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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미국: 잃어버린 아메리칸 드림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카지노 자본주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
가?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

2. 유럽: 당겨 써버린 미래
미래의 자원을 너무 많이 끌어와 써버린 유럽은 내핍과 동시에 새로운 투자
를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대
한 유럽의 해답은 무엇일까?

3. 중국: 조화사회의 비전과 기업
성장지상주의를 내걸고 쉼없이 달려오던 중국경제는 잠시 숨을 돌리며 새
로운 방향을 모색 중이다. 그 핵심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4. 한국: 패러다임 전환의 리더십
한국은 짧은 역사 동안 국가주도 경제계획과 시장근본주의의 파도를 모두
경험했다. 다시 찾아온 패러다임 전환기에 적합한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미국: 잃어버린 아메리칸 드림
• 1%
- 미국 상위 1%의 소득은 1979년 이후 30년 만에 3.7배로 증가
- 미국 상위 1%의 소득이 전체에서 가진 비중은 그 30년 동안 10분의 1에서 4분의 1로 확대
- 2008년 금융위기 이전 5년 동안 미국에서 생겨난 모든 소득 가운데 3분의 2가 1%에게 집중
- 1%는 100명이 보유한 자산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

• 99%
- 중산층(중위소득) 가구의 2010년 소득은 4만9445달러. 1999년 이후 처음으로 5만 달러 아래로

하락
- 남성 상시근로자 중위소득은 1978년 수준으로 하락





유럽: 당겨 써버린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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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화사회’의 비전과 기업

• 포용적 성장
– 2011년 3월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된 12차 5개년 계획

– 경제성장률 목표를 낮춰 7%로 설정

– 사회불평등 해소, 환경보호를 주요 이슈로

– 지속가능한 발전 강조

• 기업 사회책임경영
– 1000개 이상 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1999년 시작, 한국

100여개)

– 증시 상장 때 보고서 발간 의무화 및 사회적 책임 문제 발생 기
업 상장 보류

– 중국사회과학원이 매년 개별기업 사회책임경영 평가 발표



한국: 패러다임 전환의 리더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