼 수 있다(천경희 외, 2010). 백기복(2013)은 윤리적 소비는 소비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과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윤
리적 소비는 친환경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공정무역, 로컬푸
드 구매, 공정여행 등을 포함한다고 한다(백기복, 2013).
Singer를 제외한 대부분의 윤리학자들, 심지어 현대의 윤리학에서 환경에까지 윤리의 영
역을 넓힌 Taylor와 Leopold도 동물을 윤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최경수 외, 2015a;
2015b). 만일 동물 등을 중심으로 윤리를 정의하면,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다고 공격받
을 수 있다. Taylor와 Leopold가 환경은 윤리적 대상이 아니고 그 사용자이며 주체인 인
간을 위해서라고 한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를 회피하기 위해만은 아니다. 그러나, 결론적
으로는 동물을 윤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환경윤리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회피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윤리적 소비는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환경과 사
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환경과 사회를 윤리적 대상으로 고
려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소비 윤리’ 범주에 해당하는 ‘공정 무역’과 ‘착한 가격’도 메타윤리학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공정 무역’과 ‘착한 가격’이 메타윤리적으로 선이 아닌 이유 는 바로 ‘공정’
혹은 ‘착한’에 대한 자의적 해석 때문이다. ‘공정 무역’과 ‘착한 가격’은 구조적으로 ‘공리주
36)

질

바 M
착 격 벤덤 최
배
평 배
질

열린질 증
최 복 혹 밀

35) 이런 문의 형식 로 oore가 ‘자연주의적 오류’에 사용하는 ‘
문논 ’이다.
36) 이에 따라 ‘공정 무역’과 ‘ 한 가 ’은
의 “ 대다수의 대행 ”, 은 의 “사회구성원 전체의
대 효용”에 위 되는 불공 한 분 가 이루어 수 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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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을 가지고 있다. 많은 단계의 거래를 단순하게 줄여 최초 생산자를 착취로
부터 해방하는 기능을 제시한 것이 ‘공정 무역’, ‘착한 가격’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공정
무역’과 ‘착한 가격’은 다음과 같이 공식화 할 수 있다.
의’에 대한

[증명 3] ‘공정 무역’과 ‘착한 가격’ 관점의 수리적 표현

5

= 1a + 1b + 1c + 1d + 1e = 2.5a + 2.5b + 0c + 0d + 0e = 2.5a + 2.5b

렇
누 갖는 구조를 2명이 각자 조금 더 많이 갖자고, 구조를 바꿔서,
3명의 몫을 빼앗아 2명이 나누어 갖는 것이 선인가”라고 물을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자의
그 다면, “5명이 나 어

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말 Moore가 지적하는 ‘자연주의적 오류’의 대표적인 오류이다. ‘자
연주의적 오류’는 자연적인 성질로 선을 정의한 것, Moore는 이를 “다른 것을 같은 것이
라고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증명 3]과 같이 5명의 선을 2명의 더 큰 선으로 전환하
고 나머지 3명을 책임지지 않는 것을 같다고 말하는 것이 이미 자의적인 기준이 되는 것
으로 이 자의적 해석 때문에 ‘착한 소비’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 자의적 해석이야 로,

2. 메타윤리학적 비판의 반성적 대안 모색

–

Kohlberg의 ‘도덕 발달 이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타윤리학의 공격은 광범위할 수 있다. 이는 Hare의 규범 판단
의 3원칙 중 ‘보편화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연역논증의 특징이기도
한 보편성은 그 적용범위에 시공을 초월하여 예외가 없음을 뜻하기 때문에 통계학에서 말
하는 설명력과 같은 적용 대상의 한계나 아웃라이어가 없다. 따라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적에 대처할만한 대안은 없는 것인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윤리경
영은 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오종석, 정동섭, 1999). 이를 근거로 윤리경영과 연관성이
높은 타 학문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특장점을 차용하여
윤리경영의 이론적 측면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학문적으로 윤리경영과 가장 관련이 높
은 학문은 윤리학, 도덕심리학과 윤리교육학이다. 그 중 윤리교육학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Kohlberg의 ‘도덕 발달 이론’은 ‘자연주의적 오류’를 회피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반성적 대안과 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Kohlberg의 ‘도덕 발달 이론’의 개요
역사적으로 윤리교육학은 윤리학과 도덕심리학 사이에서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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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왔다. 윤리교육학에서 윤리학과 도덕심리학의 조합의 문제가 항상 이슈로

적인 관계를 가

두 왔

대 되어 다(정창우, 2008).

[그림 2]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과 단계별 정의

처 손경원, 2001; 정소흔, 2007; 이거랑, 2015에 기초, 연구자 재구성

출 :

반 Kohlberg주의는 내용상 결국 Kohlberg 이전의 시대인 1960년대 이전으로 돌
아가는 복고주의가 되어 버렸고(Turiel, 2008; Gibbs, 2009), 이 점에서 반 Kohlberg주의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Kohlberg 이전의 윤리교육학이 가지는 단점, 즉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었다(손경원, 2011). 손경원(2011)에 의하면, Kohlberg가 1969년 발표한 ‘도덕
발달이론’을 교육학계에서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도덕철학에 근거한 도덕성 연구방법’ 때
문이다. 또한 윤리학계에서 높게 평가하는 Kohlberg의 업적은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손경원, 2011). 이후 50여년간 교육학계에 Kohlberg의 지배적인 영향이
장기화되자, 2000년대 중반 반 Kohlberg주의라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Kohlberg 이론은 어떤 측면에서 ‘자연주의적 오류’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그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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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다른 이론도 ‘자연주의적 오류’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을 연구하고, 회피 요인을 찾는 것이
요인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선 Kohlberg의 이론은 ‘도덕의 철학적 숙고에 입각한 심리학적 설명’이었다. [그림 2]
에서 정리한 기준으로, 윤리학은 가장 우측에 위치한 정의 추론에 대해 무엇이 정의 추론
이며 왜 더 높은 단계가 더욱 타당한 단계이며, 6단계로 나뉘어진 단계들에 대해서는 왜
각 단계들이 연속적이며 위계적인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도덕 심리연구는 보편
주의 규범 윤리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때문에 상보적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보적 관계로 윤리학과 도덕심리학을 결합하며 ‘자연주의적 오류’를 피했다(손경원,
우

2011).

b

달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거랑(2015)에 의하면, Kohlberg는 자신의 이론이 다단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발생
할 수 있는 상대주의적 관점, 즉 각 단계간이 상대적으로 평가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
서 미리 기준을 확정하여 ‘도덕적 추론’에 상황과 맥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것이 3단계의 수준이다. 즉, ‘도덕적 추론’의 틀을 규범적인 3단계로 정해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추론’의 내용적 측면,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나 행위자의 개
인차 등과 같은 맥락이 무시된다. 그러므로 ‘도덕적 추론’의 유연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이다
(이거랑, 2015).
그런 의미에서 Kohl erg의 ‘도덕발 이론’과 ‘도덕적 추론’의 관계를

[그림 3] 도덕적 추론

처

출 : 김승범, 신호상, 2015.

겨진다. 즉, 전통적으로 추론 이
론이나 판단이론은 프로세스 형태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구매행동패턴 관
련된 마케팅의 인지 프로세스는 1920년대 등장한 Hall의 AIDMA 프로세스가 있고, 또
2005년 Dentsu에서 발표한 AISAS도 있다. 이런 프로세스들은 대부분의 실제 현상들에
‘도덕적 추론’은 유연한 것이 장점이 아니라 단점으로 여

37)

반

IDMA와 AISAS를 언급한 것이지, 기술적으로는 Google이 2013년 발표한 ‘Zero

37) 일 적인 인지도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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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높아야 좋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연한 프로세스는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므로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 ‘도덕적 추론’도 그런 의미에서 유연성
이 약한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림 3]에서 보듯이 인간의 삶을 둘러싼 너무 많은 권력과 이익의 문제가 도덕
적 추론 과정에 개입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외압에 의한 추론 왜곡의 발생이 다반사이다.
그러므로 Kolberg는 이 ‘도덕적 추론’을 어떻게든 덜 유연한 모델로 설명하고자 했고, 그
런 차원에서 ‘도덕 발달 이론’과 결부지어 도덕 추론 단계가 높으면 도덕적 추론에서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Kohlberg는 6단계에 다다른 사람은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도덕적 추론’의 왜곡가능성을 한정지음으로써 Kohlberg의 이론으로 항상 똑같은
도덕적 추론을 수행하는 보편적 도덕추론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윤리의 조건인
보편성을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Kohlberg에 의하면 결국,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높
은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박경기 등(2012)은 Kohlberg는 ‘도덕적
추론’의 유연성은 약화시켰으나, 대신 인간의 의지에 집중하여 아동을 수동적 그릇이 아닌
스스로 도덕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적 모습으로 제시(박병기 김민재, 2012)했다고 평한다.
다음으로 Kohlberg 이론의 속성적 특성을 살펴보자. Kohlberg(1981)는 어떤 판단을 도
덕적이도록 하는 형식적인 준거가 존재하는데 이는 ‘보편성’과 ‘규정성’이라고 주장한다. 그
에게 ‘규정성’이란 타율적인 외적 사건이나 기대를 의미하는 ‘사실’로부터 자율적인 내적
원리를 의미하는 ‘당위’ 사이의 분화를 의미하고, ‘보편성’이란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라
도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다(Kohlberg, 1981).
이런 ‘보편성’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 추론’의 유연성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규범적 위계
라는 틀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규범적 위계적인 3단계’가 ‘규범성’을 확보해주고, ‘도덕적
추론’의 유연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 틀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됨이 ‘보편
성’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Kohlberg(1981)는 도덕성 발달의 최고단계인 6단계의 행위자는 완전히 보편적이며
‘가역적인 도덕판단’을 내린다고 했다. 그는 이 ‘가역적인 도덕판단’이란 각기 다른 행위자
의 자리에 자신을 놓아 보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성립된 주장을 하나하나 숙고해 보아야
하고 당사자가 만약 자신의 주장이 다른 이의 관심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주장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Kohlberg, 1981). 이것은 Hare(1963)
가 말한 ‘역지사지의 상상력’(Hare, 1963) 과도 동일하다.
대하여 설명 이

38)

39)

Moments of Throuth’나, 2015년에 발표한 ‘Zero Moment of Truth’를 진화시켜 점 단위로 Consumer
Behavior를 설명하는 ‘Micro Moments’의 경우 그 유연성은 극단에 이르고 있다. 프로세스도 이제는 선
형모델에서 점 모델로 바뀌어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38) 그러나, 이는 역사적으로 간디, 테레사 수녀 등 몇 명되지 않는다(김승범, 신호상, 2015).
39) 주석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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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달

v

좋은 것이
라고 한다. 그러나, Kohlberg가 마지막 제6단계의 정의를 정의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근거
로 Kohlberg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한다(Goodpaster, 1985).
Goodpaster(1985)는 Kohl erg의 ‘도덕발 이론’에 대하여 성장(de elopmet)은

(2) Kohlberg의 ‘도덕 발달 이론’과 ‘자연주의적 오류’

b
초기에, Kohlberg의 이론에 대하여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다
는 비판들이 제시되었다. Kohlberg는 이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준비를 했
다. 그리고 1971년에 직접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에 대해 “존재로부터 당위로
(From is to ought)”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대응한다. 또 Kohlberg(1981)는 자평하기를 “오
류의 세 번째 형식은 도덕 판단이란 당연히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에 관한 모든 개념은 그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적절한 개념 위에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오류인데, 나 자신도 이 오
Kohl erg의 이론 발표된

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Alston(1971)이 나의 주장을 무해한 ‘자연론적 오류’라고 보고

b
록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으나, 무해한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다고 평가한다.
부성희(1992)에 의하면, 이후의 연구에서도 앞선 Kohlberg가 범한 ‘자연주의적 오류 문
제’는 구조적으로 ‘보편화 가능성’에 의해 대부분 수용이 되고(부성희, 1992), Lapsley(1996)
는 실제로 Kohlberg가 심리학적 ‘사실’과 규범적 ‘당위’ 사이에 동형적 관계를 이끌어 냈을
뿐, 하나를 다른 하나로 환원시킨 것은 아니므로 ‘자연주의적 오류’를 피했다고 볼 수 있다
고 한다(Lapsley, 1996).
앞서 언급한 Goodpaster(1985)의 Kohlberg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도 부성
희(1992)의 ‘보편화 가능성’ 언급과 Lapsley(1996)의 동형관계에 의해 충분히 해명될 수 있
다고 본다. 단 Goodpaster가 ‘변화’를 지적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상과 같이
Kohlberg는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 때문에 ‘자연주의적 오류’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ohlberg에게는 Moore에서 Hare로 계승되는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한 이해가 있
었고, 또 도덕발달이론의 초기 설계부터 그 이해와 대안을 고려하고 반영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Kohlberg는 마치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듯, 자신의 이론에 ‘자연주의적 오
류’의 회피를 고려하였다. 또 비판이 일자, 직접 나서서 소명을 했다. 이로써 이론을 연역
적으로 설계하고, 또 이슈를 예방함으로써 ‘자연주의적 오류’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연구자
의 준비와 태도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둘째, 윤리교육학을 위해 윤리학과 도덕심리학을 학제적으로 결합한 다양성이다. 윤리학
만으로 대응을 했을 경우, 메타윤리학의 많은 학자들이 이미 대부분의 윤리학설에 대한 비
판이 검토됐었기 때문에 어떤 윤리학설에 의존하던 ‘자연주의적 오류’로부터 자유롭기는
있다”(Kohl erg, 1981)고 본인이 비

윤리경영연구 제16권 제1호(통권 제23호)

73

학제적 윤리경영 연구를 위한 논의: 메타윤리학 관점에서

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윤리학, 도덕심리학, 그리고 윤리교육학 등 세 학문의 학제적 연
구를 통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자연주의적 오류’로부터 회피할 수 있었다.
셋째, 발달이론이 가지는 동태성이다. 윤리학에서 제시된 주요한 윤리이론에는 Kohlberg
의 이론처럼 개발이론이 거의 없다. 따라서 고정된 형태의 관점으로 변화나 성장, 상황을
억지로 설명하다보면 모순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Kohlberg는 이를 총
3수준의 규범적 수준 제시와 총 6단계의 도덕장 계층의 제시로 해결하였다. 그리고 그 변
동성이 각 단계가 의미하는 컨텐츠, 즉 윤리적, 심리학적 내용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수준과 여섯 가지 단계의 동적 변화 구조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연주의적 오류’로 비
판하기 힘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 Goodpaster(1985)의 경우처럼 주목한 ‘변화’를 중
시한 나머지 진화설이 되어 버리면, ‘자연주의적 오류’를 피할 수 없다.
어

Ⅳ

. 결 론

1. 결론 요약 및 논문의 의의

판 CSR과 ‘소비 윤리’가 윤리학적으로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CSR과 ‘소비 윤리’의 장점을 주목하는 학자들은 이 시도를 모두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CSR과 ‘소비 윤리’를 합리적 동기에
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CSR은 ‘사회공헌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으로 무조건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의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니, 의무론적 윤리설로 설명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2의 분배라고 불릴 만큼 사회의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순기능이 있으
므로, 결과론적 윤리설로는 ‘좋은 경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결과론도
‘동기가 선이건 악이건 관계없이 결과만 좋으면 되는가’라는 비판에 직면하듯 이 CSR이야
말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총수의 구속 시 면죄부 형태로 사용되는 아쉬운 현실에
서 과연 결과론적 윤리설로 설명하는 것이 맞는지 자체가 의심스럽다.
‘소비 윤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리주의적 측면에서 이슈가 있다. 그러므로 결과
론적 윤리설의 입장에서 ‘좋은 경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무조건적인 선의 추구라고
보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의무론적 윤리설의 입장에서 ‘좋은 경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소비 윤리’는 이론규범윤리학의 측면에서는 착한 기업, 착한 경영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울
메타윤리학적 비 에

것 같다.

렇

험

근거한 귀납적 방법론으로 검증하지 않고, 연역적으로 보더라도
기업의 현상들에 대하여 윤리적 탐구 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윤리경영이라 할 수 있는지
이 게 경 적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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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윤리경영 전반에 걸쳐 ‘자연주의적 오류’나 ‘Hume의 법칙’과 같은 연역적 검
증을 거치지 않고, 귀납적 방법론만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있는 현재 윤리경영의 대부분
의 논의는 ‘자연주의적 오류’나 ‘Hume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메타윤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CSR과 ‘소비 윤리’는 대표적인 예일 뿐, 연역적 방법을 배제한 채 귀납적
방법인 양적연구를 통해 좋은 기업을 검증하려는 개별 논의들은 결국 기술적 판단에만 부
합할 수 있고, 윤리 논증이라면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규범적 판단은 완전히 배제된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윤리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규범성의 여부에 입각하면 대부분의 윤리경
영논의는 윤리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CSR이나, ‘소비
윤리’로부터 기업이 수행해야 할 당위를 도출한 경우들은 ‘자연주의적 오류’나 ‘Hume의 법
칙’에 위배된다고 봐야 한다. 이것은 연역적 방법없이 귀납적 증명으로만 선을 증명하려고
한 것으로, ‘자연주의적 오류’인지를 검증하면 오류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가 제시하는 결론으로써, 이 오류의 가능성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를

연구자들이 윤리경영을 연구할 때, 윤리학과 도덕심리학, 윤리교육학 등 연관학문의 성과

활용한 연역적 추론과정을 귀납적 과정과 함께 진행해야 규범적 기술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윤리연구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의의로는 첫째, 윤리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메타윤리학’을 경영학의 맥락과
접목하여 연구했다는 것이다. 둘째, 메타윤리학적 윤리경영 연구를 통해 어떤 문제점이 발
견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시도를 거론할 수 있겠다. 이 점이 윤리경영에
있어서도 ‘메타윤리학’이 가지는 의의라고 생각한다. 셋째, ‘자연주의적 오류’를 회피한 대
표적 이론인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윤리경영 연구가 메타윤
리학적 기준을 충족한 엄정한 윤리학적 이론으로서의 가치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기제
에 대한 제언을 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진행된 본 연구가 메타윤리학에 대한 윤리경영 연구자들의 관심의 증
대와 유용성에 대한 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향후 윤리경영 연구가 보다
다양하고 엄정하기 위한 시도에 기여했다고 자족할 수 있을 것이다.
를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초

험

이 연구는 정확하게 연역추론의 논리성과 윤리경영의 관계에 대한 기 적인 이해, 실

방어기제에 대한 제언으로 구성되어있다. 윤리경영의 학제적
연구 필요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메타윤리학이라는 극히 제한된 부분과의 연관성을 검토하
적인 적용, 그리고 대표적인

40) 윤리적 탐구는 탐구를 위한 사고, 윤리적 탐구 단계, 도덕적 추론과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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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제한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시도자체가 국내에서 처음인 바 더 깊은 내용을 연구하는 것은 더 많은 언급을
요청할 수 밖에 없기에 서론에서 언급한 바 본 연구가 지향하는 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
준의 논의만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참고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내용을 이해하
기 위해 추가적인 확인 작업 및 부가 학습의 번거로움을 부여한 것은 본 연구자의 능력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문이 가지는 형식적인 한계에서 새로운 내용과
주요 의제들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본 연구를 참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융복합적 연
구의 참고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으로 송구함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첫 번째 한계는 방대하고 복잡한 ‘메타윤리학’의 내용을 가지고 윤리
경영의 성과와 현황을 간단히 검토하는 것도 역시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작업인데, 이를
무리하게 축약하거나 단순화시킴으로써 연구의 의미가 퇴색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학제간 연구에 공통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 문제인데, 윤리학과 경영학을
모두 이해해야 할 수 있는 작업이니만큼, 한사람의 연구로는 연구 주제 자체가 가지는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시도가 자그마한 의미라도 부여할 수 있다면, 지속되는 노력
으로 보다 더 큰 의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 세 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
첫째, 사회과학연구로서 경영학연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귀납적 방법만으로 윤리경영
을 연구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강한 지적이 있는바 향후 이론규범윤
리학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윤리경영 연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론규범윤리학들
을 발굴 제공하는 것을 기도해 볼 수 있다.
둘째, 해외에는 연역적 방법과 이론규범윤리학 연구를 응용한 많은 윤리경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들을 발굴하여 국내 학계에 소개함으로써 국내 연구의 질적 양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셋쩨, 본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가지는 주제의 복잡성과 처음 소개되는 개념 등의
이슈와 논문의 제한적 형식 안에서 체계적인 메시지 전달이 부족했던 것은 모두 연구자의
역량 문제이다. 이 역량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주제와 연관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기에 한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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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for interdisciplinary study of Business Ethics:
on the point of view of Meta-Ethics
Kim, SeungBum Shin, Ho-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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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study is one of the trial for discipline research ith ie of Ethics to ard
Business Ethics. Ethics is di ided into 3 parts
heoretical ormati e Ethics,
ractical and Applied ormati e Ethics, and eta-Ethics, moreo er Business Ethics
is included in a part of ractical and Applied ormati e Ethics.
eta-Ethics is an approach of inguistic ogics for Ethical agenda. t as
analy ed ith ogic of eduction a out “ s it for Good ” or “ s this proposition Ethical ”
on the ie of Analytical hilosophy, during the last century.
o e er, there is nothing on Business Ethics hich has een studied ithout any
eta-Ethics ays, ut only the ay of nduction. So, it as suggested for
critici ing recent Business Ethics study ith ‘ aturalistic allacy’ and ‘ eing-ought
to argue’ as the impacted legacy of eta-Ethics through discipline study .
As a alternati e, the est ans er for critici ing ith eta-Ethics, called theory of
oral easoning of Kohl erg, to ariously progress for local Business Ethic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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