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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CSR의 확산

[강의 Point]

1. CSR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시각 및 그 근거를 제공한다. 

2. CSR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해관계자는 누구이며, 그 요구내용을 포괄한다.

2. CSR의 성공적인 확산에 필요한 조건과 그 기대효과를 추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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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확산에 대한 이해관계자 요구1)

  1. CSR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요구 확산 : 투자자, 거래업체, 소비자, 정부, 직원 등

      1) 투자자 : ESG* 이슈 고려한 투자(SRI, 사회적책임투자) 증가 

         가. 투자 시 ESG 이슈를 고려하는 투자자 증가(Goldman Sachs, UBS 등)

         나. UNPRI**에 1500여개 기관 투자가 참여(약 60조 달러 규모) 

         다. 미국 전체 자본의 14% 이상 SRI 투자(2003년 이후 SRI는 연 22% 증대)

         라. Bloomberg Professional Service에서 ESG 자료 제공(100여개국 26만명 이상)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비재무적성과

            ** UNPRI(UN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 각국 정부 및 금융기관의 연기금 운용 시 ESG 

이슈 반영

      2) 거래업체 : 거래업체의 투명성, CSR이 중요

         가. 생산 생태계의 투명성, CSR이 중요

         나. 계약 조건으로, UNGC*** 등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례

         다. 문제 발생 시, 투자기관 연명으로 해명을 요청

         라. 계약 체결 시, ‘부패문제가 발생될 경우, 무효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짐

         마. World Bank 등, 부패 기업에 사업 참여 금지

           *** UNGC(UN Gloabl Compact) : UN 차원의 CSR

      3) 소비자 : 윤리적 소비, 녹색 소비, 공정 무역 제품 구입 증가

         가.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erism)”

             - 생산과정, 사회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조기업의 도덕성을 고려한 소비

             - 가격보다 가치에 더욱 중점을 두는 소비자 증가

         나. “녹색소비(Green Consumerism)”    

             - 제조 시 환경에 손실을 끼치는 비용을 감안해서 제품 가격 측정

               ※ 탄소라벨링제도 : 제품의 전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제품에 표시  

         다. “공정무역(Fair trade)” 

             - 제3세계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보다 좋은 무역 조건 제공

      4) 정부 : 자국 CSR 독려 및 의무화 · 법제화 추진

         가. G20 정상회의(2010년 11월 서울)

             -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 on Development)”에 UNGC 지지

             - UNGC 녹색경영, 부패방지, 개발행동계획을 선언문에 반영 및 후속조치 추진

1) 이은경(201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동향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한양대 사회적경제아카데미 발제 내용 재정리, pp4~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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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외사례

             - 덴마크 : 2009년부터 모든 대기업 CSR 보고 의무화

             - 영국 : 2000년 CSR 장관 임명. 지속가능성 정부 보고서 발간, 반부패법 제정(2011)

             - 프랑스 : 2012년 CSR 장관 재임명.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의무화 

             - 미국 : 2010년 1월부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기후변화관련 공시 의무화

             -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 1999년부터 환경보고서 법제화

             - 중국 : 2006년부터 공기업 CSR 도입 지시      

         다. 국내

             - 지식경제부 : ISO 26000 출범 관련 등 지속가능성 보고서 매년 발간

             - 외교통상부 : 2011년 CSR 프로젝트 추진(재외공관 중심 우리기업과 현지 정부/기업/

소비자/관련단체 CSR 협력체계 구축. CSR 한국주간행사 개최, 공관별 

‘모범사례보고서’ 발간)

             - 공기업 평가항목에 윤리, 투명 경영 반영 : UNGC 등 참여 권유

      5) 직원 : CSR 우수기업에 대한 선호 증가

         가. CSR 우수기업, ‘착한 기업’, ‘평판이 좋은 기업’에 입사하려는 경향 증가

         나. 경영대학교에서 CSR 클래스 개설 : 젊은 경영층의 CSR에 대한 인식 제고

         다. 직원들이 직장에서 금전적 수입이상의 것을 찾는 경향 증가

             → “CSR 우수기업 직원들의 사기, 생산성, 만족도가 높음.”(Mike Kelly, KPMG CSR 국장)

■� CSR�확산 배경

   1.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 : 거시적 환경으로의 변화, 사회의 다원화로 인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존재, 

기업에 대한 비판 증가

      1) 거시적 환경으로의 변화 : 과거 기업들은 경영을 위해 경제적, 기술적 요인만 고려했으나 현

대사회에서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을 파악해야함

      2) 사회의 다원화로 인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존재 : 기업들은 경제활동을 위해 소수의 이해관계

자만을 상대하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응해야함

      3) 기업에 대한 비판 증가 : 기업의 거대화, 힘의 집중현상, 환경의 파괴, 노동력의 착취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 증가. 사회가 민주화, 다원화되면서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중요성이 높

아진 기업에 대한 비판이 증대되는 것은 보편적 현상

   2. 국내 기업 환경변화의 요인 : 기업 영향력의 확대, 환경문제 및 지속가능성 이슈의 대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이해관계자 가치관의 변화, 고령화 사회 등

      1) 기업 영향력의 확대 : (거)대기업의 등장으로 기업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집단

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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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경문제 및 지속가능성 이슈의 대두 :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의 관심 증대

         가. 정부, 국제기구, 여론 등의 규제 강화 요구 →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기업 대응에 관심 

집중 → 기업 탄소 배출 감소 노력 

         나. 기업은 친환경 경영을 통해 새로운 사업창출 기회 모색 → 경쟁력 향상 기회로 활용

      3)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 인터넷/SNS의 발달 → 정보 공유의 시대

         가. 기업 정보 접근성 확대 → 시민사회, 언론, 소비자, 투자자들이 동일업종 및 경쟁사의 인

권침해 등을 쉽게 비교 → 기업의 투명성 요구

         나. 인터넷/SNS를 통해 손쉽게 정보 공유 → 문제 발생시, 인터넷/SNS을 통해 힘을 합쳐 대응

      4) 이해관계자 가치관의 변화 : 시장의 조직화 및 정치화

         가. 이해관계자들의 조직화

         나.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들의 등장 및 확산

         다. 정치적 과정의 동원

         라. 소비자 및 투자자들의 인식 전환 : 사회적 책임 소비, 사회적 책임 투자 등

         마. 정부 규제기관 및 정당 등의 개입

      5) 고령화 사회

         가. 청년층에 이어 중장년층의 인터넷 사용 증가

         나. 더 여유로워지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회조성

         다. Silver 시대는 이타심, 사회의식이 젊은 층보다 강함

         라. 가족과 사회를 위한 미래에 관심

         마. 구매활동에 있어 ‘가족’, ‘가치’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생각

   3. 국제 기업 환경의 변화

      1) 1990년 이후 다국적기업이 연루된 환경, 노동, 부패 등의 사회적 문제 발생 → 전세계적인 

시민운동 야기 → 다국적 기업에 대한 비판과 불매운동

      2) 2010년 11월 1일에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인 ISO* 26000 발간 → 전 세계적으로 CSR에 

대한 요구 강도 증가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1946년 설립한 국제표준화기구

      3)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 공급사슬(Supply chain)을 통해 하도급 기업과 파트너 기업 등 거래

업체에 엄격한 CSR 요구

      4) CSR이 국제적 기업경영 활동에 있어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경영

과제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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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한국경제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기업(2016. 10. 1),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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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CSR�정의

[강의 Point]

1. 다양한 개념정의가 존재하는 CSR의 이론적 배경기반을 정리한다.

2. 시대별 CSR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그 정합성에 대해 고민하도록 한다.

3. CSR을 둘러싼 국제기관의 정의까지 포괄한 후 전체적으로 조심할 것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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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CSR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1. CSR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기업의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 존재

      1) 앤드류 카네기(1800년 말) : "죽기 전에 스스로의 잉여 재산을 사회적 명분을 위해 기부하지 

않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정의 → 1800년대 말 미국에서는 "기업"의 책임과 기업을 

가진 "개인"의 책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도 않았고, 기업의 기부는 부자로서의 일종의 의

무이며 특권이었음

      2) 1950년대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연구 활발

         - Bowen(1953) :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책을 통

해 최초로 CSR의 개념을 학문 정의로 구체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우리 사회의 목표는 

가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정책이나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며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하는 기업인의 의무”라고 정의하면서 ‘의무(Obligation)’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후

속 연구에서 CSR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침

      3) 1960년대 : CSR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정형화하려는 노력이 급속도로 확산

         가. Keith Davis(1960) :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영상의 결정은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

을 가져다주고 이를 통해 다시 사회적으로 책임을 위한 지출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 

         나. Richard Eells와 Clarence Walton(1961) : CSR을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로 의무의 범위 한정

         다. Mcguire(1963) : 의무의 범위를 전체 사회로까지 확대 

         라. 반대 견해도 존재. Milton Friedman(1970)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

이라고 선언

      4) 1970년대 : Carroll이 CSR 개념 정리. CSR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됨

         가. Archie B. Carroll(1979)의 CSR Pyramid : CSR을 경제적 책임(1단계), 법률적 책임(2

단계), 윤리적 책임(3단계), 자선적 책임(4단계)의 4단계로 구분

             - 1단계 경제적 책임 : 경제적 부를 유지하며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업의 책임

             - 2단계 법률적 책임 : 법률적 규제의 범위에서 경제적 사명을 성취하는 책임

             - 3단계 윤리적 책임 : 사회가 적절한 행동 규범으로 규정한 도덕적 규율을 준수

             - 4단계 자선적 책임 : 사회 개량을 위한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의미

             → 1단계 경제적 책임만 이익 추구라는 기업 본연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 세 

가지 책임들은 기업이 속한 사회와 관련된 부분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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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 Carroll's CSR Pyramid1)

      마). 이후 CSR 개념은 지속 성장하고 있음 

          가. George Sethi(1979) :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 원칙을 준수 해야한다고 제시

          나. McFarland(1982)는 개인, 조직, 사회의 각종 제도가 상호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업이 도덕적, 윤리적,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 

          다. McGuire(1988) : 기업의 경제적 · 법적 의무를 넘어선 전체 사회에 대한 의무까지도 

포함된다고 주장

          라. Maignan & Ferrell(2000)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업에게 요구하는 경제적, 

              윤리적, 자유재량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정의

1) http://www.aqa.org.uk/resources/business-subjects/as-and-a-level/business-7131-7132/teach/teaching-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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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정의2)

   1. 유엔무역개발회의(UNCAT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사회의 요구와 목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미치는 영향

   2.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법적 의무가 아닌 자발적으

      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기업의 영향 

      

   3. 국제표준화기구(ISO) : 사회 · 경제 ·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서 사회 전체에 미치

      는 기업의 영향

   4. 세계은행(World Bank) :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및 직원, 부양가족, 지역사회 등 사회 

      가치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의 경영활동

   5.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 자발적으로 사회 · 환경에 관심을 갖고 이해관계자

      와 상호작용을 하는 기업의 경영활동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성숙 · 발전시키기 위한 기업의 활동

   7. 세계지속가능발전협의회(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환경을 보호하는 경제적 개발 및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의무

   8. CSR 뉴스, 정보 포털 사이트 CSRwire : 고객, 직원, 투자자, 환경 등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 

증진을 위한 기업의 전사적 노력

   9. 사회적 책임을 위한 경영자협의회(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 법적 · 상업적 · 공적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의 비즈니스

2) 김성택(2015), 'New CSR', 도서출판 청람, pp.13





3주

시대별 CSR�발전과정

[강의 Point]

1. CSR의 발전과정에서 제안된 다양한 이론과 조건 등을 비교, 설명한다. 

2. CSR의 발전과정을 De Bakker, 김성택, Wayne Visser 등 대표분석을 통해 

비교한다.

3. CSR 발전과정에서 목격되는 분석틀의 공통점과 차별점을 통해 한국사례를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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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Bakker� et� al(2005)의 CSR�발전과정 :� CSR�발전과정을 3단계로 체계화한

대표적인 학자.�연속성(Progression),�다양성(Variegation),�규범성(Normativism)

   1. 연속성 단계(1950년대 ~ 1960년대) : CSR 개념을 정의하기 시작. CSR에 대한 기업과 

      사회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연관성에 관해 주로 논의되었으며, 개념 확립 및 기업의 역

      할을 부여하는 하나의 개념 제시

   2. 다양성 단계(1970년대 ~ 1990년대) : CSR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학계 연구 증1) 

      CSR 개념 구체화 및 다양한 접근을 통해 새롭게 해석하려고 시도. 또한 기업 윤리, 지속가능발

전, 기업자선, 이해관계자모형, 사회적 책임성과 같은 대안적 정의 반영

      - 연속성 단계와 비교해보면, 다양성 단계에서는 왜 기업이 CSR을 해야하는 도덕적 정당성 제

공하고 새로운 개념들 간의 연관성을 통해 CSR 개념 설명 → 단, 사회현상들이 복잡화되면서 

많은 학자들의 개념 정리로 인해 CSR 개념이 더욱 모호해짐 → CSR 개념의 핵심구조를 이해

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를 했지만 근본적 의미를 변화시키지는 못함

 

   3. 규범성 단계(2000년대 ~ 현재) : 현대 경영의 중심으로서의 구체적인 CSR 모델과 측정을 위한 

실용적 접근 시도. 왜 사회적 책임에 주목해야 되는지 등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 

최근에는 CSR 개념이 기업의 시민의식(Corporate Citizenship)으로 진일보함

■�김성택(2015)의 CSR�발전과정 :� CSR�발전과정을 5단계로 체계화.� CSR1.0(도약기),�

CSR� 2.0(전환기),� CSR3.0(과도기),� CSR4.0(성장기),� CSR5.0(성숙기)

   1. CSR 1.0(도약기) : CSR은 주주중심 자본주의(주주를 위해 회사가 존재)에 대응해서 발전 

      - 20세기 초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이른바 영미법 국가들은 주주중심의 자본주의 도입 → 막강

한 기업 배경을 중심으로 권력을 소유하게 된 주주들은 독과점과 카르텔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키워나갔고, 결국 경제적 영역을 넘어서 정치 · 사회 영역까지 침범 → 시장의 실패 야기 → 

법적 ·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과 주주에 대해 사회적 반성을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 → 

CSR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개념이 사회운동으로 발전

   2. CSR 2.0(전환기) : CSR의 개념이 막 태어난 시기. 단, 당위성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 미숙

      - 자선은 기업이 아닌 개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속에 주주들은 기업의 기부나 사회공헌행위

를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지양 

       * 실제 1881년 매사추세츠 대법원은 철도회사가 지역 음악 악기회사의 행사에 협찬을 해주는 것을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지양하는 당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서 위법이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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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SR 3.0(과도기) : CSR이 아직 활발히 논의된 시기는 아니지만, 기업은 사회 속에서 사회와 함

께 발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남

      - 1953년 하워드 보웬(Howard Bowen)이 CSR을 “사회적 책임은 우리 사회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들과 의사결정에 따라야 하는 기업인의 의무이다.”라고 해석 → 주주의 이익을 

저해하는 기업의 활동은 법적으로 제한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공격 받

음 → 그러나 CSR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뒤엎을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새로운 국면

에 접어듦 → 자본주의의 근원지인 미국 내 큰 반향 → 미국 내 기업자선 활동을 법적으로 인

정 및 전국적으로 확산 → 미 회사법이 기업의 자선 활동을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 

       **1953년 미국의 재봉틀회사인 A.P Smith사가 미국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프린스턴대학에 1,500달러를 기부하자 

A.P Smith사의 주주 중 Barlow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법원인 뉴저

지 법원은 기부행위가 직접적인 이익과는 무관하지만 CSR의 범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림

   4. CSR 4.0(성장기) : CSR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성장 →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1) 1970년대 : 기업이 경제적 책임 이상의 책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대중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인식 제고

      2) 1980년대 :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CSR에 대한 논의가 규정 →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대안모색과 같은 구체적인 행태의 논의로 발전

      3) 1980년대 : 기업은 환경 문제까지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생김 

      4) 1990년대 : 한 국가나 한 기업에 국한되었던 문제가 국제사회나 다양한 기업으로 확대

   5. CSR 5.0(성숙기) : CSR이 전한 개념으로 자리 잡음. 학계, 산업계, 정부 등의 많은 주체들에 의해 

CSR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각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CSR 정책들이 대두 

      1) 영국 : 2001년 세계 최초로 CSR 장관까지 임명해서 기업들의 ‘법적 의무 이상의 행동’을 하

도록 장려하는 책임을 부여. 2004년에는 통상산업부 주도로 정부, 기업, NGO, 노동 등으로 

구성된 CSR Academy를 설립해서 훈련과 개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수행. 2001

년 7월에 시행된 ‘1995년 연금법’의 개혁과 2005년 3월에 도입된 ‘기업운영 및 재무보고’ 

제도를 통해 사회책임투자와 기업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독려. 2001년부터 지속가능성에 관한 

최초의 정부보고서 발간을 시작

      2) 미국 : 해외 부패방지법(1977년) → 기업윤리 행동원칙(1986) →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법

(1989) → 조직의 범죄에 대한 연방판결 가이드라인(2004 개정) → 증시 상장 시 윤리경영의

무화(2001) → 기업회계 · 투자보호법 등을 차례로 제정. 2001년 엔론 · 월드콤 회계부정사

건 이후 회계법인에 대한 감시와 CEO와 CFO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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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ne� Visser(2013)의 CSR� 발전과정 :� CSR� 발전과정 5단계로 체계화.� 탐욕의

시대,�자선의 시대,�마케팅의 시대,�경영의 시대,�책임의 시대

   1. 탐욕의 시대 :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신뢰. 주주이익 중심. 이익의 사유화와 비용의 사회화. 

탐욕은 좋은 것

   2. 자선의 시대 :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부에 대한 책임의식. 경제적 효익은 부유층에서 서민층

으로 흐름. 먼저 부자가 된 후 자선을 해야함

   3. 마케팅의 시대 : 평판과 브랜드가 가장 중요한 자산. PR분야의 새로운 선물 같은 존재인 

CSR. Green Washing(위장환경주의). 공익에 대한 로비

   4. 경영의 시대 : CSR우선순위를 전략과 일치시킴. 경영시스템 전반에 CSR 도입. 자발적인 기준 

수립. CSR을 위한 경영사례 개발. 기업의 자기규제 기능 신뢰

   5. 책임의 시대 : 기존의 CSR은 점진적, 지엽적. 비경제적이어서 실패했으며 글로벌 도전을 해결

하지 못함. 새로운 원칙에 기반을 둔 CSR 2.0 필요

 





4주

국가별 CSR� #1�

[강의 Point]

1. CSR의 국가별 차이점과 공통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반설명을 

진행한다.

2. 미국, EU 등 자본주의의 개념차이가 존재하는 비교 군을 통해 CSR의 차이를 

이해한다.

3. 이밖에 EU의 개별사례와 남미 등 CSR의 기반조건이 다른 국가의 차별점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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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SR

   1. 미국 CSR의 특징 

      1) 미국은 CSR의 근거지이면서 민간중심의 CSR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가. 기업의 자발적 봉사정신과 자선적 기부의 오랜 역사와 전통 보유

         나. 기업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자선활동을 펼치는 등 자발적인 CSR 활동을 해왔으며, 

전통적으로 기업가 정신에 따른 자기규제가 강조

         다. 정부 대신 NGO, 민간의 SRI 펀드, 대형 금융기관 및 연금기금 등 관여

      2) 미국의 CSR은 주주 중심 자본주의(Shareholde Capitalism)에 바탕을 두고 있음

         가. CSR과 자선활동을 경영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사회 투자’로

서 인식함 → 기업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윤리경영 강조

         나. 기업의 핵심역량에 적합한 부문에 사회공헌활동을 집중함으로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

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3) 미국 정부는 CSR 규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대신 기업들의 윤리경영을 유도하는 환

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미국 기업윤리 시스템을 발전시킴으로서 민간주도 CSR 활동을 지원

         가. 미국은 1970년대에 해외부패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이래 일련의 기업 윤리 관련 법

규를 제정

             -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

             - 1978년 정부윤리법 제정

             - 1991년 연방조직범죄 판결지침의 제정

             - 1999년 부패방지라운드의 추진

         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부 제도 인프라 정비

             - 세금 혜택, 동액보조(matcing-grant)프로그램,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 이를 통해 미국 기업은 경제의 호황, 불황에 상관없이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사회공

헌활동 유지됨

             → 기부활동이 CSR의 주요 수단. 1965년 이래 기업기부 평균 5% 수준 유지

    

      4) 미국정부는 기업의 글로벌 CSR 중점 지원하고 있음

         - 미국기업들의 글로벌화 · 다국적화 활발하게 증가 → 글로벌 CSR 역할 강조

   2. 미국 CSR 발전과정

      1) 1980년대 :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기금과 같은 연기금이나 노조기금을 배경으로 하는 기관투

자가들이 미국의 CSR 주도

         가. 2002년 미국 금융 시장에서 기관투자자가 전체 주주권의 50% 차지

         나. 미국의 기관투자가들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주주에게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관점에서 CSR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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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90년대 이후 : 기관투자자들은 CSR과 기업의 수익률 증대방안을 연계시키기 위해 사회책임

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를 적극적으로 시도

         가. 지난 10년간 사회책임과 환경관련 선별투자 뮤추얼펀드 지속적으로 급성장

             - 2005년 말 미국내 SRI 펀드 : 총 201개(2.3조원, 펀드기관 총투자금액의 10%)

         나. 주류 금융운용자들도 투자결정에 사회적성과 · 환경성과를 포함시키는 경향 증대

         다. 기관투자가들은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의 이슈에 대해 주주결의안 상정 

             및 지원

         * 사회책임투자 : 투자자와 신탁자가 SRI 펀드를 통해 사회적 책임의 원칙을 지키는 기업들에 투자 → 기업들이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 사회적 책임 원칙을 준수하도록 유인

      3) 2010년대 이후 : 미국 정부는 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글로벌 CSR’의 역할을 강조. 미국 연

방정부 12개 기관에서 약 50개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가. 지원 프로그램 

             - Endorsing(보증) : 글로벌 CSR 우수기업 시상 

             - Facilitating(활성화) : CSR 정보 제공, CSR 이슈 노력에 대한 보상 

             - Partnering(파트너링) : 공공 · 민간 파트너십 지원 

             - Mandating(규제) : CSR 관련이슈 규제, 참여기업 대상 CSR 위임 관리

         나. 미 국무부는 매년 말 해외에서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미국 기업 선정(Award for Corporate 

Excellence(ACE), 1999년 제정) 

■�유럽연합의 CSR�

   1. 유럽연합의 CSR 특징

      1) 유럽의 CSR은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의 영향 

하에 발전

         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장이 권리와 도덕적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사회적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사회적 책임을 특히 강조

         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사상 아래, 유럽연합에 가입한 유럽 국가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기업

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함

      2) EU집행위원회가 주도해서 유럽 내 전반적인 CSR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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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럽연한 CSR 발전과정 

      1) 2001년 : EU 집행위원회 그린페이퍼 발간 : CSR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 및 설명 

         → 그린페이퍼 발간을 계기로 CSR은 유럽사회의 강력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

      2) 2006년 : EU집행위원회 ‘CSR 유럽 동맹’ 발족

 

      3) 2011년 10월 : EU집행위원회 ‘2011-14년: CSR을 위한 유럽의 새로운 전략’(A renewed EU 

Strategy 2011-14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발표 

■�독일의 CSR

   1. 독일 CSR의 특징

      1) 독일에서는 영미식의 시장지향적인 CSR 개념이 발달하지 못함(Loew et al, 2004) 

      2) 독일 CSR은 정부에 의한 의무 및 통제 강함 → 기업의 윤리적 개념 CSR 의무 규정화 : 복

지법, 노동법, 환경법 등에 국가의 규범이 매우 상세히 제시 → 납세 영역뿐만 아니라 경쟁전

략, 유해물질 배출 및 관리, 임금 및 요금 정책, 작업환경, 직업 재교육 부문까지 정부가 기

업의 의무 강화 및 통제 →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제한 

      3) 기업이 국가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CSR활동을 통해 실업, 지역발전,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

는 데 필수적인 존재로 인식(Debroux, 2007)

      4)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CSR 전략 ‘CSR 행동계획(Action Plan)’ 추진 : CSR Action 

Plan의 세부적 목표는 기업과 공공 행정기관의 사회적 책임풍토의 토착화, 중소기업의 CSR 

참여 확대, CSR 활동의 가시화 및 신뢰성 촉진

         가. 독일의 CSR 활동 촉구

             - ‘CSR-Made in Germany’ 슬로건 확대 보급 : 독일 제품의 품질 인증으로 사용되었

던 ‘독일산(Made in Germany)’을 새로 CSR과 연계시켜 ‘사회적 책임을 다한 독일

산(CSR-Made in Germany)’으로 재 부각

             - ‘21세기 글로벌 세계의 핵심 도전과제 성취를 위한 대책’ 마련

             - 기업의 신용 및 투명성, CSR활동 비교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 포털사이트 신설

             - 연간 3,600억 유로에 이르는 국가 차원의 수주를 통한 기업 유인

             - 중소기업 컨설팅 진행

             - 정부 차원의 CSR상 제정 → 모범기업 포상 계획

         나. 재계·정계 및 사회 네트워크 초점

         다. 학교나 시민의 CSR 의식 고취

         라. 지역 차원의 정보교환 모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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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일 CSR의 발전과정

      1) 2001년 4월 : 지속성장개발위원회*가 발족

      * 지속성장개발위원회 : 15명의 공공인사로 구성. 국가 차원의 지속성장전략 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동영역 명시, 지속

성장에 대한 공공이해증진 프로젝트 추진등의 업무 담당

      2) 2008년 :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경제기술부의 주도하에 CSR 관련 정치

적 전략 마련(10여 개 관할부와 33개의 기업 및 협회 참여) 

      3) 2009년 11월 중순 : 52개 기관 및 42개의 기업 회동을 통해서 사회 프로젝트 관련 100여 

개의 파트너십을 결성하기로 결정

      4) 2010년 7월 1일 : CSR 포럼은 국가 CSR Action Plan 관련 추천보고서를 연방노동부장관

에게 전달. 주요 핵심 사안은 CSR활동의 가시화 및 신뢰성 고취,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과 

CSR의 연계가능성 및 CSR 국제협력 관련 제안

      5) 2010년 10월 6일 : CSR Action Plan 도입 결정

■�영국의 CSR

   1. 영국 CSR의 특징

      1)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CSR의 역사는 짧지만 보다 역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추진

      2) 미국이 CSR의 기초와 토대를 마련했다면 영국은 CSR을 더욱 활성화시킴

      3) 정부가 CSR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인 CSR 정책 실행 : 세계 최초 CSR 장관 임명및 CSR을 

위한 회사법 개정

      4) 영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투자 및 CSR 촉진

         가. 저개발국 내의 빈곤 해결을 위해 민간투자 촉진

         나. ‘윤리무역 이니셔티브(Ethical Trading Initiative)’를 출범 → 윤리무역 및 공정무역 지원

         다. 영국 국제개발부(DFID)는 저개발국의 민간 부문과 빈민을 위한 개발 활동 전개

         라. 기업과의 다양한 공공 · 민간 파트너십(PPP)을 통해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의 경

             제 성장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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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국 CSR의 발전과정

      1) 1995년 : 연금법(2000년 7월 효력 발생) 개정. 연기금 사회책임투자 간접적 의무화 

         가. 연기금이 투자대상을 선정 · 유지 · 매각함에 있어서 환경, 사회, 윤리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의결권 행사의 기본방침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나. 정확하게 SRI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의 기준으로 CSR을 고려하도록함. 연금법

에서는 “민간연금펀드를 운용하는 모든 주체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사회 · 환

경 · 윤리의 세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의 권리를 성실하

게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요구

      2) 2000년 : 세계 최초로 CSR 담당 장관 임명

      3) 2001년 : 영국의 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지원을 위한 NGO인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 설립 

      4) 2004년 : 정부, 기업, NGO, 노조 등으로 구성된 CSR Academy를 설립. CSR활동 향상을 

원하는 기업에게 CSR 훈련과 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 CSR을 일상적인 기업 관행에 통합

하고자 함

      5) 2005년 : 회사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 제도를 실행

         가. 회사법은 기업의 이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경영재무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규정

         나. 기존의 재무보고 이외에 영업, 성과, 계획, 전망, 그 밖의 정보(근로자, 고객과의 관계,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회사의 지배구조, 환경적 측면, 위험관리 등)도 주요 성과지표에 포함

      6) 2006년 : 회사법 개정(2007년 1월 발효) 

         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한 정보 → 지속가능경영 이슈화. 환경적 영향, 직원, 지역, 사회 

관련 이슈 및 재무적 핵심 성과 지표(KPI)

         나. 자국의 빈곤지역 개발에 기업 참여 장려 

   

      7) 2007년 : ‘FTSE 100(런던 증권시장의 100대 기업 주가지수)’ 기업 중 80% 이상이 CSR 전

문가 고용. 매년 CSR보고서를 작성해 소비자와 주주들에게 보고

         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업 및 홍보에 있어서 CSR의 중요성이 부각 

         나. 소비자들도 기업에게 도덕적 · 사회적 · 환경적 활동을 위한 뒷받침을 강하게 요구 → 

영국시장에서 윤리적 제품의 가치가 매년 15%씩 증가(이장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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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CSR

   1. 프랑스 CSR의 특징

      1) 국가 주도적인 방식으로 CSR에 접근

         - 전통적인 경제구조상 공공부문의 비중이 크고 정부 관여가 당연시되는 인식 기반

      2) CSR을 위한 정책과 법제화가 발달됨

         가. 신경제규제법(NRE) : 기업들이 연차 보고서를 통해 사업, 활동 결과, 사회와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기재하도록 규정

         나. 그르넬 법안 : 상장/비상장기업의 CSR 활동 및 성과를 공개하고 제3자인 감사를 통한 

적정성 평가를 의무화함. 추가적으로 통합된 평가기준 추진

        

      3) 프랑스 정부의 지속가능전략 목표

         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도록 유도 

         나. 지속가능한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특히 중소기업) 지원

   2. 프랑스 CSR 발전과정

      1) 2002년 : CSR 담당 장관 임명

      2) 2003년 : 신경제규제법(NRE) 시행

      3) 2010년 : 그르넬 법안(Loi du Grenelle) 도입

■�중남미의 CSR

   1. 중남미 CSR의 특징

      1) 중남미의 오랜 전통인 사회적 분배에 대한 기업의 비전과 자선적 활동 강하게 연관. CSR이 

뿌리내리기에 적절한 환경 → 기업의 자발적인 이니셔티브

    

      2) 단, 다수의 다국적기업, 국제기구, 국제 NGO 등 외부적 요인의 역할과 영향력도 큼 

         

      3) 중남미 국가들 간 CSR의 발전 단계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

         가. CSR이 가장 앞선 국가 :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나. CSR이 가장 뒤쳐진 국가 : 중미와 카리브 해 지역의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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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남미 CSR의 발전과정

      1) 1997년 : 본격적으로 남미에 CSR이 도입

      2) 브라질의 Ethos Institute와 같은 단체들이 나라별로 설립됨

■�브라질의 CSR

   1. 브라질 CSR의 특징

      1) 브라질의 CSR은 기업의 주주 및 시민사회 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강화되는 추세임

         가. 주주 및 시민사회 단체들의 요구

         나. 기업 경영인들의 긍정적인 인식

         다. 사회적 · 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의 제고

      2) 브라질 정부는 ILO의 노동기준 등 CSR 관련 국제 기준 도입 → 기업들의 자발적 기준 채택 

유도

         

   2. 브라질의 CSR 발전과정   

      1) 1998년 : Ethos Institute의 설립

         가. CSR 활동 확산 및 심화 목적

         나. 기업인과 최고경영자들이 모여 설립한 비정부 기구(1,300여 개 기업 회원)

         다. CSR 활동의 중심 허브(hub) 역할 : 지식과 경험 공유. 해결책 개발

         → 브라질 CSR의 발전에 큰 기여

      2) 연방 근무환경 조사 시스템 설립 : 강제노동과 미성년/아동 노동문제의 근절 목적

      3) 2003년 : The Bolsa Familia program 설립. 광산 및 철강 기업의 경우 가난한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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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CSR

   1. 아르헨티나 CSR의 특징

      1)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 함께 CSR을 선도하는 국가

      2)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CSR 확산

      3) 국제적 기준의 사회 · 환경적 정책을 준수

         가. 아르헨티나에 위치한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들에게 CSR 적용 요구

         나. 대기업들은 본사에서 준수하는 CSR 가이드라인을 자회사에서도 똑같이 적용

   2. 아르헨티나의 CSR 발전과정

      1) 1990년대 중반 : 브라질과 함께 CSR 선도 국가로 인식

      2) 2000년 : 사회적 균형에 관한 법(24.977) 공표. 직원 300명 이상 고용 기업 대상 매년 사회

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명시 → 아르헨티나 정부의 CSR 노력 가시화

      3) 2004년 : UN Global Compact의 아르헨티나 네트워크 설립

         가. UNDP, CEPAL, WTO의 지원

         나. 기업, 정부, 국제기구, NGO 등이 협력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작동



5주

국가별 CSR� #2�

[강의 Point]

1.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CSR의 특징을 서구모델과 비교해 차이를 도출한다.

2. 개도국에서 CSR에 접근하는 원리와 현재, 그 한계를 통해 발전적 차별화를 시도한다.

3. 이밖에 아프리카 등 서구발신적인 CSR의 수용 및 자체적 개념발전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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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CSR

   1. 한국의 CSR 특성

      1) 한국의 CSR은 재벌기업과 재벌총수에 대한 반감에 깊은 뿌리 존재. 반기업정서, 반재벌정서, 

기업지배구조 이슈 등

      2) CSR에 관한 국내외 요구 증가

         가. 자본주의 고도화 및 소비자 권리의식 수준 향상

         나. 대기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3) 기업은 사회변화에 따라 개선된 CSR 활동 추진

  

      4) 정부주도의 CSR 관련 제도적 환경 및 정책 존재

         가.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의 사회책임에 영향을 주는 법규 제정 및 관리

             - 소비자 · 노동 · 환경 · 공정거래 등 

             -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처분 기구 설립

         나. CSR 관련 정부 포상 운영

         다. CSR 이행 컨설팅 기구 역할 강화 :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2. 한국의 CSR 발전과정

      1) 1950 ~ 60년대 : 생산중심시대. 국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저렴하게 빨리, 그리고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

      2) 1970년대 : 수출중심시대. 국가 기간산업에 참여해서 수출 증대시키는 기업이 좋은 

         기업. 준조세적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기부하는 소극적인 자선활동이 주(이상민, 2002)

      3) 1980년대 : CSR의 필요성 인식 및 적극적인 CSR 활동 추진(재단 설립 등). 기업에 대한 사

회적 비판 대응 목적 → 사회적 분위기와 압력에 의해 강제적 참여

         가. 1980년 전반 : 기업 재단을 통해 장학 사업이나 학술 및 문화 활동 지원 집중

         나. 1980년 후반 : 기부에 주로 치중(이상민, 2002) 

  

      4) 2000년대 : 기업들의 해외진출로 현지 생산 공장이 생겨나면서 선진기업들의 CSR활동 습득 

→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는 CSR 활동 추진

      5) 2003년 : 삼성 SDI, 현대, 기아자동차 등 지속가능성보고서 처음으로 발간 → 2011년 말까

지 총 54개 기업들이 동참

      6) 2007년 : 지식경제부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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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CSR

   1. 일본 CSR의 특징

      1) 일본의 CSR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개입 없이 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짐

         가. 효율적인 생산 활동이 사회공헌으로 이어진다는 상인도 및 오우미 상인의 경영이념이 후대 

기업에게 전수되었으며 이는 고객만족과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로 발전(한국은행, 2007)

         나. 성숙된 사회인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없이 발전 → 경제 불황기에는 퇴보

    

      2) 정부 차원의 CSR 강제 규정은 없으며, 포괄적이고 제한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

         가. 환경경영 지원 정책 중점(환경기본법, 순환형사회추진기본법)

         나. 환경관리회계(MFCA, Material Flow Cost Accounting) 국제 표준 도입 촉진 → 일본 

기업 국제 경쟁력 향상

      3) 일본 정부와 기업연합은 기업의 해외 CSR 활동 지원

         가. 글로벌 일본 기업들의 CSR 활동이 국가 전반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인식

         나. 경제동우회(CBCC, Council for Better Corporate Citizenship) : 아세안 국가/라틴아

메리카 현지 기관/기업들과 세미나 및 학술활동 개최

   2. 일본의 CSR 발전과정

      1) 1960년대 : 현대적 의미의 CSR 개념 도입

   　 2) 1980년대 후반 ~ 1990년대 : CSR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인식이 본격적으로 전환

         가. 1980년대 후반 : 버블경제의 도래에 따라 뇌물증여 사건이 빈발 

         나. 1990년대 : 장기불황. 기업윤리와 관련된 각종 사건들이 발생 →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

제가 보다 전면적으로 대두됨

      3) 1993년 : 환경기본법 제정 

      4) 2000년 : 순환형사회추진기본법(The Basic Law for Establishing a Recycling-Based Society) 제정

   

      5) 2011년 : 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일본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요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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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CSR

   1. 중국 CSR의 특징

      1) 중국 내 사회문제 해결책으로서 CSR에 대한 공감대 형성

         가. 개혁개방 이후 국가의 전체적인 부는 급증하였으나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의 사회문제도 

경제성장에 비례해서 급증

         나. 2003년 출범한 후진타오 - 원자바오 체제는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다.’, ‘조화로 운 사

회’ 등 기존의 성장일변도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발전전략 제시(이남주, 2005)

         다. 일련의 부정적 사건들로 사회문제의식과 새로운 국가발전관 조성 → 중국기업인들 스스로 

CSR을 수용하는 계기로 작용

         라. 국제사회의 요구 증가

      2) 2000년대에 들어 중국 정부는 CSR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전향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및 

장려 정책을 통해 기업 CSR을 촉진

      

   2. 중국의 CSR 발전과정

      1) 1979년(개혁개방) 이전 :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였기에 국가와 기업 미구분. 기업은 

모두 국영기업이었기 때문에 사회 복지제공 역할을 담당(Lin, 2010)

      2) 1979년(개혁개방) 이후 : 국영기업들은 점차 사유화되기 시작하였고 사기업도 새로 출현 → 빈

부격차, 환경오염 등의 사회문제도 경제성장에 비례해서 급증

      3) 1990년대 :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공급업체들에게 국제 규범 및 자체 윤리강령을 소개하며 준

수할 것을 요구

      4) 2000년대 : 국제기구와 NGO들이 중국 기업의 CSR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였으나 중국 정부

는 노동조건을 무역장벽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함

      5) 2004년 이후 :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전략적인 CSR 을 수행하기 

시작. 법령 제정 등 행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국적기업과 국제기구의 CSR 관련 요구에 대처

      6) 2006년 :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을 명시하도록 회사법 개정

      7) 2007년 : 반부패방지법 제정해서 기업윤리 강화

         가. 노동법 개정을 통해 근로 및 노동환경에 대한 점검과 감독 강화

         나. 국영기업과 정부합작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CSR 이니셔티브를 강력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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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7년 : 차이나모바일 중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CSR 보고서 발간. 중국공상은행과 중국건설

은행도 같은 해 CSR 보고서 발간

      9) 2008년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of the State Council) CSR 가이드라인 발행. 모든 국영기업들이 CSR의 필요성을 인

지하도록 함. CSR 연구 및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중국 CSR 표준, 베스트 사례집, CSR 보고서, 가

이드라인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CSR

   1.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CSR 특징

      1)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CSR 모델이 존재

      2) 인도는 정부가 CSR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 시작

      3) 동남아 국가들은 정부차원에서 경제적 발전과 국제 제조업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둔 

CSR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시작

■�인도의 CSR

   1. 인도 CSR의 특징

      1) 인도 정부는 전략적 차원의 CSR 활동을 추진

      2) 모두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인

도의 오랜 전통

      

      3) 인도 정부는 제한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및 자문기관 설립을 통해 CSR 장려

   2. 인도의 CSR 발전과정

      1) 1990년대 : 경제 개방을 계기로 기업이 경제, 사회, 환경 영역에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 도입

 

      2) 2009년 12월 : 인도 기업정책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2009’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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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ICA(Indian Institute of Corporate Affairs) 자문기관을 설립해서 CSR 가이드라인을 보다 

심도 있게 개발

 

      4) 2011년 7월 : IICA는 기존의 CSR 가이드라인을 개정 

         가. CSR 핵심 요소 실행을 위한 인디케이터 리스트 제공 

         나. IICA에서 제공하는 CSR 보고서 틀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도록 권장

■�인도네시아의 CSR

   1. 인도네시아 CSR의 특징

      1) Gotong Royoung(상부상조)이라고 하는 기부와 나눔의 전통에 따라 기업이 사회적 ·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 기반

         

      2) 인도네시아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기구 및 NGO의 요구로 CSR 촉진

      3)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 최초로 CSR 의무화 법 제정

   2. 인도네시아의 CSR 발전과정

      1) 1990년대 :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CSR에 대한 비판과 요구가 시작됨

      2) 1992년 : 미국노동연맹 및 산업단체 의회 단체(AFLI-CIO)는 나이키 회사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CSR 활동 시작 

         

      3) 인도네시아 리바이스 공장 근로자 인권 유린과 학대에 관한 보고서 발간 → 소비자들의 비판

과 노동력 착취 반대 운동이 국제적으로 확산

      4) 1994년 : 수하르토 정부, 발리 짐바란 선언을 통해 총 96개 재벌이 인도네시아 빈곤 퇴치를 

위해 수익의 2%를 사회에 기여하도록 강제 →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부패로 인해 이 정책

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사라짐

      5) 1990년대 말 : 수하르토 독재정권 몰락.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CSR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

      6) 2004년 : 기업의 CSR 활동 촉진을 위한 CSR 활동을 위한 법(2004.No.28) 제정

      7) 2007년 : 인도네시아 회사법 No.40 및 인도네시아 투자법 No.25 도입 → 기업들의 CSR 

활동에 대한 강제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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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CSR

   1. 베트남 CSR의 특징

      1) CSR 관련 기업들의 정책 및 실행에 있어서 정부 역할이 중요함

         가. 공산국가 정치시스템과 시장계획주의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서 정부

의 영향력이 큼

         나. 기업의 소유권은 일부 개인 혹은 정부와 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며 기업 거버넌스 및 의사

결정 구조도 집중된 양상

      2) 베트남 정부는 최근 CSR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가. 노동법 개정, 환경법 개정, 반부패법 통과

         나.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설립 : 베트남 기업들이 지속가능플랜을 실행할 수 있도록 CSR 

관련 상담 등의 지원을 하고 지속가능활동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역할 담당

         다. 지속가능발전연구소(VA 21 Office) 설립 : 지속가능발전 활동 조정 및 장려

   2. 베트남의 CSR 발전과정

      1) 2002년 : 노동법 개정

      2) 2004년 8월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베트남아젠다21(Vietnam Agenda21)’ 선포.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과 프로그램, 지속가능발전 행동계획(2005 ~ 2010) 발표

 

      3) 2005년 : 주요 정부기관, 기업, NGO, 시민사회단체 등 중요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지속가

능발전국가위원회 설립

 

      4) 2005년 : 환경법 개정, 반부패법 통과

      5) 2006년 : WTO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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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CSR

   1. 아프리카 CSR의 특징

      1) 아프리카에서는 최근 사회적 환경 및 인식 변화로 인해서 CSR 주목 받음

         가. 1990년대에 다국적기업이 다수 진출한 채굴산업에서 자원수탈, 노동력 착취,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언론 등 외부로부터의 압력 작용

         나.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인한 불균형한 경제 성장,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 부족, 

물 부족, 질병, 교육 시스템의 한계, 환경 문제가 대두됨

             *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6% 이상의 성장률 기록 

      2) 아프리카의 CSR은 국제적 CSR 규범 및 가이드라인 도입과 함께 다국적 기업에 의해 시작되

었으며 다국적기업의 주요 산업영역별로 CSR 발전 정도가 다름

      3) 현재는 국제기구, 정부, NGO, 그리고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는 광범위한 CSR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음

      4)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존 CSR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안 모색

         가. 아프리카 진출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회성 기부형태의 CSR에서 탈피하고 지속가

능한 지역통합 및 발전을 위한 민간 역할의 중요성 강조

         나. 기존의 CSR이 아프리카 지역의 사회 ·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인식

하고 아프리카 정부 · 단체들의 주도하에 현지에 적합한 CSR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몬

로비아원칙(Monrovia Principles) 합의 · 선언함

      5) 공공 · 민간 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이 증가하는 추세임

         가. 1990년대 이후 대외원조 장기화에 따른 기부자 피로현상(donor fatigue) 극복 과 대외

원조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를 구축

         나. ‘Cotton Made in Africa’ 이니셔티브 

             - 아프리카 면화산업의 가치사슬 전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민단체, 기업, 정부의 파트너

십임

             - 유휴지를 개간해서 면화 생산 →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 일회성 원조를 넘어선 사회적 기업을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활동 구축

         라.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

             - ‘지구촌 빈곤 및 주요 질병을 절반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달성 방안

             - 아프리카 10개 국가의 14개 최빈곤 농촌지역을 돕기 위한 혁신적인 모델

             - 다양한 참여 주체들 간의 공조를 통해 비료, 의약품, 식수 및 우량 품종을 공급하고 

교실 및 진료소를 구축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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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의 CSR

   1. 남아프리카공화국 CSR의 특징

      1) 과거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해서 1974년 UN에서 축출되고 국제적 경제고립상황에 처하게 되

자 기업들의 주도하에 CSR이 서서히 전개. 어번파운데이션(UrbanFoundation)이 대표적인 예임

         * 아파르트헤이트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과 제도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CSR은 정부 주도하에 기업의 사회적 투자(CSI: Corporate Social 

Investment)에 집중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CSR 발전과정

      1) 1994년 신정권 수립 이후 : 인종차별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국제사회로의 통로 개방→ 경제성

장으로 이어짐

      2) 1994년 이후 : 정부는 흑인우대정책(BEE: Black Economic Empowerment) 시행  

         가. 부의 불공평한 분배를 초래한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보상책

         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CSR은 BEE 정책과 연관

      3) 1995년 : ‘국가비지니스이니셔티브(National Business Initiative)’ 발족

         가. 넬슨 만델라의 주도 하에 어번파운데이션과 비즈니스운동자문위원회를 통합

         나. 정부와 기업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나이지리아의 CSR

   1. 나이지리아 CSR의 특징

      1) 나이지라아에서 CSR에 대한 논의는 오일 및 가스 채굴 다국적 기업에 집중. 석유채굴 및 정

제로 인한 니제르 델타지역 환경오염 및 다국적기업의 비도덕적인 행위 심각 → 나이지리아

의 무장단체인 니제르 델타 해방 운동 형성 → 오염에 대한 보상과 석유 생산에 대한 이득을 

주민에게 돌려줄 것을 주장

      2) 나이지리아 정부는 채굴산업 투명경영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고 UN Global Compact를 공식

적인 CSR 가이드라인으로 도입함

      3) 그러나 현재 CSR 관련 정책 시행이 어려운 상황임.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재, 유전시설에 대한 

반군의 파괴행위, 인프라 미비, 인종 · 종교간 갈등과 정치적 불안 지속, 고질적인 부패 심각



6주

CSR�이해관계자

[강의 Point]

1. CSR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구분하고, 그 이론기반을 확인한다.

2. CSR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를 분류함으로써 그 확장적인 개념발전을 시도한다.

3. CSR 이해관계자의 복잡한 관계성과 지향성 등을 이해, 갈등·조정지점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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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이해관계자 정의 이론

   1. Stanford Research institute(스탠포드 연구소) 내부 보고서(1963년)

      1) 이해관계자(stakeholder)라는 용어 최초 사용

      2) 조직의 생존을 위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집단만 정의

   

   2. Freeman&Reed(1983)

      1) 넓은 의미 : 기업의 기능과 경영활동에 의해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 모

두 포함 

      2) 좁은 의미 : 기업의 기능 및 경영활동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주요 집단

   3. Freeman(1984)

      1) 중립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미션과 성과에 대해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과 집단

   

      2) 기업의 생존과 가치 제고를 확보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전략적 관리

         → 이해관계자란 기업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외부 환경의 핵심 

요소

      3) O’Riodan & Fairbrass(2008) : 비즈니스와 이해관계자 간 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

슈를 3가지로 제시       

         가. 이해관계자 간에 일치하거나 부딪치는 기대사항들

         나. 지역적/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해석의 다양성

         다.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실질적인 소통 문제

■�이해관계자 분류

   1.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와 분류는 기업의 입장마다 다름

      1) 이해관계자는 시대와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2) 전통적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고객, 공급자, 종업원, 소유주로 분류 

      3) 최근 환경론자들과 소비자보호단체, 미디어, 정부, 세계의 경쟁자들의 등장으로 이해관계자의 

분류에 대한 논의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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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반대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분류하면 소유주, 종업원, 정부, 소비자, 지역사회, 공

급업자 등으로 구분

   2.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

      1) 조직 경제 중심 분류 방법

         - 내부 이해관계자(internal stakeholder)와 외부이해관계자(external stakeholder) 

   

      2) 일반기업의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 분류   

         가. 내부 이해관계자 : 경영진, 종업원 등

         나. 외부 이해관계자 : 고객, 협력업체, 정부, 지역단체 등

         

      3) 사회적기업의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 분류(Carroll, 1989)1)

         가. 내부이해관계자 

             - 사회적 기업가 : 일반기업의 창업경영자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에서도 

창업경영자의 역할은 중요함. 사회적 기업의 경우 기업가이며 동시에 사회사업가의 역

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기업보다 더 큰 역할이 요구됨  

             - 취약계층 종업원 :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해서 취약계층 종업원을 고용

             - 관리자 종업원 : 관리자 종업원이란 중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함. 일반기업의 중

간관리자와 사회적 기업의 중간관리자와의 다소 차이점이 있음

             - 기술자 종업원 : 사회적 기업이 생산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품목에 따라 품질

관리를 향상시키거나 기술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문기술자를 말함

    

         나. 외부이해관계자

             - 고객 : 고객은 기업조직이 창출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경

영관리의 초점을 고객에게 두고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주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서 고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 투자자 : 투자자들은 사회적 기업의 경영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정지

원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고려해야 함

             - 경쟁업체 : 사회적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은 두 가지 기회 측면에

서 유리한 점을 취해야 함 

                · 기업은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의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

야 함

                · 개방된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쟁사를 이겨야 함

             - 정부 : 정부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과 

1) 김성택(2015), 'New CSR', 도서출판 청람,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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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언론 : 사회적 기업은 언론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노출하고 있음

             - NGO/NPO : 비영리조직(NPO), 비정부기구(NGO)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

하는 다양한 사업을 실행하는 조직형태로 사회적 기업과 가장 유사한 조직임

             - 협력업체 : 모든 조직은 외부환경으로부터 투입물을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환

경과의 관계가 최종산출물의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결정하게 되므로 조직은 협력

업체들과 항상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함

             - 지역사회 : 다수의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

한 유대관계는 사회적 기업의 목적과도 부합됨

   3. 일차적 이해관계자와 이차적 이해관계자

      1) 일차적 이해관계자 :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생존에 직접적인 관계

         가. 기업과 공식적, 사무적, 계약적 관계에 있는 주주, 투자자, 종업원, 고객, 공급자

         나. 공적 이해관계자로서의 인프라와 시장을 제공하는 정부나 지방단체

      2) 이차적 이해관계자 :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생존에 간접적인 관계

         가.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언론이나 특별한 이해집단

         나. 이차적 이해관계자는 일차적 이해관계자로 대우받기 원함 →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입장에 

따라 조심스럽게 분류

      3) 일차적/이차적 이해관계자의 샘플리스트(Svendsen, 1988)2) 

         ※ P(Primary) : 일차적 이해관계자, S(Secondary) : 이차적 이해관계자

         가. 소유주(owener) : 주주/소유주(P), 종업원 주주(P), 기관투자가(S)

         나. 고객(customers) : 일반고객(P), 연고구매고객(P), 소비자여론주도층(S), 소비자 보호단체(S)

         다. 종업원(employees) : 신입직원(P), 고령/장기근속자(P), 소수인종(P), 은퇴자(P), 종사자 가족(P), 

노조(S)   

         라. 산업관계자(industry) : 공급자(P), 경쟁회사(S), 산업협회(S), 산업여론주도층(S)

         마. 지역사회(community) : 기업인근거주자(P), 주민단체(S), 상공회의소(S), 자선조직(S), 

학교/대학(S), 특정이익집단(S)

         바. 정부규제(government regulation) : 연방 정책결정가(S), 주/광역지역 관료(S), 지역공무원(S), 

언론인(media), 언론 주도층(S), 칼럼니스트(S)

         사. 기타(environment/nonhuman speedies/future generations) : 자연환경(P), 동식물(P), 

미래세대(P), 과학자(S), 환경보호단체(S) 

2) 김성택(2015), 'New CSR', 도서출판 청람, pp.313



  



7주

CSR�구성요소

[강의 Point]

1. CSR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와 그 이론적인 근거를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2. 사내의 거버넌스, 근로여건, 인권, 환경, 사업관행 등 개별요소를 정밀하게 해석한다.

3. 소비자를 비롯해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및 발전이 갖는 CSR의 확장성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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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거버넌스

   1. 조직의 지배구조 : 조직 목표달성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이행하는 체계

      1) 의사결정 및 이행에 있어서 원칙 필요

      2) 설명책임,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관심사안 존중, 인권 존중, 법규 존중, 국제적 

행동규범의 존중 고려 필요

   2. 조직 거버넌스의 지향점

      1) 이사회 주도 CSR

         가. 이사회 산하 CSR 위원회 설치 → CSR에 대한 의사결정 기능과 책임 강화  

             - 단, 실행 및 통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꼭 이사회 산하 위원회일 필요는 없음

         나. 이를 통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CSR 안건 상정 → CSR에 관한 의사결

정을 강화

             - 필요 시, 사회 운영규정 등 개정을 통해 이사회 내 CSR 안건 상정

         다. 이사회 내 CSR 안건 상정 필요성에 대한 주장 대두 

             - 다양한 이해관계자 : 이사회 차원에서 CSR, 지속가능경영 이슈 논의 요구

             -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OECD의 모범규준 : 이사회에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

하고 이사회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고려해야함 

             - GRI*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식적인 승인과 검토를 담당하는 최상위 위원회를 보

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직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식별하여 보고하도록 권장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2) 이해관계자 참여

         가. 지속가능성 이슈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

         나. 조직의 의사 결정과 활동에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며 성과검토와 지속적 학

습에 기여

         다. AA1000SES의 성공적인 이해관계자 대화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세가지 원칙**

             - 포괄성의 원칙 : 이해관계자의 필요성 및 필요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

             - 중요성의 원칙 : 조직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 파악

             - 대응성의 원칙 : 이슈에 대응

             ** AA1000SES(stakeholder Engagement Standard)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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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여건 및 인권

   1. 노동환경의 글로벌화와 기업 인권의 중요성 증대

      1) 노동인권 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강화 

      2) ILO협약, 인권 프레임워크와 같은 국제규범의 영향력 증대 

      3) 기업 인권 관련 표준과 이니셔티브 강화

      4) 투자자, 고객사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근로여건 및 노동인권에 관한 회사 정책의 보유 여부를 

기업에 대한 투자와 거래의 요건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사례 점증

   2. 근로여건 및 인건

      1) 근로여건 : 작업환경에 미치는 정책, 관행 포함. 노동자의 채용 및 승진, 징계 및 고충처리 

절차, 노동자의 전근과 재배치, 고용기간 만료, 교육 및 기술 개발, 건강/안전 및 산업보건, 

특별한 작업시간 및 보수

      2) 인건 : 인간의 기본권리.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

         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 생명권, 자유권, 법 앞에서의 동등과 표현의 자유 등

         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일할 권리, 음식에 관한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 등  

      3) 근로여건 및 인권의 주요 영역

         가. 아동 노동 금지 및 미성년 근로자 보호 : 국제협약 또는 국가의 법률에서 정한 최저 노

동 연령 미만의 아동은 채용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 직원은 유해환경에 채용할 수 없음

         나. 자발적인 고용과 노동 : 모든 고용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노동을 강제할 

수 없음 

         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 국제협약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직원이 자발적 조합

활동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누리며 조직이 이러한 활동을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 

         라.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조직은 국가의 법률로 보호되거나 업무와 무관한 어떠한 기준

을 근거로 직원을 차별 대우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해야함

         마. 인격적인 대우(희롱 및 학대 금지): 모든 직원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며, 조직은 신

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희롱이나 학대에 관여 또는 이를 묵인해서는 안됨

         바. 근로시간 준수: 해당 국가 및 주요 국제규범, 산업계 규범에서 제시하는 정규, 초과, 휴일 

근로에 관한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함

         사. 공정한 보상: 모든 직원은 해당 국가/지역의 정규 근로시간에 대해 법적 최저임금 이상을 

적시에 지급받아야 하고 임금과 부가급여에 대한 법적 혜택을 보장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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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건안전환경은 근로여건 및 인권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이나 보건안전 및 환경 부분에서 

별도로 다룸

      4) 근로여건 및 인권 영역의 위험 요소 : 국가, 지역, 문화, 산업,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

태와 수준으로 잠재 또는 발생

         가. 노동인권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에서는 이러한 근로여건 및 인권 영역에 대한 

주기적인 위험평가를 중요 요소로 다룸. 다른 국제 규범들에서도 노동인권 위험 요소의 

평가와 그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직간접적으로 표명

         나. 조직의 경영활동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근로여건 및 인권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 문

서화된 위험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위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근로여건 및 인권 분야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

         다. 일반적인 경영 시스템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근로여건 및 인권 분야의 체계적 관리를 위

해 관련 내부 원칙과 방침이 수립되어야 하며, 위험 요소에 대한 개선사항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

         라. 임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근로여건 및 인권 교육이 제공함으로써 관련 규범 및 방침 준수

를 위한 인식과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고, 관련 불만이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환경

   1. 기업은 기업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 자연환경에 영향 미침 → 환경오염, 자원고갈,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이슈는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 미침 → 기업의 환경 경영 실천은 CSR분야에

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가시적인 분야

   2.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산업을 미래 전략사업으로 선정

하는 등 사회 관심 증가(딜로이트 녹색경영센터, 2010) → 1970년대 이후 환경적으로 유해한 

위험 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3. 단, 비교적 규제가 약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면서 환경문제 

발생 → 다국적기업의 공해수출

   4. 사회적 환경 이슈 개선 방안

      1)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경제, 사회, 건강, 환경에 대한 직/간접

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방식 필요. ISO14000(국제환경규격)시리즈 표준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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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기술적 도구 표준 : 시스템적인 방식으로 환경 이슈 전달 → 전체 프레임워크로 사용 

가능(환경성과평가, 측정, 온난화 물질보고, 전 과정 평가, 환경디자인, 환경 라벨링, 환경 커

뮤니케이션 평가 등) 

      2) 기업은 환경과 관련된 경영 및 운영상 리스크를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는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필요. 환경 방침, 절차, 지침 수립 및 전담조직 설치, 임직원 환경 교육 및 사업자 평가 

등 → 주기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 주

요 환경 관리항목 : 유해화학물질 관리(식별 및 위험성 평가, 관리 철차, 유출 대응체계 등), 

CO2 등 에너지/용수/대기오염/온실가스/수질오염물질/폐기물 관리 등

    

      3) 기업의 밸류 체인 과정 전반의 친환경 정책 마련

         가. 환경 성능이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나. 구매 시, 환경적으로 우수한 부품과 소재 구매 → 최종 제품 환경 성능 향상 기여 → 시

장 경쟁력에 영향 

         

■�공정한 사업관행

   1. 공정운영관행은 조직과 다른 조직 간 거래의 윤리적 행동에 관한 것으로 회사와 직원의 비윤리

/부패 문제는 국제사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와 산업에서 중요하게 평가함

      1) UN과 OECD의 반부패 협약 체결

      2) 주요국가에서는 부패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3) 고객과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들도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관심 증가

 

   2. 공정운영관행 쟁점

      1) 공정운영 관행 : 부패방지, 공공분야에서 책임 있는 참여, 공정경쟁, 사회적 책임활동 증진, 

타 조직과 관련된 재산권 존중 등

    

      2) 조직 간 거래 : 조직과 정부기관 간, 조직과 조직의 파트너, 공급업체, 하청업체, 경쟁업체 및 

조직이 속한 협회 관계 등

   3. 공정한 사업관행 이슈 대응

      1) 기업은 윤리 경영에 대한 의지를 전사적으로 표현하고, 경영활동과 통합해서 의사결정에 반영

하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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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윤리규범, 행동강령 등 회사의 의지와 원칙을 담은 정책 필요

         나. 조직 내 윤리경영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실행 요소 마련 : 윤리경영 목표 및 계획 수립, 

프로그램 실행, 성과평가 등 

         다. 조직 내 부패 발생 위험 정도 파악 및 관리

         라. 모든 직원에게 주기적으로 윤리경영교육 제공 

         마. 윤리/반부패 방침, 절차 등 관련 정보 전사적 공유

         바. 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윤리/반부패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사. 신고제도 마련을 통한 비윤리 문제로 인한 조직의 피해 최소화 

■�소비자 이슈

   1. 고객은 지속가능경영의 방향과 전략에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적인 이해

관계자 → 기업은 소비자 및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1) 소비자 및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2) 공정하고 투명한 마케팅 정보와 계약 절차 이용 

      3) 지속 가능한 소비 및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 설계

      4) 취약계층에 대해 절절하게 공급 

   2. 소비자 이슈 대응

      1) 고객 불만 · 고충 처리 시스템 구축

         가.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불만과 고층 관리

         나. 불만관리 절차 및 담당조직 운영, 고객만족과 불만관리 목표 설정 등

         다. 투자자와 다수 표준 및 가이드라인에 독려하는 사항

      2) 고객만족도 계량화 및 지속적 관리. 이해관계자에게 정보 공개

      3) 고객/소비자의 데이터 수집, 이용 및 보호를 위해 엄격한 시스템 적용(ISO 26000)

         가. 최근 인터넷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 종류의 보안 위협 증가

         나. 고객과 관련, 지적재산권이나 중요정보 손실,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보 공개 등의 

리스크가 없는지 확인(대표적인 지속가능경영 산업이니셔티브인 EICC*)

             *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 2004년 델, HP, IBM 등 8개 글로벌 전자 관련업

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로 만든 행동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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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1. 지역사회 참여 : 지역사회 지원 및 관계 수립. 지역사회에 기여

      1) 경제적 활동과 기술 발전의 확장과 다각화를 통한 고용창출

      2)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역 사회에 기여

         가. 부와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나. 교육기회 확대 및 재능 개발 프로그램

         다. 문화 및 예술 보전

         라. 지역사회 건강/보건 서비스 제공

   2. 기업의 사회공헌 측면에서의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1) 지역 사회 또는 시민사회로부터 보이지 않는 사업면허(License to operate)

      

      2) 사회공헌의 기획과 실행에서 전략적인 접근 필요 → 단순 기부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적 지

역사회개발 중심의 사회공헌 추진(관련 표준과 가이드라인 언급) 

■�협력사(구매 포함)

   1. 최근 협력사 관련 CSR 이슈가 증대 → 기업의 CSR관리 범위를 공급망으로 확대하라는 이해관

계자들의 요구가 확대  

   2. 효과적인 협력사(공급망) CSR 위험관리 체계 구축 방안

      1) 내부적으로 설정한 CSR 기준에 기반을 둔 협력사 선정과 유지

      2) 협력회사 CSR 위험평가를 통해 협력사별 위험성 식별 및 구분

      

      3) 계약을 통해 협력회사에 CSR 이행 요구

      4) 협력회사 CSR 이행요구 준수하고 있는지 실태점검 

   3. 지속가능한 구매 방침 및 전략 수립

      1) 사회 및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 최소화 : CSR측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급업체, 도급업체, 비즈니스파트너 등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 및 감소 활동 수행

      2)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제품 및 서비스 구매 : 공급 사슬망 내의 공정하지 않은 노동 

관행이나 노동력 착취, 학대 관행, 인권침해, 환경 파괴 등 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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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1. 기업은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건강한 작업 환경 제공

   2. 작업에서 발생하거나 기계장비 및 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상해를 시정 및 예방하는 

선제적 조치 마련

      1) 인적/물적/환경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비상사태 식별

      2) 위험평가 예방 및 조치, 교육, 알람/경보시스템, 대응훈령 실시 및 계획

         → 절차가 문서화된 정기점검을 통해서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실시

      3) 모든 직원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 파악 및 예방

         → 안전보건 방침, 절차 및 전담조직 설치, 직원 안전보건 교육 및 사업장 평가 등의 안전보

건경영시스템 구축 필요

    

   3. 안전보건 최소 요구 기준 OHSAS*18001에 규정

      * OHSAS(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ssessment Series) : 조직의 보건과 안전 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





8주

CSR�마케팅

[강의 Point]

1. CSR이 단순기부를 넘어 지속가능성의 핵심임을 이해, 그 논리를 규정한다.

2. CSR이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될 때 그 성공조건을 필립 코틀러 모델로 해석한다. 

3. CSR을 통한 기업의 사회참여 사업의 다양한 유형을 범주화해 그 내용을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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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마케팅3)

   1. 필립코틀러의 CSR 마케팅

      1) 기업의 사회참여사업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나 자선활동에서 벗어나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대두 → 단순한 자선활동 그 이상의 의미부여 → 자

선, 공익, 이타주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상의 실리도 거두는 훌륭한 비즈니스 수단

      2) 6가지 유형의 기업의 사회 참여 사업을 통해 CSR과 마케팅의 연계성 설명 : 공익캠페인, 공

익연계 마케팅, 사회마케팅,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 자원봉사, 사회책임 경영 프랙티스

   2. 필립코틀러의 기업의 사회 참여 사업의 6가지 유형

      1) 공익캠페인(Cause Promotions)

         가. 기업이 기금, 현물 기증, 기타 기업 자산을 제공하는 방식 

             -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관심 증대 목적

             - 특정 사회문제를 위한 기금 모금, 자원봉사자 모집 장려 목적

         나. 기업 참여 방법 : 독자적, NGO 등의 외부 조직과 제휴, 다수의 후원자 중 하나

      2) 공익연계 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

         가. 기업이 특정 상품의 판매율에 비례한 금액을 특정 사회문제 개선을 위해 기부하거나, 혹

은 회사의 전체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기부하는 방식(한시적)

         나. NGO와 제휴 시, 기업은 특정상품의 판매 증가를 할 수 있고, NGO는 든든한 재정 마련 

가능 → 윈-윈-윈(win-win-win) 전략

         다. 소비자 역시 필요한 상품 구매와 동시에 사회 문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3) 사회마케팅(Corporate Social marketing)

         가. 공공의 건강, 안전, 환경, 사회복지 개선을 목표로 기업이 행동 변화 캠페인 개발, 실천, 

지원 → 행동 변화에 초점 → 공익 캠페인과는 뚜렷한 차이 보임   

         나. 기업은 대부분 공익기관 또는 NGO와의 제휴를 통해 캠페인 진행 

      4) 사회공헌활동(Corporate Philanthropy)

         가. 특정 사회문제나 공익사업에 직접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현금 기부, 물품이나 설

비 등의 현물 기증, 기업의 특정 기술이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형식

         나. 기업의 사회참여 방식 가운데 가장 전통적인 방식 →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십년간 단지 

명목상으로, 혹은 체면치레를 위해 행해온 방식

         다.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비즈니스상의 이득과 연결시킬 전략 강구. 시장의 

변화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사회참여 사업에 대한 압박

3) 필립코틀러/낸시 리(2006), ‘CSR마케팅’, 리더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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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역사회 자원봉사(Community Volunteering)

         가. 지역 사회의 상인들, 가맹 점주들, 그리고 기업의 직원들이 지역사회의 사회문제에 참여

하고 자원봉사를 하도록 기업 차원에서 지원하고 권장하는 방식

         나. 기업이 독자적으로 실천 또는 NGO와 제휴를 통해 실천 가능

         다. 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기업의 관리하에 조직적 또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진행. 활성화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위한 유급 휴가 제공 및 다양한 지원 프

로그램 마련 필요

 

      6) 사회책임 경영 프랙티스(Social Responsible Business Practices)

         가.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개선에 기여하는 경영 및 투자 활동 

         나. 기업 스스로 구상해서 실천 또는 타 조직과 연계해서 진행

         다. 기업 스스로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사회참여 사업 수행을 위한 조언

   1. 지원할 사회 문제 선정

      1) 지원할 사회문제는 2~3가지로 국한해서 선택

      2) 기업이 비즈니스를 펼치는 지역사회에서 주목 받고 있는 사회문제 선택

      3) 기업의 핵심 가치 및 사명, 상품 및 서비스와 연계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사회문제 

선택 

      4) 비즈니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만한 가능성을 지닌 사회문제 선택. 즉 마케팅, 협력업체와

의 관계 증진, 생산성 증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만한 사회문제 선택

      5) 오랫동안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사회문제 선택

  

   2. 사회 참여 사업 유형의 선정

      1)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와 가장 부합되는 참여 유형 선택

      2) 해당 사회문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참여 유형 선택

      3) 단일한 사회 문제를 위해 다채로운 활동들을 펼치되, 기존 참여 활동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

는 차원으로 활동 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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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참여 유형 선택

 

      5) 기업이 오랜 경험을 지닌 분야에서 참여 유형 선택

 

      6) 기업이 현재 가장 풍부하게 보유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참여 유형 선택

   3. 실천 프로그램 기획

      1) 실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조직

      2) 기획 단계에서 제휴 자선 단체와 같이 추진

      3) 기업의 비즈니스 차원에서 명확하면서도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성과) 설정

      4) 해당 사회문제 차원에서 명확하면서도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성과) 설정

      5) 커뮤니케이션 계획 마련

      6) 부수적인 전략 요소가 융합된 실천 계획 마련 

      7) 핵심 임원진의 지원 확보 

   4. 성과의 측정 및 평가

      1) 평가의 목적 결정

      2) 사회참여 사업에 투입된 자산 측정 및 보고

      3) 당초 설정된 목표를 근거로 기업이 얻은 성과 측정 및 보고 

      4) 당초 설정된 목표를 근거로 해당 사회문제가 얻은 성과 측정 및 보고

      5) 기업이 지원하는 사회문제의 현황 모니터링

      6) 측정과 보고 작업을 위한 적절한 재원 할당 





9주

기업의 사회공헌

[강의 Point]

1. 기업의 전략적인 CSR 활동을 둘러싼 내용과 변화지점 등을 파악한다.

2. 기업의 성공적인 공헌활동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 추가사안을 도출한다. 

3. 현재 기업의 공헌활동 실태분석을 통해 한계와 확대방안 등 대안논의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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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1. 자선적 기부

      1) 사회 · 경제적으로 다양한 이슈의 해결을 위한 자선적인 기여(기업시민전략)

      2) 최근 전통적인 자선적 기부의 변화 추세

         가. 전략적 접근방식 채택

             - 기업 자선적 활동과 핵심적인 비즈니스 연계. 일부 기업전략에 완전 통합. 특

               정 영역에 대규모의 자금 투입

             -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와 관심을 반영해서 연관성 있는 비영리단체 제휴

             - 기업 핵심역량과 연관된 분야로 기부 집중 → 비즈니스 목적이나 이해관계자 들의 요

구에 상응하는 이슈 지원 

             - 측정 가능한 자선적 기부 목표 설정(종업원 40% 참여, 주요 언론 보도 등)

             - 자선적 기부 효과 측정도구 개발 → 이해관계자들에게 성과 입증, 경쟁사 또는 타사와 

비교 등

         나. 효과/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선활동 방식 혁신

             - 자선활동에 종업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 종업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 자선활동 대상 선정 시 종업원들의 제안 수

용, 종업원 위원회 설치, 종업원 기부 활동 연계 매칭기프트 프로그램 등 

             - 기업 자선활동에 고객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

             - 비영리단체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 혁신적인 자선활동 프로그램 조직

             - 전부 혹은 일부 자선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아웃소싱

             - 다른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 넓은 영역/전략으로의 자선 프로그램 통합

   

   2. 현물기부(In-Kind Donation)

      1) 재정적 관점에서 현금 기부는 액면가 전부가 비용으로 발생하지만 제품의 기부는 현금 기부

보다 적은 비용 소요 → 현물 기부가 훨씬 경제적

      2) 현물기부의 이점

         가. 재고관리상의 이점 : 재고관리 비용의 절감과 재고처리에 유리

         나. PR상의 이점 : 전략적 제품 기부를 통해 기업의 마케팅 목표에 기여

         다. 자선적 관점에서의 이점 : 상황에 따라 현금 못지않게 유용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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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물기부 품목

         가. 기업 생산 제품 및 서비스

         나. 기업입장에서 처리비용만 발생하는 물품 : 중고컴퓨터, 사무집기 등

         다. 사이버 공간

         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역량

   3. 종업원 자원봉사 활동

      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변화함에 따라 종업원의 자원봉사활동은 핵심적인 기업 사회공헌 프

로그램으로 자리잡음 → 지역사회 공헌, 기업문화, 가치 및 마케팅 목표등을 고려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2) 종업원 자원봉사 활동의 장점

         가. 자원봉사는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기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

         나. 높은 사회적 가시성(visibility) 

         다.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진정성을 잘 전달 → 지역사회와의 관계 증진

         라. 참여자들간의 친밀성을 높이는 데 기여

         마. 참여 종업원의 충성도 증가 및 생산성 증대 → 회사 재정적 편익 증가

      3) 종업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가. 유급 자원봉사 휴가 제공

             - Work release : 근로시간에 자원봉사 참여(유급 휴가)

             - Matching time : 기업이 제공하는 자원봉사 유급 휴가 만큼 매칭해서 근로시간 이외

의 시간을 활용해서 자원 봉사하도록 요구

             - 일정기간 풀타임의 유급휴가 제공. 사회봉사휴가 : NPO나 지역사회와 추진하는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풀타임 유급휴가 제공

             - 능력개발 과정으로서의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을 종업원의 훈련 및 능력개발 

               목적으로 통합운영

             - 매칭기프트 프로그램 : 종업원이 자원봉사하는 단체에 재정적 기부

             - 종업원 가족 참여 프로그램 기획

   4. 스폰서십(sponsorship)

      1) 스폰서십의 형태는 매우 다양함

      2) 이벤트 스폰서십은 다양한 기업목표에 잘 부합되도록 기획해야함

         가. 마케팅 목표 : 표적시장 어필

         나. 지역사회와의 관계 측면 : 지역사회 요구 부응. 초기부터 지역사회 참여 유도

            - 인력관리상 목표 : 이벤트 준비과정에 종업원의 참여 유도 → 종업원과의 관계 증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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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선적 목표 : 기업의 기부전략에 부합되는 기획

            - PR 목표 : 참신하고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 기획

            - NPO 측면 : 이벤트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NGO의 메시지 광범위하게 전파 

              가능. 시민들의 기부 및 입장료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 확보 가능. 이벤트를 

              통해 NGO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

   5. 광고후원(sponsored Advertising)

      1) 광고후원은 기업이 비영리단체에게 광고시간을 구입해주고 해당 광고에 자신들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방식

      2) 광고후원은 기업이 비영리 파트너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이득 제공 → 효과성 때문에 

기업 선호. 광범위한 메시지 파급력 때문에 비영리단체 선호 

         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명분과 그 기업 간의 연계성 강화

         나. 제품의 신뢰도 증진 경쟁 제품과 차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

   6. 라이선싱(Licensing)

      1) 라이선싱 : 기업이 계약 기간 동안 특정 제품에 비영리단체의 로고를 사용하는 대신에 판매된 

제품의 일정 수익을 해당 단체에 로열티로 지불하는 방식

      2) 라이선싱을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편익

         가. 해당 NGO에 우호적인 사람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임

         나. 제품의 재포지셔닝(repositioning) : NGO 및 그 NGO가 추구하는 사회적 명분

            과의 연계를 통해 제품에 차별화된 정체성 혹은 속성 부여

         다.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 제고

         라. 선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이미지 확보 

      3) 그러나 라이선싱은 NGO가 꺼리거나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가. 상업적인 NGO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 사명/목적에 부합하는 제품에 한해 라

이선싱 추진

         나. 기업의 신실함에 대한 의문

         다. 제품보증 효과에 대한 우려 

         라.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와 반발(NGO의 문화 및 상업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

      4) 성공적인 라이선싱 추진 방안

         가. NGO와 제품 간 명확한 논리적 연계성

         나.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제품

         다. 제품과 계약조건에 대한 확실한 합의 선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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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명분연계마케팅(Cause Related Marketing)

      1) 기업과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기관이 파트너십을 맺고 상호 이익을 위해 제품, 서비스, 이미지

를 판매(market)하는 상업적 방식

      2) 참여 목적

         가. 기업 : 돈과 선한 의지(goodwill) 확보

         나. NGO : 자금과 인지도 확보

         다. 소비자 :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기여(Empowerment)

      3) 성공적인 명분연계마케팅 방안

         가. 명분(기업이 비영리단체를 이용한다는 인식 시, 실패)과 비영리단체의 성실성

         나. 일회성 캠페인 지양

         다. 종업원 자원봉사활동, 현물기부, 특별행사 등과 결합

   8. 프리미엄(premium)

      1) 제품 구입 시, 제공되는 프리미엄도 사회공헌 성과 및 NGO와의 파트너십을 증진시

         키는 아주 유용하고 다양한 도구로 활용 가능

         예) 환경단체에서 제작된 ‘환경보존 매뉴얼’, 동물보호단체에서 만든 ‘헝겊 동물인형’, 제3세

계 원조단체의 로고와 슬로건이 찍혀 있는 쇼핑백 등

      2) 기업의 편익

         가. 경쟁사와 차별화된 제품 보유

         나. 표적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 확보 → 효과적인 비즈니스 도구로 활용

         다. 기업의 이미지 향상(신뢰도가 높고, 창조적인, 가치 있는 명분과 연계된 제품) 

      3) 비영리단체가 얻는 편익

         가. 비영리단체의 역량을 넘어선 범위까지 메시지 전파 확대

         나. 제품 판매를 통한 재정적 이익 증대

         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통한 수익 창출

         라. 소비자들에게 단체 인지도 제고 

   9. 공익캠페인(Corporate Cause Promotions)

      1) 공익캠페인은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관심의 확산 또는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모금, 자원봉사자 모집 독려를 위해 기업이 기금, 현물 기증, 기타 기업 자산을 제공하는 방식

      2) 공익캠페인과 다른 사회공헌 활동과의 차별성 

         가. CRM과 차별성 : 기업 기부/자원 활동이 특정 상품의 판매와 연관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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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회마케팅과 차별성 : 사람들의 행동변화에 목표를 두지 않음

         다. 공익캠페인 : 현금기부 또는 서명 등의 참여 형식이 주

         라. 자선/기부방식 : 캠페인을 통해 대중 참여 호소

      3) NGO, 공익기관과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공동주최 혹은 후원 등의 방식으로 추진. 기업이 독

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

      4) 공익캠페인을 통해 기업이 얻는 편익

         가.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인간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나. 고객 증가 및 고객 유지율의 향상

         다. 표적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호도 창출

         라. 소비자와 구성원에게 선행의 기회 제공

         마. 파트너십을 통한 윈-윈 효과 

   10. 사회 마케팅(Social Marketing)

       1) 공공의 건강, 안전, 환경, 사회복지 개선 등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이 특정 행동의 

변화를 기획 및 시도하는 방식

       2) 사회마케팅은 ‘행동변화’가 중심이며, 전형적인 마케팅 전략 동원 

       3) 사회 마케팅에서 주로 다루는 사회문제

          가. 건강 : 흡연, 중독, 에이즈, 10대 임신, 유방암, 전립선암 등 

          나. 안전 : 교통안전, 자살 방지, 응급사태 대비 등

          다. 환경 : 물/전기 절약,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 쓰레기 줄이기 등

          라. 지역사회 : 자원봉사, 투표참여, 장기 기증, 혈액 기증 등

       4) 기업들은 대부분 자사의 핵심사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회문제 선택. 사회추세, 소비자

성향에 대한 조사, 기업 내부의 특정 구성원이나 단체의 주도, 파트너십을 맺은 NGO의 제

안 등에 의해 주제가 결정되기도 함 

       

       5) 사회마케팅은 해당 사회문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신력 있는 NGO와 파트너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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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제안

   1. 순수한 vs 전략적 자선활동간의 균형 필요

      1) 전통적인 자선활동을 통한 전략적 효과 한계

 
      2) 모든 사회공헌활동을 비즈니스 목표와 연계시키는 것은 때론 부정적 이미지 초래

   2. 핵심사업과의 관련성 제고. 명분의 배타적 확보 

      1) 명분과 프로그램 간의 적합성 제고

      2) 차별화

      3) 집중과 통합, 규모의 경제. 초점을 좁히고 대규모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은 명분의 배타적 확보

에 기여

   3. 사회공헌활동 결과의 극대화. 결과 지향적 및 변화 지향적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보여

주기’, ‘비즈니스를 위한 명분’ 등의 부정적 인식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은 그 

명분과 이슈에 깊게 헌신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 사회공헌활

동이 실질적인 결과와 변화를 창출하도록 설계하고 실행해야함

  
   4. NGO와의 파트너십

   5. 프로그램의 뉴스가치 제고

   6. 일회성/이벤트성 행사 지원 지양

■�기업 사회공헌활동 실태1)

   1. 2014년 주요 기업 사회공헌 현황

      1) 2014년 사회공헌 지출 현황

         가. 2014년 한 해 주요 기업 231개사 지출 사회공헌 규모 : 2조 6,708억 3,505만원. 전년 

대비 3.7% 감소

1) 전국경제인연합회(2015), ‘2015년 주요 기업 ·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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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회공헌 규모 감소원인 : 경영실적 부진, 대규모 시설건립 및 지원 종료, 재단출연금 감소 

         다.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비율 : ‘13년 3.48%에서 3.5%로 비슷한 수준 유지 

             →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음

         라. 운영방식별 지출현황 : 기업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체사업 등 자율 프로그램

(60.2%), 외부 협찬 등 간접 프로그램(39.8%)

         마. 분야별 지출현황 : 취약계층 지원(29.5%), 교육 · 학교 · 학술(18.2%), 문화예술 및 체육(15.3%)

         바. 2014년 특징 : 세월호 성금의 영향으로 재난재해 지원 등 일반기부 크게 증가 문화예술 

·  체육부문 증가해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2) 임직원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 추진 사내제도 도입 현황

         가. 참여율 및 참여시간 : 자사 임직원 평균 50% 이상 참여(응답기업 10개사 중 5개사 이

상, 52.7%). 봉사활동 참여임원의 연간 평균 1인 봉사활동시간 17시간

         나. 봉사촉진제도 : 사내 봉사조직 구축(85.7%), 우수 봉사자 표창제도(64.0%), 봉사 휴가제

도(60.0%) 등

         다. 위원회 : 응답기업의 63.6% 사회공헌위원회, CSR위원회 등 운영. 개최횟수는 분기 1회

(32.5%)가 가장 많았음

         라. 평가시스템 : 자체 · 외부 지표 사용 사회공헌 활동 평가(63.2%), 평가시스템 미운영

(36.8%)

         마. 전담부서 상위조직 : 사회공헌 전담(32.7%), 경영지원(24.4%), 홍보(21.8%), 전략 · 기획

(7.1%) 등

      3) 대표 사회공헌프로그램 현황

         가. 사업 분야 및 대상

             - 사업 분야 : 취약계층 지원(45.6%), 교육 · 학교 · 예술(23%) 등

             - 사업 대상 : 아동 · 청소년(43.1%), 사회 일반(22.8%) 등

         나. 사업파트너 : 해당 분야 전문 NPO(47.7%), 기업 단독 추진(27.7%), 정부 · 지자체

(13.7%) 등

         다. 지역별 : 2개 이상 광역시 · 도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형’ 과반수 이상(53.2%)

         라. 지원형태별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혼합형(49.8%)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기업들이 단

순 물적 지원보다는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다각적 지원 추진

         마. 사회문제 접근방식별 :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등 미래 지원 육성형(36.3%), 쪽방촌 지원 

등 ‘긴급지원형’(23.6%) 등

         
      4) 최근 직접적인 예산투입보다는 기업이 보유한 전문 인력, 기술, 자산 등을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비현금성 사회공헌’이 주목받고 있음

         가. 프로보노 : 아동 · 청소년, 저소득 · 소외계층,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 NPO 분야

         나. 시설개방 : 업과 연계해서 대중에게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 체험학습 등을 통해 이

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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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업 사회공헌 인식 현황

         가. 사회공헌 저해요인

             - 내부저해요인 : 내부 임직원 관심 부족(19.8%) 

             - 외부저해요인 : ‘외부의 선심성 지원요구(25.4%)

         나. 국민 인식제고 방안 :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25.9%)’, ‘사회공험프로그램과 기업간 연관

성 강화(24.3%)’

         다. 사업계획 영향 요인 : ‘사회공헌과 관련된 새로운 방식(업연계형, CSV 등) 대응(60.0%)

         라. 파트너십

             - 파트너십 선호대상 NPO(55.6%) 가장 많음. 추진이유로는 파트너십 기관이 가진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활용(63.2%)이 1순위

             - 애로사항 : 기업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어려움(39.2%).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파트너 기관의 기업생리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이 필요

      6) 시사점

         가. 내실화 추구 : 사회공헌지출비용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세전이익 대비 지출비율은 비슷한 

수준 유지 및 내부 임직원 봉사활동 등을 통한 내실화 추구

         나. 능동적 · 적극적 대응 : 사회공헌 트렌드(업연계 · CSV 등)와 정부 정책 등 변화하는 사

회 이슈는 물론 세월호 등 사회적 문제에 능동적 · 적극적으로 대응

         다. 파트너십 명분 · 실리 추구 :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NPO 등)과의 협업을 통해 사

회공헌활동의 명분과 실리를 함께 추구

         라. 프로보노 확대 : 비현금성 사회공헌활동으로서 기업 보유자산이나 임직원의 재능 기부 등

을 통한 프로보노 활동이 업연계형 사회공헌과 연계해 점차 증가

   2. 2015년 주요 기업재단 사회공헌 현황 

      1) 사회공헌 규모

         가. 주요 기업재단 66개의 2014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사회공헌 규모 : 3조 3,378억 2,300

만원(전년 대비 4.5% 증가)

         나. 증감현황 및 원인 : 전체 59.1%인 39개 재단의 사회공헌 지출액 증1) 이는 의료보건 재

단들의 병원시설 투자 등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증

가 및 신규 프로그램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

      2) 주요 사업 분야

         가. 기업재단들은 지출 금액 기준으로는 의료보건 분야가 가장 높음. 참여재단 수 기준으로는 

교육 · 학술 분야에 가장 많이 참여

         나. 지출금액별 : 의료보건 분야 90% 이상 차지(고가의 의료장비 및 시설투자)

         다. 참여분야별 : 해당 분야 사업비 집행여부 기준 교육 68.2%(45개), 사회복지(48.5%), 

문화예술(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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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야별 특성

         가. 의료보건 : 대규모 의료시설 운영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 농어촌 병원설립 등 국내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국내 의료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

         나. 교육 · 학술지원 :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분야이자 가장 많은 기업재단 참여. 우수 인재 

양성에서 시작해 국제 학술교류 지원 등 사업영역 확장 추세

         다. 문화예술 : 초기 시설 건립과 인재양성 등 인프라 구축 중심에서 최근 일반 대중과 소외

계층의 향유기회 증대, 대중문화 인재 육성 등 다양성과 문화 저변 확대 관심

         라. 사회복지 :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를 갖춘 관련 NPO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

역사회 밀착형 프로그램 추진, 교육 등 다른 분야와 결합되는 경향  

      4) 시사점

         - 전문화 :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장기간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의료 · 환경 · 교육 · 문화 

예술 등 사업 영역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거두며 전문분야 구축





10주

기업과 NGO

[강의 Point]

1. 기업과 NGO간 파트너십이 갖는 의미와 그 이론기반을 논의한다. 

2. 기업과 NGO간 성공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소개, 추가적으로 제안한다.

3. CSR 촉진을 위한 NGO 전략과 기업지원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방법을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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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NGO간 파트너십

   1. 기업 관점에서 편익

      1)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의 축소 및 갈등경영 역량 증진

      2) 정보접근성 제고

      3) 브랜드 이미지 제고

      4)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기여

         가. 기업이 핵심 사업영역과 연계된 특정 이슈에 대해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경우, 이슈와 

연관된 NGO는 기업의 지식기반을 넓히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관련 프로

그램을 실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나. NGO는 기업과는 다른 가치 관념을 가지고 있고 기업과는 다른 맥락에서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

할 수 있음

         다. 근로자들의 충성도 향상

   2. 기업 관점에서 위험요인

      1) 신뢰의 부족

      2) 상당한 시간 투자 필요

      3) 기업의 평판에 대한 부정적 영향

      4) 과도한 투명성 및 공개의 요구

      5) 권한의 배분

      6) 경험 및 역량의 부족

  

   3. NGO 관점에서의 편익

      1) 기존보다 더 많은 대상에게 NGO의 메시지(Message) 전달 가능

      2) 자금(Money) 증가

      3) 회원(Membership) 증가\

      4)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력

         가. 정보와 지식의 이전

         나. 지지/후원기반의 확산

         다. 이해관계자 집단들로부터의 신뢰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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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NGO 관점에서 위험요인

      1) 공익성의 훼손

      2) 기업제품의 암묵적 보증 효과에 대한 우려

      3) 독립성의 훼손

      4) 기업이 NGO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인식

      5) 기업이 관련내용을 솔직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심

      6) 이해관계자들이 NGO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기업과 NGO�간 성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1. 목표의 명료화 

   2. NGO 파트너의 신중한 선정 

      1) 현재 기업의 이미지, 혹은 기업이 갖기를 원하는 이미지와 부합하는 파트너

      2) 해당 영역에서 사회적 신뢰를 받고 있는 파트너

      3) 재정운용과 활동방식이 건전한 파트너. 특히 의사결정과정이 어느 한 두 사람에 의해 지배되

지 않고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가 매우 중요

      4) 기업의 타깃집단과 동일한 (공간적) 범위를 주된 활동영역으로 삼고 있는 파트너

      5) 기업이 배타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파트너

      6) 함께 일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그들의 조직문화, 사업풍토, 사고방식, 파트너인 기업의 문화 

및 가치관에 대한 이해 등의 충분한 고려

      7) 파트너십 혹은 공동 활동에 대한 의도와 목적에 대한 투명한 공유

      8)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설정. 상이한 문화와 시스템으로 인한 오해 가능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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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타임스케줄의 명확화. 스케줄 작성 시 NGO의 특성 고려 필요. NGO는 의사결정 시 자원봉

사자들의 참여, 합의의 중시 및 기타 조직문화로 인해 특히 중요한 사안의 

         결정에 많은 시간 소요

         가. 신뢰구축. 기업은 서두르지 말고 올바른 관계 형성에 상당한 시간 투자 필요

         나. 대화채널과 의사결정과정의 명확화

         다. 파트너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 CSR�촉진을 위한 NGO�활동 전략

   1. CSR 촉진을 위한 NGO들의 두 가지 접근방식

      1) 자발적인 CSR 접근방식 : 기업들이 자발적인 행동강령 채택하고 환경/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도록 설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2) 강제적 CSR 접근방식 : 기업은 구조적으로 자발적인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없음. 오직 경제적 측면에서의 강제나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를 통해서만 사회/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음. CSR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만들도록 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대중적인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짐. 이들에게 기업의 자발적 CSR 실행은 기

업의 PR전략의 일환이거나 엄격한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열악한 대체재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됨

      3) 대부분의 NGO들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CSR 표준의 채택과 실행이 강제적인 법적 표준 확립

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재라는 데에 동의. 그러나 앞으로 상당기간 기업 스스로의 모니터링

과 자체규제 노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 하게 될 것으로 기대

      4) 실제에 있어 순수하게 기업의 자발적 CSR을 지지하는 ‘협력전략’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과 법

적 강제를 추구하는 ‘대결전략’만 구사하는 NGO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모두 순수한 협력

과 대결의 스펙트럼 사이에 존재하는 전략들을 구사 

 

   2. NGO들이 CSR 촉진을 위해 주로 구사하는 전략들

      1) 협력과 대결의 스펙트럼

협력적  

대결적

기업의 자발적인 행동강령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대화와 설득

사회적 감사와 보고서 작성

주주행동주의

도덕적 및 사회적 비난

상품 및 주식 불매운동

정부규제 촉구 활동

징벌적 손해를 가하기 위한 법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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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화와 설득 : 기업이 경영지침에 CSR 원칙을 반영 및 제도화하고 실행여부를 모니터링 하

는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전문적인 조사, 합리적 설득, 도덕적 권고 등의 방법 시도. 

이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CSR의 제도화를 통한 기업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술임

      3) 사회적 감사 및 보고서 작성 : CSR 강령 ·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해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외

부전문가들에 의한 독립적인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 있음. 이런 사회적 감사활동을 벌

이는 NGO는 종합적이고 엄격한 감사가 가능한 CSR표준을 만들고 감사 관련 교육훈련을 실

시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밟음. 해당기업의 윤리강령 위반사실이나 윤리강령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들을 발견하면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취하게 되며, 감사결과가 표준에 부합하면 일정기간 

효력이 지속되는 인증서 발급

      4) 주주행동주의 : 자발적 CSR전술과 양립 가능한 세 번째 접근방법. 주주들의 행동을 통해 기

업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 이는 미국 등에서 1970년대부터 행해졌던 방법으로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들을 낳기도 했는데, 건강과 안전, 담배, 무기, 환경, 차별, 노동자들의 권리 및 

보편적 인권, 기업의 지배구조 등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행해졌음. 주주행동주의는 주로 

CSR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형 연기금 등 기관들을 설득해서 CSR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

력을 행사함. 주주행동주의는 투자자에 대한 CSR을 이용해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기업

의 책임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이는 많은 NGO들에 의해 기업의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

      5) 도덕적/사회적 비판 : NGO가 가장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기업들의 잘못된 경영행위

에 대한 도덕적 비난임. 기업들이 이런 사회적 비판에 민감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 특

히 기업의 브랜드 및 평판이 환경 · 사회적 측면에서 불미스러운 행위와 관련됐을 때 더욱 

그러함

      6) 경제적 압박전술 : 불매운동과 SRI운동. 기업은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이

라고 느낄 때에만 움직인다고 판단

         가. 불매운동 : 성공적인 불매운동은 기업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쉽게 선택하기 어

려움 요소 존재

             -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 불매운동은 시작하기와 끝내기가 매우 어려움 

             - 소비자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최종소비재 생산업체에 대해서만 효과 발휘

         나. SRI : 불매운동과 함께 기업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활용

      7) 정부규제 촉구 활동 : 오직 정부만이 기업이 환경과 인권보호 등 윤리적 행위를 채택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NGO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 구속

력 있는 법적 규제를 부과하는데 집중. 가장 대결적인 전술로 대기업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

해 사례 등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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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가�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10가지 방법(필립코틀러/낸시 리,�2006)

   1.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문제를 선택하라

   2. 선택한 사회문제와 연관된 기업들의 명단을 만들어라

   3.　기업과 접촉해서 관심과 경험의 수준을 파악하라

   4. 기업의 비즈니스 욕구에 귀를 기울여라

   5.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적절히 보여줘라

   6. 지원 사업의 제안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라

   7.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기획 단계에 참여하라

   8. 사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무적인 일을 담당하라

   9.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일에 동참하라

   10. 기업의 지원 노력에 대해 그 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인정해줘라





11주

CSV�

[강의 Point]

1. CSR을 넘어 CSV로 향하는 현재의 공헌활동 개념의 역사와 그 지향을 파악한다.

2. CSR과 CSV의 정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각각의 특징과 한계를 지적하도록 한다.

3. CSV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됨을 이해하고, 그 논리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11주. CSV

93

■� CSV(Creating� Shared� Value)의 개념

   1. Poter and Kramer(2006), CSV 용어를 학문적으로 처음 사용. 2011년 “Creating Shared 

Value” 논문 발표. CSV가 새로운 혁신의 성장 동력이자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

   2. Poter and Kramer(2006)의 공유가치 

      1) 자본주의와 전통적인 CSR의 문제점

         가. 기존 CSR은 이해관계자의 요구 대응 및 기업의 평판 향상이 주목적. CSR과 관련된 지

출은 기업의 비용으로 인식 → CSR의 한계

         나. 기업은 정부와 NGO보다 사회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 가능. 사회의 니즈에 맞게 제품

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

         다. 새로운 접근을 통해 사회적 기여와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성장 가능 → 사회적 욕구와 

도전에 대응해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공유가치에서 성장 해법 

모색 해야함 

      2) 공유가치 : 기업이 ‘이윤’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문제 해결

         가. 기업의 전문적인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이익도 충족 시킬 수 있

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하는 전략

         나. 이미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재분배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CSR과 달리 처음부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모두의 극대화 전략 수립

              

      3) 공유가치 창출의 세 가지 방법 : 제품과 시장의 재인식, 가치사슬에서 생산성 재정의, 지역 

클러스터 개발

         가. 제품과 시장의 재인식 :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제품과 시장의 기회 발견

         나. 가치사슬의 생산성 재정의 : 기업의 원가 및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사슬에서

의 사회적 이슈를 찾아 대응

         다. 지역클러스터의 개발 : 기업, 연구 · 교육기관, 협력업체,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구성된 지

역클러스터 개발 노력

      4) CSR과 CSV 비교

<표-Ⅰ> CSR과 CSV 비교(Porter and Lramer, 2011)1)

1) 김종대(2016), ‘성공적 CSR 전략으로서 CSV에 대한 평가’, KBR 제20권 제1호 2016년 2월, pp295

비교항목 CSR CSV

목표 가치 선한 일을 하는 것 비용 대비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

핵심 개념 기업시민, 자선, 지속가능성 기업과 지역사회의 공동 가치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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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유가치 창출 사례2)

         가. 제품과 시장의 재인식

             - 인텔, IBM : 수요를 한 디지털 인텔리전스 고안 

             - 웰스파고 : 고객의 재무 관리를 도와주는 제품 및 툴 개발

             - GE : 에코매지네이션

             - 보다폰 : M-PESA 모바일 뱅킹

             - 톰슨로이터 : 기상, 곡물가격정보, 농업컨설팅제공 서비스 

         나. 가치사슬의 생산성 재정의

             - 월마트 : 포장축소와 배송경로 재조정으로 환경영향과 비용감소 

             - 막스엔스펜서 : 지구절반 이상의 배송이 필요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음(가치사슬 : 에너

지사용과 물류 부문) 

             - 코카콜라, 다우케미컬, Jain Irrigation: 물사용 감소(가치사슬 자원사용 부문)

             - 네슬레 : 아프리카와 남미 커피 농가를 지원해서 커피 품질향상 및 생산성 제고(가치

사슬 : 구매 부분)

             - 힌투스탄 유니레버 : 샥티프로젝트를 통해서 가난한 여성을 사업가로 육성해서 유통망 

혁신(가치사슬 : 유통부문)

             - 존슨앤존슨 : 종업원 금연운동 지원(가치사슬 : 종업원생산성 부문)

             - 월마트, 네슬레, 올람 : 지역농장 구매, 지역가공공장 가동, 지역주민 훈련 등  

               (가치사슬 : 입지(location) 부문)

         다. 지역클러스터의 개발

             - 네슬레 : 커피 생산 지역에 농업, 기술, 금융, 물류 기업을 유치해서 농업자재와 생산

요소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과 교육훈련 등 서비스 제공, 열대우림동맹과 파트너십 

맺고 제품의 신뢰성 제고

             - 야라(Yara) : 모잠비크와 탄자니아에 도로와 항구 건설에 투자해서 농업 성장 통로

(corridor) 구축

2) 김종대(2016), ‘성공적 CSR 전략으로서 CSV에 대한 평가’, KBR 제20권 제1호 2016년 2월, pp296

비교항목 CSR CSV

동기 재량적 또는 외부압력 대응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

경제적 
이익과 관계

이익극대화와 별개 이익극대화의 핵심요소

내용
외부보고목적 또는 개인적 선호에 의해 

결정
기업에 맞게 내부적으로 결정

영향범위
기업의 환경 · 사회성과가 
CSR 예산에 의해 제한됨

기업 전체 예산을 재조정

사례 공정무역
품질과 수율향상을 위한 구매과정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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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V에 대한 비판

   1. Porter and Lramer의 CSV는 기업의 경쟁우위전략 위한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이윤극대화 전

략에 사회적 · 환경적 가치를 통합하면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개념

   2. CSV는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근거 부족

      1)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좋다는 낙관적 인식에서 출발한 CSV는 현재 이해관계자 경영 차원의 

성공사례를 차용해와서 만든 개념 수준

      2)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재활용 혹은 지역사회문제 영역 이외에는 실제 적용이 어렵고 제한적임

   3. CSV 창출을 위한 전제조건과 CSV 실행을 위한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는 Porter가 기존에 제시

한 경쟁우위전략에 CSR을 연결한 개념

   4. CSV가 CSR의 일부분이며 이미 지속가능성, 기업시민 정신 등과 같이 익숙한 개념에 새로운 이

름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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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CSR과 공유가치창출(2014. 10. 31), 

안젤라 강주현((사)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GCEF) 설립자 &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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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CSR과 기업이익

[강의 Point]

1. CSR(사회공헌 포함)과 기업이익에 대한 각종의 선행이론을 분석한다.

2. 연구자별로 CSR의 추구지점과 이익추구체로서 기업의 태생한계를 연결해 설명한다.

3. CSR을 통한 기대편익을 분석함으로써 사회공헌이 갖는 잠재적인 확장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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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사회공헌 포함)과 기업이익에 대한 이론

   1. Anderson and Frankel(1980), Dhaliwal et al.(2011) : 사회의식이 높은 투자자는 CSR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시장가치가 향상되고 자기자본비용이 낮아짐

   2. Carroll(1991) :  CSR이 기업과 조직 구성원 사이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효과적

   3. Ross and Patterson and Stutts(1992) :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이미지 향상 및 제품구매 촉

진을 통해 기업의 이윤 증대에 기여

   4. Pava and Krausz(1996) : CSR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경쟁기업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으로써 재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줌

   5. Brown and Dacin(1997)은 :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이미지와 더불어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한 선한 이미지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제고

   6. Ho and Vitell and Barnes and Desborde(1997), Schwepker and Ferrell and Ingram(1997), 

김해룡 & 이형탁(2010) : 조직 구성원들이 기업의 이익과 윤리적 문제 사이에서 내적갈등을 발생했

을 때 CSR이 극복하는데 도움

   7. Barone and Miyazaki and Taylor(2000) : 경쟁 브랜드와 제품 및 서비스의 차이가 없는 경

우에는 사회공헌활동이 소비자에게 주는 편익과 상관없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브랜드 선택. 경쟁 

브랜드 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공헌활동이 주는 구체인 편익의 크기에 따라 브랜드 선택

   8. Dawar and Pillutla(2000), Klein and Dawar(2004), 윤각 & 조재수(2005) : 사회공헌 활동

을 통해 구축된 기업명성 또는 기업이미지가 기업 위기 시 방어막의 역할 수행

   9. Carroll(2000), Lantos(2001), Porter and Kramer(2006), McWilliams and Siegel (2011), 

변선영과 김진욱(2011) : CSR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음

   10. Maignan and Ferrell and Hult(1999), Maignan and Ferrell(2001), Perterson(2004), 

Aguilera and Rupp and Williams and Ganapathi(2007) : CSR이 역할갈등, 조직에 대한 

몰입, 직무 만족도, 이직의도와 같은 직원의 직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 

   11. Poter and Kramer(2002)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 수립 또는 개선을 통

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킴

   12. 윤각 & 서상희(2003)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광고가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태도 형성

에 긍정적임. 특히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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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한은경 & 류은경(2003)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영향을 미치며 구매의

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 미침 

   14. David et al.(2005) : 소비자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높게 평가

하며,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도가 높음

   15. 김재휘 & 김수정(2005), 서구원 & 진용주(2008), 허미옥 & 정기한(2010)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호감도와 태도를 향상시켜 기업의 명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제품 구매 의도를 높임

   16. Porter and Kramer(2006) : 전략적 CSR 활동을 통해 사회 공헌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동

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제안

   17. Sen, Battacharya, and Korschun(2006) : CSR 우수 기업이라는 인식은 해당 기업에 취업

하려고 하는 지원자의 수를 증가시켜 우수한 인적 자원 획득에 도움

   18. Aguilera(2007) : CSR 활동이 조직 구성원들이 느끼는 기업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이는 직

무 만족도, 몰입, 이직, 직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19. Chih et al.(2008) : CSR 우수 기업은 불리한 정보를 숨기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의 이익조정

에 대한 유인이 작아서 적자보고 회피 및 이익유연화 감소

   20. 김창수(2009) :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낮추는 긍정적 측면이 있어 CSR 활동을 하는 기업이 그

렇지 않은 기업보다 가치가 높음

   21. Lev et al.(2010) : CSR은 사회적 문제에 관심 있는 소비자에게 매력적 → 매출 증대 

     

   22. Dhaliwal et al.(2011) : CSR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은 정부의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대

체로 법규준수 비용 감소

     

   23. 천미림과 김창수(2011), 천미림과 유재미(2013) : CSR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은 수행하

지 않는 기업보다 매출과 재무성과가 높음

   24. Kim et al.(2012) : CSR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은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과 실

제 이익조정 모두가 낮음

   25. 임형주와 최종서(2013) : 외면적 윤리기업(CSR 우수 기업)은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조

정이 모두 낮아 내면적 윤리성(재무보고의 질)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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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과 기대편익

   1. 경제적 이윤의 증대

      1) 다른 조건(품질, 가격 등)이 유사하다면 CSR 우수 기업 제품 구매

      2) 입소문과 가격 프리미엄 지불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2. 브랜드 이미지와 사회적 평판의 향상

   3. 판매 및 고객의 충성도 증대

      1)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 제고

      2)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보에서 대처할 수 있는 회복력을 제공

   4. 생산성과 제품 품질의 향상

   5. 노동조건 향상,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 감소 및 기업 의사결정과정에의 근로자 참여 

증진 등의 노력은 많은 경우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로 이어짐

   6. 근로자들의 채용상 이점과 장기근속에 따른 경비절감

   7. 정부규제기관의 감독 완화

   8. 자본에 대한 접근성 강화 

   9. 이슈 및 대의에 대한 소비자들의 행동에 변화 야기 :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해 알려

진 이슈 및 대의에 소비자들은 돈과 시간의 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13주

CSR�규범

[강의 Point]

1. CSR에 관한 국제적 규범의 등장배경과 그 전개과정을 통해 기준점에 대해 논의한다.

2. 효과성 확대를 위한 국제기구의 CSR 규범상황을 면밀하게 연구, 차이를 설명한다.

3. 한국의 사회적 책임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과 평가지표를 소개,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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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에 관한 국제적 규범의 등장과 전개과정

   1. CSR은 18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기업의 사회기부행위로부터 출발

   2. 1900년대 초반 :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봉사 등 윤리적 측면에서의 CSR 부각

      - 앤드류 카네기의 [부의 복음(The Gospel of Wealth)]의 신탁이론 근거(김성수, 2009) → 사

회적 책임 개념의 사상적 기초

   3. 1919년 : 국제노동기구(ILO)의 탄생. 근로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차원의 CSR 국제규

범 태동. 대공황 이후 수정자본주의 정착 → CSR 개념 강조

   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국제연합(UN) 창설. 인권, 환경, 경제와 국제교역 등 사회 전반에 걸

친 국제협약과 국제선언 활발하게 전개

      1) 1948년 유엔인권선언 : 사회적 책임에 관한 모든 국제적 규범의 근간

      2) 국제표준화기구(ISO) 설립 → 산업표준의 국제적 조율 및 통일에 기여

   5. 1960년대와 1970년대 : 환경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이 확산

      1)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국제규범의 초석           

         가. 1963년 :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trade 

in Endangered Species)

         나. 1972년 :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선언(Stockholm Declaration on Human Environment) 및 이

행을 위한 유엔환경계획(UNEP) 창설

            

      2)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규범의 초석

         가. 1961년 :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창설, 미국 고용평등기회법(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과 고용할당법(Affirmative Act) 제정

         나. 1973년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격리정책에 항거하는 영국정부의 행동강령

         다. 1977년 : 유럽행동강령(European Code of Conduct)

      

      3) 개발도상국에서의 다국적기업의 부패문제와 노동문제에 대한 국제규범

         가. 1976년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나. 1977년 :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삼자선언(ILO Tripartite declaration concer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 한국의 상황

           - 국제규범의 도입 및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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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 환경문제와 지속가능개발이 전 세계적인 이슈화 → 수많은 

국제협약과 행동지침 배출 

      1) 1981년 UNEP와 WWF가 세계보존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 발간

          → 보존과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최초의 원칙과 지침 상정

      2) 이후 빈협약(1985년), 필두로 몬트리올 의정서(1987년), 바젤협약(1988년), 사막화 방지협약

(1991년), 기후변화협약(1992년), 생물다양성협약(1992년), 리우 환경개발 선언(1992년) 도출

      3) 1989년 : 액슨발데즈호의 원유 유출사고 계기로 발데즈원칙(세레스원칙, CERES Principles

으로 개명) 제정

      4) 1991년 :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지속가능개발 기업헌장(ICC Business Char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발표 → 국제표준화기구(ISO)에 환경경영 표준화 요청

      5) 1996년 : ISO 14000(환경경영 국제표준) 제정

      ※ 한국의 상황

         가. 형식적으로만 동조. 정부나 기업의 실질적인 실천의지 부족. 국제적 규범의 이행을 위한 정부차원의 법적 조치 

등을 정부규제나 준조세납부의 형태로 인식

         나. 1980년 7월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기업윤리강령을 채택하고 1981년에 ‘새기업 사회선언’을 선포했으나 경

제계의 자발적 참여저조 성과 미비(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2007)

         

   7. 1990년대와 2000년대

      1)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기업

         가. CCC(Clean Clothes Campaign), 의류산업 노동실천강령(Code of Labor Practices for 

the apparel Industries) 채택 → NGO 차원에서 채택된 대표적인 행동강령 

         나. 1998년 : ETI 기본강령(Ethical Trading Initiative Base Code) → 생산국 근로자의 고

용과 근로조건에 관한 글로벌 기준         

         다. 1998년: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SA 8000 제정 → 국제적 차원에서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윤리경영과 CSR를 다룬 세계 최초의 국제표준

         라. 2002년 : 미국표준협회(ANSI), 기업윤리경영의 세계표준안인 기업행동규범시스템(BCMSS : 

Business Conduct Management System Standard) 발표

      2) 1990년대 후반 : 세계화 이후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규범 

채택 

         - 1999년 :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상공회의소의 국제상거래의 금품강요와 뇌물 수수방지 

행동규칙(ICC Rules of Conduct: Extortion and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PEC 기업행동강령(APEC Business Code of Condu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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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990년대 후반 : 사회책임 요소 정량화 지수인 FTSE4Good,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JSI), 

Innovest의 무형가치평가(Intangible Value Assessment) 등

      ※ 한국의 상황

         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차원에서 국제 표준에 부합되도록 법규와 관련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인 

개선 도모

         나. 기업은 국제적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나 시급한 경영과제로 다루지 않았으며 정부정책이나 외부 환경변화

에 소극적으로 대응(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2007)

         다. 외환위기 이후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이 대외 신임도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 증가 → 1999년 2월 11일 

전경련 총회에서 ‘기업윤리헌장’ 개정 및 선포

           
   8. 2000년대 : CSR의 다양한 영역을 통합하는 국제규범 표준화가 시도

      1) 경제, 환경, 사회 등 CSR이 포함되는 모든 영역에서의 기준 제시 

         가. UN, GR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가이드라인(Global Reporting Initiative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나. 영국 BitC 가이드라인(Corporate-Impact reporting Initiative)

      2)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 개념의 국제표준화 요구

         가. 정부, 노동조합, NGO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 대두

         나. 국제표준 ISO 26000 발표 : 기존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보다 포괄적인 SR(사

회적 책임) 개념 

      ※ 한국의 상황

         가. 2001년 7월 부패방지법 제정 →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 2005년 국가청렴위원회 설립 →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 : 정부조직 포함 민간기업 부문에서의 반부패, 청렴도 제고 담당

         나. 2002년 : 산업자원부(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 26000) 제정 회의 참

여(고동수, 2006)

         다. 2003년 : 산업자원부와 산업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태조사 실시 

         라. 2000년 이후 기업도 자체적인 윤리경영 실행프로그램과 자체평가제도 운영

         마.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차례에 걸친 GR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가이드라인의 발표 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하는 대기업이 점차적으로 증가

<표-2> 국제기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주요 국제규범 개발 현황1)

1) 허영도 외(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역경제사회발전 연구’,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37집, pp85-86

속성 규범 및 지표(제정기관)

가이드라인
Guiding 

Pronciples

Business Char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CC)
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TI)
Ethical Trading Initiative (ETI)
Global Sullivan Principles of Social Responsibility (UN)
Global Compact (UN)
Guidelines for Multinationals (OECD)
Human Rights Guidelines for Companies (AA)
BitC Corporate Impact Reporting Initiative (BitC)
Business Conduct management System Standard (EC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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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규범 및 지표(제정기관)

협약
Convention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Rights of the Child (UN)
Core Convention on Labor Standard (ILO)
Int’l Covenant on Economic, Culture and Social Rights (UN)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o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ECD)

행동강령
Codes of
Conducts

Charter Agreement on labor Practice (FLA)
Code of Labor Practices for the Apparel Industries (CCC)
Rules of Conduct to Combat Extortion and Bribery (ICC)
Business Code for Conduct (APEC)

운영표준
Management

Standards

ISO 14001 (ISO)
OHSAS 18001 (BSI) 
SA 8000 (SAI)
Sustainability-Integrated Guidelines for Management (SIGMA)
Worldwide Responsible Accredited Production (WRAP)
Kimberl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 (UN)
ISO 26000 (ISO)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for Corporate Governance (OECD)
ICGN Statement on Global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Caux Round Table Principles (CRT) 
Keidanren Charter for Good Corporate Behavior (Keidanren)
WEF Statement Global Corporate Citizenship (WEF)

보고
Reporting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uideline (GRI)
Accountability 1000 (AA)

기타

Global Alliance for Workers and Communities 
Workers Right Consortium
Good Corporation Accreditation Scheme
Sustainable Triple Bottom Line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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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 책임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과 평가지표

<표-3> 우리나라 사회적 책임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과 평가지표2)

명칭 개발기관 내용 개발연도

경제정의지수(KEJI Index) 경실련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포괄적 평가 모델
1991 ~

매년

기업윤리실천매뉴얼 전경련   윤리경영 원칙 및 가이드라인 2000

KoBEX(Korean Business Ethics 
Index)

산업자원부 ·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 평가지표 2003

지속가능경영평가모델
(SMILE-1)

환경운동연합
  ISO 14001에 기초한 사회적 

책임 이행정도   종합적 
평가모형

2005

기업사회공헌지표 전경련 기업의 사회공헌 평가지표 2005

BSR 가이드라인(BEST 
Sustainability Report Guideline)

산업자원부 · 
대한상공회의소 · 
산업정책연구원

국내 기업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국내형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2006

코스닥기업 윤리경영자가진단표 코스닥기업연합회
윤리경영 원칙 및 
자가진단 평가지표

2007

윤리경영 자가진단지표
(FKI-BEX)

전경련 윤리경영 원칙 및 평가지표 2007

KoBEX SM(Korean Business 
Ethics Index Susatinability 

Management)

지식경제부 · 
산업정책연구원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
(KoBEX의 수정모형)

2008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지표
(PSDP-CSRL)

참여연대
ISO 26000에 대비한 국내형 

노동부문 평가지표
2008

반부패지표 중심의 윤리경영보고서 
표준안

국민권익위원회
윤리경영 원칙 중 반부패 관련 

보고서 가이드라인
2009

ISO 26000 
이행수준 체크리스트

한국표준협회   
ISO 26000의 내용을 반영한 

조직의 자가진단 평가지표
2011

  

2) 허영도 외(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역경제사회발전 연구’,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37집, pp144-145





14주

지속가능보고서

[강의 Point]

1. 현대기업의 중요한 키워드인 지속가능보고서의 의미와 개념을 이해한다.

2. ISO 26000의 도출배경과 현재 상황, 핵심내용, 및 항목특징을 공유한다.

3. 표준화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GRI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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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1. 지속가능보고서 

      1) 경제적 · 환경적 ·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기업의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

는 보고서

      2) CSR에 대한 보고수단. 사회의 신뢰를 얻고 투명성을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

      3) 기업 내부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과 역량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

      4) 지속가능보고서의 보고 범위는 초기 경영성과 및 일부 환경성과 위주에서 점차 CSR 활동 전

반으로 확대됨

      5) 지속가능보고서는 ISO 26000, GRI 등의 국제표준을 토대로 작성

   2.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배경

      1) 20세기 대량생산과 소비로 인해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가 발생 →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대한 이슈 제기 →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기업 등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참여 촉구

      2) 사회의 복잡화 → 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비재무적 리스크(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의 영향력 

증가 

      3) 해외 국가들은 거래소 상장규정, 기업정보 공시제도 등과 연관해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 운영 및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의 무화

      4) 이와 같은 법률적 규제, 정책적 인센티브, 국제사회의 요구 등 기업 내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수사항으로 강화 →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연차보고서에 

포함, 정보공개 이니셔티브 참여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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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 국가별 정보공개 제도1)

1) 허영도 외(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역경제사회발전 연구’,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37집,  pp90-91

국가 이니셔티브/지침/법규   내용

미국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변화로 인해 사업 상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상장기업이 이를 어떻게 공시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Insurer Climate Risk Disclosure 
Survey

연간 보험료 5억 달러 이상의 보험회사들은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어떤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기후변화에 따라 
투자전략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등의 정보를 보 고해야 함

캐나다

Bank Act
1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소유한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은 
국가 경제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 를 매년 연차보고서 내 
공개해야 함

GHG Emissions Reporting
Program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은 배출량을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함

호주

Corporate Law Economic Reform 
Program Bill

환경규제와 관련해서 기업성과, 사업장, 재무현 황, 경영전략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펀드 매니저와 금융상품 제공자는 투자 의사결 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얼마나 고려했는지 밝혀야 함

브라질 Law No. 11638
상장기업들은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 내 ‘Economic Value 
Generated and Distributed’ 표에 기록해야 함

중국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기업들은 환경법규 준수를 위한 정보를 공개하 고 지역 
환경청은 이러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과 동시에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함. 
상장기업들에게는 이 법이 필수적으로 적용됨

Guidelines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은 환경 정보를 포함하는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야함

Guidelines to the SOEs on
Fulfill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중앙정부에 소속된 모든 공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 성과를 공개해야 함

일본
Environmental Reporting

Guidelines

환경부에서 발간한 환경보고서 작성 지침으로, 2007년 
개정되면서 정량적 환경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까지 
포함되었음(정부 지정기업들은 매년 필수적으로 환경보고서를 
발간해야 함)

벨기에 Social Balance Sheet
임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은 연차보고서에 임직원에 대한 
정보(수, 이동, 교육 등)를 담은 ‘Social Balance Sheet’을 
포함해야 함

덴마크 Financial Statements Act
총 자산 1,900만 유로, 매출 3,800만 유로, 임직원 250명 
이상의 모든 기업은 지속가능경 영 성과를 재무 보고서 내 
공개해야 하며, GRI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스웨덴
Guidelines for External

Reporting by SOEs
모든 공기업은 GRI G3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 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야 함

프랑스
New Economic Regulations-

Article 116

모든 상장기업들은 환경 · 사회적 성과를 보고 해야 하며, 
시행령에 명시된 40개 지표의 대부 분은 GRI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것임(일부 사회 지표는 프랑스 노동법 준수를 위한 
‘French Social Report’를 기반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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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니셔티브/지침/법규   내용

독일
Accounting Law
Reform(BilReg)

모든 독일 모회사는 그룹 경영보고서 내 비재 무 정보를 
공개해야 함

영국

British Companies Act

모든 상장기업들은 연차보고서 내 기업의 전략 , 성과, 
리스크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런던 증 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은 환경, 작업장, 사 회 및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 
공개해야 함

Carbon Reduction 
Commitment(CRC)

연간 6,000M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양을 환경청에 보고해야 하며, 
2011년 7월 말까지 ‘Footprint Report’를 발간해야 함. 또한, 
대 상기업들은 이에 대한 성과를 매년 관리하고 공개해야 함

남아공
King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King Ⅲ)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남아 공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통합보고서를 발간해 야 함

한국

녹색경영 정보 공시 제도

한국거래소는 2011년 1월 1일부터 상장기업
들을 대상으로 녹색경영 정보 공시 제도를 
운영 중임. 정보 공시 대상 업들은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친 정보에 대해 ‘자율공시’로 공개
해야 함 

환경 정보 공개 제도

환경부는 2011년부터 녹색기업, 공공기관 및 환경민감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사의 환경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환경 
정보 공개 제도 운영 규정’ 운영함. 공개 대상 기관 및 기업은 
크게 제조업, 공공행정, 교육, 보건, 기타 서비스 및 기타 
산업의 6개 분야로 구분하며, 27개 공개 항목에 대해 각 
분야별로 의무 공개항목과 자 율 공개항목에 차등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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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26000

   1. ISO 26000

      1)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 제정한 CSR에 대한 국제표준. 2005 ~ 2010년 

동안 추진해서 2010년 11월에 국제표준으로 제정

      2) CSR의 차원을 넘어 정부기관, 공공기관, 대학, 병원, 종교기관,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사회적 책임까지 정의

      3)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등의 7가지 

주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규정 

      4) ISO 26000은 강제성은 없지만 국제 입찰이나 외국 대기업과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추세    

      

   2. ISO 26000 7대 핵심

      1) 공정운영 관행

         가. 공정운영 원칙

             - 공정운영 관행은 조직이 다른 조직을 다룰 때 윤리적 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 조직 및 

조직의 파트너, 공급자, 계약자, 고객, 경쟁자 및 조직이 속한 협회 뿐 아니라 정부기

관과의 관계도 포함. 윤리적 행동은 조직 간 정당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

하는 데 근본

         나. 공정운영 관행 표준

             - 반부패 : 부패는 뇌물수수, 이해관계 상충, 사기, 자금세탁, 횡령, 은폐 및 법 집행 방

해, 영향력이 행사된 거래 등 사적인 이득을 위해 위임 받은 권력의 남용을 의미

             -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 공공의 정치적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이익이 되는 

공공 정책의 개발 장려. 부당한 영향력의 사용 금지, 협박 및 강압 등을 통한 공공의 

정치적 프로세스 훼손행위 회피. 특정 명분을 지지해서 정치가 또는 정책결정자를 통

제하려는 시도 또는 이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치적 기부 

회피 필요 

             - 공정경쟁 : 기업들 간의 연루/공모 통한 가격조작, 경쟁입찰을 조작하기 위해 연루/공

모하는 입찰담합, 시장에서의 경쟁자 퇴출 위해 낮은 가격으로 제품 판매하는 약탈적 

가격 책정 등 사례

             - 가치사슬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 가치사슬에 따른 리더십과 멘토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의 원칙 및 관행의 채택 및 지원 촉진

             - 재산권 존중 : 물적 재산과 지적 재산 모두를 포괄하며 재산권의 인정은 창의성 및 혁

신을 촉진하고 투자, 경제적 및 물리적 안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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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권

         가. 인권 원칙 

          - 인권은 고유하고, 양도할 수 없고, 보편적이고, 분할할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

          -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는 점에서 고유의 권리

          - 포기하거나 정부 또는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해서 박탈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권리

          - 어떠한 인권도 선택적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분할할 수 없는 권리

          - 한 권리의 실현이 다른 권리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상호의존적 권리 

      나. 인권 표준

          - 실사 : 조직의 활동 또는 조직과 관계를 갖는 사람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또는 잠

재적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하며, 다루기 위해 실사를 수행할 책임. 

            인권정책,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수단, 인권정책의 조직에의 통합수단, 모니터링 

수단, 부정적 영향을 다루기 위한 조치 등 포함

          - 인권 리스크 상황 : 인권 관련 도전 및 딜레마에 직면하기 쉽고, 인권 침해의 리스크가 

악화될 수 있는 특정 상황 및 환경. 빈곤, 가뭄, 극단의 보건 위험 또는 자연재해. 충돌 

또는 극단의 정치 불안, 민주 또는 사법시스템의 실패, 정치권 및 시민권의 부재 등

          - 연루/공모 회피 : 법적 맥락에서, 연루/공모는 해당 불법행위를 알거나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범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 또는 부작위 당사자. 직접연루/공모, 이득연루/공모, 침묵연루/공모

          - 고충처리 :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이를 조직의 관심 대상으로 가져와 

            구제받도록 하는 메커니즘 수립 필요

          - 차별 및 취약집단 : 차별은 대우 또는 기회의 동등을 효력 없게 만드는 모든 구분, 배제 

또는 선호를 포함. 차별금지는 국제인권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 중의 하나. 차별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근거는 인종, 피부, 색, 성별, 나이, 언어, 재산, 국적 또는 출생국가, 종교,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카스트, 경제적 기반, 장애, 토착민 소속, 노동조합 가입, 정치적 

소속,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결혼여부 또는 가족사항, HIV/AIDS 감염여부 같은 건강상

태. 취약집단은 추가 차별에 취약하며, 이들의 인권은 더 많은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게 필

요: 여성 및 여자 어린이, 장애인, 아동, 토착민, 이주자 및 이주근로자, 카스트를 포함해

서 혈통에 따라 차별받는 사람, 인종에 따라 차별받는 사람, 고령층, 난민, 빈곤층, 문맹, 

HIV/AIDS환자, 소수집단 및 종교집단 등

          -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 생명권, 존엄하게 살 권리,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할 

권리, 재산소유권, 개인의 자유 및 존엄성,  형사상 기소에 처했을 때 정당한 법절차, 항

변권과 같은 절대적 권리.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 선

택 및 종교생활의 자유, 신앙의 자유, 프라이버시, 명예/명성에 대한 공격으로부터의 자

유, 공공서비스 접근권 및 선거참여권 등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교육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 적

절한 건강수준에 대한 권리, 신체적/정신적 보건 및 행복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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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수단 결핍에 따른 필요한 사회적 보호 권리 등. 빈

곤층의 구매능력에 맞게 제품/서비스 조정

          - 근로에서의 근본원칙 및 권리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 제거

      3) 작업장(노동관행)

         가. 노동관행 원칙

             - 노동관행은 하청근로를 포함해서 조직 내의 조직에 의한 또는 조직을 대신해서 수행되

는 근로와 관련 및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및 관행 포함

         나. 노동관행 표준

             - 고용 및 고용관계

             -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 사회적 보호란 고용상 부상, 질병, 모성, 부모역할, 노령, 

실업, 장애, 재정난일 경우 소득의 감소 또는 손실 완화, 의료, 빛, 가족 급부를 제공

하기 위한 모든 법적 보증 및 조직의 정책 및 관행 의미. 근로조건의 국내법 및 규정 

준수, 국제노동기준에 정의된 최소조건 준수, 사회적 전통 및 관습 준수,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한 최대한 허용, 근로자 및 가족의 필요에 적절한 최소한의 임금 지불, 동

일가치에 대한 동일임금 제공, 임금의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 합리적 근로시간, 

휴가, 가능한 경우 보육시설 및 기타 시설의 제공, 초과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 사회적 대화 : 경제적/사회적 관심사와 관련된 공통 이해관계 사안에 대해 정부, 사용

자, 근로자, 대표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협상, 협의 또는 정보교환 포함. 

조직 수준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근로협의회 및 단체교섭 같은 정보 및 협의 메커니즘

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 존재. 근로자대표자들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정보에의 

접근성 보장, 근로자의 조직/단체교섭 방해 금지

             - 근로에서의 보건 및 안전 : 근로자들의 최상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촉

진 및 유지, 그리고 근로조건으로 야기된 건강 훼손의 예방, 근로자를 건강에 대한 리

스크로부터 보호, 작업환경을 근로자의 생리적 및 심리적 욕구에 맞추는 것 등

             - 작업장에서의 인적 개발 및 훈련

      4) 환경

         가. 환경 원칙

             - 조직이 지켜야 할 환경 원칙 : 환경적 책임, 예방적 접근방식, 환경리스크 관리, 오염

자 부담

         나. 환경 표준

             - 오염 : 오염물질의 대기로의 배출 및 물로의 방출. 폐기물 관리, 발생원 저감, 재사용, 

재활용, 재가공,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 감소 체계 준수. 독성 및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및 폐기. 기타 식별 가능한 모든 형태의 오염: 소음, 악취, 시각적 잔상, 광공해, 진동, 

전자기 방출, 복사, 감염물질, 외래 침입종 등 생물학적 위험 등

             -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 에너지, 물, 원자재 이용에서의 효율 향상, 제품의 자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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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 이산화탄소, 메탄 및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 서식지 복원 : 생물다양성의 존중 및 보호. 생태계 서비

스의 존중/보호/복원: 식량, 물, 연료, 호우조절, 토양, 자연섬유, 휴양, 오염/폐기물 

흡수 등. 토지 및 자연자원의 지속적 이용. 환경 친화적인 도시 및 농촌 개발 촉진

      5) 소비자

         가. 소비자 원칙

             - UN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적절

한 식량/의복/주택을 포함한 적절한 생활수준과, 생활조건의 지속적 개선 및 금융을 

포함한 필수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기본 니즈의 충족, 그리고 소비자의 

정당한 니즈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관행을 권장하는 원칙 표방

         나. 소비자 표준

             - 공정마케팅, 사실적이고 편중되지 않은 정보 및 공정 계약 관행 :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이를 통해 소비자는 소비 

및 구매에 대해 제공받은 정보로 의사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제품/서비스와 비교할 

수 있음. 공정계약 프로세스는 공급자 및 소비자간 협상력의 불균형을 완화시킴으로써 

쌍방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목표로 함. 

               핵심정보 누락, 오도, 기만, 불공정, 불명확, 모호한 어떤 관행의 배제. 제품/서비스의 

상세정보의 투명한 공개. 성, 종교, 인종, 장애 등과 관련해 고정관념을 고착하려는 글

/음향/이미지의 사용 배제. 명확하고 읽기 쉽고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계약 등

             -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 보호 : 안전하고 사용/소비할 때 허용 불가능한 손해의 리스크

를 수반하지 않는 제품/서비스의 제공 포함. 잠재적인 위험을 인지/평가할 역량이 없

는 어린이 등 취약집단에 특별한 주의 필요

             - 지속가능 소비 : 지속가능 발전과 일정한 속도로 제품 및 자원을 소비하는 것. 지속가

능하지 않은 생산 및 소비방식을 줄이고 제거하는 것, 동물의 신체적 존엄성 존중, 학

대 회피, 동물 복지에 관한 관심도 포함됨.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고, 일관되고, 진실

되고, 정확하고, 비교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정보의 제공 등.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

으며 독립적으로 검증된 라벨링 제도나 다른 검증 제도의 사용. 사회적/환경적으로 유

익한 제품/서비스의 제공, 소비자 교육 촉진 등

             - 소비자 서비스, 지원과 불만 및 분쟁 해결 : 제품/서비스를 구매 또는 제공받은 후에 

발생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다루기 위해 조직이 이용하는 메커니즘. 

               분쟁해결 및 구제 메커니즘의 명확한 공지. 제품 기대수명에 적합한 보증 제공, 적절

한 제품의 반품 및 복구절차 마련해서 소비자 불만 예방 등 

             - 소비자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이런 정보를 확보하고 이

용하며 보호하는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프라이버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

한 것임. 소비자가 자신과 관련한 데이터를 조직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데이

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소비자에게 제공



CSR론 교안

134

             -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 전기, 가스, 물, 폐수처리서비스, 배수, 하수 및 통신 등 필

수 공익서비스에 대한 권리의 충족에 기여. 요금미납을 이유로 합리적 시간을 가질 기

회를 주지 않고 필수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가격/수수료 책정 시 빈곤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요금방식 제공이 바람

직. 공급의 단축/중단의 경우 공평한 방식의 관리 

             - 교육 및 인식 : 소비자가 정보를 잘 제공받고, 자신의 권리 및 책임을 의식하며, 적극

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식견을 가진 구매 의사결정 및 책임감 있는 소비를 

하도록 하는데 기여. 교육의 목적은 지식의 전달을 넘어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하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함. 또한 소비의 선택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인식의 제고 중요

 

      6)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가.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원칙

             - 지역사회 참여는 조직의 지역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지원활동임. 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 지역조직 및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육성하며, 좋은 조직시민이 

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직은 시민기관에 참여하고 지원함으로써, 그리고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그룹 및 개인

의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 지역사회 참여는 조직이 지역사회의 니즈 

및 우선순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기타 노력이 지역사회 

및 사회의 노력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표준

             - 사회투자 및 지역사회 발전 :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대표적인 지역사회그룹과 협

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취약집단, 차별 받는 그룹, 주변으로 밀려난 그룹, 대표성이 없

거나 약한 그룹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선택이 확대되고 권리가 존중되는 것

을 돕는 방식으로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 및 문화 : 교육/문화는 사회 및 경제발전의 토대이며 지역사회 정체성의 일부임. 

문화의 보존 및 촉진, 교육은 사회 화합 및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적절한 경우, 

토착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및 기술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좋음

             - 고용창출 및 기능 개발 : 고용창출을 통한 빈곤 감소, 경제 및 사회발전 촉진에 기여. 

기능 개발은 고용촉진 및 제대로 된 생산적인 직업을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수요소

             - 기술개발 및 기술/정보접근성 : 기술/정보접근성은 국가, 지역, 세대 및 성별에 존재하

는 불균형을 극복하는 핵심임. 조직은 훈련, 파트너십 및 다른 활동을 통해 이런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쉽게 복제할 수 있고 빈곤 및 기

아 퇴치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가진 저비용의 기술 개발에 기여. 해당 지식/기술에 대

한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잠재력 있는 향토 지식 및 전통 지식의 개발 고려. 

기술 이전 및 확산이 허용되는 정책/관행의 채택

             - 부 및 소득 창출 : 경제 및 사회복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이득을 창출하는 경제적 

자원 및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 뿐 아니라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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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공급자의 발전 및 지역사회 구성원 고용을 통해 부 및 소득 창출에 긍정적으로 기

여할 수 있음.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및 경제적 고립은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함. 

조직은 자신의 활동 또는 가치사슬에 지역주민, 그룹 및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지역사

회 발전에 긍정적이 역할 수행 가능

             - 보건

             - 사회적 투자 : 사회적 투자는 조직이 지역사회 삶의 사회적 측면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자원을 이니셔티브 및 프로그램에 투자할 때 발생함. 사회적 투자의 유형은 교

육, 훈련, 문화, 보건관리, 소득창출, 기반시설 개발, 정보접근성 개선 및 경제/사회 발

정을 촉진할 다른 어떤 활동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음. 자선을 배제하지 

않음.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고, 상호보완적인 자원, 지식 및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정부, 기업, NGO를 포함한 다른 조직과 파트너가 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7) 거버넌스

         가. 거버넌스 원칙

             - 거버넌스는 조직이 조직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의사결정을 실행

하는 시스템

             - 조직 거버넌스는 규정된 구조와 프로세스에 기반한 공식적 거버넌스 메커니즘과 종종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조직의 문화 및 가치에 연계되어 나타나는 

비공식적 메커니즘으로 구성될 수 있음

         나. 거버넌스 표준

             - 조직 거버넌스와 사회적 책임 : 조직 거버넌스는 조직이 자신의 의사결정 및 활동의 

영향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조직과 그 관계 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 사회적 책임의 맥락에서 조직 거버넌스는 조직이 수행하는 

핵심주제이면서 동시에 나머지 다른 핵심 주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

로 행동하는 조직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써의 특별한 특성을 가짐

             - 효과적인 거버넌스 : 사회적 책임 원칙을 의사결정 및 실행에 통합하는 것에 기초를 

둠. 이 원칙은 설명책임,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 이해관계 존중, 법치 존중, 

국제행동규범 존중 및 인권 존중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직의 의지표명을 반영하는 

전략, 목표 및 세부목표 개발. 사회적 책임 성과와 관련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센티

브 시스템의 조성. 대표성이 낮은 그룹이 조직의 고위직을 차지할 공정한 기회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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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2)

   1. GRI 발전과정

      1)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1997년 환경책임경제연합(CERES)과 유엔환경계획

(UNEP)이 합작해서 창설한 유엔 협력기관 → 표준화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가이드

라인의 개발과 보급이 사명임 

      2) 지속가능경영 보고용 국제 표준을 제공하기 위해 2000년 GRI G1 발표 이후 현재 G5까지 

개선작업 진행

      3) 초기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가 주목적이었으나 현재는 경제와 사회까지 포함해서 CSR의 기준 

제시 

      4) 2000년 G1 발표 후 50개 기업에서 시작한 지속가능보고는 2014년 기준으로 41개국 4,000

개 이상으로 증가.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부터 지속가능보고 시작. 2013년에는 203개 기업

이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2. GRI 보고서 

      1) 작성 기준 발전과정

         가. G2 : 비전과 전략, 지배구조와 경영체계 그리고 경제 · 환경 · 사회 측면의 기성과의 세 

부문으로 구성

         나. G3 : 프로필, 경영방식 및 성과의 두 부문으로 수정. 경영 방식은 성과 정보의 배경을 

설정하기 위해 성과지표 범주별로 정의된 측면에 대한 경영방식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

시하도록 함

         다. G4 : 보고서 적용 수준 확인 시스템이 대체되고 보고 경계, 공급 사슬망 등 일부 용어의 

정의가 변경되고 경영방식, 지배구조와 보상체계 등 일부 공시항목에서의 개정 및 요건 

강화

      2) GRI 보고서 표준공개

         가. 일반표준공개 :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

             - 전략 및 분석, 조직 프로필,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이해관계자 참여, 보고서 프로

필, 거버넌스, 윤리성 및 청렴성

         나. 특정표준공개

             - 범주 : 경제, 환경, 사회

             - 표준공개 : 경영접근방식공개, 지표 및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2) 허영도 외(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역경제사회발전 연구’,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37집, 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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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속가능보고서 프로세스

         가. 프로세스 : 기획 → 작성 → 제3자 검증 → 디자인 및 인쇄 → 영문 번역 → 발간. 모든 

과정은 최소 4개월 이상 소요

             - 기획단계 : 보고서 발간 목적 구체화 및 보고서 방향성 도출, 보고기간 및 범위 설정, 

이해관계자 정의, 중요도 평가 및 주요 이슈 도출, 지속가능보고서 목차 개발 등의 작

업 수행 

             - 작성단계 : 유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 6개 원칙 고려. 균형성, 비교가능

성, 정확성, 적시성, 명확성, 신뢰성

             - 제3자 검증 단계 : 지속가능보고서 내 다양한 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해 회계법인, 전문 검인증업체, 지속가능경영 전문컨설팅업체, 학계 등 다양한 전문기

관을 통해 제3자 검증 진행. 이를 통해 GRI 가이드라인 등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성 

확보, 보고서 질적 수준 제고,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확립, 보고서 활용성 제고, 내부 

시스템 유효성 확보. 검증기준은 AA1000과 ISAE3000 등이 존재. AA1000은 영국 

비영리 연구단체 AccountAbility에서 CSR과 지속가능한 발전 검증을 위해 제정한 표

준으로서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원칙인 AA1000(2008)APS, 지속가능보고서 검증절차에 관한 표

준인 AA1000(2008)AS, 그리고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를 위한 AA1000(2008)SES으

로 구성. ISAE3000은 IAASB(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에서 2005년 재무정보 외의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검증 원칙과 프로세

스. ISAE3000은 전문적 감사표준, 윤리강령 등 일반적 방식으로 논리적 검증을 가능

하게 하는 방법론과 규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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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3.�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ISO 26000(2016. 9. 3 발표자료), 황상규(SR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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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

UNGC와 SDGs

[강의 Point]

1. 지속·균형발전의 세계적인 표준모델로서 UNGC의 의미, 역사성, 현재 등을 이해한다.

2.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함의를 공유, 분석한다.

3. MDGs 및 SDGs의 의미와 목표가 갖는 개별적인 내용을 알고, 차이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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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C(UN�Global� Compact)3)

   1. 설립 배경 

      1) UN이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부진과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개혁 요구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었음

      2) 기업 또한 경제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국제상황에 따라 유엔 – 기업간 파트너쉽

을 통해 세계경제의 지속 균형 발전을 이루려 하는 새로운 시도

      3) UN 전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1999년 1월 31일 세계 경제 포럼에서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사회윤리와 국제환경개선을 위해 유엔기구들과 기업들이 협조해 새롭게 발의한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동참 권장

      4) 2000년 7월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Global Compact 창설 회의에 많은 세계의 비즈니스 

리더들, 기업, UN기구, 노동 시민단체대표들이 참석해서 발족

      5) 이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계속 활동영역을 넓혀왔으며, 2006년 11월 이후 Global Compact

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중점 추진 아젠다로 부각

         *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밀레니엄개발목표. 2000년 9월 189개국 세계정상들이 미국 뉴욕 

UN 본부에 모여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제. 이들은 세계의 절대 빈곤자 수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 2015년까지 실

행해 나갈 8대 목표 선정(극한적인 가난과 기아 퇴치, 초등교육의 확대와 보장, 남녀평등과 여성 권익 신장, 유

아 사망률 감소, 임산부 건강 개선, 에이즈/말라리아/기타 질병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 구축)

   2. UN Global Compact 소개

      1)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

      2) 기업과 세계시장의 사회적 합리성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

      3) 1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의 수천여 회원들도 구성. 세계적 원칙에 기반을 둔 기업전략 및 사

회신념을 통해 세계 경제와 사회가 더욱 안정되고 정당하며 포괄적으로 번영하고 번성하도록 

기여한다는 신념을 공유

       

      4) 글로벌 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업전략을 글로벌 콤팩트의 10대원

칙과 결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틀 제공

3) http://www.unglobalcomp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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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UN Global Compact 이니셔티브

      1) UN Global Compact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로써 두 개의 목표 추진

         가. 세계 경영관행에 10대원칙을 일반화

         나. 유엔 아젠다 이행 촉진(MDG) 

      2) UN Global Compact 특징

         가. 지속가능 개발과 모범적 기업시민성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자발적 이니셔티브

         나. 세계적으로 인정된 원칙을 기반으로 둔 규칙 체계

         다. 기업 및 투자자들 간의 네트워크

         라. 배움과 경험, 또는 지식의 상호 공유를 위한 포럼

      3) UN Global Compact 가입방법 : 각 기업 및 단체 이사회의 승인 → 글로벌 콤팩트와 그 

원칙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CEO명의의 서한을 UN사무총장 앞으로 발송

   4.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1)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에 관한 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은 세계적인 협의 과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선언과 협약에서 유래

         가. 세계 인권 선언

         나.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 선언

         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라.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2)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가. 인권 Human Rights

             - 원칙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원칙2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주요 이니셔티브 : 여성 역량 강화 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비즈니스 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나. 노동 Labour

             - 원칙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 원칙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 원칙5 :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 원칙6 :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주요 이니셔티브 : 아동노동 플랫폼(Child Labour Platform)

         다. 환경 Environment

             - 원칙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 원칙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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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주요 이니셔티브 : 기후에 대한 배려(Caring for Climate), CEO 수자원관리 책무

(The CEO Water Mandate)

         라. 반부패 Anti-Corruption

             -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마. 기타 UNGC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

             - 금융 : 유엔 글로벌콤팩트 100(UN Global Compact 100),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

니셔티브(Sustainable Stock Exchange),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 개발 : 사회적 기업과 임팩트 투자(Social Enterprise & Impact Investing)

             - 유엔-비즈니스 파트너십 : 유엔-비즈니스 파트너십(UN-Business Partnership)

              - 공급망 : 공급망 지속가능성(Supply Chain Sustainability)

              - 기타 :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Business for Peace), 유엔 책임경영교육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 글로벌콤팩트(LEAD Global Compact LEAD) 

■�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1)

   1. SDGs

      1)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종료 후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

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

      2) 2015년 9월28일 유엔 총회에서 193개국 정상들의 서명으로 발효되는 국제사회 최대 목표이

자 2030년까지 17가지 주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적 공동목표

      3) 목표 범위

         가.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

         나.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다.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

   2. SDGs 17가지 목표

      - Goal 1 : 모든 형태의 빈곤종결

      - Goal 2 :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 Goal 3 : 건강 보장과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증진

      - Goal 4 :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제공과 평생학습기회 제공

1) http://asd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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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al 5 : 양성평등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 Goal 6 : 물과 위생의 보장 및 지속가능한 관리

      - Goal 7 : 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 Goal 8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 Goal 9 :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 Goal 10 : 국가 내,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

      - Goal 11 :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거주

      - Goal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

      - Goal 13 :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방지와 긴급조치

      - Goal 14 :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노력

      - Goal 15 : 육지생태계 보존과 삼림보존, 사막화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 Goal 16 : 평화적, 포괄적 사회증진, 모두가 접근가능 한 사법제도 제도와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 Goal 17 : 이 목표들의 이행수단 강화와 기업 및 의회, 국가 간의 글로벌파트너십 활성화

<그림-Ⅱ> SDGs 목표2)

2) http://blog.naver.com/childfundkor/22071405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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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통합 및 실행

[강의 Point]

1.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이해기반과 그 조성조건을 확인한다.

2. 사회적 책임을 위한 조직내부의 운영논리와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분석한다. 

3. 조직전반에 걸친 사회적 책임 통합을 위한 정책과 관행을 이해, 대안마련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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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사회적 책임 이해

   1. 실사

      - 사회적 책임의 맥락에서 실사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의 의사결

정 및 활동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인, 사회/환경/경제적 영향을 식별하려는 포괄적이

고 능동적인 프로세스

   2. 조직의 핵심주제 및 이슈에 대한 관련성과 중대성 결정

      1) 관련성 결정 : 조직 활동의 모든 범위, 모든 이해관계자, 조직 자체활동 및 조직의 영향권 내

에 있는 조직들의 활동,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법률의 식별. 조직의 의사결정/활동이 이해관계

자 및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의 범위 조사

      2) 중대성 결정 : 조직의 가장 큰 중대성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련의 기준 개발 필요

         가. 이슈의 영향 정도

         나. 이슈에 조치를 취했을 때 또는 취하지 않았을 때의 잠재효과

         다.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수준

         라. 이러한 영향과 관련한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

   3. 조직의 영향권 

      1) 조직의 영향은 소유권 및 거버넌스, 경제적 관계, 법적/정치적 권한, 여론 등에서 비롯됨

      2) 조직이 타 조직에 대해 사실상의 통제력(법적/공식 권한이 없더라도 의사결정 및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을 지니고 있을 때, 그 조직이 갖는 책임은 

         공식적 통제력을 지녔을 때 발생하는 책임과 유사할 수 있음

   4. 이슈의 우선순위 결정 

      1) 조직 및 조직의 일상 관행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의지를 표명함

      2) 우선순위는 관련성과 중대성이 높은 이슈들로부터 설정되는 것이 좋음. 이 식별과정에 이해관

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선순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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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전반에 걸친 사회적 책임 통합을 위한 정책과 관행

   1. CSR에 대한 조직의 인식 제고 및 역량 구축

      1) CSR 실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CSR이 기업 문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일상 활동 반영되는 

것. 이를 통해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CSR에 대한 의지표명 및 이해 포함

      2) 이는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CEO)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음

         

      3) CSR의 실제 의미를 입증하기 위해 수용하기 쉬운 영역에 초기노력 집중

      4) 조직 내 CSR 문화 창출은 기존 가치 및 문화에서 출발하고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효과적

      5) CSR을 조직 문화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더 큰 자유, 권한 부여, 동기유발 등을 통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의 변화 필요

 

      6) 교육 및 평생학습은 CSR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에 효과적

   2. CSR을 위한 조직의 방향 설정

      1) 조직 고위층의 선언 및 행동, 조직의 목적, 열망, 가치, 윤리 및 전략 등이 조직의 방향을 설

정. CSR을 조직의 이러한 측면에서 반영

      2) CSR을 조직의 정책, 문화, 전략, 구조 및 운영의 통합적 부분으로 만듦으로써 조직의 방향 

설정

         가. 비전선언, 조직의 목적 및 사명선언에 CSR 포함

         나. 실행/윤리규범의 채택 : 원칙/가치를 적절한 행동에 관한 선언으로 전환

         다. CSR을 시스템, 정책, 프로세스 및 의사결정 행동에 통합함으로써 CSR을 조직 전략의 주

요 요소로 포함

         라. CSR의 핵심주제 및 이슈에 대한 행동의 우선순위를 전략, 프로세스, 일정과 함께 관리 

가능한 구체적이고 측정/검증 가능한 조직 목표로 전환. 목표 성취 위한 세부계획 수립

      3) CSR을 조직의 거버넌스, 시스템 및 절차에 반영

         가. CSR을 조직 전반에 걸쳐 통합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은 조직의 거버넌스를 통하는 

것임

         나. 조직은 기회와 긍정적 영향의 최대화와 사회적/환경적 피해와 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해 

각각의 핵심주제와 관련된 조직 스스로의 영향을 성실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의 

영향권 내에서 조직의 영향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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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새로운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시,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고려

         라. 조직의 운영절차가 CSR의 원칙 및 핵심주제에 부합하도록 운영절차를 검토하고 개정하

는 그룹을 조직 내 설립

         마. 구매 및 투자관행,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의 다른 기능에 CSR 통합

         바. 리스크 경영

         사. 이슈 경영 

   3. CSR에 대한 의사소통

      - CSR과 관련된 많은 관행/활동은 내부 및 외부 의사소통의 형태를 포함할 것이며, 의사소통은 

CSR의 많은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 담당

        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나. 조직의 경영진, 피고용인 및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다. 조직 전반에 걸쳐 CSR의 통합에 초점을 둔 팀 활동

        라. CSR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중과의 의사소통

        마. 제품 라벨링, 제품 정보 및 기타 소비자 정보와 같은 제품 관련 의사소통

        바. CSR 관련 언론기사, 광고 및 퍼블리시티

        사. 정부기구 및 공공적 질의에 대한 답변

        아 정기적인 공개 보고서(사회적 책임 보고 등)

   4. CSR에 대한 신뢰도 제고

      1)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모든 참여자의 이해관계 및 의도가 이해

되었다는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임. 이런 대화는 믿음을 구축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

 

      2) 어떤 이슈에 대한 신뢰도는 때때로 특정 인증제도 참여를 통해 제고될 수 있음

      3) 어떤 상황에서는 조직의 활동에 독립적인 인사의 참여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믿을만하다고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검토위원회 설립 등

 

      4) CSR 위한 이니셔티브나 프로그램 등 참여

      5) 조직의 영향에 대한 적절한 의지표명, 적절한 조치, 성과평가 및 사회적 보고

      6) 사회적 책임 보고서 및 주장의 신뢰성 제고

      7) 조직 및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및 의견불일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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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직 내 CSR 활동 및 정책/관행의 검토 및 개선

      1) CSR 활동 모니터링 목적

         가. 활동이 계획대로 진행 여부 점검

         나. 위기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식별

         다.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수정/개선 

      2) 지속적인 모니터링 효과 

         가. CSR의 진척사항 파악

         나. 프로그램이 초점을 잘 맞추도록 지원

         다. 변호가 필요한 분야 식별

         라. 성과 개선에 기여

      3) CSR 활동 검토

         가. 중대한 활동에 초점

         나. 쉽고, 신뢰할만하고, 시기적절하게 이해관계자의 관심사 대응

         다. 지표에 의한 측정은 비교가능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음. 그러나 양적 지표

만으로는 CSR의 모든 성과를 보여주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표-Ⅳ> 기업의 CSR 실행 계획1)

1) William B. Werther, Jr. David Chandler(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전략’, pp153-154

기간 행동 요약

단기에서 중기

시작은 하향식으로
CEO는 효과적인 CSR 정책의 필요한 내용을 수립하고 CSR이 일상 운
영 관행의 필수 요소로 제도화될 것임을 보증해야 한다.

CSR 담당임원
CSR은 조직에서 가시성과 후원이 필요하다. CEO의 지원은 후원에 해
당하고,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관계를 갖는 CSR 담당 임원 자리를 
만드는 일은 가시성을 만들어내는 일에 해당한다.

CSR 비전
CSR 비전 선포는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CSR 입장과 그런 입
장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이해하게 한다.

평가와 보상
기업의 생산과 기업책임 목표를 동일선상에 두는 평가와 보상을 하면 
기업 내 CSR 인식과 관심이 높아진다.

CSR 감사와 보고
진정성 있는 범조직적 감사와 결과에 대한 공개를 하면 기업의 CSR 활
동에 대해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발전시킨다.

행동 강령
종업원과 공급망의 행동 강령에 바람직한 행위에 대한 기대사항과 한계
를 기록해 두는 것은 회사와 공급망 전반에 걸쳐 CSR을 촉진한다.

CSR 옴부즈맨
CSR 정책이 효과를 갖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내부 강화의 핵심 요소는 
익명의 내부고발 절차가 CSR 옴브주맨을 통해 가능해야 한다.

조직의 구조
이 모든 CSR 요소가 효과적인 정책으로 합쳐지려면, 조직 구조 내에서 
CSR에 대한 가시적 지원이 있어야 기업의 CSR에 다짐을 입증해준다.

중기에서 장기 이해관계자 관여
CSR을 기업의 전략적 관점으로 옮겨가는 일의 일부로서 광범한 이해관
계자와 쌍방향 소통 채널이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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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행동 요약

메시지 관리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전략적 CSR은 기업의 홍보 부서를 통해 이해관
계자들과 소통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는 효과적인 CSR 정책의 핵심 측면으로서 투명
성과 설명책임이 그 좌우명이라 할 수 있다.

기업행동주의
사업의 fundamentals를 대체할 수 없을 때, 기업행동주의는 다양한 이
해관계자와 관계를 강화시켜 장기에 걸쳐 기업의 생존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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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4.�

사회책임투자 금융의 지속가능성과 CSR 촉진제(2016. 10. 24), 이종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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