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윤리경영 교육자료 (18-10차)

□ 역사속 사례 Ⅲ

< 계영배(戒盈杯), 거상 임상옥 >
❍ 거상 임상옥. 상즉인(商卽人), 장사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말을 남긴 상인이다. 그가 주창했던 상업에 대한 철학이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뭇사람들 사이에 울림을 주는 까닭이다.
❍ (사회와 상생하는 전략가) 임상옥은 붉은색을 좋아하는 중국인의 심리와
오래 보관하기 좋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삼을 홍삼으로 만들어 중국과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었다. 이를 시기한 중국 상인들은 인삼 불매동맹을
맺어 인삼 가격을 떨어뜨리고자 했다. 이에 임상옥은 마당에 장작을 가득
쌓고 그 위에 의주에서 가져온 인삼 꾸러미를 올린 후, 중국 상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불을 질렀다. 그제야 중국 상인들은 값은 얼마든지 쳐주겠으니
제발 인삼을 태우지 말라고 애걸했다. 결국 임상옥은 본래 생각했던 값의
10배를 받고 인삼을 팔았다.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본 통찰이 있었기에
밀어붙일 수 있었던 전략이었다.
❍ 막대한 재화를 벌어들인 임상옥은 홀로 호의호식하지 않았다. 그는 어렵게
번 돈으로 빈민을 구휼했고, 죽을 때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임상옥은‘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여 물과 같이 평등한 재물을
독점하려는 자는 반드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즉,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도 나눔과 상생이 중요함을 알고 실천하였다.
❍ 계영배(戒盈杯)라는 술잔이 있다. 술을 잔의 70% 이상 채우면 모두 밑으로
새버리게 만들어진 술잔이다. 임상옥은 이 계영배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과욕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임상옥처럼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언제나 임상옥과 같은 사회와 상생하는 경영자를
필요로 한다. 그와 같은 경영자의 삶은 기업과 사회의 공존과 상생의
상징이 된다. 그리고 시대와 상관없이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우리가 마땅히 따를 만한 기치이기 때문이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

□ 역사속 사례 Ⅳ

< 공익을 위한 선조들의 내부고발 보호책 >
❍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진실한 언로를 확보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데 상당히 앞장섰다. 고려
광종은 미약한 왕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급관리나 노비들까지 귀족이나
지방호족을 고발하도록 하며 고발 제도를 정착시켰다. 조선시대 조정은
고발을 수용하는 기관인 고발관아(告發官衙)와 고발을 유도하는 불고지죄
(不告知罪), 불법을 행한 자가 자수하면 죄를 감경하는 자수지례(自手之例),
그리고 무엇보다 적극적인 고발자 보호를 통해 공익을 위한 내부자 고발을
권장했다.
❍ (봉사(封事), 왕에게 밀봉해 올리는 의견서) 봉사는 왕에게 밀봉해 올리는
의견서로 고려시대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기록은 조선시대에만 남아 있다.
상소를 비밀리에 할 수 있는 제도인 봉사는 왕이 친히 실천할 수 있는 조목을
헤아려 입법절차를 밟는 제도로 국정을 백성의 편에서 올바르게 해나가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적극적인 내부고발자 보호) 고발자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발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 시대에는 내부고발자를 보복한 자를 찾아 벌을 주고, 내부
고발자에 대해 그가 노비면 양인으로 풀어주고 양인이면 관직을 주며 관리면
승진시킨다는 보호책을 썼다.
❍ 내부고발자를‘의리를 저버린 배신자’로 낙인찍는 정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내부고발을 식민지 지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선조들은 적은 비용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고발이 필요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실행했다. 고발자에 대한 직접적 보복만을
막아주는 소극적 보호책에 머물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앞선 정책을 통해
적극 보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