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 그룹 윤리경영 사례: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 내
윤리풍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 고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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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윤리적 조직풍토를 형성하는데 있어 윤리적 리더십의 역할을 살펴
보고 윤리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시사점을 기업에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종합에너지 기업인 삼천리 그룹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삼천리 그룹은 신의와
화합의 정신을 핵심으로 하는 창업주의 동업 경영 원칙을 바탕으로 경영자가 윤리적 리
더십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에게 강력한 역할 모델
이 되어 조직구성원들이 경영활동에 있어서 윤리적 가치체계를 내재화하는 효과를 가지
고 있다. 또한 후임 경영자가 창업주의 윤리적 리더십을 계승하여 동업자 관계를 지속
하고 있는 점은 윤리적 조직풍토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와 같은 윤리
적 리더십의 존재는 윤리적 조직풍토의 마지막 단계인 윤리적 선진단계로 빠르게 진입
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선행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윤리경영을 수행하는 경영자들에
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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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이익추구라는 경제적 기능을 넘어서 조직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기를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다. 더욱
이 최근에는 기업의 실질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인 과제의 하나로서 사
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기업
들이 윤리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이나 행동규
범을 제정하거나, 윤리경영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
로 조직구성원들의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켜 심층적인 조직문화로 자리잡는데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국제표준인 ISO 26000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단순히 윤리강령이나 지원제
도, 혹은 자원봉사와 같은 이벤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수행
되어야 한다. ISO 26000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
자이슈,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의 7가지 주제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에 포함
시켰다(노한균, 2011). 이와 같이 기업활동에 있어 전반적인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상정한
국제표준에 근거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성패는 단순히 제도 운영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 더 나아가 윤리경영에 대한 조직구성원
들 전체의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지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윤리경영에 대한 조직구성원들 전체의 인식의 공유, 즉 윤리풍토(ethical climate)
의 주요한 선행요인으로는 사회적 규범(social norms), 조직형태(organizational form), 그
리고 조직특유적 요인(firm-specific factors)이 있다(Victor & Cullen, 1987). 이 중 조직특
유적 요인의 하나가 바로 리더십이다(Grojean, Resick, Dickson, & Smith, 2004). 리더십,
특히 창업주의 리더십은 해당 조직의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선행요인
중 하나이다(Schein, 1992). 신생조직 단계에서 창업주는 자신의 가치(value)와 비전(vision)
에 동의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하며, 이를 통해 창업주의 가치와 비전
이 해당 조직의 공유 가치와 비전으로 자리잡게 된다. 또한 조직에서 리더는 조직구성원들
에게 역할 모델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리더의 태도와 행위는 구성원들에게 조직이 요구
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행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리더의 윤리적 태도와
행동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윤리경영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게 하며 윤리적 태도와 행동을
유도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윤리경영은 Zadek (2004)
이 제시한 윤리경영의 단계 중 최종 단계인 “기업시민정신”의 단계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삼천리 기업 사례를 통하여 경영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 전체의 윤리
풍토 조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윤리적 리더십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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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직풍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둘째, 삼천
리 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윤리적 리더십이 해당 조직의 윤리풍토와 윤리경영시스템 운영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조직문화

2. 이론적 고찰

(1) 윤리적 리더십의 개념

란 “행위나 인간관계를 통해 규범적으로 적절한 행
동을 검증하고, 두 가지 의사소통, 즉 강화(reinforcement)와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을
통해 부하들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Brown, Treviño, & Harrison,
2005)이라 정의할 수 있다. Trevion, Brown, and Hartman (2003)의 질적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윤리적 리더를 “정직하고 신뢰할만하며, 사람들과 사회를 위하여 공정하고 원칙
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하며, 개인적 직업적 삶 속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리더”로 인식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의는 윤리적 리더의 개인적 성격, 특성, 그리고 이타주의적 동기에
대한 관찰자들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윤리적 리더십의 “인간적(moral person)” 측면
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윤리적 리더십의 다른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경영자적(moral
manager)” 측면이다. 경영자로서 윤리적 리더는 부하들의 윤리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며, 윤리와 가치에 관한 메시지를 소통하거나, 의식적으로 윤리적
행동에 대한 역할 모델이 되며, 보상 시스템을 통해 윤리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상정함으
로써 윤리를 명시적인 리더십 의제의 하나로 만든다.
Brown and Treviño (2006)은 이러한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성 메커니즘을 사회학습이론
(social learning theory)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사회학습이론은 리더의 어떠한 개인적 특성
과 상황적 영향이 부하들로 하여금 리더를 윤리적 리더로 인식하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학습자는 매력적이고 신뢰할 만한 역할 모델의 태도, 가
치관, 행동 등을 주목하고 모방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학습한다. 따라서 리더의 윤리적
행동은 부하들로 하여금 리더의 가치관이나 행동, 태도 등이 매력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게 함으로써 리더의 행동을 모방하고 주목하여 학습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윤리적 리
더의 특징들 중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은 리더를 매력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자신이 말하는 원칙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리더를 신뢰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한
다. 또한 리더는 윤리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며,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세워 자신
스스로가 이러한 기준을 지킨다. 또한 부하들의 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보상과
처벌을 사용한다. 이러한 강화(reinforcement)는 모델링 효과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그 이유는 모델이 중요한 자원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모델에 대한 학
윤리적 리더십(ethical leadershi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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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학습은 모방을 통해 일
어나는데, 이러한 모방 학습은 조직에서 윤리적 혹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학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조직구성원들은 리더의 윤리적 행동을 관찰하고 바람직한 행동이라 인식하여 수
용함으로써 리더의 행동을 모방하며 학습하게 된다.
(2)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풍토의 형성

랜 시간을 거쳐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 때문에
모방불가능하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정의하기도 쉽지 않다. Schein (1992)은 조직
한 기업의 문화는 오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조직내부의 사람들의 특성, 조직의 윤리성, 고용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 중 조직내부 사람들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영자, 즉 리더의 특성이다. 유인-선발-소멸(attraction-selectionattrition) 모형에 의하면 경영자는 선발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유사한 사람들을
선호하여 선발하게 되며, 조직에서 개인적 특성이 이질적인 구성원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조직을 떠나기 쉽기 때문에 결국 조직의 사람들은 유사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초창기 창업자의 비전이나 가치관은 어떠한 비전과 가치관을 가진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을
구성하게 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선행요인이 되는 것이다. 조직문화의 나머지 형
성 요소인 조직의 윤리성, 고용관계의 특성, 그리고 조직구조 또한 이를 수립하고 운영하
는 장본인이 리더이기 때문에 조직문화 조성에 창업주의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Dicson, Smith, Grojean, & Ehrhart, 2001).
이와 같이 조직 전반적으로 배태된 가치나 규범, 개념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조직문화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공유된 지각을 의미하는 조직풍토(organizational
climate) 역시 리더의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경영”이라는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을 다루기 때문에 조직문화보다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개념인 조직풍토를 다루도록 한다. 조직풍토란 실행, 정책, 절차, 루틴, 보상에 대한 조직구
성원의 공유된 지각을 의미한다(Schneider & Reichers, 1983). 풍토는 조직의 목표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중요한 개념이며, 종업원에게 어떠한
기술, 태도, 행위에 집중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과 인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김
보영 & 김성수, 2006). 이와 같은 조직풍토의 형성에 리더가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제
관계의 특성, 그리고 조직구조의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리더는 조직문화를 창조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창업자의 가치가 반영되어 창출된 조직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후
임 리더들이 창업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조직문화를 유지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리더는 조직의 제도와 규범을 창출하고 이를 운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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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의 가치체계는 실질적인 제도 운영을 통하여 표 되게 되며,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은 리더의 가치체계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철

후임 리더가 창업자와 동일한

가치관과 경영 학을 가지고 이를 경영시스템을 통해 실천하고 있다면 이들의 가치관이

될 것이다.

반영된 조직풍토는 더욱 강하게 형성

째

떠

둘 , 리더는 조직 내에서 어 한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인지에 대한 단서를 조직구성원

황 처했
을 때 리더가 행동하는 방식을 관찰하고 학습하여 이를 수용한다. 학습이론에 따르면 학습
자는 관찰대상의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이라 인식할 때, 즉 공정하거나 윤리적인 행동이라
고 인식할 때 더욱 강하게 관찰대상의 행동이나 태도를 학습한다(Brown & Treviño,
들에게 제공하는 역할 모델이다. 조직구성원들은 리더가 강조하는 행동, 특정 상 에

2006). 만일 조직구성원들이 리더의 가치관이나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한다면 이들은

습

역할 모델로서 리더의 행동이나 태도를 적극적으로 학 하여 리더의 가치관을 자신의 가
치체계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리더의 가치관은 조직 구성원

속에 공유되어 조직풍토로 반영된다.
윤리풍토(ethical climate)란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가 무엇이며 윤리적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공유된 인식(Victor & Cullen, 1987)”을 의미한다. 윤리풍토의
강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윤리적 행동이 무엇이며, 윤리적 이
슈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공유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윤리풍토의 조성은 기업의 윤리경영이 최소한의 법규만 준수하는 “준법단계”와 사
회적 책임을 깨닫고 윤리경영을 실행하는 “대응단계”,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나 홍보, 윤리
경영을 시스템화하는 윤리관 태동단계를 넘어선 “윤리적 선진단계”, 즉 명확한 윤리관을
가지고 윤리원칙에 따라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단기적인 이익실현보다는 오히려 윤리가 우
전체의 인식

선적으로 고려되는 윤리경영의 최고수준 상태(Reidenbach & Robin, 1991)에 이를 수 있도

록 하는 초석이 된다. 윤리풍토의 형성 역시 여타 조직풍토와 마찬가지로 리더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 Grojean et al. (2004)은 리더가 윤리풍토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① 가
치(假齒)기반 리더십 활용, ② 역할모형의 제시 ③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대를 세
움 ④ 윤리적 행동에 관한 피드백, 코칭, 지원 제공 ⑤ 조직 가치를 지원하는 행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 ⑥ 조직구성원들의 개인차이를 인식, ⑦ 리더 훈련과 멘토링 제공의 일곱 가
지로 제시하였다. 이들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의 윤리풍토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행요인이 되고
있다. 삼천리 기업은 창업주 회장 때부터 신뢰와 화합이라는 윤리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동
업 체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매우 독특한 경영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삼천리 기업의 윤리풍토가 어
떻게 정착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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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윤리적 리더십이 윤리풍토에 영향을 미치는 일곱 가지 메커니즘

윤리풍토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가치기반 리더십 활용

키

감

윤리적 리더가 윤리적 가치를 제공하여 구성원들을 동기부여 시 고 영 을
고 시

취 킴

써 구성원들에게

리더가 그들의 윤리 가치와 일치하는 태도와 행동을 함으로
역할모형을 제공함

역할모형 제공
윤리적 행동에 대한
확한 기대를 움

명

내 용

세

윤리적 행동에 관한

피드백, 코칭, 지원 제공

련

황

황 대처 강령을 명확하게 제시함

윤리적 행동과 관 된 상 과 상

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구성원들에게 윤리적 인식을 증진시킴

윤리이슈 관

명확한 메시지를 제공함
조직의 윤리가치를 수용하고 내재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이를 파악함
으로써 전략과 정책 수립에 반영함
중간관리자들에게 윤리성과 관련된 상황을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적절한
방안을 훈련함

조직가치를 지원하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인정과 상
조직구성원들의

보

개인차이를 인식
리더 훈련과 멘토링 제공

약 발췌함

주: Grojean et al. (2004)의 연구에서 요
3. 연구방법론

(1) 자료수집 방법

착 간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case study)를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이다. 사례연구를
위하여 삼천리에서 발행한 문서 및 보관기록자료 등에서 나타난 창업자의 신년사, 서신 자
료, 회의록, 경영활동 기록 등을 수집하였으며, 이들 자료들을 종합 분석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풍토 정

(2) 삼천리그룹 소개

삼천리그룹은 한국 전쟁 직후인 1955년 “삼천리연탄기업사”라는 기업명으로 창립한 한
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이다. 창립 당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서민들의 주요 에너지원이
었던 연탄 사업을 시작으로 1982년 도시가스 사업에 진출, 2015년 현재 친환경, 에너지, 그
리고 생활문화의 세 분야의 사업 영역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현재 도시가스 사업에서
시장점유율 16%로 국내 도시가스 기업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발전 사업 및 신재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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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약

에 지 사업으로 비 적인 확장을 하고 있다.

삼천리 그룹의 주요 연혁은 [표 2]와 같다.

[표 2] 삼천리 그룹 주요 연혁

년도

1955. 10
1966. 07
1976. 12
1982. 05

3

199 . 02
2001. 12
2002. 01
2005. 12
2006. 09
2008.10

3

2009. 0

2012. 01
2015. 04

주요 성과
삼천리연탄기업사 창립
삼천리연탄 주식회사 법인 설립
기업공개
도시가스 사업진출(경인도시가스㈜ 인수)
현 이상득 유상덕 회장, 삼천리그룹 공동회장으로 취임
㈜삼천리ES 설립
㈜삼천리ENG 설립
집단에너지 사업 진출
㈜휴세스 설립
생활문화사업 진출
삼천리자산운용㈜ 설립
발전사업진출(㈜ S-Power 설립)
안산복합화력발전소 준공

삼천리는 창업 이후 60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연속 배당이라는
건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한 건실한 기업이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출액
증가율이 연 평균 4.2%이며, 자산총계 또한 연 평균 14.8% 증가하고 있다.
[표 3] 삼천리그룹 주요 재무성과

매출액
자산총계

주:

삼천리그룹 내부 회의자료

2012년
34,554
27,753

2013년
36,581
27,477

(단위:

2014년
37,548
36,598

억 원)

삼천리 그룹의 인상적인 성과 중 하나는 60년간 노사분규가 한 차례도 없었
다는 점이다. 이름하여 “2無”, “적자경영”과 “노사분규”가 창사 이래 한 차례도 없다는 성
과는 여타 기업들과는 차별되는 삼천리 그룹의 독특한 성과임에 틀림없다.
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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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천리그룹의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풍토 분석

(1) 삼천리의 창업자 정신과 윤리적 리더십 모델링 효과

삼천리 그룹은 타 기업과는 달리 창업주부터 공동 경영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경영체제
를 유지해 오고 있다. 1955년 삼천리연탄기업사를 창업할 당시 이장균 회장과 유성연 회장
두 공동 창업주가 동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동업체제는 2세 경영 체제인 현재까지 유
지되고 있다. ㈜삼천리 계열은 이만득 회장이, 삼탄 계열은 유상덕 회장이 각각 독립경영
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동업 관계는 삼천리 기업의 조직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예를 들어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자들 간의 동업 관계는 경영자와 직원 간
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창업 이래 분규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화합의 노사문화를
창출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와 같이 조직문화 형성에 있어 창업자 정신은 무엇보다도 강력
한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조직 내에서 창업자 정신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전승되어 조직문화의

기본 가치체계로서 내면화된다. 대표적으로 창업자가 지니고 있는 가치는 스토리(story)와

승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알려져 가치로 내면화 된다. 삼천리 그룹의 두 공
동 창업자에 관련된 대표적인 스토리는 “신의(信義)”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삼천리그룹,
같은 신화 전 의
2015).

쪽
합

절 손
않
론
않
무
손
똑 눈

칙
했

“어느 한 이라도 반대하는 사업은 대 을 대지 는다는 동업 원 ”
“일단 의된 사 에 대해서는 재 을 하지 는다. 아 리 반대를 더라도
어 이상 이익이 나도 같이, 해가 나도 같이 나 다.” (이만 , 2007)

진

항

똑

득

합의가 이루

언급했던 내용으로 삼천리의
경영 원칙이 두 경영자 간의 “신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믿음과 의
리, 즉 신의의 정신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두 경영자 간의 이견이 있었을 때에도
상대를 향한 믿음으로 이를 조율해나가며 공동의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는
Trevion et al. (2003)이 언급한 바와 같이 윤리적 리더십의 “윤리적 인간(moral person)”
측면이 “윤리적 경영자(moral manager)” 측면에 반영되어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활용되
어 왔음을 보여준다. 초창기 삼천리는 연탄사업으로 시작하여 종합에너지 사업으로 확장하
여 다각화를 진행시켜왔다(삼천리그룹, 2015). 국내외의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는 의사결정
에 있어서 보여준 두 경영자 사이의 신의 성실의 일화들은 윤리적 리더십의 가치를 형성
하며 역할 모범이 되어 왔다. 창업주의 윤리적 리더십의 모델링 효과의 가장 직접적인 사
례는 바로 두 창업주의 2세들인 이만득 회장 그리고 유상덕 회장의 동업 관계이다. 현재
이는 공동 창업자인 이장균 회장과 유성연 회장이 생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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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회장이 삼천리를, 유상덕 회장이 삼탄을 각각 책임지고 경영하고 있는 현 체제에서
도 두 경영자들은 창업주 정신을 계승하여 그룹 전체의 중요한 사안을 서로 긴밀히 협의
하고, 모든 계열사의 지분을 동일하게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 리더의 행동은 종업원들
에게 조직 내에서 어떠한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환경 중 하나이다(Yaffe & Kark, 2011). 특히 조직 내 최고 권위를 지닌 최고경영
자의 행동은 조직구성원들 전체에게 역할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풍토를 형성하
는데 중요한 선행요인이다. 더욱이 삼천리 사례와 같이 창업자가 보여준 공동 경영체제의
윤리적 가치가 현재 경영자들에게까지 계승되어 유지된 것은 윤리적 조직풍토를 더욱 공
고히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만

(2) 윤리적 가치의 내면화와 윤리적 선진단계로의 도약

우
살

두 빚 벗
빚
존
득

우

“ 리 모 는 을 으면서, 을 지 면서,
서 아가는 재이다” (이만 , 2007)

철

창업주 이장균 회장의 인생 학이다.

헌

많은

남의 것을 얻어오면서, 남에게 나누어 주면
헌

기업들이 사회공 활동을 하지만

삼천리의

점에서 기업이 사
회적 책임을 깨닫고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대응단계”에서 더 나아간 “윤리적 선진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윤리풍토의 마지막 단계는 “윤리적 선진단
계”로서 이는 명확한 윤리관을 가지고 윤리원칙에 따라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단기적인 이
익실현보다는 오히려 윤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윤리경영의 최고수준 상태를 이른다. 윤
리적 리더십을 근간으로 한 삼천리의 윤리풍토가 윤리적 선진단계에 근접한 모습임은 윤
리적 가치체계를 명료화하고 경영 성과에 앞서 이러한 윤리적 가치체계를 강조한다는 점
에서 예측할 수 있다. 삼천리가 윤리 경영의 가치 체계로 제정한 “3道9經”은 신의 성실을
모범으로 보여준 창업자가 강조한 “인간의 도리”를 확장하여 경영원칙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삼천리가 경영원칙으로 제정하고 있는 3道9經의 내용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삼천리의 경영원칙을 살펴보면 경영 현장의 다양한 측면들에서 윤리적 가치를 투영하였
음을 알 수 있는데, ISO 26000에서 권고하고 있는 7가지 주제, 즉 기업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3道 중 “즐거운 경영”은 조직 내 구성원들에 대한 경영원칙으로서 구성원
들이 조직 내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기 위한 관리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 가지 하부 영역으로서 ① 가정애, 직장애는 일과 가정의 조화, 그
리고 직장 내에서 자아성취를 이루어야 함을, ② 자율경영에서는 직원들이 각각 리더십을
가지고 권한을 위임 받아 책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함을, 마지막으로 ③ 열린경
사회공 활동은 창업자의 가치에 기반하여 조직문화로 내재화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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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고 지식의 전수와 공유를 촉진하여 수평적
조직문화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도(道)인 “준비된 경영”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처하는 조직의 전략적 수행에 대한 경영원칙으로서 구체적으로 ④ 안전환경은
직장 내 작업환경과 지구적 환경 지속가능기여에 관하여, ⑤ 인재중시는 핵심 인력의 발굴
과 교육 훈련, 그리고 업무와 역량 간의 적합 배치를 통한 효율성 증진을, 마지막으로 ⑥
창조혁신은 끊임없는 경영환경 탐색을 통한 유연적 조직변화 추구와 창의적 업무 수행 촉
진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도(道)인 “함께하는 경영”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기업
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인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경영원칙으로서 ⑦ 기업
가치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윤리원칙에 기반한 의사결정 추구, ⑧ 고객감동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창출, 마지막으로 ⑨ 나눔상생은 기업의 수
익을 나누어 공동체 구성원들과 상생을 추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삼천리의 경영원칙인 “3道9經”은 기업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경영 수행 시 의사결정에 있어서 근본으로 고려해야 할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패러다임을 근간으로 삼천리그룹은 여러 측면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영에서는 구성원들

있다.

[표 4] 삼천리 경영원칙 3道9經

3道

9經

참고자료:

10

즐거운 경영
∙ 구성원 업무몰입을 통한
주인의식 향상
① 가정애, 직장애
∙ 일-가정 조화
∙ 직장 내 자아성취
② 자율경영
∙ 권한과 책임 위양
∙ 리더십 증진
③ 열린경영
∙ 수평문화구축
∙커뮤니케이션 증진
∙ 지식공유 및 개방

삼천리그룹 (2015)

준비된 경영

함께하는 경영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
한 상생
⑦ 기업가치
∙ 윤리원칙에 따른 의사결정
∙ 현금흐름과 리스크관리
∙ 투명 정보공시
⑧ 고객감동
∙ 고객 만족을 위한 제품 서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
④ 안전환경
∙안전환경
∙친환경 사업
∙ 환경생태계 기여
⑤ 인재중시
∙핵심인재 육성
∙ 동기부여 및 교육제공
비스 제공
∙ 역량-직무 적합성
⑥ 창조혁신
⑨ 나눔상생
∙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조 ∙ 상생적 기업생태계 조성
직변화 추구
∙ 지역사회 문제 동참
∙ 창의적 업무수행
∙ 공유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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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천리의 윤리경영 실천 성과
1) 60년 노사 무분규

삼천리 그룹은 창사 이래 노사분규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경영자와 노
조가 상호 신뢰의 동반자 관계로 서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
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이다. 창립자로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신의에 바탕을 둔 리더십의
실천은 경영자들 간의 신의뿐만 아니라 경영자와 직원들 간의 신의를 지키는데 있어서도
원동력이 되었다. 정기적으로 노사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과제를 논의하고 경영성
과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쌍방향 소통은 조직 외부의 협력업
체나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협력업체와 비즈니스 파트너 관
계를 형성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삼

룹

랜세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
신뢰와 화합이라 생각합니다. 동업경영은 신뢰와 화합을
터 물 받은 가장 귀중한 유산이자 삼천리가 지금까지 성장해 올

“ 천리그 이 오
월을
중 하나가 동업을 기반으로 한
중시
선대회장 들로부
려
수 있었 원동
니다.” (이만 ,

력

했던
던

님
력입

득

2007)

득 회장의 말처럼 윤리적 경영자가 보여준 역할 모범은 신뢰와 화합을 당연시 여기
는 윤리적 조직풍토를 형성하고, 이는 노조와 경영자 간의 관계, 더 나아가 회사와 고객과
의 관계, 회사와 협력 업체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가치가 되었다. 창립
20주년과 50주년을 기념하여 직원 5,000여명의 자필 서명으로 만든 병풍을 선대 회장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직원과 경영진 간의 상호 신뢰를 의미하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삼천리의 이러한 성과는 노사상생경영의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만

2) 안전경영의 핵심 원칙으로서 윤리경영의 실천

삼천리 그룹에서는 클린센터를 운영하여 선물을 받았을 때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협력
업체로부터 절대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모든 제도와 교육에 포함시
켜 종업원들의 의식 속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러한 삼천리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식화 노력은 이만득 회장의 개인적 체험에서 비롯되었다. 명절에 들어온 선물을 두
고 이만득 회장의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가 회장이니 선물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말하는 대화를 듣고, 별 생각 없이 관행처럼 받아들이던 일들이 아이들에게 독으로 자라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윤리경영연구 제16권 제2호(통권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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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
터우

깨끗

저

않

각

“윤리경영 하면 히 금전적으로
하고 부정을 지르지 는 정도로 생 하는데 자기
자신의 음으로부
러나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는 것도 윤리 니다
(중략) .도시가스사업에서 전사고는 바로 생 과 직
니다. 사전 전관리야 로 리
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이라 생
니다.” (이만 , 2007)

마
…

안

곧

각합

명

결됩

득

안

입 …
말 우

득 회장의 윤리경영에 대한 철학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도시가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안전이다. 도시가스 사업에서 안전사고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며 더 나아가 사회공동체를 위협하는 재난이 된다. 1994년 발생한 서울 아현동 가스
폭발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600여 명이 집을 잃었으며,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 가스폭
발사고에서는 사망자 101명, 부상자 202명이 발생한 대형 참사였다.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도 철저한 안전관리에 의해서 예방할 수 있는데 이는 안전경영이 윤리경영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안전사고에 있어 무심결에 안전 규칙을 무시하는 행동이 곧 대
형사고로 이어지는데, 이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종업원들이 윤리 원칙을 무시하는 것을 허
용하였을 때 결국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윤리경영의 원칙을 종업원들로 하여금 내
재화하도록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이만

3) 삼천리 그룹의 사회공헌활동

삼천리 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은 창업주의 신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 모두는 빚을 벗
으면서, 빚을 지우면서, 남의 것을 얻어오면서, 남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는 창업주 이장균 회장의 인생철학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물 흐르듯
이 당연한 것이었다. 삼천리의 사회공헌활동은 장학사업, 친환경사업, 봉사활동, 자선과 스
포츠 후원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삼천리 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은 창업주 때부
터 강조하여 뿌리내린 가정애와 직장애를 바탕으로 직원들을 배려하는 정신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창업주의 직원들을 향한 배려의 일례로 1977년 전 직원들의 자녀의 고등학교
와 대학교 학자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그 자식들의 교육을 지
원한 것이다. 이와 같은 창업주의 장학제도는 후대 경영자들이 세운 “천만장학회”로 계승
되어 외부 사회공헌활동으로 제도화되었다. 이와 같이 삼천리 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은 창업
주 특유의 따뜻하고 친화적인 동료애가 후대에 계승되었고, 기업문화로 자리잡은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클린데이’는 단순히 청소봉사의 개념을 뛰어넘어
자연환경 보존과 지역사회 친환경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 아래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기업과 사회 간 상생의 중요성이 강조된 윤리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공헌활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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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1) 요약 및 시사점

떠

본 연구는 기업의 윤리적 리더십이 윤리적 조직풍토 형성에 어 한 기여를 하는지를 연

목적 하에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 윤리경영의 최
고 수준인 의식화와 내면화 단계에 이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역할모델로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윤리적 리더십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종합 에너지
기업인 삼천리 그룹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Grojean et al. (2004)이 제시한 윤리적
조직풍토 형성의 선행요인 중 윤리적 리더십의 역할과 Brown et al. (2005)이 제시한 윤리적
리더의 사회학습효과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삼천리 그룹의 윤리적 리더십을 분석하고,
윤리적 리더십이 경영 현장에서 어떻게 제도화되고, 또한 내면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삼천리 그룹은 여타 기업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의 창업주의 윤리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를 계승해 오며 기업의 윤리적 조직풍토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윤리적 조직
풍토의 형성을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은 인상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신의
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동업 체제의 창업주 리더십은 오늘날의 신의와 화합을 바탕으로
하는 윤리적 조직문화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행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창사 이래 노사무분규, 무적자 기록 등은 이러한 윤리적 리더십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
루어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삼천리 그룹의 윤리적 리더십 사례를 통해 확인한 몇 가지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경영에 있어 윤리적 리더십의 존재는 어느 선행요인보다도 종업원
들에게 직접적으로 윤리적 가치를 내재화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윤리풍토는 기업이 윤리경영의 최소한의 법규만 준수하는 “준법단계”, 사회적 책임을 깨닫
고 윤리경영을 실행하는 “대응단계”,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나 홍보, 윤리경영을 시스템화
하는 윤리관 태동단계를 넘어선 “윤리적 선진단계”로 구분되는데 윤리적 선진단계에서는
명확한 윤리관을 가지고 윤리원칙에 따라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단기적 이익보다 오히려
윤리가 우선시되는 단계이다. 삼천리 그룹의 경우 창업주인 두 동업자가 명확한 윤리관,
즉 신의와 화합이라는 인간의 도리를 중요한 가치 체계로 여기고 경영활동에 있어 적용해
왔기 때문에 윤리풍토의 초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윤리적 선진단계로 진입한 경우라 할
수 있었다. 두 창업주의 리더십은 가치기반 리더십으로서 윤리적 가치를 제공하여 구성원
들을 동기부여 시키고 영감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두 창업주의 동업 스토리는 1985
년 “열망”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로 제작되어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을 정도로 매우 독특한
사례이다. 이와 같이 두 창업자가 윤리적 가치에 대한 역할 모델을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구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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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키

무

조직구성원들에게 신의와 화 의 가치를 확산시 고 이것이 노사 분규라는 성과로 이루

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도나 정책을 통해 윤리적 조직풍토를 정착시키고 발전시
켜 나가는 것보다 리더가 윤리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윤리적 조직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윤리풍토가 정착하고 제도화되는데 있어 윤리적 리더십의 지속성의 중요성이다.
삼천리 그룹의 경우 후임 경영자 또한 선대 회장들의 선례를 따라 동업자 체제를 유지하
어

고 있다. 이는 선대 회장들의 윤리적 가치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며 조직구성원들에

속
명확한 윤리경영의 역할모범을 제공함으로써 윤리적 조직풍토가 사회공헌
활동, 안전사고 예방, 혁신적 변화 추구 등의 성과들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
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의 창업주들은 대부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역경을 딛고 기업을
일구며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후대 경영
자에 이르면서 경영권 다툼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 조직구성원들로 하
여금 “우리 조직이 윤리적이다”라는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삼천리 그
룹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동업자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윤리적 리더십이 후대 경영자
에게까지 전승됨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은 “우리 조직이 윤리적이다”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
시키고 이는 윤리적 조직풍토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윤리적 가치를 제도화하고 사
업화 함으로써 공유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적 공헌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도
록 한다.
마지막으로 논의할 내용은 삼천리 그룹이 윤리경영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Zadek
(2004)은 조직학습의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에 대한 기업의 대응의 마지막 단계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CSR을 수행하는 단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피할 수 없거나 상
업적 가치를 부가시키는 경우 CSR을 수행하는 1 단계,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 기업의 미
래 부흥과 관계가 있을 경우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성공을 위한 장기적 전략
의 한 부분으로 CSR을 수행하는 2 단계를 넘어선 마지막 단계인 것이다. 사례 분석결과
삼천리 그룹의 경우 윤리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리적 조직풍토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윤
리적 선진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영자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이 윤리적
가치를 내재화하고 업무에 활용하며 경영 의사결정의 패러다임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천리 그룹의 CSR을 포함한 윤리경영 활동이 기업과 사회의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여타 사업활동들과 전략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CSR 수행의 마지막 단계인 사회적 환
경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의 외부 조직들과의 활발한 네트
워크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는 창업주의 윤리적 리더십을 근간으로 한 기업 내부의 윤리적
조직풍토를 기반으로 삼천리 그룹이 사회공헌의 의미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발
게 지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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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켜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불

혁신 주도라는 리더의 역할을 윤리적 리더십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
한다.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윤리적 요구 수준 또한 끊임없이 변화
하고 있다. 급진적 환경 변화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수해 온 조직의 핵심 경쟁력은 오히려
그 기업의 핵심 경직성이 되어 시장에서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기
업의 윤리적 가치 또한 변화를 거부한다면 윤리적 문제에 있어 관성과 안주를 낳거나, 새
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까지 삼천리의
윤리경영이 신의와 화합을 중시하는 창업자의 윤리적 가치를 전승함으로써 기반을 다져왔
다면 향후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창의적으로 발전해 가
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 어 변화와

(2)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과제

점

삼천리 그룹이라는 단일 기업의 사례로 연
구가 진행되었다. 단일 기업의 사례는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적 조직풍토의 발전 과정을 살
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하였지만 기업 마다 처한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삼천리 그
룹 사례에서 도출한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적 조직풍토 간의 관계를 다른 기업에 일방적으
로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다른 산업군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적 조직풍토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 삼천리 그룹 사례와 비교한다면
두 변수간의 좀 더 보편적인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방법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조직구성
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변
수 간 관계를 실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삼천리의 경영원칙
인 3道9經를 ISO 26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 윤리이슈들의(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참여와 발전) 내용과 비교 분석할 것을 제안한
다. 3道9經는 삼천리의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삼천리 만의 방식으로 ISO 26000의 7가지 윤
리이슈들을 활용하여 제정한 경영원칙이다. 이 둘의 비교분석 연구는 기업마다 자신이 가
지고 있는 독특한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제표준에서 제시한 윤리경영의 원칙들을
어떻게 변형하여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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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Management of Samchully: The impact of ethical
leadership on ethical climate in Samcully
Boyoung Kim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ethical leadership in
development of ethical organizational climate and to provide best practice of forming
ethical organizational climate for managers. or case study, I analyze the case of
Samchully Group, domestic located energy company. indings indicate that Samchully
group has uni ue ethical leader based on the close partnership ith faith and
harmony spirit.
o co-founders close partnership become po erful role model for
employees to internalize ethical value in their perception about company and in
performing business activities. lso, succession of partnership by current co-C Os
becomes a driving force to strengthen ethical organizational climate of Samchully
group. 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critical implications to business ethics
manager in that ethical leadership makes it possible for company to jump into “the
ethical organization” stage in a short period hich is the last stage of corporate
moral develop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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