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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장 서
○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
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경영투명성 및 윤리경
영 등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음.
-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기업 고
유의 목적인 경제적 책임 이외에 환경·노동·노동자·소비자·
지역사회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를 요구하게 되
었음.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ISO는 2011년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주체 및 지역을 확대시키면서 ISO 26000을 제정하
였음.
- ISO 26000은 기존의 ISO 표준과는 달리 인증(certification)을 필요
로 하지 않는, 즉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자발적 채택을 권유하는
국제표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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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시장에서의 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실상의 인
증을 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더 큰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제2장 CSR 개념 및 국제적 추이
○ UN의 CSR관련 활동으로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의 제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UN Global Compact 제
안, 그리고 사회적 책임 관련 다양한 국제규범 등을 들 수 있음.
○ OECD가 1976년에 제정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총 8개 분야
(정보공개,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방지, 소비자이익, 과학
및 기술, 경쟁, 조세)에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함.
○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는 기업의 가치 제고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와 연결시키고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지속가능경영과 유
사한‘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이 인정되고 있는바,
이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부문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발전되
어 왔음.
○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을 권리와 도덕적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사회적 제도라고 인식하고 시장의 사회적 책임
을 강조하는 등 자본의 구조적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제도화함.
- 특히 EU 출범 이후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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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ISO 26000
○ ISO 26000은 기업은 물론 정부·노조·시민단체 등과 같은 모든 조
직이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였음.
○ 국제적 동의를 거친 ISO 26000이 논의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
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는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
서 정당성을 확보할 경우, 표준에 대한 광범위한 수용을 이끌어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임.
○ 첫째,‘투입 정당성’측면에서 볼 때, ISO 26000 개발과정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 조직 환경 및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
가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ISO 26000 개발 과정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범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투입 정당성의 주요 요소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인
하여 합의처리가 지연되는 등 처리 정당성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
을 겪기는 하였지만, 열린 소통을 추구한 의사소통 방식 및 의사
결정 방식에서‘처리 정당성’
을 확보하는 데 큰 결점은 없었다고
하겠음.
○ 셋째, 2010년 11월 ISO 26000이 제정됨으로써 의도된 성과는 이루
어졌으며, 다만‘산출 정당성’의 주요 내용인 성과의 품질에 관한
사항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ISO 26000의 7개 핵심 주제는 서로 관련이 있고 보완하는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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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등 상호 의존성이 있음. 핵심 주제 중에서,
- 핵심 주제 중 조직 거버넌스는 모든 조직이 ISO 26000 원칙에 따
라 다른 6개 핵심 주제와 관련된 행동을 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
- 공정운영 관행은 조직이 다른 조직 및 개인과의 거래를 할 경우
의 윤리적 행위(ethical conduct)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제4장 우리나라의 CSR 현황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령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기구 및 국내에서의
논의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혹은 암묵적
으로 반영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 산업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이 있음.
○ 2009년 전경련이 실시한‘윤리경영 현황 및 CSR 추진 실태 조사결
과’
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경우 CSR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
템은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정착단계에는 이르지 못해 향후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발전이 필요한 상황임.
○ 한국생산성본부(2008)의‘중소기업 CSR 경영 실태조사’
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CSR 인지도(75.2%) 및 추진 실적
(38%)에서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투명성 및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보고서의 작성이 도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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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투명성과 윤리경영이 기업의 신인도 및 이미지를 제고하
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기업이 일반
이해관계자들에게 윤리경영의 성과를 공시하려는 움직임이 늘
고 있음.

제5장 정책적 시사점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
○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8월 15일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
로운 시장경제 모델로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제
시함.
- 이는 기업의 패러다임을‘탐욕경영’
에서‘윤리경영’
으로,‘자본
의 자유’
에서‘자본의 책임’
으로 전환시키고, 그로 인한 시장성
과를‘부익부 빈익빈’
에서‘상생 번영’
으로 진화시키는 등 시장
경제에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정부가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고려하
여야 할 사항은 첫째, 시장은 때때로 일반적 개념의 공정성에 적
합하지 않게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 이해관계자 간의 충
돌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에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임.
○ 대기업의 경우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가 얽혀 있는 이해관계
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공생발전의 보편적
개념을 적용해 본다면, 향후 공생발전의 실천을 위한 대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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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활동 방향에 대한 해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임.

ISO 26000의 채택 및 실천
○ ISO 26000은 강제력을 지닌 규범이 아닌 연성규범이며 인증을 필
요로 하는 표준도 아니기 때문에, ISO 26000이 얼마나 채택이 될
것이며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양적 측면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 및 대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들은 ISO 26000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질적 측면과 관련해서 대기업의 ISO 26000 채택이 실질적
내용보다는 형식적 채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향후 ISO 26000에 관한 논의는, ISO 26000을 채택했는지의 여부, 즉
양적인 측면보다는 이해관계자를 실제로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
고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의 여
부, 즉 질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령의 제정 여부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임.
-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
의 수용을 이끌어내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임.
○ 그러나 만약 대기업 등 조직의 사회적 책임 관련 실천이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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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유럽식 이해관계자
중심 자본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을 것임.
○ 결국, 정부가 기업 등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강요할 수 있는 법령
을 제정할 것인지 혹은 정부가 조직의 행태에 개입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상 대기업 등이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를 고려할 것
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
련이 있음.

제1장
서

○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
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음.
- 주주, 노동자, 소비자, 정부 및 시민단체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
들(stakeholder)은 기업이 기업 고유의 목적인 경제적 책임 이외
에 환경·노동·소비자·지역사회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를 요구하게 된 것임.
○ 따라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진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에 기업
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 가격 및 품질과
같은 기본적 사항 이외에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경영투명성 및 윤
리경영 등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 더 나아가 지속가능경영은 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
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까지 인식되고 있음.
○ 이처럼 지식가능경영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임과 동시에, 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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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어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음.
- 참고로,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하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고,
-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과, 사회
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으로 정의
됨(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루는 데 요구되는 이론적 틀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신뢰성, 환경 측면에서의 건전성, 사회적 측면에서의
책임성 등에서 균형을 이루는 질적 성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조직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이 강해짐에 따라 이해
관계자들 간의 합의 여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이나 중
소기업은 물론, 소비자, 노동자, 정부 및 시민단체 등 모든 경제
주체들 간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음.
○ 이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
시되는 등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상황에서, ISO는 세계화 현
상이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주체 및 지역 두 측면에서 모
두 확대시키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음.
- 첫째, 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다루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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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주체는 기존의 기업은 물론이고 정
부와 시민단체 같은 다른 조직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 둘째, 세계화에 따라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정 지역에
소재한 조직이 당해 지역에서의 사회적 책임만 고려해서는 지
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한계를 갖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
생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근거로 하여 2010년 11월에 제정된 ISO
26000은 6대 이해관계자들(정부, 소비자, 산업계, 노동계, NGO, 학
계)이 부담하여야 할 일곱 가지 사회적 책임 이슈(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문제, 지역사회 참
여와 발전)를 다루고 있음.
-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UN이 고안하고 발전시켜 온 지속가능
발전 개념은 ISO 26000의 사회적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본 보고서는 ISO 26000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기로 함.
- 제2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 CSR 관련 국제기
구의 논의,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비
교해 보기로 하고,
- 제3장에서는 ISO 26000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기로 함. 특히 본
절에서는 ISO 26000의 제정 과정에서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함으
로써 각국에서 ISO 26000의 파급 여부를 전망할 수 있을 것임.
-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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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 제5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공생발전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도록 함.
○ 끝으로, ISO 26000은 기존의 ISO 표준과는 달리 인증(certification)
을 필요로 하지 않는, 즉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자발적 채택을 권유
하는 국제표준임.
- ISO 26000이 인증용이 아니라 권고용일지라도, 시장에서의 평가
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실상의 인증을 받게 된
다는 측면에서 더 큰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제2장
CSR 개념 및 국제적 추이

1. CSR 기본 개념
경제적·법적 책임1)
○ Georgia대학 Carroll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
적 책임, 윤리적 책임 및 자선적 책임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란 기업 자체가 존재하는 목적으로서 제품
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보상이 가능한 이윤을 창출하는 책임을 의미함.
- 즉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란 생산활동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하고 고용 및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등의 사회적 기여를 의미함.
○ 기업의 법적 책임이란 기업경영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으로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영
을 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함.
1) 고동수(200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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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당연히 수
행하여야 하는 의무라 할 수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국경제 발전사에 대비하여 설명해 보면,
1960~1970년대 경제개발 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주된 사회적 책임은 주로 경제적 책임에 관한 것이었음.
- 즉 성장우선주의 시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제품의 생산
및 수출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경제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었음.
○ 이처럼 성장우선이라는 경제적 책임을 중시하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과 함께 노동·환경·인권문제 등
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기업의 법적 책임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
하게 되었음.
- 즉 기업의 본질적 존재인 경제적 책임 이외에 법적 실체로서 준
법책임이 강조되었던 것임.

윤리적 책임·자선적 책임
○ 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그 영향력
도 커짐에 따라 사회는 기업에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 이외에
추가로‘윤리적 책임’
과‘자선적 책임’
을 요구하게 되었음.
- 특히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서 사회 이슈에 대한 네티즌들의
활발한 참여와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
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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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윤리적 책임은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
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즉 기업은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소비자, 내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 등의 기대, 기준 및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
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임.
○ 기업의 사회에 대한 자선적 책임은 자발적인 책임의 수행, 경영활
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활동, 기부, 자원봉사 등을 의미함.
○ 상술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에 윤리경영을 요구하게 되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음.

2.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기구의 활동은 UN, OECD, 세계
은행 그룹(World Bank Group)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1) UN
○ UN의 CSR관련 활동으로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의 제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UN Global Compact 제
안, 그리고 사회적 책임 관련 다양한 국제규범2) 등을 들 수 있음.
○ UN이 제정한 다양한 국제규범은 주로 정부를 적용대상으로 한 것
2) UN이 제정한 대표적 사회적 책임 관련 규범으로는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72년의 UN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2003년의 UN부패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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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통해 부과하는 형
식을 취하였음.
○ 이러한 UN이 민간부문을 규범의 적용대상으로 고려하게 되었는
바, 이는 1970년대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ITT(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가 칠레의 국내 정치에 개입한 상황이 포착되는 등
다국적기업 활동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임.
- 이를 계기로 UN은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등 활동의 정당성에 관한 다국적기업 행동강령 같은
UN 규범의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음.
- 이후, UN은 다국적기업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강
령 같은 규범을 제정하는 대신에 공동 협력하는 방향으로 정책
을 전환하였으며, 이는 UN Global Compact로 결정화되었음.
○ Kofi Annan 유엔사무총장이 1999년 1월 WEF 연설에서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The Global Compact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구
체화되었고 2000년 7월에 공식 출범하였음.
- UN Global Compact는 국제사회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
함으로써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일익을 담당
하며, 인권·노동·환경·반부패의 네 가지 영역에서 10개의 원
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UN Global Compact는 기업의 행위나 활동을 강요하거나 조정하
는 규제수단이 아님. 즉 법적 구속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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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UN Global Compact가 권고하는 10가지 원칙
10가지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인권
Human Rights 2. 기업은 인권 학대에 공모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3. 기업은 단체교섭에 있어서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노동
Labor Standards 5. 기업은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배제하여야 한다.
7. 기업은 환경 도전에 대해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환경
Environment

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 증진에 솔선하여야 한다.
9. 기업은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반부패
10. 기업은 부당가격 청구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응하여야
Anti-corruption
한다.
자료 : 고동수(2006) 참조.

(2) OECD
○ OECD는 1970년대부터 국제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국적기업
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함.
○ OECD가 1976년에 제정한‘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3)
은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OECD 다국적기
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며,
2000년 6월에는 뇌물방지, 소비자보호 등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루
어졌음.

3) OECD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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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총 8개 분야(정보공개,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방지, 소비자이익, 과학 및 기술, 경쟁, 조
세)에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OECD는 2001년부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인정하는 국
가에 국가연락사무소(NCP : National Contact Point)를 설치하고
NCP 연례회의와 연계하여 CSR 관련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있
으며 그 결과를 연간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음.
○ 참고로, OECD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1999년에‘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OECD Principles for corporate Governance)’
,
그리고‘국제 사업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를
위한 협약(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을 제정하였음.

(3) World Bank Group4)
○ 세계은행 그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의 투자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경영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 및 빈곤퇴치를 위
해 다양한 프로젝트와 교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 국제금융공사(IFC)가 IBRD와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지원
을 받아 관리하는 외국인투자 자문서비스(FIAS : Foreign
Investment Advisory Service),

4) 세계은행 그룹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의 5개 기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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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공사(IFC)가 개발도상국 내 지속가능경영 확산과 지역
사 회 개 발 을 위 해 개 발 한 사 회 적 책 임 프 로 그 램 (social
responsibility program),
- 세계은행연구소(WBI)가 정부기관, 기업,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
로 하는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인 기업·경쟁력·개발 프로그램
(Business, competitiveness & development program) 등이 있음.

3. 주요 국가별 논의
(1) 미국
○ 미국은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의 권한이 강조되는 주주자본
주의(shareholder capitalism)를 기본으로 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법제도가 발전되어 왔음.
-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는 기업경영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강조
하는 등 주주를 경영의 초점에 두고 있으며 자유로운 자본시장
과 노동시장을 통해 자본축적을 수행하는 주식가치의 극대화
를 목표5)
○ 주주자본주의는 기업의 가치 제고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
부와 연결시키고 있는바, 이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주주에게 더 큰 이익을 가
져다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5) 윤석진(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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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주주자본주의는 소액주주권리의 강화, 사외이사제도의
확대, 경영의 투명성, 이윤중심의 경영, 가치중시 경영전략 등을
기업경영의 표준으로 삼고 있음.
○ 한편, 미국은 2001년 엔론(Enron Corporation)의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기업회계와 재무보고의 투명성 강화, 기업지배구조의 개
선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강화시키고 있음.
-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Sarbanes-Oxely Act가 2002년에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최고경영진(CEO)의 재무제표
에 대한 인증 및 책임강화, 내부통제시스템의 강화, 회계법인의
감사 이외의 업무수행금지(회계법인 겸업금지), 회계감독위원
회(PCAOB)의 설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 등임.
- 뉴욕증권거래소(NYSE: New York Stock Exchange)는 2003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거나 상장을 지속하려는 회사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감사위원회 헌장을 규정하였음.
- 연방 판결 가이드라인(FSGO :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이 2004년에 개정되어 기업 및 조직의 범죄행위 적
발 및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었고, 잠재적인 범죄행
위와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되었음.6)
○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지

6) 1991년에 규정된 연방판결가이드라인은 기업 및 조직이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
업의 성격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다
만 조직 내에 통합적 윤리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경우 형량 및 과징금을 감하여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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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경영과 유사한 개념인‘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
이 인정되고 있는바, 이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부문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발전되어 왔음.7)
- 기업시민정신은 전통적으로 선량한 시민의 자선 및 기부로부터
발전한 개념으로 기업 경영을 통해서 주주의 이익 증대는 물론
사회, 문화, 환경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 미국 상공회의소(U. S. Chamber of Commerce)와 Boston College
기업시민센터가 2005년 미국 1,200여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기업시민정신에 관한 조사결과(2005 state of
corporate citizenship survey)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1%가‘기업
시민정신이 경영에 우선시되어야 한다’
고 응답하였으며, 대기
업 98%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8)
○ 미국은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업 스스로 혹은 시민단체
주도하에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
- 지속가능경영 추진의 일환으로 시민단체 및 민간 기업이 주축
이 되어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
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가 활성화되어 있음.
- 1999년 미국의 시민단체 CERES(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는 유엔환경계획(UNEP : United Nations

7) 지식경제부(2009) 참조.
8) 자료: http://www.uschamber.com/press/releases/2005/septermber/05-15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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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Programme)과 함께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설립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GRI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 미국의 2007년 사회책임투자자산은 2조 7,100억 달러로 이는 1995
년 대비 324% 증가한 수치이며, 대략 운용자산 9달러당 1달러는
사회책임투자에 투자되고 있음.
○ 미국은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하여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를 제정하고 사회, 환경,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미국의 사회책임투자회사인 KLD는 사회, 환경, 지배구조 측면
에서 우수한 기업 400개를 선정하여 도미니 사회지수(Domini
Social 400 Index)를 개발함.
○ 요약하면,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을 중시
하는 미국은 지속가능경영의 이행에 있어서도 정부 주도로 추진
되기보다는 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을 기본으로 하고
기업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발전하고 있음.
- 다만,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국제적 논의 확대와 글로벌 표준의
제정 등으로 인해 경제, 사회, 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균
형적으로 고려한 유럽식 지속가능경영을 일부 도입하려는 움직
임도 나타나고 있음.

(2) 유럽
○ 유럽에서는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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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화적 환경에 따라 주주보다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
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발달되어 자연
스럽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 왔음.9)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을 권리와 도덕적 의무를 동시
에 지니고 있는 사회적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자본의 구조적 권력에 대한 견제장
치를 제도화함.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경우 국가 법질서의 구속적 규정
에 기업의 책임이 내재되어 있어, 자발적 참여보다는 의무가 강
화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implicit CSR)을 이행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가치존중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유럽에서 1993년의
경제통합 이후 심각한 수준의 실업문제와 역내 국가 간의 경제격
차 등의 문제에 봉착하자,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경영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EU 집행
기관인 EU위원회와 각국 정부의 주도로 CSR 활동이 추진되었음.
○ EU의 CSR 추진 특징으로는 ① 정부주도의 CSR 추진, ② CSR을 자신
의 사업과 연관되게 추진, ③ 법령의 준수, 계약상 의무의 이행, 기
업윤리 등은 기업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CSR 활동으로 인식하지 않
으며 기부 및 자선활동도 CSR 활동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있음.10)
- EU는 CSR의 추진 범위에 대하여‘자신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
여 자율적으로 사회,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며 법
9) 지식경제부(2009) 참조.
10) 정후식(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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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청이나 계약상의 의무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
고 정의함.
- 또한 기업의 기부 및 자선활동 자체보다 기부금의 원천인 이익
을 어떠한 방법으로 창출하였는가의 과정을 중시함.
○ EU 출범 후 1996년 CSR 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European
Declaration of Business Against Social Exclusion’
에서 실업문제 해결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방향을 제시함.
- EU는 2000년 3월 리스본 회의에서 CSR 활동을 통해‘고용 증대
와 사회적 통합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
식기반경제권의 실현 달성’
을 선언하는 등 경제성장과 고용확
대에 초점을 맞춘 장기 경제성장계획을 발표함.
- 또한 2002년에 EU 다자간 이해관계자 포럼(EU Multi-stakeholder
Forum)이 형성되어 최근까지 기업, 노동조합, 투자자, 소비자,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속가능경영의 적극적
인 전개와 향후 방향 등을 논의함.
○ 2006년 3월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경영 추
진을 위해 다음의 여덟 가지 지원 노력을 논의함.
- 인식제고 및 베스트 practice 제공
-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이니셔티브 제공
- EU 회원국들 간 협력을 통한 지역차원의 지속가능경영 발전 도모
- 소비자에게 투명한 상품 정보 제공 지원
- 지속가능경영 연구 지원
- 학교 커리큘럼에 지속가능경영 관련 과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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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들에 지속가능경영 활동위한 구체적 방향 제시
- 지속가능경영의 국제적 홍보 지원
○ EU 국가 중 영국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CSR 담당 장관’
을 임명
(영국은 2000년, 프랑스는 2002년)하는 등 정부 주도로 CSR을 강력
하게 추진하고 있음.
- 영국은 2007년 무역산업성(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 명
칭을 기업규제개혁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Regulation
Reform)로 바꾸고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정책을 지향
하고 있음.
- 영국의 기업규제개혁부는 지속가능경영을 지지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후원하고 있는 민간 조직인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2007년 1월 발효된 영국의 개정 회사법 Companies Act 2006은 환
경적 영향뿐 아니라 직원, 지역사회 관련 이슈 및 재무·비재무
적 핵심성과지표(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활용한 기업
분석정보를 포함시켜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
고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요약하면, 유럽은 오래전부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기초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규범적으로 내재되어 왔으며, 특히
EU 출범 이후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각국 정
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음.

제3장
ISO 26000

1. ISO 26000의 제정
(1) ISO 26000 제정 배경 및 개발 과정
1) ISO 26000의 개념
○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는 국제민간표준을 다
루는 기구로서 구속력 있는 이행 강제력을 가진 기구는 아니지만,
1987년에는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9000 시리즈를,11) 1996
년에는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14000 시리즈를 공표함.
○ 최근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국가표
준 또는 단체표준으로 제정됨에 따라, ISO는 이들 국가의 표준이

11) ISO 9000은 단순히 제품의 품질규격 합격 여부만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품질인증과
는 달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에서부터 생산시설, 시험검사, 애프터서비스 등 전
반에 걸쳐 규격준수 여부를 인증해 주는 제도임. 우리 정부는 1993년에 KS규격에
ISO 9000 시리즈를 채택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해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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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으로 작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0년 11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SR)에 대한
자발적 표준으로 ISO 26000을 제정하였음.

ISO 26000의 특성
○ ISO 26000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서 기업(Corporate)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사회적 책임(SR)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바, 이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노조·시민단체 등과
같은 모든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였음.
- 따라서 ISO 26000은 기본적으로 모든 형태의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이라 하겠음.
○ ISO 26000의 제정은 조직의 사회적 책임 관련 이슈와 이행 방법에
관하여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이는 2010년 11월 1일 세계 77개국이‘경제주체별 사회적 책임
에 관한 자발적 국제표준’
인 ISO 26000을 93%의 찬성률로 채택·
제정하였기 때문임.12)
○ ISO 기구 자체가 구속력 있는 이행 강제력을 가진 기구가 아닌 것
처럼, ISO 26000의 경우도 제3자가 조직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를 감시하거나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음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임.
- 즉 자발적인 규범이라 할 수 있음.
12) 파이낸셜 뉴스(2011년 3월 16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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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ISO 26000은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사회
적 책임을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보이지 않는 압력수단’으
로 작용하게 될 것임.
- 이는 ISO 26000이 기업이나 조직의 경쟁력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바, 예를 들어 양방 간 거래에서 한쪽이 다른 한
쪽에 대하여 ISO 26000 충족 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 ISO
26000은 새로운‘무역장벽’
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ISO 26000을 먼저 채택하고 실천하는 기업이나 조직이
거래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될 것임.
○ 요약하면, ISO 26000은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관련
주제와 쟁점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기존의 조직이 갖는
전략, 체계, 관행 및 절차에 사회적 책임 행동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자는 것임.

2. ISO 26000의 정당성(legitimacy)13)
(1) 정당성의 개념
1) 개요
○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
을 기업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의 수용

13) 본 절은 Hahn, Rugiger and Dipl.-Kfm and Weidtmann, Christian.(2010)를 참조하여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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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끌어내고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간주될 수 있음.
○ 이처럼 민간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을
지라도, 다른 이해관계자가 자신들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책임 있
는 행위라고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
을 것임.
○ 그러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
준(standard)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는 표준 자체가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본 절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새로운 표준인 ISO
26000의 정당성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함.
○ ISO 26000의 목적은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서 사
회적 책임(SR)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동의를 거친 표준을 제공하자는 것임.
- ISO 26000이 여러 이해관계자(조직)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
는 이유는, 개별 국가들의 서로 다른 제도적 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지배구조 수단으로서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논의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동의를 거쳤기 때문임.
○ 이처럼 국제적 동의를 거친 표준(즉 ISO 26000)이 정당성을 확보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의 주요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 과정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이는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경우, 표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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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광범위한 수용을 이끌어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 거래비용
을 낮출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 더 나은
사회적 이익 창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임.
- 또한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가 부
적절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음.

2) 실증적(empirical) 정당성과 규범적(normative) 정당성
○ 실증적 정당성은 사회적 규칙, 조직 혹은 구조 등에 대한 사실상
의 수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규범적 정당성은 그러한 규
칙, 조직 혹은 구조와 같은 조건들이 합법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지, 즉 조건들의 수용가능성 문제에 보다 주목하는 것임.
- 규범적 정당성은 주로 일정한 절차들(예를 들어, 선거, 경쟁, 저
항, 토론)을 통하여 도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제도 및 기관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임.
- 실증적 정당성은 외부 관계자들이 축적된 인식을 기반으로 하
고 있는 제도 및 기관에 대해 부여하는 것임.
○ 이처럼 규칙, 조직 등과 같은 조건의 수용가능성은 정당성이 있는
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규칙, 조직 등의 조건이 공
공연하게 인지되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조직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제약받게 될 것이며,
- 이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이라 할 수 있는 ISO 26000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임.
○ 다만, ISO 26000에 대한 실증적 정당성의 경우는 일단 당해 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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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기간 동안 사용된 후에야 검토가 가능할 것이고, 그 이후에
ISO 26000의 수용 및 보급과 관련된 실증적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이에 반하여, 규범적 정당성은 사회의 규칙, 조직 또는 구조가
정당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ISO 26000이
공인된 표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규범적 정당성은
SR의 개발 과정 및 사회적 포괄성 관점에서 검토가 가능할 것임.
○ 특정의 제도나 기관이 높은 수준의 규범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면,
이들 제도나 기관은 장기적으로 이해관계자 그룹에 의해 보다 쉽
게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규범적 정당성은 실증적 정당성에 대한
예방장치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요약하면, 규칙의 정당성, 규제 제정의 정당성, 또는 규칙을 적용
하는 기관의 정당성이란 규칙, 제도 및 기관이 정당성을 부여받았
는지에 대한, 즉 이들이 올바른 과정에 따라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작용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자발적이고 글로벌한 민간 표준인 ISO 26000이 개발 과정
에서 최소한의 규범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면, 사회의 다양한 그
룹들(예를 들어, 기업, 정부, NGO 등)은 ISO 26000을 SR을 위한 정
당하고 보편적인 규범(norm)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임.
○ 다음으로, ISO 26000이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하기 위하여, ISO 26000 개발 과정에서의 투입, 처리, 산출 등 세 가
지 규범적 정당성을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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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투입 정당성(input legitimacy)으로 ISO 26000의 개발 과정
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플레이어의 참여가 얼마나 정당하였느
냐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임.
- 투입 정당성의 핵심 쟁점은 모든 관계자들의 이해가 충분히 고
려되었는지에 관한 것인바, 즉 심사숙고한 결과물이 직간접적
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승인에 기초하고 있는지의 문제임.
○ 둘째는, 처리 정당성(throughput legitimacy)으로 개발 과정의 설계
가 얼마나 정당하였느냐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임.
- 처리 정당성의 경우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떠한 조건들이 수행되
어야 하는지 즉 의사결정이 공정한 절차에 기초하고 있는지의
문제임.
○ 셋째는, 산출 정당성(output legitimacy)으로 개발 과정의 최종 결과
가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것임.
- 산출 정당성의 경우 효과적인 결과물을 이끌어냈는지, 또한 이
결과물이 모든 관계자들에게 공익을 제공하는지의 문제임.

(2) 투입 정당성(input legitimacy)
○ ISO 26000의 투입정당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누가 ISO 26000을 개
발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는가 그리고 누가 이러한 과정에서의 의
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임.
- 따라서 ISO 26000의 투입 정당성을 검토할 때는 다양한 이해관
계자 그룹의 대표성이 균형 있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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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간의 지역적 균형이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1)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여부
○ ISO는 SR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게 될 이해관계자들의 대표성을 갖
추기 위하여, ISO 작업반(WG : Working Group)의 구성원을 6개 범
주로 세분하였음. : 소비자, 정부, 산업, 노동, NGO, 서비스·지
원·연구 및 기타(SSRO : Service, Support, Research and Others)
○ ISO 조직 내에서 자신의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구성원들(MBs :
member bodies)은 6개 이해관계자 범주에 대해 각 1명씩, 6명을 추
천할 수 있으며, 이들 추천된 사람들은 다른 초안(drafting) 단계에
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전문가 지위(expert status)’
를받
았음.
- 참고로, 국제기구나 혹은 非-ISO 지역 단체들은 추천된 전문가
들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2명의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
가 제공되는‘D-Liaison 지위’
를 추가로 얻을 수 있었음.
○ 2009년 10월, WG는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추천된 436명의 전문
가로 구성되었는데, WG 전문가들 중에서 산업대표 전문가는 약
22%, 정부 부문은 약 21%,‘SSRO’부문은 약 19%, NGO 부문은 약
19%, 소비자 부문은 약 11%, 노동 부문은 약 8%를 차지
- 상기의 부문별 전문가 참여 비율을 근거로 이해관계자 대표성과
관련한 투입 정당성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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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산업 그룹이 현저한 역할을 맡은 것 아닌가?
○ 산업 부문의 전문가 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WG 내에서 산업이
지배적인 역할을 맡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며, 이 주
장이 사실이라면 가이드라인이 민간 업계의 경제적 이익에 의해
좌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산업(약 22%)과 노동(약 8%)의 전문가 수에 차이가 있지
만, WG 내의 전반적인 대표성의 경우 특정 집단의 지배적인 역
할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리고 산업뿐 아니라 정부, NGO, SSRO
가 거의 동등하게 대표하고 있음.
○ 그렇지만 산업 부문의 많은 전문가 수와 비교해서 소비자와 노동
부문이 상당히 적은 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할 수도 있음.
-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 지표로 활용되는 Gini 계수를 이용해보면,
2005년 3월 WG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분배와 관련된 지니계수
는 0.27이었으나, 2009년 10월에는 0.2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대표성은 과거에 비하여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14)
○ 또한 소비자와 노동 부문 전문가들의 절대적인 숫자의 경우도
ISO 26000 개발 초기와 비교해보면 균형 측면이 향상되었는데, 이
러한 경향은 산업 부문 같은 큰 그룹이 전문가 수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그룹들의 파격적인 성장에 의해 달성된 것이
기 때문에 더욱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14) Gini 계수에서 0은 완전한 평등, 1은 완전한 불평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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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WG에 참여한 전문가 총수는 2005년 3월의 225명에서
2009년 10월에는 D-Liaisons를 포함하여 436명으로 93% 상승
○ 이처럼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그룹의 대표성 측면에서 볼 때, WG
에의 참여는 점점 더 균형이 잡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둘째, 산업 부문이 너무 과소하게 대표되는 것 아닌가?
○ 상기와 상반된 주장으로서 산업 부문의 전문가 지분이 많이 할당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업계의 경제적 이익이 여전히 과소하
게 대표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이유는 민간 기업들이 ISO 26000
을 채택하는 주요 그룹이 될 것이며,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실제
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산업 부문이 보다 높은 지분(참여)을 갖
고 대표되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SR의 중요한 목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공헌한다는 것인
데 상기 두 번째 주장은 이에 부응하지 않으므로 합당하지 않음.
-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전 세계적 세대 내(intragenerational) 및 세
대 간(intergenerational)을 망라하는 정의라는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통적인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목표와 연계되어 있는 것임.
○ ISO 26000은 그것의 직접 사용자들의 요구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그룹의 요구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에서의 모
든 그룹의 이해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는 그룹들에 의해 직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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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므로 투입 정당성을 위한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
표성은 예상되는 ISO 26000의 최종 사용자들의 대표성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ISO 26000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그룹들의 대표성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셋째, WG를 6개 부문으로 구성한 것은 적절한가?
○ 상기 두 가지 사항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6개 이해관
계자 부문으로 이루어진 WG의 구성이 적절한가? ’
와 같이 보다 근
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ISO 26000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 단계인 WG 협의 과정에서
각기 개별 전문가는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
으나, WG 각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실제 분류가
그리 정확하지 못해서 각 그룹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지
각색 요구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산업 부문의 경우 대규모의 다국적 기업과 중소기업
은 그들의 속성은 물론 관심사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
한 산업 부문에 속해 있어 산업 부문의 전문가가 어느 목소리를
대변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즉 개별 전문가가 이해관계자 그룹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것
인지 그리고 당해 그룹 내의 이질적인 이해 문제를 어떻게 대처
할 수 있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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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개 이해관계자 그룹을 그 이상으로 혹
은 다양한 하위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같
은 추가 분류는 WG 전문가 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SR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논의, 투표 및 합의를
이루는 것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Hahn and Weidtman(2009)의 경우, WG 전문가들 수가
임계 수준을 넘어서면 개발 과정에서 장애물을 도입하는 것과 같
은 비효율적 효과를 낼 것이며, 특히 WG 회의에서 요구해 왔던
실질적인 인적 자원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최종 숫
자는 최대 능력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한 더 이상의 분류가 없었어도 서로
다른 관심사와 견해들이 이들 그룹 내에서 이미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그러나 WG 전문가 분류를 6개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7~8개 이해
관계자 그룹으로 확장하였다고 해서, ISO 26000 개발 과정이 현저
히 비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어렵고 또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산업 부문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규모 다국적
기업은 물론이고 노동자, NGO들과도 달리 그들의 의견을 취합
하여 전달하는 기구조차 변변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주
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세 번째 이슈‘WG를 6개 부문으로 구성한 것은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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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의 경우 상기 첫 번째, 두 번째 이슈와 달리 투입 정당성 측
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판단함.

2) 지역적 대표성 여부
○ ISO 26000은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을 위한 표준이 아니라 전 세계
적 표준으로 활용될 것이므로, 지역적 균형 여부가 투입 정당성을
갖는지의 기준으로 간주될 수 있음.
○ ISO 자체는 물론이고 SR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전 세계 조
직들은 ISO 26000 개발 과정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망라하는
합리적인 수의 국가적 표준 기구 및 단체들이 참여하였을 때 지역
적 균형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게 될 것임.
○ 이러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려는 ISO의 첫 번째 시도는 스웨덴
과 브라질 같은 ISO MBs에 의해 주도된 WG 내의 한 쌍의 리더십
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선진국에서 하나의 멤버 국가, 개발도상국에서 하나의 멤버 국
가라는 이원적 리더십을 추구한 ISO의 주된 의도는 표준의 개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참여와 헌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ISO의 지역적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
기 위하여 단순히 전문가의 참여 상황을 측정해보면, 2009년 10월
현재 개도국 전문가들이 ISO MBs 전체 전문가의 61%를 차지하고
있어 개도국의 참여율이 선진국보다 높음을 알 수 있으며, 개도국
을 통합하려는 ISO의 노력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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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는 ISO 26000이 SR을 위하여 전 세계적이면서 그리
고 통합된 표준을 확립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뿐 아니라, 그
이전의 표준 개발 과정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충분히 통합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직면했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음.

지역 대표성의 지표 : 선진국·개도국 참여율 vs. 인구 분포
○ 그러나 상기‘민간 업계의 대표성 부족’
이라는 비판과 마찬가지
로, 선진국 조직들이 가이드라인의 가장 두드러진 채택자가 될 것
이라고 가정할 경우 개도국 참여율이 선진국 참여율을 앞서고 있
는 대표성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참여율과는 다른 개념으로, 각 국가의 크
기 및 인구 분포를 근거로 하는 대표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예를 들어 중국, 인도 또는 미국의 경우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
고 피지나 가나와 같은 작은 국가들과 똑같은 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참여국의 인구를 근거로 전문가를 배분할 경우 잠재적으
로 소수 국가들의 요구를 외면하게 될 것이므로 국가의 크기나 인
구 분포를 고려하는 대신에 각국에 대해 동일한 대표성을 부여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상기‘이해관계자 대표성’
에서 논의된 것처럼 SR의 목표가 지속가
능한 개발에 공헌하는 것이므로, 참여 국가들의 비율을 결정할 때
ISO 26000 사용자의 국가나 경제력을 반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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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단순화된 사회상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2005년 5월의 경우 총 전문가 233명 중에서 53%가 선진국 출신이
던 것이, 이후 개도국 전문가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
라 상기 비율은 감소하였음.
- 즉 선진국 및 개도국을 망라한 전 세계 인구 분포를 WG에 반영
했을 때 개도국 전문가들이 선진국보다 많이 참여하는 것이 지
역적 균형을 고려한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
○ 이상을 요약하면, SR 표준이 이해관계자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전체 대표성을 고려한 완벽한 투입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
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특히 대표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다국적기업과 동일한 범주
에 포함시킨 것 등은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완벽한 대표성은 사실상 모든 피적용자들을 포함시킬 때
만이 가능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심사숙고 및 의사결정 과정을 저
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다음 절에서 논의하게 될‘처리 정당성’
을
방해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함.
○ 요약하면, ISO 26000 개발 과정 자체가 이해관계자나 지역 대표를
참여시키는 데 있어서 균형을 깨거나 힘에 의한 불균형적 분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완벽한 대표성은 아니지만 투입 정당성
은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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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정당성(throughput legitimacy)
○ 처리 정당성이란 주어진 투입 정당성을 기반으로 확립되는 것임.
즉 공정한 과정은 공정한 참여에 기초하기 때문에 투입 정당성이
확보되었을 때 처리 정당성에 대한 평가가 의미가 있게 됨.
○ 처리 정당성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내용이므로, 본
절에서는 ISO 개발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졌으며 그리고 의사결정이 민주 절차의 선결 조건을 따르고 있느
냐의 문제를 검토하자는 것임.

1) 의사소통 방식(Modalities of Communication)
○ ISO는 ISO 26000 개발 과정에서 WG 참여자뿐 아니라 외부와도 열
린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ISO가 자신의 목적
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ISO 26000의 개발
과정에서 참여자에 대한 장벽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였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WG 참여자들 간에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교류의 기회
를 제공해주는 전체 회의(plenary meetings)에 관한 것임.15)
○ 2009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회의를 포함하여 이들 회의에 참석
한 WG 전문가들의 평균 참석률은 최대가 59%였음.

15) ISO 26000 최종안이 발표될 때까지 8번의 총회(general meetings)가 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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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재정적 지원이 충분치 못한 기구 및 단체 출신의 전문가들
(예를 들어, 개도국의 중소 NGO들) 입장에서는 회의에 참가하기
위한 거래비용이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임.
○ ISO는 재정지원이 충분치 못한 전문가의 불참으로 인한 대표성
미달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기부금으로 구성되는 SR 신탁기금
(Trust Fund)을 설립하였으며, 이 기금은 연락(Liaison) 조직 출신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개별 참가자들의 WG 회의 참가비용에 지원
- 또한, 개도국 출신의 ISO MB들은‘ISO/DEVCO’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음.
- 이 같은 준비는 ISO 26000 개발 과정에 필요한 개별 커뮤니케이
션의 잠재력을 향상시켰으며, 결과적으로 WG 회의 참가 관련
잠재적 진입 장벽을 낮추어 처리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었음.
○ 둘째, WG 회의와는 별개로, 개별 국가 MB들은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의견 제출을 통해서 서로 다른 국가별 이해관계를 국제적 개발
과정에 통합시키기 위하여 국가 수준의 소위‘mirror committee’
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ISO가 2006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참여
국의 72%가 mirror committee를 설립하였음.
- 다만, Mirror committee의 설립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ISO의 동일한 조사에 따르면 mirror
committee의 62%만이 6개 모든 이해관계자 영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국가들 중에서 30%는 그들의 위원회가 균형 잡힌
대표성 원칙과 일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음.
- 결과적으로 몇몇 mirror committee의 균형 잡히지 못한 대표성

제3장 ISO 26000

47

때문에 의사소통도 균형을 잡지 못했으며 심지어 몇몇 이해관
계자들의 이해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등 mirror committee는 설
립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였음.
○ 셋째, WG 회의와 mirror 위원회와는 별개로, 참여 관계자들은 개
발 과정에서 특정 주제를 토론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입장
을 제출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었음.
- 이러한 의견은 ISO 온라인 영역‘Livelink’
에서 공개적으로 논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이러한 논의도 심사숙고하는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음.
- ISO 온라인을 통해 몇천 개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이들이 회의
전에 발간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사소통 채널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임.
○ 상술한 WG 회의, mirror 위원회, 그리고 온라인 의견 제출 등에 의
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요약하면, ISO 26000 개발 절차는 mirror
committee가 균형을 잡지 못했다는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열린 소
통 측면에서 처리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의사결정 방식(Modalities of Decision-Making)
○ 의사소통 방식의 다음 단계는 표준 개발 과정상의 의사결정 방식
에 관한 것으로, 이는 개별적 선호의 집합체를 보편적으로 인정된
결정으로 이끌어 나가는 ISO 26000 개발 과정에 대한 검토임.
- 즉 개발 과정에서 주요 결정을 하기 위한 규칙이 어떻게 민주절
차의 전제 조건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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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26000 개발 과정상의 모든 결정은 중앙기구에 의해 이루어지
지 않고, 대신에 모든 MB들 간의 투표 결과를 기초로 성립되었음.
- 가이드라인을 위한 투표는 2004년에 배포된‘새로운 작업 항목
제안 - 사회적 책임’
(New work item proposal-Social Responsibility)
에 기초하였고, ISO 기술경영회의(technical management board)의
작업규칙을 담은 표준 문서인 ISO/IEC Directives에 따르고 있음.
○ 이러한 ISO/IEC 지침에 따라 ISO 26000 개발 과정은 몇 가지 연속
적인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된 가이드라인 초안 버전
(draft version)이 승인되어야 했음.
○ 따라서 ISO 26000 공식 문서의 사전 단계를 의미하는 주요 초안 버
전들은 다양한 작업 초안(WD : Working Draft)이며, 이후의 위원회
초안(CD : Committee Draft), 국제 표준 초안(DIS :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및 최종 국제 표준 초안(FDIS :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이 작업 초안(WD)를 따르고 있음.16)
○ SR 개발 프로젝트의 목표는 모든 초안들에 대한 연이은 승인인 것
이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ISO 공식 문서로서의 새로운 가이드라
인이나 표준의 발표로 이어지는 것임.
○ 결국, 의사결정 방식에서의 처리 정당성 여부는 초안들에 대한
‘승인 규칙(approval rules)’
에 관한 것이며, ISO 26000 프로젝트 내

16) ISO(2004a), ISO(2007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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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전반적인 처리 원칙은 참여자들 간에 합의(consensus)를
찾아내는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음.17)
- ISO는 합의(consensun)에 대하여‘일반적인 동의, 즉 실질적 이슈
에 대해 관련된 주요 단체의 지속적인 반대가 없으면서, 그리고
관련된 모든 집단들의 관심을 고려하면서 그리고 어떤 충돌되
는 주장들을 조율하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
이라고 정의하고 있
으며,18) 이는 만장일치라는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ISO는 ISO 26000 개발 과정에 적용 가능한 합의된 원칙을 만들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승인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을 규정하였음(<표 3-1> 참조).

<표 3-1> ISO 26000 개발 과정의 단계 및 의사결정 방식
준비 단계
위원회 단계
Preparatory stage Committee stage
문서
승인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

작업초안 1-4
(WD)

위원회 초안
(CD)

지도부에 의한
판단

투표참여하는
P회원의 2/3;
D-Liaisons의 지원

질의(조사)단계
Inquiry stage

승인 단계
Approval stage

국제표준 초안
(DIS)

최종국제표준 초안
(FDIS)

투표참여하는
투표참여하는
P회원의 2/3;
P회원의 2/3;
모든 투표
모든 투표
참여자의 3/4;
참여자의 3/4;
D-Liaisons의 지원 D-Liaisons의 지원

자료 : Hahn, Rugiger and Dipl.-Kfm and Weidtmann, Christian(2010).

17) ISO(2005b) 참조.
18) ISO(2004a) 참조 : ISO itself defines consensus as a“general agreement, characterized by
the absence of sustained opposition to substantial issues by any important part of the
concerned interests and by a process that involves seeking to take into account the views of
all parties concerned and to reconcile any conflicting argu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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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과 같이 ISO 개발 과정을 각 단계별로 구분하고 승인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한 것을 보면 의사결정 방식도 처리 정
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4) 산출 정당성(output legitimacy) 및 소결
○ 마지막으로, 규범적 정당성에 대한 산출 영역은 표준 개발 과정
및 과정상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실제적 결과에 관한 것임.
○ 따라서 산출 정당성은 두 개의 영역으로 다시 나누어질 수 있는
바, 첫째는 개발 과정이 주어진 목표를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의도
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성과
의 품질에 관한 것으로 성과가 문제 해결에 적합한지 그리고 원하
는 목표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임.
○ 2010년 11월 ISO 26000이 제정됨으로써 의도된 성과(outcome)는
달성되었다 할 수 있고, 다만 ISO 26000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
아 이것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함.
○ 따라서 표준의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질적인 측면이 향후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임.
- 즉 장래의 연구는 ISO 26000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어느 정도
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임.

소결
○ 첫째,‘투입 정당성’측면에서 볼 때, ISO 26000 개발 과정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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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해관계자 집단, 조직 환경 및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
가들을 포함시키는 多이해관계자적, 多조직적 접근을 취하고 있
기 때문에, ISO 26000 개발 과정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범적 정
당성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비록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하고 공정한 균형이 달성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참여에 있어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한 ISO
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산업 부문의 경우 대규모의 다국적 기업과 중소기업은 그
들의 속성은 물론 관심사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산
업 부문에 속해 있어 여전히 아쉬움이 존재한다고 하겠음.
○ 둘째, 현실적으로 투입 정당성의 주요 측면인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참여로 인하여 합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처리 정당성을 보장하
는 데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지만, 열린 소통을 추구한 의사소통
방식 및 의사결정 방식에서‘처리 정당성’
을 확보하는 데 큰 결점
은 없었다고 할 수 있음.
○ 셋째, 2010년 11월 ISO 26000이 제정됨으로써 의도된 성과는 이루
어졌으며, 다만‘산출 정당성’
의 주요 내용인 성과의 품질에 관한
사항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ISO 26000의 규범적 정당성이 실제로 기업이나 사회
내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실증적 정당성에
달려 있음.
- 이해관계자들은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 스스로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가이드라인은 아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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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사라지게 될 것임.

3. ISO 26000 사회적 책임의 내용
(1) 사회적 책임 핵심 주제
○ ISO 26000 사회적 책임은 7개의 핵심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각의 주제에 대하여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이슈가 제시되어 있음.
① 조직 거버넌스(organizational governance)
② 인권(human rights)
③ 노동 관행(labor practices)
④ 환경(environment)
⑤ 공정운영 관행(fair operating practice)
⑥ 소비자 문제(consumer issues)
⑦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 우선, 상기 ISO 26000의 핵심 주제는 모든 조직과 어느 정도 관련
성을 갖고 있다고 간주되고 있음.
○ 다음으로, ISO 26000의 7개 핵심 주제 간의 관계는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음.19)
- 첫째, 7개 핵심 주제는 서로 관련이 있고 보완하는 측면이 있는
등 상호 의존성이 있음.

19) 노환균(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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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ISO 26000 사회적 책임의 핵심 주제 및 이슈
핵심
주제
거버
넌스
6.2

절

이 슈

적용 SR SR SR
범위 내용 과정 촉진

6.2.3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

○

6.3.3 상세 검토 : Due diligence

○

6.3.4 인권 위험 상황 : Human rights risk situations
6.3.5 연루 회피 : Avoidance of complicity

○
○

○

6.3.6 불만 해결 : Resolving grievances
인권
6.3

6.3.7

○

차별과 취약그룹 : Discrimination and vulnerable
groups

○

6.3.8 시민 및 정치권 : Civil and political rights

노동
관행
6.4

6.3.9

경제, 사회, 문화권 : Economics, social and cultural
rights

○

6.3.10

작업에서의 근본원칙과 권리 :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

6.4.3

고용과 고용관계 : Employment and employment
relationships

6.4.4

근로조건 및 사회보호 : Condition of work and social
protector

○
○

6.4.5 사회적 대화 : Social dialogue

○

6.4.6 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 Health and safety at work

○

근무지에서의 인간계발과 훈련 : Human
development and training in the workplace

○

6.4.7

환경
6.5

○

6.5.3 오염 예방 : Prevention of pollution

○

6.5.4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Sustainable resource use

○

6.5.5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자연서식지 복구 : Protection
6.5.6 of the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restoration of
natural habitats

○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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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주제

공정
운영
관행
6.6

절

이 슈

6.6.3 반부패 : Anti-corruption

○

6.6.4 책임 있는 정치 참여 : Responsible political involvement

○

6.6.5 공정경쟁 : Fair competition

○

6.6.6

가치사슬에서의 사회책임 촉진 : Promoting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value chain

○

6.6.7 재산권 존중 : Respect for property rights

○

공정 마케팅, 공정계약 관행 : Fair marketing, factual
6.7.3 and unbiased information and fair contractual
practices

○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보호 : Protecting consumers’
health and safety

○

6.7.4

소비자 6.7.5 지속가능 소비 : Sustainable consumption
이슈
소비자 서비스, 지원 불만과 분쟁 해결 : Consumer
6.7 6.7.6
service, support, and complaint and dispute resolution
6.7.7

지역
사회
참여
발전
6.8

적용 SR SR SR
범위 내용 과정 촉진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 Consumer data
protection and privacy

○
○
○

6.7.8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 Access to essential services

○

6.7.9 교육과 인식 : Education and awareness

○

6.8.3 지역사회 참여 : Community involvement

○

6.8.4 교육과 문화 : Education and culture

○

6.8.5

고용창출과 기능개발 : Employment creation and
skills development

○

6.8.6

기술개발과 접근성 : Technology development and
access

○

6.8.7 부와 소득 창출 : Wealth and income creator

○

6.8.8 보건 : Health

○

6.8.9 사회 투자 : Social investment

○

자료 : 노환균(2011), ISO(2010b) 참조.

○

제3장 ISO 26000

55

·따라서 ISO 26000 대상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경우 7개
핵심 주제에 대해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7개 핵심 주제 중 조직 거버넌스는 다른 6개 핵심 주제와
다소 성격이 다른 주제라 할 수 있음.
·즉 조직 거버넌스는 ISO 26000 대상 조직이 ISO 26000 사회적
책임 원칙에 따라 다른 6개 핵심 주제와 관련된 행동을 이행하
도록 하는 시스템이라 하겠음.

(2) 핵심 주제 1 : 조직 거버넌스(organizational governance)20), 21)
○ ISO 26000은 조직 거버넌스에 대하여 조직이 목표 추구를 위한 결
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는 시스템이라 정의하고 있음.
○ ISO 2600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서 모든 조직의 사회
적 책임(SR)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바, 핵심 주제의 경우도 기업에
만 적용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대신에 조
직 거버넌스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ISO 26000 핵심 주제인‘조직 거버넌스’
를 다루기 전에‘기업지
배구조’
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함.

20) 본 절에서는 ISO 26000 7개 핵심 주제 중에서 ① 조직 거버넌스와 ⑤ 공정운영 관행
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참고로 다른 5개 주제들을 추가로 검토할 경
우 범위가 광범위해져 본 Issue paper에서 다루기에 어려운 면이 있음.
21) 첫 번째 핵심 주제인 조직 거버넌스(Organizational Governance)는 기업의 본질을 다
루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의 관련성 비교를 위하여 본 절에서 다
루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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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 기업지배구조란 경영진,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기업의 이해관
계자들 간에 설정된 관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구
조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관한 것임. 지배구조는 광의의 시
장중심시스템과 협의의 은행중심시스템으로 구분
○ 시장중심시스템은 외부견제시스템이라고 하며 이는 다수의 외부
투자자들이 지분을 분산 소유하는 시스템으로서 주식시장에 크
게 의존하는 형태임.
- 외부견제시스템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경영자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경영자와 주주들 간의 대리인문제
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협의의 은행중심시스템은 내부견제시스템이라고 하며 기업의 주식
이 개인보다는 금융회사나 다른 기업 등에 의하여 소유되며, 기업
상호 간 혹은 기업과 은행 간의 상호주식보유가 빈번하게 발생함.
- 내부견제시스템에서는 외부견제시스템과 달리 내부자와 외부
자인 소수주주 간의 대리인문제가 발생하기 쉬움.
○ 영미식 기업지배구조가 외부견제시스템에 해당하며, 증권법과
상법 등에 의해 소액주주 보호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음.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은 내부견제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내부견제시스템에 속하지만 일본이나
독일과 달리 은행이 아니라 지배주주(총수)가 핵심을 이룸.
○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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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확산돼 왔으며,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건전한 기업지배
구조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에 따라 OECD는
1999년 기업지배구조원칙을 발표함.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principle of corporate governance)
○ OECD는 1999년에 OECD 회원국에 대하여 권고의 성격을 가진 기
업지배구조원칙을 발표하였으며(2004년 개정), 주요 내용은 주주
의 권리, 주주의 동등대우, 이해관계자의 역할, 공시와 투명성, 이
사회의 책임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즉 구체적인 제도나 운영방식을 제시하기보다는
주주의 권리보호, 이사회의 역할, 투명 공시 강화 등의 원칙을 권
고하는 형태임.
○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도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에 부합
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제도
적인 부분은 상기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제도들의 운용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22)

22) [기업 지배구조],<10>“개선방안 무엇인가”
, 동아일보(2003년 9월 8일) : OECD 기업
지배구조국의 로버트 재프트 수석연구원은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아시아 기업들이
지배구조 문제를 안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이사회 역할의 미진함을 들고
있음. 로버트 재프트는 2003년“아시아 기업들은 독립적인 이사회 선발을 위한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주주가 이사들을 선발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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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성공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음.
- 첫째, 무역보호, 소프트 론(시장금리보다 낮게 제공되는 정책 금
융), 정부 신용 등 보조금 성격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관행의 철폐
- 둘째, 상장회사와 경영진, 지배주주, 그 가족 간의 거래 금지
- 셋째, 미국, 영국 등지에서와 같이 소송 남발에 대비한 안전장치
를 마련한다는 조건하에 주주 집단소송제 도입 허용
○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강제성 있는 지침이 아니라 권고안이
며 구체적인 제도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기업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다만,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이 보여주고 있듯이, 기업의 자율
성과 시장의 경쟁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ISO 26000의 조직 거버넌스
○ ISO 26000은 기업지배구조를 기업을 포함한 정부·노동조합·시민
단체 등과 같은 모든 조직에 적용하기 위하여 조직 거버넌스라 하
였으며, 이는 모든 조직이 목표 추구를 위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서로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음.

사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기 쉽다. 대주주에 의해 선발된 이사들은 비록‘독립적인’
이사회의 공식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주주의 영향력 안에 있다.”
라며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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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거버넌스 접근방식 비교
ISO 26000의 접근방식

기존 접근방식

이해관계자 중심 접근방식
이해관계자 모형
기업의 사회개체관

주주 중심 접근방식
주주 모형
기업의 사유재산관

여러 이해관계자들 중의 하나

일차 이해관계자

주주의 중요성

사안에 따라 변화

다른 이해관계자에 우선

공통점

거버넌스는 기업 목표와 목표 달성 수단을 결정하는 시스템

기업관
차이점
주주의 지위

자료 : 노환균(2011).

○ 그러나 노한균(2011)은 기업지배구조와 ISO 26000의 조직 거버넌
스 간의 주요한 차이에 대하여, 조직 거버넌스는 주주를 가장 중
요한 고려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즉 주주를 1차 이해관계자
(primary stakeholder)로 보지 않고 대신에 여러 이해관계자들 중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임.
- 이로 인해 ISO 26000 조직 거버넌스의 경우 주주의 중요성이 다
른 이해관계자에 항상 우선한다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같이 생각하는 이론적 배
경에 대하여‘벌-도드(Berle-Dodd)’논쟁을 예로 들고 있음.
○ Berle-Dodd 논쟁은 1930년대 미국에서 기업의 본질에 관해 이루
어진 논쟁으로 이의 핵심 내용은 기업을 주주의 재산으로만 보아
야 하는지(즉, 주주 모형(shareholder model) 또는 사유재산관
(private property view)), 아니면 주주 이외의 다른 사회 요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제도나 구성원의 하나로 보아야 하는지
(즉 기업의 이해관계자 모형(stakeholder model) 또는 사회개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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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ntity view))에 대한 논쟁이었음.23)
- 상기 두 가지 중에 어떠한 기업관을 갖느냐에 따라 기업 경영자
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경영할 것인지 아니면 주주를 포
함한 다양한 사람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면서 경영할 것인지의
입장이 달라진다는 것임.
○ 한편 ISO 26000은 조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OECD의 기업지배
구조원칙’
과 UNCTAD가 2006년에 발표한‘기업지배구조 공시에
서 우수관행에 관한 지침(Guidance on Good Practice in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을 인용하고 있음.
- 상술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및 UNCTAD 지침 등은 기본적
으로 주주의 권리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는 등 주주를 1차 이해
관계자로 설정하고 있음.
○ 이처럼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주주를 일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하여, ISO 26000은 주주를 여러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소 혼돈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나,
-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글자 그대로 기업(corporate)의 지배
구조에 관한 지침인 반면에, ISO 26000에서의 조직 거버넌스는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노동조합·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의 지
배구조에 관한 지침이므로 주주를 여러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
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됨.

23) Berle-Dodd 논쟁은 Columbia Law School의 Adolf A. Berle(1931)이 주주 중심의 기업관
을 주장한 데 대하여 Harvard Law School의 E. Merrick Dodd(1932)가 반박하면서 시작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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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과 ISO 26000 조직 거버넌스는 적용 대상
이 다르기(기업 vs 모든 조직)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뿐, Berle-Dodd 논쟁에서와 같이 ISO 26000이 기업의 본질을 다르
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조직 거버넌스 이슈24)
○ ISO 26000에서 조직 거버넌스는 다른 핵심 주제들에서 거론되는
세부 이슈 없이‘의사결정 과정과 구조’
라는 주제하에 12개의 관
련 행동 및 기대를 제시하고 있음.
- 이는 조직 거버넌스가 다른 6개 핵심 주제와는 다소 성격이 다
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즉 조직 거버넌스는 ISO 26000 사회적 책임 원칙에 따라 다른 핵
심 주제와 관련된 행동을 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임.
○ 따라서 조직 거버넌스 관련 행동과 기대 내용의 경우 조직 거버넌
스에 대해서만 독자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 하기 어려우며, 대
신에 ISO 26000 7절의 사회적 책임 통합이나 4절의 사회적 책임 원
칙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25)
○ <표 3-4>에서 알 수 있듯이, 12개의 조직 거버넌스 관련 행동 및
기대 중에서 8개는 사회적 책임 통합과, 2개는 사회적 책임 원칙
과 관련이 있으며, 나머지 2개의 경우도 조직 거버넌스에만 한정

24) ISO(2010c) 참조.
25) 노환균(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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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독자적 행동 지침은 아님.
- 즉 조직 거버넌스는 조직이 ISO 26000의 사회적 책임 원칙에 따
라서 다른 핵심 주제와 관련된 행동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도
와주는 시스템임.

<표 3-4> 조직 거버넌스에 관련된 행동 및 기대
조직 거버넌스 관련 행동 및 기대
·임원진의 헌신과 설명 책임을 입증

관련
사회적 책임
통합과 관련

·사회적 책임 원칙이 실행되는 환경, 문화의 조성과 육성

〃

·전 직급의 피고용인이 조직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직의 헌신을 반영할 수 있는 전략, 목표 및 달성
목표를 개발

〃

·사회적 책임 성과와 관련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유인시스템 조성

〃

·의견일치와 불일치의 영역을 확인하고 발생 가능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양방향 의사소통 과정을 확립

〃

·조직 거버넌스 과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 : 검토 결과에 따라
과정을 조정하고 조직 전반에 걸친 의사소통

〃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조직의 결정과 활동결과에 대한 설명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 과정을 추적

〃

·조직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권한, 책임 및 능력수준
간 균형

사회적 책임
원칙과 관련

·즉각적인 욕구와 미래 세대의 욕구를 포함하여 조직과 조직 내 이해
관계자들 간의 욕구 간 균형

〃

·소수대표 그룹(여성, 인종 및 종족 그룹 등)이 조직의 고위직을 맡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촉진

인권 및 노동관행
분야와 관련

·금융, 자연 및 인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
자료 : 노환균(2011).

보편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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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주제 5 : 공정운영 관행(fair operating practice)26), 27)
1) 공정운영 관행의 개요
○ 공정운영 관행은 조직이 다른 조직 및 개인과의 거래를 할 경우에
있어서 윤리적 행위(ethical conduct)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이는 조직과 정부 기관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조직과 그들의 파
트너, 공급업체(suppliers), 하청업체(contractors) 및 경쟁업체, 그
리고 그들 조직이 속해 있는 협회와의 관계를 망라하는 것임.
○ 사회적 책임에서의 공정운영 관행이란 조직이 긍정적인 결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과의 관계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
용이라 할 수 있는바,
- 긍정적인 결과는 조직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에서 더욱 광범
위하게 리더십을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의 채택을 촉진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임.
○ ISO 26000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운영 관행과 관련된 이슈는 ①
공공 부문의 연루로 인해 책임져야 할 반부패(anti-corruption), ②
책임 있는 정치 참여(responsible political involvement), ③ 공정경쟁
(fair competition), ④ 영향력 있는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 촉진
(promoting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sphere of influence), ⑤ 재산권

26)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공정사회 확립”
이라는 주제가 국정과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ISO 26000의 공정운영 관행(Fair operating practice)과 관련성이 있으므
로 여기서 별도의 절을 할애하여 검토하기로 함.
27) ISO(2010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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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respect for property rights)의 다섯 가지임.

공정운영 관행의 원칙과 고려사항
○ 조직 간에 합법적인 생산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윤
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임.
- 따라서 윤리적 행동 기준을 준수하고, 촉진하고 그리고 장려하
는 것이 모든 공정운영 관행의 기초가 되는 것임.
○ 부패의 예방 및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등은 법률을 준수하고, 윤
리 기준, 책임 및 투명성을 지지함으로써 비롯되는 것이며,
- 공정경쟁과 재산권 존중은 조직이 서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그
리고 진실성을 갖고 거래되어야만 달성할 수 있을 것임.

2) 공정운영 관행 이슈 1 : 反부패(anti-corruption)
부패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임.
○ 부패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직자의 (혹은
공직자에 의한) 뇌물 수수, 민간 부문에서의 뇌물수수, 公私 간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사기, 돈세탁 및 영향력 거래(trading
in influence) 등을 들 수 있음.
○ 부패는 조직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고 민사 및 행정 제재뿐 아니
라 형사고발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됨.
- 부패는 인권을 모독하고, 정치 발전에 있어서의 침식 및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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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또한 경쟁 및 부와 경제성장의
분포를 왜곡시킬 수 있음.

부패와 관련된 행동과 예상
○ 조직이 부패와 뇌물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첫째, 부패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부패, 뇌물수수 및 갈취 등에
대처하는 정책과 관행을 실행하고 개선하도록 함.
- 둘째, 지도부가 반부패에 대한 사례를 설정하고 반부패 정책의
실행을 위한 서약, 격려 및 감독을 시행하도록 함.
- 셋째, 뇌물수수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 및 대표
자를 지원하고 진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넷째, 부패와 그 대처 방법에 대하여 직원 및 대표자의 인식을
훈련하도록 함.
- 다섯째, 직원과 대표자에 대한 보수는 적절하여야 하며 적법한
서비스에 관한 것이어야 함을 확인하도록 함.
- 여섯째,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고가 가능한 체계를 채택함
으로써 조직의 직원, 파트너, 대표자 그리고 공급업체가 조직의
정책 위반을 보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정하고 부패에 대처하는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시스템을 설정하도록 함.
- 일곱째, 조직과 운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조직도 반부패 관행
을 채택하도록 하여 부패 반대에 동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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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운영 관행 이슈 2 : 책임 있는 정치(Responsible political
involvement)28)
○ 조직은 공공정치 과정을 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이익이 되는 공공
정책의 발전을 조장할 수 있음.
○ 조직은 부당한 영향력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고 공공정치 과정
을 침해할 수 있는 조작, 협박, 강압과 같은 행위를 피해야 함.

책임 있는 정치와 관련된 행동과 예상
○ 조직이 책임 있는 정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첫째, 조직은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와 기부 그리고 公私 간 이
해충돌 처리 방법에 관하여 조직의 직원과 대표자를 교육하고
이들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함.
- 둘째, 로비활동, 정치 기부 및 정치 참여와 관련이 있는 조직의
정책과 활동은 투명하여야 함.
- 셋째, 조직의 이익을 변호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함.
- 넷째, 구체적 목적을 지지하여 정책 입안자를 통제하기 위한 시
도가 되는 정치적 기부를 피하도록 함

28)‘이슈 2 : 책임 있는 정치’
의 경우 본 연구보고서의 연구 범위를 넘는 경향이 있어
내용의 생략을 검토하였으나, 여기서는 단지 ISO 26000 내용을 소개하는 데 한정하
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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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잘못된 정보, 허위 진술, 위협 및 강제를 포함하는 활동
을 금지하여야 함.

4) 공정운영 관행 이슈 3 : 공정 경쟁(Fair competition)
○ 공정하고 광범위한 경쟁은 혁신과 효율성을 자극하고 또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을 감소시킬 것임.
- 이러한 공정경쟁은 모든 조직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
고 새로운 제품이나 프로세스의 개발을 장려할 것이며, 장기적
으로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임.
○ 反경쟁 행위는 이해관계자와 조직의 이미지에 해를 끼치게 될 것
이고 더 나아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것임.
○ 조직이 반경쟁 행위에의 참여를 거부할 경우 당해 조직은 그러한
반경쟁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돕는 것이며
이는 결국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
- 다음에서 몇 가지 형태의 반경쟁 행위를 살펴보기로 함.
○ (가격 고정 : price fixing) 가격고정이란 동일한 시장에 참여하는 자
들이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정된 가격에 사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행위, 혹은 수요 공급을 조절하여 가격이 일정
수준에서 지속되도록 시장조건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함.
- 가격고정의 목적은 모든 판매자들의 이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제품 가격을 가능한 한 높게 유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고
정은 판매자들 간의 공모가 필수적임. 따라서 가격고정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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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시장조작 그룹의 경우 때로는 카르텔과 관련되어 있음.29)
- 가격 고정은 때때로 재판매가격유지(RPM : Resale Price
Maintenance)로 알려진 시장에서는 허용되고 있음.
○ (가격담합 및 담합 입찰 : bid rigging) 기업 간 담합(collusion)은 가
장 전형적인 반경쟁 행위 중의 하나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제한하여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가격과 생산량을 결
정하는 것임.
- 담합 입찰이란 비록 여러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지라도 한 업
체에게 상업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공모하는 사기(fraud) 행위이
므로 담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경쟁당국은 일반적으로 담합을 공정경쟁에 가장 큰 폐해를 야
기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
○ (약탈가격의 설정 : predatory pricing) 약탈가격의 설정은 시장에서
경쟁자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매우 낮은 가격
(약탈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일컬음.30)
- 일반적으로 기업은 경쟁기업에 비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
한 수단으로 가격을 낮추는 등의 가격경쟁을 하게 되는데, 만약
시장지배적 기업이 경쟁기업 및 잠재적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평균비용 이하의 낮은 가격을 부과하게 되면
경쟁기업들도 손실을 보며 가격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29) 카르텔의 전형적인 형태는 가격고정(price fixing)과 산출량제한이라고 할 수 있음.
30) 이장원 외(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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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파산하게 될 것임.
- 경쟁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된 이후 시장지배적 기업은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가격인상을 통해 독점이윤을 얻게 될 것임.
- 이처럼 경쟁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약탈하고 독점적 지
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을 평균비용 이하로 인하하는 행태
를 약탈적 가격설정이라고 함.

공정경쟁과 관련된 행동과 예상
○ 조직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심을 기
울일 필요가 있음.
- 첫째, 경쟁법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관계 당국과 협조하는 방
식으로 조직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 둘째, 반경쟁 행위에 참여하거나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관련 절차 및 기타 안전장치를 구축함.
- 셋째, 경쟁법의 준수와 공정 경쟁의 중요성에 대하여 직원들의
인식을 증진시키도록 함.
- 넷째, 경쟁을 증진시키는 경쟁정책은 물론이고 반독점 및 반덤
핑 관행을 지원하도록 함.
- 다섯째, 불공정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빈곤 같은 사
회 조건(social conditions)을 이용하지 않도록 함.
·이는 다국적기업의 불공정한 반경쟁 행위가 개도국 및 후진국
의 빈곤 퇴치와 경제발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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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운영 관행 이슈 4 :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
촉진(Promoting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sphere of
influence)
○ 공공기관을 포함한 조직은 조달과 구매 결정을 통해 다른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치 사슬(value chain)에 따른 리더십과
멘토르십을 통하여 조직은 사회적 책임의 원칙 및 관행의 채택과
지원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조직은 자신의 조달 및 구매 결정으로 인하여 다른 조직에 미치
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
는 것을 피하거나 최소화하여야 함.
○ 가치 사슬에 놓여 있는 모든 조직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과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 촉진 관련 행동과 예상
○ 조직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하
여 조직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첫째, 조직은 사회적 책임 목표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의 구매, 유통, 계약정책 및 관행에 보건, 안전, 윤리, 사회,
환경 및 양성 평등기준을 통합하여야 함.
- 둘째, 다른 조직이 자신과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여 반경쟁 행위
에 가담하지 않기를 권장하도록 함.
- 셋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직의 헌신이 절충되는(compromise)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직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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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 넷째, 중소규모 조직(SMOs)이 사회적 책임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그들에게 사회적 책임 및 최적 관행(best practice) 등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지원하여야 함.
- 다섯째, 사회적 책임의 원칙과 이슈에 대하여 조직과 관계가 있
는 조직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적극 참여하도록 함.
- 여섯째, 사회적 책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치사슬 내 조직
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
관행을 구현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및 이익이 공정하고 실용적
으로 처리되도록 함.

6) 공정운영 관행 이슈 5 : 재산권 존중(Respect for property
rights)
○ 재산권은 물적 재산과 인적 재산 모두를 망라하여 그리고 토지 및
기타 물적 자산, 저작권, 특허권, 펀드, 도덕적 권리(moral rights)
및 기타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 또한 원주민과 같은 특정 그룹의 전통 지식이나 혹은 직원이나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과 같은 광범위한 재산 권리(property
claim)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음.
-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창의력과 발명을 장려할 뿐 아니라 투
자와 경제 및 물적 보안(physical security)을 촉진함.

7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와 대응 방안

재산권 존중 관련 행동과 예상
○ 재산권 존중과 관련하여 조직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심을 기울
일 필요가 있음.
- 첫째, 조직은 재산권과 전통 지식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정책
과 관행을 구현하도록 함.
- 둘째, 조직이 재산을 이용 또는 처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셋째, 조직은 지배적 지위의 오용, 위조 및 불법 복제 등과 같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활동에 관계하지 않도록 함.
- 넷째, 조직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
을 지불하도록 함.
- 다섯째, 조직이 지식재산권과 물적 재산권을 행사하고 보호하
려 할 때 조직은 사회적 기대, 개인의 인권 및 기본 욕구를 고려
하도록 함.

제4장
우리나라의 CSR 현황

1. 정부의 CSR 대응 현황
(1) 관련 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령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와 국가 내 논의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혹은 암
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법령에는, 산업발전법, 지속가능발전
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이 있음.

1) 산업발전법
○ 산업발전법은 제1조(목적)에서‘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
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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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즉 산업발전법은 CSR에 내포되어 있는 지속가능성장과 국민경
제발전으로의 방향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임.
○ 또한 동법은 제3장의‘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 제5장
의‘산업기술·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등에서 CSR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음.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제1조(목적)에서‘…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을 통해 국제사회에 이바

<표 4-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나타난‘녹색성장’및‘녹색경영’
제2조 2항“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
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제2조 7항“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
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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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자 함을 천명함으로써 CSR에 대한 제도적 토대를 제시하
고 있는 것임.
○ 동법 제2조(정의)에서는 녹색성장 및 녹색경영이라는 용어를 구체
적으로 정의·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강조
○ 또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제6조(사업자의 책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4조(국가의 책
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국민의 책무)에서 조직
등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등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모
든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SR)을 강조하고 있음.

3) 지속가능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은 제1조(목적)에서‘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
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
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지속가능발전법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구의 활동31) 및
ISO 26000 같은 국제적 규범을 준수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동 법은 이 외에도 제3장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4장의 지속가능발
전위원회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내
용을 제도화하고 있음.
31)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공공기구의 활동은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및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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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제3장의 지속가능성 평가에서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지
표의 작성·보급 및 지속가능성의 주기적 평가 그리고 이에 따
른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을 명시
하고 있음.

4) 사회적기업육성법
○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제1조(목적)에서‘…사회적 기업을 육성하
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기
업의 고용창출, 취약계층 배려 등의 사회공헌적 활동을 촉진시키
기 위한 사회적 기업 인증 및 혜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사회적 기업’
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
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
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
을 받은 기업을 의미함(동법 제2조).
○ 동 법은 상술한 3개의 법률과는 달리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CSR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소 미시적인
부분만을 다루고는 있으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공생발전
(ecosystemic development)’
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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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의 CSR 추진 현황
○ 2010년 11월, ISO 26000이 제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지속가능경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부응하여, 정부는 지속가능경영의
국내 확산을 위해‘지속가능경영 확산사업’
을 지속적으로 시행하
고 있음.
○ 1999년 2월 8일 제정된‘산업발전법’
은 2006년부터 지식경제부가
구체화하고 있는‘지속가능경영 확산사업’
의 근거가 되고 있음.
○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9조에 의거 녹색성
장 국가전략 3대 전략 및 10대 세부 정책방향을 확정 추진함.
<표 4-2> 2010년 지식경제부‘지속가능경영 확산사업’세부 내역
① 지속가능경영 포럼·컨퍼런스(한국표준협회)
- 정부,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 간 국내외 논의동향 점검, 의견수
렴, 정보공유 및 지속가능경영 정책이슈 발굴
- 2010년 총 6회 개최(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안) 도출)
② 지속가능경영대상(산업정책연구원)
-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문화 확산 촉진
- 2010년 제5회 지속가능경영대상, (주)본아이에프 등 17개 기관 수상
③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산업정책연구원)
- 주요기업 대상 설문·방문조사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진단하여 정책시사점
발굴 및 참여기업에 지속가능전략 컨설팅 제공
- 2010년 5~11월, 총 94개 기업 조사·분석
④ 지속가능경영 대응교육(산업정책연구원)
- 지역별 주요 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ISO 26000 주요내용 및 실천전략, 지속가
능보고서 작성매뉴얼 등 교육
- 2010년 12월, 인천·천안·포항·여수·대구 등 5개 지역, 151명 참석
⑤ 지속가능경영 웹포털 구축·운영(지속가능경영원)
- 국내외 전문자료, 교육영상 등 종합DB 구축(www.csr-korea.net)
주 : 지식경제부 협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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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녹색성장 3대 국가전략
비전
203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
동력화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
산업 육성
6. 산업구조의 고도화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9. 생활의 녹색혁명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 녹색성장 3대 국가전략은 ①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②
신성장동력 창출, ③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표 4-3> 사회적 기업 현황(2011년 8월 현재, 총 555개 기업)
단위 : 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경기

125

34

16

28

22

18

29

98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33

17

25

27

25

20

27

11

32)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1).

32) http://www.socialenterpris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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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진흥원
을 설립하고, 사회적 기업의 인증제도를 실시함.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수익 및 이익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가 요구됨.

2. 기업의 CSR 대응 현황
(1) 대기업의 CSR 추진 현황 33), 34)
○ 2009년 전경련이 실시한‘윤리경영 현황 및 CSR 추진 실태 조사결
과’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경우 CSR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시
스템은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정착단계에는 이르지 못해 향
후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발전이 필요한 상황임.

CSR 관련 제도의 운영·도입 현황
○ 윤리경영헌장을 채택하고 있는 대기업은 2005년의 80.5%에서 매
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95.0%가 채택하고 있음.
- 윤리경영헌장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세부 행동지침으로는 내부

33) 전국경제인연합회(2009),‘윤리경영 현황 및 CSR 추진 실태 조사결과’참조 : 실태조
사는 2009.8.24 ~ 9.10까지 전경련 회원사 중 매출액 상위 200위 기업에 대해 실시하
였으며(총 139개 사), 이 중 88개 사가 응답하여 63.3%의 응답률을 보임.
34) 국내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수행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외국기업의 사례 등은 노환
균(2010)의 사례모음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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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기준 및 규정준수(60%)와 공정거래 및 법률준수(28.8%)
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공헌활동(11.3%), 이해관
계자 소통(7.5%), 환경경영책임(5%), 주주권익보장(3.8%) 등의 순
서임.
- 윤리경영헌장의 다양한 내용 중에서 규정 및 법률준수에 관한
내용 이외의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서 대기업 윤리
경영헌장의 실천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윤리경영교육 시행 여부의 경우 2005년의 60%에서 2009년에는
92%가 시행하고 있었으며, CSR 전담부서 운영 여부의 경우는 2005
년의 31%에서 2009년에는 70%로 나타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은 64%
에 머무르고 있었는바, 이는 윤리경영헌장의 채택 및 윤리경영교
육에 비하여 낮은 수치임.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문제는 윤리경영헌장 채택 및 윤리경영교
육 시행 문제에 비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내용임
을 고려할 때, 우리 대기업의 CSR은 아직 내실보다는 형식에 치
우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인식도 및 애로사항
○ CSR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88%)
이 전사적 차원에서 CSR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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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의 인식도 및 참여도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필요성
을 인식하고 있었으나(97%), CSR 추진 시의 애로사항으로는 노하
우 및 정보부족(36.3%), 추진성과에 대한 확신 부족(26.3%), 영업성
과와의 갈등(25.0%), 의지 및 지원부족(21.3%), 임직원 의식변화 지
체(21.3%)의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 상기 애로사항으로 나타난 항목의 경우 CSR 추진을 위한 형식적
인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바, 즉 우리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 CSR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실과의 많은 갭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향후 역점추진 분야에 대해서는 윤리·투명경영이 28%로 가장 높
았으며, 환경중심녹색성장(25%), 이해관계자 소통(20%), 사회공
헌·기부활동(14%), 일자리창출·경쟁력 강화(12%)의 순으로 나타
남(복수응답).

CSR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
○ CSR 관련 위원회를 운영 중인 기업은 2008년의 47.1%에서 2009년
의 60.2%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기업이 CSR에 대한 요구를
점점 수용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기업이 33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사회공헌위원회, CSR위원회, Compliance Program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8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와 대응 방안

(2) 중소기업의 CSR 경영 인식35)
○ 한국생산성본부의‘중소기업 CSR 경영 실태조사’
에 따르면, 중소
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CSR 인지도(75.2%) 및 추진 실적(38%)에
서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이 CSR 관련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는
시간·예산 부족(33.3%), CSR 경영방법 모름(19.1%), CSR 효과에
대한 의문(15.4%) 등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CSR 교
육 및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음.
○ 또한, CSR 경영을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업의 협력
회사가 56.0%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 CSR 경영활동의 대부분
은 고객사, 즉 대기업의 요구에 따른 공급망(supply chain) CSR의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공급망(supply chain) CSR이란 최종제품을 판매하는 대기업들이
자신의 협력업체들이 법·인권·근로여건 등과 관련하여 초래
한 문제로 인해 비난을 받지 않도록 공급망이 되는 협력회사에
도 기업윤리를 준수할 것을 요구·관리하는 형태의 CSR
○ 2008년 당시 CSR 국제표준 ISO 26000의 도래 여부에 대해서‘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5.7%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CSR 인식
및 국제적 윤리경영 대응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임.

35) 한국생산성본부가 2008.10.1 ~ 2008.12.20까지 실시한‘중소기업 사회적 책임(CSR)
경영 실태조사’참조.

제4장 우리나라의 CSR 현황

83

(3) 지속가능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발간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은 혹독한 기업구조조정을 거
치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윤리경영 측
면의 시정을 요구받았음.
○ 이러한 경영투명성 및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작성과 관련된 사항이 여러 법률에 반영되어 있음. 다만
기업에 지속가능보고서의 발간을 강제하지는 않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권고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각 기업 및 정부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실현하는 역할을 함.
○ 경영투명성과 윤리경영이 당해 기업의 신인도 및 이미지를 제고하
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감에 따라, 기업이 일반 이해

<그림 4-2>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현황(2011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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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에게 윤리경영의 성과를 공시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에 처음으로 4개의 기관이 지식가능보
고서를 공시한 이래 2010년에는 82개 기관이 공시하는 등 참여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
(1) 논의의 배경
○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8월 15일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로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
을 제시함.
- 이는 기업의 패러다임을‘탐욕경영’
에서‘윤리경영’
으로,‘자본
의 자유’
에서‘자본의 책임’
으로 전환시키고, 그로 인한 시장성
과를‘부익부 빈익빈’
에서‘상생 번영’
으로 진화시키는 시장경
제에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공생발전을 위하여 인간애(humanity), 창의(creativity) 그리
고 책임(responsibility)을 중심 가치로 제시하였음.
○ 경축사에서 제시된 공생발전의 개념은 본래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에서 차용한 개념으로서 생태경제학은 경제를 생태계
의 일부로 보는 관점을 적용한 경제학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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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생태계의 일부로 보는 생태경제학 관점을 시장경제의
질서에 적용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기업의
공익 추구 등의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음.
○ 예전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 어젠다로 거론되는 상생발전 및 동반
성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및 관행을 척결하고
올바른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면,
- 이번에 제시된‘공생발전’
은 이보다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기존의 동반성장은 초과이익공유제 등과 같이 대기업과 협력회
사 간의 이익분배 및 공정거래 등과 관련하여‘공정한 1대 1의 관
계’정립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공생발전’
은 동반성장은 기본이고,‘약육강식이 아닌 공존 공
생’
,‘다양성 및 개방을 통한 대립과 차별의 해소’등 다자간 구
성체의 관계를 정립하는‘1대 多 혹은 多대 多의 공생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36)
개요
○ 생태경제학은 1970대 이후 경제를 생태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는 입장에서 출발한 경제학으로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인

36) 본 절은 Wikipedia를 참조(http://en.wikipedia.org/wiki/Ecological_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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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사회와 생태계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임.
○ 생태경제학은 인간의 경제활동과 자연 생태계의 동반적인 진화
및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등 경제학과 생태학을 아우르는 초학
문적인 분야임.
- 생태경제학은 사회 전체의 신진대사(metabolism of society)를 강
조하고 있는데, 생태적 측면에서는 생물물리경제학(biophysical
economics), 생물경제학(bioeconomics) 등의 세부분야로 나누어
지며, 사회·경제의 생태계적 차원에서는 산업 공생의 과학
(science of industrial symbiosis)으로 세분됨.
- 환경경제학은 환경의 보존 및 개발과 관련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환경 및 자원의 가치를 파악하고 보존을 중시하고 있는 반
면에, 생태경제학은 비용편익분석을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지속
가능발전을 추구함.

생태경제학의 기본 전제
○ 생태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Entropy)의 법칙’
의 이해가 필수적임.
- 열역학 제1법칙인‘에너지 보존의 법칙’
은 에너지의 총량은 보
존된다는 것이며, 제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은 자연에서 자원을
활용할수록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개
념임.
- 엔트로피의 증가란 물질세계(고립계, 고립된 물질세계)의 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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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가 증가한다는 것인데, 무질서도의 증가란 에너지의 총량
은 보존되나 에너지(석탄, 석유 등)를 소비함에 따라 에너지는
결국‘쓸모 있는 것’
에서‘쓸모없는 것’
으로 변화한다는 것임.
- 한편,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물질세
계에서 무질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고립계 외부에서 충격
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임.
○ 생태경제학에서의 엔트로피 법칙을 시장경제에 적용해 볼 경우,
만약 현재의 시장경제(고립계 내부) 질서만으로 공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정부 등의 개입에 의한 시장질서 재정립(외부충
격)만이 엔트로피적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음.
○ 즉, 기존의 성장 위주의 경제학은‘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 근거하
여 모든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초점을 두었지만,
- 엔트로피의 법칙을 추가로 고려하게 된다면, 자원은 사용하면
항상 쓸모없는 것으로 이동(엔트로피의 증가)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엔트로피 증가를 억제하는 노력을 강
조하여야 한다는 것임.
- 즉, 기존에 고려하지 않은 자연자원의 고갈을 경제학 모형에 적
용함으로써‘강한’지속가능성의 토대를 제시하고 있음.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차이(
‘strong’vs.‘weak’sustainability)
○ 생태경제학의 기본 인식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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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시작함.
○ 생태경제학은 강한(strong) 지속가능성을 표방하고 있는바, 생태
자원(natural capital)은 인간이 만든 자원(human-made capital)을 대
체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음.
- 강한(strong) 지속가능성이란 자연자원은 인간이 만든 자원들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기본 가정을 약한
(weak) 지속가능성으로 정의했을 때와 대비되는 개념임.
○ 즉 생태경제학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자원은 비대
체적(irreplaceable)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흔히, 신고전
학파 성장이론의 효시인 Solow의 경제성장 모델에 대비되는 개념
이라 할 수 있음.

기술발전에 대한 생태경제학의 입장
○ 기존 주류경제학이 지속성장의 수단으로서 기술 진보를 최고의
善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생태경제학은 기술회의론(technological
pessimism)의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기존의 주류경제학 모형들은 생산의 요소로서 토지, 노동, 자본
의 세 요소만을 고려하고 자연자원은 생산요소로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임.
- 즉 자원의 고갈 및 파괴 등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무분별한 개발
및 성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치명
상을 입히는 등 이를 간과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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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제학에서의 자원의 배분
○ 생태경제학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해서도 기존 경제학과
는 본질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등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기존의 경제학이 성장(growth)과 발전(development)이라는 개념
에 대해 모호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생태경제학에서는
성장은‘경제 산출의 양적인 증가(quantitative increase in economic
output)’
, 발전은‘삶의 질의 질적인 향상(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이라 명확히 정의하고 있음.
○ 다시 말해서, 기존의 경제학은 경제주체들의 소비의 증가는 인간
의 후생(human well-being)을 거의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보는
반면에, 생태경제학은 소비의 증가가 후생 증가를 필연적으로 증
가시키지는 않는다는 입장임.
- 참고로,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학적 방법론을 넘
어서 생태학적, 철학적, 사회학적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외부효과(Externalities)
○ 생태경제학에서는 공공경제학의 기본 요소인 외부효과(externality)
에 대해서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음.
-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의 발생자 및 수혜자가 공존하는
것으로 간주하나, 생태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의 수혜자는 현
세대가 아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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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따라서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래에 편
익 판단에 대한 가중치 설정의 문제가 발생함.
○ 이와 관련 생태경제학자인 Hawken(1993)은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
으면서(unsustainably) 생산되는 제품이 생태계를 고려하면서
(sustainably) 생산된 제품에 비해 값이 싼 이유는, 화폐로 계산되지
않는 인간 환경과 공동체 또는 미래 세대가 대신 지불해야 하는
감추어진 보조금(hidden subsidy) 때문이라고 강조함.37)

(3) 공생발전의 실천
○ 상술한 공생발전의 개념이 생태경제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
라도,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생발전 개념은 생태경제학
의 관심 범위 전체를 포괄하지는 않는 것임.
- 즉, 정책적 목적의 공생발전 개념과 생태경제학의 전제가 일치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는 이론적 측면보다는 보다 현실적
인 공생발전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정부의 공생발전 실천
○ 정부가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두 가
지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첫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 시장은 인센티
브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므로 시장은 때때로 일반적 개념의 공
37) Hawken(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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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에 적합하지 않게 작동될 수 있다는 것임.
- 둘째, 때때로 공정하지 않은 시장 기능으로 인하여 예상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에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제도가 필요함.
○ 이는 ISO 26000 개발 과정의 처리 정당성(input legitimacy)에서 논
의된 것처럼, 공정한 과정은 공정한 참여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 방식(modalities of communication)을 확보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으로, 개별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consensus)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사결정 방식(modalities of decision making)에 대한 검토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대기업의 공생발전 실천
○ 최근에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 활동 중에서 기업의 사
회적 책임과 관련이 있으면서 동시에 공생발전 개념과 어긋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내용을 보면,
- 첫째는 영세 유통 상인이나 중소 협력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것
이고, 둘째는 재벌의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임.38)
○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 대기업의 경우 자신과 직간접적

38)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문제 및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자세한 분석은 생략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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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가 얽혀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
함과 동시에 공생발전의 보편적 개념을 적용해 본다면, 향후 공생
발전의 실천을 위한 대기업의 경영활동 방향에 대한 해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임.

2. ISO 26000의 채택 및 실천
○ ISO 26000은 강제력을 지닌 규범이 아닌 연성규범이며, 품질경영
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인 ISO 9001 등과 같이 인증을 필요로 하
는 표준도 아니기 때문에, ISO 26000이 얼마나 채택될 것이며 어떻
게 이행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즉 우리나라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하여, 첫째는 양적 측면으로 향후 얼마나 많은 조직이 ISO 26000
을 채택할 것인지, 둘째는 질적 측면으로 ISO 26000의 채택이 얼
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것임.
○ Castka and Balzarova(2008)는 강제규범이 아닌 ISO 26000이 조직에
미치게 될 영향력(파급 정도)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직의 특성, 다
국적기업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표 5-1>
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음.39)
○ 양적 측면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 및 대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들은 ISO 26000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의 다양한
조직들이 현재와 같이 주어진 환경에서 ISO 26000을 채택할 수밖
39) 이장원 외(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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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ISO 26000 전파에 관한 가설
가 설
1. ISO 26000의 초기 채택자들은 채택에 따른 인지 이득이 실행비용을 상
쇄하는 사회책임 지향 조직일 것이다.
2. 가장 두드러지는 이해관계자가 인정한다면 회사는 ISO 26000을 채택할
것이다.
조직의 특성
3. 장기 협력관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ISO 26000을 선호할 것
이다.
4. 국제경영시스템표준과 이와 유사한 체계를 과거에 채택했던 회사들이
ISO 26000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5. 다국적기업은 내부 사회적 책임 정책의 정당성을 구하기 위해 ISO
26000을 채택할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6. ISO 26000을 채택하는 다국적기업은 그들 네트워크에서 ISO 26000을
역할
요구할 것이다.
7. 다국적기업 네트워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조직은 계약과 네트워크에
들어갈 기회를 얻기 위해 ISO 26000을 채택할 것이다.
8. ISP 26000의 국가별 채택은 정부가 이 표준을 지지하는 나라에서 더 높
을 것이다.
9. 사회적 책임 의제를 지지하는 정부가 이 표준을 지지하는 나라에서 더
높을 것이다.
정부의 역할
10. 사회적 책임 의제를 지지하는 정부가 있는 국가에서 정부계약을 따려
는 기관은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보이기 위해 ISO 26000을 채택할 것
이다.
11. ISP 26000의 국내 전파는 각국 주요 기관의 강제적 압력에 따를 것이다.
자료 : 이장원 외(2009)에서 재인용.

에 없을 것 같은 요인을 살펴보면,
- 첫째, 상기 제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ISO 26000은 투입정당성
(input legitimacy), 처리 정당성(throughput legitimacy) 및 산출 정
당성(output legitimacy)을 갖추고 있는 등 규범적 정당성을 지니
고 있으므로, 적용대상 조직 입장에서 채택을 거부할 정도의 특
별한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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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UN, OECD, World Bank Group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기
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오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이미 글
로벌 이슈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의 결실이
ISO 26000의 제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세계화를 표방하고 있
는 우리 정부 및 기업들이 ISO 26000의 채택을 거부할 이유가 없
을 것임.
- 셋째, ISO 26000이 무역장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수출입을 통한
대외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채택
하려 할 수도 있음.
○ 다만, 질적 측면과 관련해서 2009년 전경련이 실시한‘윤리경영
현황 및 CSR 추진 실태 조사결과’
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의 ISO
26000 채택이 실질적 내용보다는 형식적 채택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있음.
○ 대기업 등 조직들의 ISO 26000 채택이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
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단지 형식적으로 혹은 조직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일 경우 당해 조직에는 물론 사회 전체에도 바람
직하지 않을 것임.
- 또한 ISO 26000 실천 방향의 경우 조직 중심의 사회적 책임 실천
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바람직한 실천 방향은 조직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고려하는 방
향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요약하면, ISO 26000을 채택했는지의 여부, 즉 양적인 측면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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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를 포함시키고 있는지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 즉 질적인 측면이
훨씬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의 태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령의 제정 여부
○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도모하
고자 상생경영 및 동반성장 등의 구호와 함께 다양한 정책이 시
행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결국에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
고 있음.
- 이 중에서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에 관한 이행을 강제하
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본 절
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기
업집단(재벌)의 시장지배력을 완화하고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
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소액주주의
보호 등과 관련된 선진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기업 관련 선진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미국식 주주
중심 자본주의에서 통용되는 제도 등이 도입되었으며, 그 결과 현
재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조직거버넌스)를 비롯한 기업 관련
정책의 경우 유럽식의 이해관계자 중심 자본주의보다는 미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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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주 중심 자본주의에 가까운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경영과 유사한 개념인 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것임.
- 미국의 기업시민정신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부문의 자발성에
기초된 것으로, 즉 전통적으로 선량한 시민의 자선 및 기부로부
터 발전된 개념으로 기업 경영을 통해서 주주의 이익 증대는 물
론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미국의 경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
록 하는 기업시민정신이 정부의 개입을 대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만약 기업시민정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할 것임.
- 이는 미국이 2001년 엔론(Enron)의 회계부정 사건을 겪으면서
당시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Sarbanes-Oxely Act가 제정된 사
실로부터 추론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에 도입한 기업관련 선진 제
도 등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으며, 또한 ISO 26000 같은 자발적 규
범의 제정은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 이행에 자발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요할 수
있는 법령의 제정은 다소 성급한 결정일 수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은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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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임.
-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
의 수용을 이끌어내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임.
○ 그러나 만약 대기업 등 조직의 사회적 책임 관련 실천이 바람직
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유럽식 이해관
계자 중심 자본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을
것임.
○ 요약하면, 정부가 기업 등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강요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정부가 조직의 행태에 개입
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상 대기업 등이 진정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를 하는 등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인지의 여
부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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