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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는 각 업계에서도 유달리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팬데

믹의 장기화에 따라 기업의 리스크관리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학계나 정계뿐만 아니라 금융계와 일반

업계에서도 ESG로 압축되는 패러다임에 대해 탐구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ESG에 대

한 관심이 커지며 SNUCSR 역시 새로운 주제들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

습니다.

2021년 상반기 정규세션은 교육세션, 케이스스터디, 전략제안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ISO26000의 핵심

주제들을 탐구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주

제의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고, 이후 개별 산업군에서 각 기업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지속가능경영 및 CSR

전략을 제안해보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여러 기업 및 단체들과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SK에코

플랜트의 4월 ESG소위원회에 참여하여 MZ세대의 관점을 공유했으며 한국표준협회 경영혁신센터장님과

ESG경영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삼일PwC 소속 ESG컨설턴트를 초청하여 강

연 시간을 가졌으며 CSR Forum 산하 CSR Youth Initiative의 발대식과 정기포럼에 참여하고 교육세션을

진행했습니다.

Sustainability Review 36호에서는 SNUCSR이 한 학기 동안의 공부를 바탕으로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의한 바를 최대한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EU 지속가능금융패키지, 한국의 지주회사제도, 인공

지능과 기업윤리, 행동주의 주주, 여성 이사 할당제 논의, 국내 탄소중립 현황 등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이

슈들을 담아냈습니다. 현직에 계신 전문가 및 관계자 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대학

생들의 새로운 시각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항상 저희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기업과 기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회

SNUCSR이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탐구하는 구성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회 SNUCSR

28기 학회장 이석범입니다. 저희 학회의 한 학기 동안의

활동과 고민을 담은 Sustainability Review 36호를 발간

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학기 28, 29

기 학회원들과 지속가능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에 대해 공부한 결실이 이제야 맺어지는 느낌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비록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의거해

정규세션과 대부분의 활동들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원들의 열의와 열정 덕분에 뜻깊

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SNUCSR 28기 회장

이석범 드림



2021 봄학기

활동 살펴보기
28기 김현서, 28기 이유림

2021-1학기 SNUCSR 활동로드맵

5월 6월 방학

3월 4월

3/19 오리엔테이션
3/26 1차 교육세션

4/2 2차 교육세션
4/9 3차 교육세션
4/16 중간고사 휴회
4/23 외부 연계활동

준비 세션(SK 건설)
4/30 연사 초청 강연

5/7   케이스 스터디①
5/14  케이스 스터디②
5/21  (전략제안 관련)

3차 교육세션
5/28 전략제안 중간발표

6/4  전략제안 최종발표
6/11 기말고사 휴회

SR 발간 및 기타 외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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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션 케이스스터디 전략 제안

- 1차 교육세션-CSR 일반 관련 이론
및 지표 교육

- CSR 매뉴얼 숙지 확인 퀴즈
- 2차 교육세션 예시 발표
- 3차 교육세션 (ISO26000의 7대 핵심

주제 팀별 발표)

-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제들을 선정해 팀별
탐구 및 발표

- ESG 투자, 죄악산업, 공공기관 윤리경영, 
ESG와 HRM, 대학의 사회적 책임 등

- 기업군 선정 후 팀별 기업을 선정
- 전략제안 중간발표 및 기말발표
- 무역,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증권, IT



1.교육 세션

2021년도 1학기에는 세 차례에 걸쳐 교육세션을 진행하였다. 1차 교육세션에서는 ‘CSR 일반’을 주제로 CSR의 정의, 모형, ESG 등

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UN SDGs, UNGC, ISO 26000 등의 지표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활용하는 방법으

로 GRI Index, 중대성 평가, 제3자검증 등을 소개하였다. 2차 교육세션에서는 ISO 26000의 7대 주제 중 하나인 ‘인권’을 바탕으

로 하이닉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하기도 하였고 이후 학회원들이 나머지 주제인 공정운영, 노동관행, 소비자, 조직 거버

넌스, 지역사회, 환경을 주제로 직접 발표를 진행하였다. 공정운영 팀은 SK 이노베이션을, 노동관행 팀은 삼성전자를, 소비자 팀은

삼성화재를 선정했으며 조직 거버넌스 팀은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지역사회 팀은 SK 텔레콤을, 환경 팀은 현대제철을 선정해 지속

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하였다. 각 팀은 주제의 정의 및 시의성을 정리하고 관련된 법률, 뉴스, 단체들을 소개하며 단순히 보고서

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해당 주제의 중요성과 사회적 연관성을 폭넓게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편향된 정보와 기업에 유리한 가이드라인만 반영하는 모습 등을 지적하며 기업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

요가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교육세션에서는 전략 제안 과정 및 세부활동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전략 제

안 중간발표에서 다루어야 하는 중대성 평가, SWOT 분석, 비전하우스 등 기업 분석과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하였고, 전략 제안 최

종발표에서 각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다루었다.

2.케이스스터디

교육세션에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다졌다면, 케이스스터디에서는 경제, 사회, 환경의 분야에서 ESG와 관련된

최근 이슈들을 살펴보고 CSR 활동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ESG 투자의 재무적 성과, 죄악산업과 ESG, 대학의 사회적

책임(USR)과 서울대학교, ESG 관점에서의 HRM 전략, 공공기관의 윤리경영과 같은 주제가 선정되었으며 각 이슈가 주목받는

이유와 관련된 개념 및 현황을 소개하였다. 또한 해당 산업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등 학회원들만의 관점을

제시하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주제를 탐구하려는 시도를 통해 ESG와

관련된 이슈들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케이스스터디가 될 수 있었다.

경제
(Economy)

사회
(Social)

환경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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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략 제안

학기 중 마지막 학회 활동인 ‘전략 제안’을 통해 학회원들은 산업군과 기업을 직접 선정하고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다

양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전략 제안 산업군으로는 무역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동차 산업, 증권 산업, IT 산업이 선정되었으며,

무역 팀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엔터테인먼트 팀은 닌텐도를, 자동차 팀은 현대자동차를, 증권 팀은 삼성증권을, IT 팀은 네이버

를 전략 제안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각 팀이 제안한 전략은 아래에 제시된 표와 같다.

산업군 선정기업 전략제안내용

무역
포스코

인터내셔널

• 미얀마 문제 대응 및 책임성 있는 공시 체
계 마련

• 공공 식수시설 및 위생시설 지원
• 혼농임업 시범사업 시행
• REDD+ 관련 민관협력 참여

엔터테인먼트 닌텐도

•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퀴어 퍼레이드 섬
만들기)

• ‘동물의 숲’을 활용한 친환경 캠핑 세트 판
매

• 에이블 테크(Able-tech) 도입
• 닌텐도 플레이센터 설립

자동차 현대자동차
• 중고차 시장 진출
• 배터리 원료의 윤리적 소싱
• 전기차 재활용

증권 삼성증권

• 개인투자자 및 시니어 대상 금융 교육
• IT 기반 서비스 확충을 통한 미들·백 오피

스 효율성 증진
• 국내 친환경 사업 투자 및 기술금융 투자

확장

IT 네이버

• 제페토를 활용한 공연예술계·관광 시장 지
원

• 네이버 카페 챌린지
• 사회 이슈 관련 웹툰 제작
• 실버 e 커머스 교육
• 다크 데이터 감소 캠페인

전략 제안은 중간발표와 최종발표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전략 제안 중간발표에서는 기업 선정 이유, 기업 분석(중대성 평

가, 비전하우스, SWOT 분석 등), 제안하고자 하는 전략의 방향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후 최종발표에서는 각각의 전략을 구

체화하여 로드맵 형태로 제시하였고, 각 전략의 기대효과와 성과지표 체계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전략 제안을 통해 학회원들은

각 산업군에서 최근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들을 살펴보고 환경, 사회, 인권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전략들을 직접 고안해냄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볼 수 있었다.

Summer 2021 8



FOCUS
ESG와 거버넌스

여성 이사 할당제, 도입되기 전 선결돼야 할 논의들

한국의 지주회사제도와 그 리스크 -국내 주요그룹들의 지배구조 이슈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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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사할당제, 
도입 전 선결돼야 할 논의들

29기 장연주, 정혜인

1.서론

자본 시장법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부터 2조원 이상의 상장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여성 이사를 고용해야 한다. 지금도 많은 찬반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할당제가 2022년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입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시행의

주체들이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기존에 여성 이사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통해 본보기를 얻

고자 한다. 이어 ‘여성 이사 할당제’에 도입 이전에 전반적인 여성 고용에 있어 한국의 현 위치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여성 이사

할당제’를 비롯한 ‘여성할당제’가 한국에 자리잡기 위해 어떠한 찬반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여성고용현황

2.1여성할당제

여성할당제는 사회 각 분야에 기용하는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여성할당제는

2000년 <정당법>을 시작으로 정치 분야에 있어 먼저 도입되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앞서 소개하였듯 민간기업에도 도입하려는 시도

를 보이고 있다. 유럽을 선두로 여러 국가들은 이미 민간기업에도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처음으로 이를 도입한

국가는 노르웨이다. 노르웨이는 2003년 유한책임회사법을 통해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했으며, 2006년 이를 민간기업에도 적용하

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노르웨이에 이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여성 이사 할당제를 시행하였고,

최근에는 미국, 일본, 인도 등이 시행에 참여하며 그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 시행 방법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여성 이사 할당제 도입을 했을 때 혜택을 주는 방식, 혹은 도입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할당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벌금, 더 나아가 상장폐지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반면 스페인은 법적인 제재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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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할당을 따를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였다(박수익, 2019). 이미 다양한 국가들이 시행한만큼, 우리나라도 ‘여

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하기 앞서 전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더 나아가 시행 전 각 국가들의 남녀고용 현황, 배경 등을 이해하고, 각 방식에 따라 현재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

을 것이다.

2.2국내여성고용

2022년 ‘여성 이사 할당제’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은 현재 어느 단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내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3.6%로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평균20.6%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김영선, 2019). 우리나라는

이처럼 여성 임원 비율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고용 전반에 있어서도 남녀의 차이가 큰 편으로 지적 받고 있다. 한국은

2019년 유리천장 지수 및 성별임금격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여성 노동자 임금은 남성의 3

분의 2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논의들이 일찍이 제기되며 문제점이 인식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부터 여성 고용을 위

한 여러 법안들이 제정된 바 있다. 1987년 남녀 간 고용차별을 금지한 최초인 법률인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1996년 여

성채용목표제, 2017년 경력단절여성법 등이 시행되었다. 그 중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남

녀고용평등법 제1장 제1조)으로 한다(김준영, 2018). 이 법을 기반으로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 등이 빠르게 정비되었으며,

육아휴직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이 여성 노동력 확보와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 여성

차별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1987년~2017년 기간 여성 취업자 수는 71.7% 증가하였다(김준영,

2018). 그러나 실효성 측면에는 분명 아쉬움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여성 노동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하

는 등 여성 고용, 노동을 가리키는 여러 지표에 있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여성 고용과 관련한 논의와 여러 법들이 존재해 왔음에도 한국의 고용 불평등은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전반적인 여성 고용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는데, 고위직인 임원급을 의무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지 의문이 제기된다. 고용 비율이 법제화됨으로써 기업들은 강제적으로 여성 임원을 선발하게 되겠지만, 이에 대해 기업들이 적극적으

로 필요성을 인식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2020년 법이 제정된 이후, 점차 강제 시행의 기간이 다가오자 기업들은 하나 둘 여성

임원을 선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민간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 기업의 ESG에 대한 투

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S(사회) 점수를 높이는 차원으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3.찬반논의

따라서 법이 도입되기 앞서 여성할당제를 둘러싼 근본적인 논의점과 더불어, 이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리하여 균형 잡힌

결론과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가열돼 있는 여성할당제에 대한 논쟁을 단계

적으로 살펴보았다. 여성할당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1) 여성할당제를 통해 ‘유리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2) 실제로 성별 다양성이 높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2020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여성직장인 300명과 기업 인사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직장인 71%는 승진ㆍ평가ㆍ

업무기회 등 회사생활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인 답변을 살펴보면, 64.3%는 '승진에 있어 유리천장이 존재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44.7%는 '기업에서 여성 관리자 임명을 기피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응답했다(김벼리, 2020). 뿐만 아니라, 여성할당제가 기회 균등을 넘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맥킨지가 12

개국 10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사회 성별이 다양한 기업의 영업이익이 남성 비중이 높은 기업보다 21%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 국적, 인종, 종교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환경은 개개인이 각자의 특성

과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돕고, 나아가 기업 전체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고제웅,

2020).

반면 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여성 고용에 기여할 수 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여성할당제가 유리천장을

깨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마리앤 버틀란드 교수와 공저자들은 논문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이사

회에 일정 비율 이상 여성을 임명하는 할당제가 당연해 보이는 목표, 즉 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지위를 신장하는 데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르웨이의 경우 여성할당제는 여성 CEO 수를 늘리거나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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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젊은 여성들이 기업에서 경력을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 혹은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유도하는 점과 같은 측면에서 효과

가 없었다.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의 수를 늘리는 것은 의사결정과 기업의 이익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하

지만 버틀란드 교수의 연구는 몇몇 여성을 기업 이사회에 앉힌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여성들이 유리 천장을 깨고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장애물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Claire Cain Miller, 2014), 즉 여성할당제는 모든 여성이 아닌 특권층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

도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여성 이사 의무 할당제’에 대해서는 특히 산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예

를 들어, 건설 업계의 경우 여성 임직원의 비율이 11.5%에 불과하는 등 애초에 여성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며, 따라서 전문성이 있

는 여성 임원을 선발하기가 쉽지 않다. 즉, 여성 임원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기에 앞서, 특정 산업의 성비 불균형이 심한 이유를 파악하

고 보완함으로써 성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만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앞서 사회적으로 보다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행의 주체인

기업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고위직인 임원을 선발하는 것은 사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이며, 따라서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할당제가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지 법의 강제성,

혹은 ESG 평가를 이유로 진행되는 제도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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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주회사제도와 그 리스크
-국내 주요그룹들의 지배구조 이슈를 중심으로-

28기 김오정, 백승우, 이나연, 이석범, 이정민

1.서론

1-1.지주회사의개념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회사 1 를 일컫는다. 국내 지주회사제도의 역사는 길지 않다. 경제력집중을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1999년

이전에는 오히려 지주회사제도를 금지했다(최영익, 2019.09.16). 그러나 기업 지배구조의 단순화 및 투명화, 그리고 구조조정의 용이

등 경영 효율 제고를 위해 1999년 4월 1일 공정거래법에 지주회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순환출자를 위주

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순환출자는 출자구조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적은 자본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게 한

다는 점에서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수월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지주회사 지배구조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의 직관적 수직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투명하다.

1-2.지주회사규제내용

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구별된다. 일반지주회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에 근거하는 지주회사를 가

리킨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로, ①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②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일 것, ③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회사를 일컫는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일

반지주회사와 달리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지배를 받는데, 이는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분리하여 규제하기 위함

이며, 후술할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된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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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지주회사

근거법의 정의에 따라,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며 주식가

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는 지주회사로 강

제 전환된다. 또한,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

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채비율 제한(공정거래법

제8조의 2)을 통해, 부채 확대를 통한 새로운 자회사의 편입을

방지하고자 했다(이성복, 2012.11.30).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는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자

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 20% 이상) 소유해야 하며,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 소유

해야 한다. 이는 지주회사 제도를 계열사 확장의 수단으로 이

용하려는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타계열회사에 대한 주

식소유에도 제한이 있는데,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

유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가 불가하며,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의 소유가 불가하다.

(2) 금융지주회사

공정거래법상의 요건만 갖추면 강제 전환되는 일반지주회사와

달리,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의

인가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다(최영

익, 2019.09.16). 금융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금산분리 원칙이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

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

을 소유할 수 없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지분 소유를 금

함으로써 이들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금융지

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해당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소유해야 하며,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

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 행위

를 할 수 없다(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이는 자체적 사업 영위

가 가능한 일반지주회사 규제와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1-3.관련현황

최근 공정경제3법 개정은 지주회사제도와 연결고리를 가진다.

지주회사제도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으

나 오히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일조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이 단독지배기준에 준하는

50%( 상 장 회 사 30%) 로 강 화 되 었 다 ( 개 정 법 제 18 조 ).

지 주 회 사 제 도 는 개 정 된 상 법 제 406 조 의 2 에 서 신 설 된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과도 연관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손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자회사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 체제

기업들의 경우, 해당 제도를 악용하여 기업을 좌지우지하려는 해외

투기자본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도 도입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상기 개정안은 모두 지주회사제를 운영 중인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위주로 선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감행했던 기업들에게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강한, 2020.12.03).

이처럼 지주회사의 운영이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능사가 아님에도,

국내 대기업들은 지주회사 위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 미운영 시 일어날 수 있는

사업상의 리스크 때문이다. 발생 가능한 리스크는 기업마다

상이한데, 본고에서는 재계 순위 1-3위에 해당하는 삼성, 현대차,

SK그룹을 중심으로 각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관련 리스크,

그리고 리스크 해소방안을 지주회사제도의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2.삼성그룹

2-1.현행지분구조

삼성그룹의 지분구조 분석의 핵심은 삼성 계열사 중 규모와 매출

면에서 압도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작성된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총수일가는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2020년 기준 5.8%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적은 직접지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20년 기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에 대해 17.1%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것을 포함, 총수일가가 삼성물산에 총 31.2%

지분을 보유한 점을 고려했을 때, 삼성물산이 다른 계열사들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구조 상단의 기업임을 알 수 있다.

삼성물산의 주가 역시 삼성물산의 성과와 더불어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2 단,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
액을 보유할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3 단,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
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적용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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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총수일가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과

정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변화될 가능성도 제기되었

으나 상속이 마무리된 현재로서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에 대한 직접지분율이 0.06%에

불과해 그룹의 지배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해당 부분이 상속에서 반영되었다.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가 삼성생명 지분 상속을 포기하고 이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겨주며,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

희 회장 삼성생명 직접지분을 법적상속분보다 많은 10%가

량 상속받아 개인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나머지 지분에 대

해서는 총수일가가 법적 상속 비율인 3:2:2:2 (홍라희 여사

가 3을 상속, 나머지 3명의 자녀는 균등분할) 대로 상속하며

지배구조 면에서 별다른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송기영,

2021.06.03).

2-2.현행지배구조상리스크

현재 지배구조상으로는 삼성그룹을 둘러싼 다양한 사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링크에서 취

약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분 투자에 제약을 받는 금융

계열사의 특징과도 관련이 깊은데, 특히 “삼성생명법”이라

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이 이루어지며 취약점이 부각되고

있다. 삼성생명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한 보험업

법 개정안이다.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보유액을 기존의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며

이를 보험사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

식이다. 취지는 보험사가 한 회사에만 집중투자하는 것을

막아 보험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시가를 반영함으로써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나, 적용 대상이 삼성생명밖에

없어 삼성그룹에 대한 무리한 규제라는 비판도 제시되고 있

다(송기영, 2021.06.03).

삼성생명은 1980년대 천원대에 삼성전자 주식을 인수했기

에, 삼성전자 보유 지분의 취득원가는 5444억으로, 별도재

무제표 기준 삼성생명 총자산 309조8026억원의 0.17%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를 시가로 계산하게 될 경우, 해당 지

분의 가치는 2021년 5월 기준 41조4148억756만원에 달한

다. 결국 삼성생명법 하에서는 총자산의 3%가 넘는 부분은

매각해야 하는데, 매각해야 하는 지분율은 시가에 따라 변

동할 수 있으나 대략 30조가량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삼

성화재 역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해, 삼성생명과 삼

성화재가 보유한 지분은 8.51%, 1.49%에서 1.91%, 0.57%

로 급감하게 된다. 총수일가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

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21.18%에서 13.66%로 떨어

진다. 그렇다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거쳐 삼성전자에 지배력을

강화하는 기존의 지배구조 체제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해결책이 강

구되는 상황이다(황정수, 2021.05.01).

이처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판매하게 될 경우 삼성생명의 주가에

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일각에서는 지분을 팔아 유동성이 생겨 영

업이 개선될 것을 예상하지만 보험업계 전체의 성장률과 수익률이

둔화되고 있고, 역으로 삼성전자의 배당수익이 사라지면서 삼성전자

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아 대체투자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최환

의, 2021.01.28).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막대하게 납

부해야 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황정수, 2021.05.01).

한편 삼성생명법 외에도 IFRS 17의 도입과 보험사의 RBC 관련 요구

사항 등이 강화되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예전처럼 보유하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즉 보험사가 타 계열사 지분을 보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지는 현실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1995년 은행법

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이후 2003년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보험사

가 특정 회사 지분을 보험사 자산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법이

도입되었는데, 이 역시 금산분리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

3%가 기존에는 취득원가로 계상되었다면, 이를 시가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삼성생명법이라고 볼 수 있고, 금산분리 원칙 하에서 이러

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 가능하기에 삼성의 지배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김성화,

2020.07.07).

2-3.지배구조리스크의해소와지주회사로의전환가능성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결책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일

각에서는 실질적 의결권 행사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공정거래법 11조에 따라서 대기업 계열사 지분에 따른 의

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5%만 행사할 수 있게 되

는데, 기존 21.18%를 보유하더라도 15%만 행사할 수 있었다면 사실

상의 영향력 행사는 1.34%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황정수,

2021.05.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이미 외국인 지분율이 높

은 삼성전자의 상황상 섣불리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다. 그렇다면

삼성그룹 내에서 인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약 43%를 팔고 그 돈으로 삼성

전자를 구매하게 될 경우 자금 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성장성이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팔고 오로지 총수일

가의 지배력 확대만을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구매하는 것은 배임 문

제로 번질 수 있다(황정수, 2021.05.01). 또한 삼성바이로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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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은 기아 (1.74%), 현대차(2.62%) 등으로 , 현대글로비스

(23.29%)를 제외하면 크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즉, 대주주의

적은 지분을 바탕으로 짜인 순환출자구조인 셈이다.

3-2.현행지배구조의리스크

이러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귀추가 쏠리고 있

다. 우선, 순환출자 구조에서 한 계열사의 부실은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기 쉽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또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총

수 일가의 지분을 높이지 못하면 외부 투기 자본의 공격에 취약해

지며 경영권 방어 역시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역시 치명적이다(연선

옥, 2021.06.04). 순환출자 체제 하에서는 기업 간의 은밀한 상호

지원 혹은 부당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사

업 구조 개편이 어려우며 유연한 변화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최종학, 2020.11). 실제로 오늘날 기업의 EGS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ESG 중 지배구조(G)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는데, 현대자동

차그룹 역시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해 ESG 경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3.지배구조개편시도

정의선 회장 역시 2018년, 지배구조 개편이 현대차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밝히며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의 시도는 현대모비스를 그룹 지주사로 만들

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현대모비스

의 캐시카우(cash cow)라고 할 수 있는 모듈과 AS 부품 사업을 정

의선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한 후, 총수 일

가의 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한 자금으로 모비스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아가 가진 현대모비스 지분과 현대글로비스

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등을 매입하여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

하고, 주요 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을 끌어올려 지배력도

함께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연선옥, 2021.06.04). 이 지배구조 개

편안에 의하면, 지주회사로 전환된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게

되고, 현대차는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제철, 기아와 같은 다른 회사

들을 지배하는 구조로 재편된다(최종학, 2020.11). 이러한 계획에

는 현대모비스를 전동화와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의 차세대 핵

심 기술을 갖춘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키워서 그룹을 기존의 제조

업 베이스에서 소프트웨어, ICT 중심 그룹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연선옥, 2021.06.04).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여러 계열사 주식을 보

유하고 있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을 비롯하여 모비스의 여러 소

액주주들의 반발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 여기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합병 비율로, 엘리엇은 모비스의 모듈 및 AS 사업부의 가치

가 저평가 되었다며 그룹에서 산정한 합병비율이 모비스 주주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였다(박재영, 2018.05.30).

지분을 매각하면서 법인세 역시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김경민,

2020.08.31).

이로 인해 발생하는 더욱 큰 문제는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지

주회사가 될 수 있는가이다(황정수, 2021.05.01). 공정거래법

상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

의 50% 이상인 회사는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는데 삼성물산

의 자산총액은 2020년 기준 약 54조원으로, 30조원의 삼성전

자 지분을 인수한다면 지주회사가 된다. 지주회사가 될 경우 새

롭게 강화된 규정에 따라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데,

30조원의 인수 후에도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은 기존 지분

5%, 추가 지분 11%로 자회사 요건은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황

정수, 2021.05.01).

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일각에서는 지주회사 전환과 자금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을 제시한다. 인적분

할(spin-off)이란 동일한 회사를 둘로 나누고 주주들이 두 회사

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는 방식으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의 주

식의 전부를 기존 회사가 소유하는 물적분할(carve-out) 방식

과 구분된다(최종학, 2020.11).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전자 투

자회사를 3, 삼성전자 사업회사를 7로 각각 분할한 후, 삼성전

자 투자회사는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을 인

수하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전자 투자회사 지분

을 인수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삼성물산→삼성전자 투

자회사→삼성생명 사업회사로 신규 지배구조가 편성된다 (이성

규, 2020.10.28). 추후적으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투자회사

를 합병해 오너일가→삼성물산 + 삼성전자 투자회사→삼성전자

사업부문으로 개편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해당 구조의 장점

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활

용 가능하고,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병회사에 현

물 출자하며 총수일가의 경영권이 안정된다는 점이다(김정훈,

2020.09.18)

3.현대차그룹

3-1.현행지배구조

현대자동차그룹의 오랜 핵심과제이자 숙원사업은 지배구조 개

편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국내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순환

출자 고리란 A-B-C-A 식의 연결 고리를 통해 운영되는 기업

지배구조를 통칭한다. 현재 현대자동차그룹은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기아→현대모비스→현대차→

기아, △기아→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 △현대차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현대차, △현대차→현대제철→현

대모비스→현대차 등이다(이승훈 외, 2020.10.14). 이 중 현대

자동차그룹 총수로 등극한 정의선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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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이러한 개편 계획의 당위성과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역시 패착

으로 꼽히고 있다.

3-4.지주회사로의전환가능성과전망

2018년 개편안이 실패로 돌아간 후, 현대자동차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안을 제시한 바는 없다.

다만, 새로운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 현대

모비스를 각각 인적분할한 후 3개의 투자 부문을 합병하여

지주사로 만드는 것이다(이승훈 외, 2020.10.14). 이 경우

정의선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현대차

홀딩스(가칭)에 현물출자하여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

식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금산

분리 원칙으로 인해 현실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현

대자동차그룹이 전격 지주회사 체제를 검토한다면 이 원칙

에 따라 금융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되고, 현대차와

기아가 보유한 그룹 내 금융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승훈 외, 2020.10.14). 실제로 롯데그룹은

2017년 롯데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원칙에 따라 롯데손

해보험과 롯데카드 등을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대출이나

할부, 리스 등의 금융서비스가 필수인 고가의 자동차 기업

에서 현대캐피탈이나 현대카드 등 상당한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금융계열사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향후 거버넌스 재편에 대한 현대자동차

그룹측의 공식 입장이나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다. 그럼에도,

순환출자 체제에 대한 거세지는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라도, 그리고 정의선 회장의 향후 경영권 유지를 위한 지

분 확보를 위해서라도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최종학, 2020.11).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전기차 등으로 대표되는 자동차업계

의 급변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지금 중대

한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배구조 정비를 통해 경영 체제를 안정

화하고 기술과 혁신 등의 역량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배구조의 개편 및 안정화에

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성급하게 개편안을 추진하기 보다는 주주 및 투자자

들에게 합병 비율이나 분할 이유 등과 같은 당위성을 납득

시키고 시장 및 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4. SK그룹

4-1. SKT지배구조개편현황

올해 4월, SK텔레콤의 중간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의 인적분할이 결

정되면서 SK그룹은 앞으로 중간지주회사체제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의 특성 상 SK텔레콤은 사업회사가 존속법인으로 남고, 지주

회사가 신설법인으로 재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분할 비율은

존속법인이 약 0.607, 신설법인이 약 0.392로, 분할 재상장은 일단

11월 29일로 예정되었다. 중간지주회사에는 SK하이닉스, 11번가, 원

스토어, ADT캡스, 웨이브, 티맵모빌리티, SK플래닛 등 16개 ICT 계

열사가 배치될 전망이며, 존속법인에는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피

에스앤마케팅 등 7개사가 남아 AI 기반의 구독 마케팅 사업과 메타

버스 사업,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등에 주력할 방침으로 보인다.

SK가 이렇게 인적분할을 서두르는 이유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2022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규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30%이상 보유

해야 한다. 현재 SK텔레콤의 SK하이닉스 지분 보유량은 20.1%로,

분할이 내년 이후로 미뤄지면 중간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SK하이닉스 지분의 10%에 해당되는 10조 원 가량이 추가적으로 필

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SK텔레콤의 인적분할을 마무리

하려는 것이다(윤혜진, 2021.06.30).

4-2.현행지배구조의리스크

1990년대부터 지주회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지주회사

에 대한 규제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보를 강조하면서

확대되어왔다. 2022년부터 자회사 지분율 규정이 30%로 바뀌는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SK는 규제 개정안의 소급적

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름으로써 이러

한 정책 변화 리스크에 대해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SK가 굳이 중간지주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현행 지배구

조에 손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현행 지배구조의 리스크가 정

책 변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SK하이닉스는 SK텔

레콤의 자회사로서 SK의 손자회사 위치에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보유하려면 지분을

100% 취득해야한다. 그 결과 SK하이닉스는 그동안 다양한 투자 이

슈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SK텔레콤 리스크로 여러 제약을

받아왔다(윤혜진, 2021.06.30). 특히 규모가 큰 M&A일수록 SK하이

닉스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에 대해서는 원천적

으로 불가하다는 점이 SK에게는 투자 리스크로 인식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그러나 중간지주회사가 만들어지면 향후 규모가 작은 지분

100% 인수 건은 SK하이닉스가 직접 하더라도 큰 규모의 인수는 중

간지주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조인트벤처와 같

은 이슈에 대해서도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자회사로서의 리스크가 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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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특히 규제 하에서의 경직성을 극

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우회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규제를 피하기 위

한 모습을 보이며, SK의 중간지주회사 사례도 그 중 하나로 보인다.

따라서 지주회사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여러 규제들

이 불필요하게 중간지주회사로의 전환과 지주회사와의 합병을 종용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SK텔레콤의 기존 소액주주들 중 일부는 합병 시 최대 주주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SK 주가를 띄우고 중간지주

회사의 주가를 억누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선의의 피해

자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분명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론:한국기업의지배구조개편과지주제도

주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시도한 앞

선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지주회사제도는 기업지배구조를 개편

하여 사업상의 리스크를 줄이는 하나의 유용한 방법론으로써 기능한

다. 지주회사제도가 금지되었던 1980~1990년대 당시의 지배구조

상의 약점은 IMF 외환위기가 터지며 연쇄적인 기업집단의 도산 및

해체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의 기업에서는 문어발식의 무분별한 사

업부문 확장에 따른 자회사 보유 수 급증, 순환출자에 따른 기업 지

배지분비율의 왜곡, 순환출자 기업사이의 상호지급보증에 따른 사업

상 리스크의 공유가 만연했다. 지주사를 중삼으로 한 구조 개편 과정

에서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사업회사간 지분율을 조정하기에 위와

같은 후진적인 기업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지주회사로의 전

환은 가장 상위에 있는 지주사가 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과 방향

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룹의 신사업 방향을 논

의하고, 사업회사간 사업부문의 교통정리를 하는데 유용하다는 평가

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장점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앞

선 삼성그룹 및 현대차그룹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주회사로 전환

하는 지배구조의 개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집

단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배구조 개편에 자금

을 대거 투입할 경우 타 부문에 사용할 자금은 자연히 줄어든다. 즉

기업의 신사업 또는 기존사업의 개편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이 기업

의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것이다. 지배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금이 보

유한 현금 및 기 투자재원에 비해 많을 경우, 기존 사업의 정리가 불

가피할 수도 있다. 지분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및 각

종 부대비용도 적지 않다. 또한 현대차그룹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매매를 통해 조정하고자 하는 사업회사들의 지분비율이 현재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두 회사의 미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

는 경우 기존 주주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또다른 문제는 피라미드 구조의 다층적 형태로 기업이 재편됨에 따

라 구조적인 비효율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주사를 통해 그

룹 차원의 방향성 설정, 신사업 투자, 사업회사간 교통정리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간에서는 결국 SK와 SK텔레콤 중간지

주회사의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

었다. 하지만 5월에 SK텔레콤의 자사주 소각이 진행되면서 발

행주식의 10.76%에 해당되는 869만 주(5월 3일 기준 약 2조

6000억원 규모)가 소각되었고 이에 따라 자기주식비율이 기존

11.87%에서 1.25%로 하락했다. SK텔레콤의 자사주를 활용해

SK와 합병 후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편입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SK하이닉스는 손자회사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즉,

SK와 중간지주회사의 합병 가능성은 일단 차단된 것으로 보인

다(장태민, 2021.06.24).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은 분분하다. 혹자는 올해 안에 SK하이닉스의 자회사로의 전환

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요원할 것이라 평가하지만(김

대성, 2021.07.08), 장기적으로 SK와 중간지주회사 간의 합병

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향후 기업가치

를 높인 SK가 현물 출자, 주식 교환 등을 통해 신설 회사에 대한

SK의 지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중간지주회사를 합병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미 그전에도 SK C&C가 상장한 6년 뒤

SK C&C와 SK가 합병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

다. 다만, 최소한 2~3년간은 이 같은 지배구조를 유지할 가능성

이 높다고 볼 수 있다(윤혜진, 2021.06.30).

일부 전문가들은 SK텔레콤의 자사주 소각에 대해 SK 최태원 회

장이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주의 마법을 부

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하지만(윤혜진,

2021.06.30), 그보다도 SK텔레콤의 자사주 소각 역시 현행 규

제 아래 발생하는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이윤정, 2021.06.07). 현재 SK의 SKT 지분

율은 발행주식 기준 26.78%인데,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

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은 30%로 맞춰가야 한다. 자사주를 소각

하지 않으면 중간지주회사로 자사주가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SKT가 중간지주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면서 공정거래법에 어긋

나게 된다. 현재 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지

분 보유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고 있다. 결국 SK가 자사주로부

터 파생된 지분을 가져오는 데 비용이 발생하고, 중간지주회사

지분율을 30%까지 높여야 하는 숙제도 떠안게 되는 것이다(최

열희, 2021.04.29).

4-3.중간지주회사전환의시사점

여타 대기업 그룹들과 달리 SK는 이미 지주회사체계를 수용한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SK가 다시한번 중간지주회사체계로 지배

구조 개편을 감행한 것은 지주회사체계의 경직성과 더불어 정

책 개편에 따라 기업이 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여실히 보여준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지주회사에 대한 정책 당국의 지분율 규제가

과도할 경우, 정책의도와 다른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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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와의 공존 속에서 어떻게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갈지 그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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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나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개별 사

업회사의 의사결정 중 전략 단위에서의 큰 결정들은 지주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사업회사가 손자 또는 증

손회사의 단위에 위치하고 있다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주사까

지 피라미드의 다양한 층을 거쳐야 하는, 구조상의 비효율성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 마지막 문제로는 지배주주의 지

배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SK텔레콤의 사례에서 보듯

기존 사업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회사와 투자회

사 두 개로의 인적분할을 선호하는데, 이 경우 기존 사업회사의

주주는 분할되는 두 회사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지

배구조상 대주주의 지분비율 증가, 즉 지배력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가 꼭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나, 그동안은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 수단으로써 꾸준

히 지주회사로 전환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0년대 초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선택한 기업집단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

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2010년대 후반부터 지주회사로의 전환

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도록 정책 기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집단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성격이 크다. 지난 2017년

에는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하여 기업집단의 기준을 1000억에

서 50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으며, 앞서 언급하였던 공정거래

법상의 변화는 올해 12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요건이 2004년과 유사

한 수준으로 회귀함에 따라, 향후에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그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 더뎌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정책 기

조의 변화 배경은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를 참고할 수 있는데, 지

주회사가 기업의 승계수단으로 전용되는 사례를 막고 소수의 지

분으로 자회사 및 그 아래에 있는 손자, 증손회사를 지배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주회사

로의 전환이 여전히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유용한 방법론으로 기

능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기존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정책적 인센티브가 향

후 제공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업들은 정책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배구조 개선 문

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내 재계 1~3위 기업들을 본고에서

조사했을 때 기업지배구조 개편 상황이 더디거나, 개편을 몇 차

례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이슈가 존재함을 보여주

고 있었다. 물론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재무적, 인적

자원이 상당 부분 투입되며 단기적으로는 기업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들이 불과 수 년 만에 지배구조

이슈로 인해 해체되었던 과거의 상황을 기억한다면, 기업집단의

영속성을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은 필수적이다. 최근 주요 기업

들이 ESG경영 기조를 내세우는 가운데, 향후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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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1년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는 ‘ESG 경영’이다. 지속가

능한 성장의 중요성을 사회가 공유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부각됨에 따라 ESG 경영 전략이 재계의 새로운 생존전략

이 되었다.

그러나 기업들의 ESG 활동을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는 데에

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ESG가 대중에게는 낯선 용어이며

ESG 경영의 성과가 단기간에 도출되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다. ESG 실천에 대한 기업 간 차별화 지점을 명

확하게 드러낼 방법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

다(우동수, 2021). 비교적 가시적인 효과를 쉽게 제시할 수

있는 ‘환경 경영’이라는 키워드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ESG

를 홍보성 구호로만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기도 한

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 경영에 대한 메시지가 기업광고에서

드러나는 방식을 관찰하고 기업광고에 기대하는 바를 제안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광고는 기업이 가장 기대하는 효

과와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광고

의 복합적인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총 세 가지 유형으로 기업

광고를 분류하였는데, 제품 자체를 강조하는 유형 (제품 소

구형), 소비자의 동참을 유도하거나 인식을 제고하는 유형

(소비자 참여형), 기업의 거시적인 비전 및 철학을 제시하는

유형(철학 강조형)이 그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분류된 사례

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ESG광고유형화

(1) 제품소구형

제품 소구 유형은 기업의 핵심적인 제품 또는 상품(라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기업의 ESG 전략 실천과 제품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시한다. 국내 자동차 제조기업인 현대자동

차의 아이오닉 5 광고가 그 사례이다. 기존 내연기관 대체

PE(Power Electric) 시스템, 배터리팩 등을 포함한 아이오닉 제

조의 전 과정을 담은 이 광고는 ‘전기차로 시작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여정’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환경적 측면의 책임을 다하

는 전기차 제품과 그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로’라는 문구와 함께 현재 시각을 알리는 시보 광고를 통해

현대 수소차에 사용되는 기술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시하

여,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있음을 추

가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기아 역시 전력 활용 및 충전 관련 기

술과 디자인 강점에 초점을 둔 EV6 광고를 송출하여, 전기차 사

업 분야에서 하이브리드 라인을 출시한 기아의 실천은 물론 새

롭게 변화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E, 즉 환경 측면과 제품이 명확히 연결되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

니라, 타 산업에서도 이러한 유형은 발견된다. 일례로, 의류 기업

노스페이스는 폐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에코플리스 제품을 영상

광고로 제작하여, ESG 측면에서의 친환경성 정보와 제품의 핵심

디자인 정보를 복합적으로 제시했다. 한편 NH농협카드는 보상

28기 김오정 29기 김영은, 이성희, 장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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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와 유기견 문제 등 사회 문제를 연결한 광고에

서, ‘나답게 썼을 뿐인데 혜택까지 받았씀’이라는 문구를 사

용했다. 이 광고는 소비자가 근본적으로 카드사에 기대하는

혜택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NH의 제품을 통해 사회에 참

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품 소구형 광고는 광고가 일차적으로 강조하고 있

는 제품 그 자체의 판매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소비자가 더욱 확장된 시각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ESG 전략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2)소비자참여형

광고의 기능 중 하나는 사람들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점이다. ESG 경영과 관련된 기업광고의 두 번째

유형은 소비자 참여 유형이다. 이에 해당하는 광고들은 소비

자의 동참을 유도하고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

성되어있으며,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본고에서는 TV CF뿐 아니라 캠페인 영상도 포함하여 분석

했다.

첫 번째 사례는 하나금융그룹이다. ‘ESG캠페인 래원 편 -

ESG 캠페인송’은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 일상에서 실천 가

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개 당시 래퍼 래원의 참여로

화제가 됐으며 댓글을 통해서는 ‘중독적인 멜로디 때문에 다

시 찾아보게 되었다’라는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적

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한 사례도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

용품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하는 착한 텀블러, 이

른바 ‘선(善)블러 캠페인’과 앱으로 걸음 수를 측정해 나무

심기 기부금을 모으는 ‘그린 워킹 챌린지’가 그 예시이다.

한화그룹 역시 소비자 참여와 인식 제고를 두루 꾀하는 광고

를 제작했다. 디지털 광고 ‘지속가능한 친환경기술-탄소 줄

이는 기술’의 전반부에서는 ‘탄소 발자국’과 관련하여 소비자

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줄이기 습관과 그 효

과를 제시하고, 후반부에는 한화가 주력하고 있는 친환경 기

술을 소개하고 있다. 기업의 지향점을 소비자의 일상 및 지

속가능성의 가치와 연결한 것이 인상적이며, 뮤직비디오와

같은 연출이 호평을 얻었다. 한편 ‘지속가능한 에너지 편 -

디지털 버전’ 에서는 영상이 나오는 30초 동안 전 인류가

48시간 동안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양의 태양광 에너지가 도

달한다는 내용을 담아 소비자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 직관

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 칠성은 지난해 라벨을 없앤 새로운 페트병의 출시를 알

리며 소비자들에게 라벨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광

고를 제작한 데 이어 올해는 ‘[아이시스 8.0 X 이승기] 줍깅’

편을 공개했다. ‘Plogging with ICIS 8.0’이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 소비자가 함께(with) 실천할 수 있음을 보다 전면에 내세웠

다. 쓰레기를 줍는 사람의 시선에서 촬영된 컷들은 역동적이고

생기 있는 아이시스의 이미지와 결합하어 시너지 효과를 냈다.

코스메틱 업계에서도 공병 캠페인부터 시작해 소비자 참여를 강

조하는 추세다. 그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례는 롬앤(rom&nd)의

‘케미 프로젝트’다. 지난해 케미 프로젝트의 주제는 ‘보호 종료 아

동’으로, 소비자가 인스타그램에 보호 종료 아동을 응원하는 해시

태그를 포함해 게시글을 올리면 롬앤이 게시물 당 천 원을 보호

종료 아동에게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롬앤은 공모전을

통해 창작한 슬로건을 출시 제품에 입혔을 뿐 아니라 판매수익은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해 기부했다. 광고 영상에서는 캠페

인의 취지를 소개하며 해시태그 에디션만의 디자인을 소비자에

게 각인시켰다. 롬앤의 사례는 제작부터 SNS 캠페인, 기부까지

소비자의 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더 가치 있었다.

착한 소비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요즈음, 소비자가 환경 보호

와 사회 공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인지도

가 높아지기도 한다. 소비자 참여형 광고들은 지속가능경영과 관

련해 기업이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며,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기업의 ESG 전략이 소비자의 일상과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3)철학강조형

철학 강조 유형의 광고는 기업의 거시적인 비전과 그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그 속에서 나타나는 자사만의 철학이 ESG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다.

먼저 SK 이노베이션은 ‘E 이런 S 사업 G굿’이라는 제목의 광고로

ESG의 개념을 소개하고, ESG 경영을 위한 자사의 노력을 제시했

다. 이는 SK 이노베이션의 목표, 그리고 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ESG의 개념과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SK 이노베이션의 구체적인 비전은 언급되지 않지만, ‘ESG는 한

마디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이노베이션!’이라는 문구를 통해서

SK 이노베이션의 사명이 ESG와 관련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ESG 경영과 관련된 기업의 지향점을 함축하고 있다. SK 에코플

랜트 또한 ESG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SK 에코플랜트는 지난

5월 SK건설에서 SK 에코플랜트로 사명을 변경하며, 꾸준히 친환

경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ESG를 새로운 기업 가치로 삼아 환경 기업으로서 친환경 및 신

에너지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최근 신규 캐릭터

‘에콩이’를 활용해 홍보를 진행하며 그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롯데 또한 기업의 ESG 경영을 향한 비전과 노력을 연결하여 광

고로 나타냈다. 해당 광고를 시청하는 소비자들은 ESG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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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설명과 더불어 롯데의 자원 선순환 방향성, 롯데 케미칼

의 탄소중립성장 지향 모델, 세븐일레븐의 ESG 경영 캠페인,

롯데제과의 패키징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롯데그룹 전체의 비

전을 알아볼 수 있다. 롯데 손해보험의 ‘렛(let:) 광고 캠페인’

은 친환경의 가치를 드러내는 소재로 ‘파란 하늘’을 사용하

며, 이를 통해 ‘친환경 인쇄물과 탄소를 줄이는 자산운용으

로 ESG 경영을 시작한다’라는 롯데의 비전을 간결하게 제시

한다.

현대자동차 역시 광고로 ESG와 관련된 비전을 제시한다. 전

기차 ‘아이오닉’의 홍보 영상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는데, 해

당 영상은 이전과는 다른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전 세계의 에너지 위

기 사태에 대응해 미래의 친환경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현대자동차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CSR 활동도 영상을 통해 홍보하

고 있다. 홍보 영상은 현재 환경 보호를 위해 굿네이버스와

함께 진행하는 환경 교육, 아동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보여

주는데, 이를 통해 기업 자체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

다.

앞서 살펴본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철학 강조형 광고

는 주로 기업이 ESG 경영과 관련된 비전을 갖고 있다는 점,

그러한 비전을 실제로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에 중점을 둔다.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 ESG에 대한 지식

을 얻을 뿐 아니라 기업의 비전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는 기업의 ESG 경영을 통한 긍정적인 브랜드이미지 구축 효

과로 이어질 수 있다.

3.한계점및제언

상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ESG 광고가 이미지 제고 등 긍정

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한계점 또한 존재

한다. 첫째, 대부분의 ESG 광고가 ESG 중 환경(E) 측면에 치

우친 경향이 있었다. 상기 사례들은 대부분 E에 해당하는 것

들이며, 그에 비해 사회(S)나 지배구조(G), 특히 G에 해당하

는 광고는 드물었다. S나 G에 비해 E가 제품과의 연결고리

형성에 더 유용하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하나의 측면에 지

나치게 편중된 감이 있다. 둘째, ESG에 대한 지향성 및 기업

의 윤리적 이미지의 표방을 우선하다 보니 제품과의 연결고

리가 인위적이고 미약해짐에 따라 제품이 부각되지 못하고

광고의 메시지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위와 같은 한계는 ESG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자리 잡지 못

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ESG는 유럽 등의

지역과 비교하면 다소 급하게 대두되었고, 사회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ESG에 대한 이해는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의 ESG 광고 역시 소비자가 비교적 받아들이기 쉬운

E 개념을 내세우고 있으며, ESG 경영을 위한 실천적 전략보다는

지향성 자체만을 강조하여 ESG가 단지 홍보성 구호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를 통해 ESG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더욱 왜곡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하나금융그룹의 ESG 캠페인은 환경적 측면에서의 실천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좀 알겠지. 이게 바로 ESG”라는

가사가 나온다. 이러한 부분은 소비자가 ESG를 환경적 측면으로

만 편향된 개념으로 이해하게 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ESG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그만큼 광고에서도

신경을 기울여 ESG에 대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SG 광고에서는 주로 기업의 환경적 지

향성이나 청사진이 소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외면적 표방

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체화 및 전략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챌린지’ 형태의 캠

페인들은 그 성과를 추적해 소비자들이 캠페인의 성과를 확인하

고 기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 사업을 이어나가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

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광고들은 광고의 정보 전달 기능

과 파급력을 고려해 소비자들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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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문화 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활동 반경에 제약을 받게 된 사람들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눈을 돌렸

고, 게임 시장과 스트리밍 시장은 예견된 것보다도 급속한 성장을 거뒀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석가이자 투자 전문가 해롤드

보겔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두고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문화 활동으로, 소비자들에게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이라고 정의했다. 보겔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영화와 음악, 방송 등 영상 관련 미디어 업종을 포함하는 미디어 의존형과 장소

를 매개로 방문해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레저 등의 업종들을 일컫는 라이브형으로 나뉜다 (해롤드 보겔, 2003). 21세기에 접어들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미래지향적이며 고부가가치를 지닌 산업군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게임 산업, K-pop과 글로벌 아티스트 플랫폼,

뉴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사업이 합세하면서 국내에서 그 위상은 더욱 높아졌기에 본고에서는 미디어 의존형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우선 논의의 범위를 좁혔다.

게임, 연예 ·기획, 콘텐츠 등으로 분류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본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속

가능경영과 사회 공헌의 당위성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게임 업계부터 시작해 지속가능경영을 지향하는 움직

임이 드러나고 있다. 게임 회사의 행보가 전 세계에 퍼져있는 플레이어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제 ‘즐거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경영 구조와 목표부터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엔씨소프트는 지난 3월 게임사 최초로 경영

위원회와 경영실을 신설했고 카카오는 계열사 전반이 비재무 리스크 요인 검토 결과를 정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김수민,

2021.06.03). 이에 비해 연예 기획사, 그리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출발한 MCN(Multi Channel Network, 다중채널네트워크,

이하 MCN)의 지속가능경영의 실태와 성과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미디어 의존형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에서도 연

예 및 콘텐츠 기획사를 최종 연구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기획사들이 ESG 경영을 위해 취하고 있는 노력을 살펴

보고,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 연예 기획사와 MCN을 중심으로

29기 김영은, 김현성, 서어진,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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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예기획사의 ESG동향

2.1사회공헌활동

첫 번째로, 연예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에 주

목해볼 수 있다. 흔히 기획사, 혹은 00 엔터테인먼트-연예

기획사, 소속사, 연예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 등의 다양한

호칭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연예 기획사로 통일한다-라고 칭

해지는 기업들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경영

을 위한 과제로 기업의 규모 및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CSR)의 이행을 요구받고 있지만, 대체로 기업

문화로서 CSR 전략은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김

정섭·박주연, 2014). 연예 기획사들의 CSR 활동에 관한 전

문가의 인식을 조사한 국내 한 연구는, 상장된 11개 주요 기

획사들의 CSR 이행 수준을 수치로 환산한 결과 이들이 사회

문화적 영향력과 문화적 유행을 이끌어가는 위상에 비해

CSR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정섭·박주연, 2014). 그러나 최근 들어 연예 기획사들 사

이에서도 압도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콘텐츠를 활

용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

표적 국내 연예 기획사인 SM 엔터테인먼트, FNC 엔터테인

먼트를 위주로 관련 활동을 소개해보겠다.

① SM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2014년 처음으로 CSV 팀을 신설

한 후 ‘SMile’이라는 사회공헌 브랜드를 출범하여 사회봉사

단을 운영하였다. ‘공유가치창출(CSV)’이란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경영 전략 중 하

나로,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환경, 인프라, 인적 자원 등의 사회

적 자본을 착취가 아닌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전략을 의

미한다(Porter·Kramer, 2011). SM 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공유가치창출(CSV)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마케팅 프로젝트

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앞선 사회공헌 활동과 달리 SM

엔터테인먼트의 문화 콘텐츠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활동이

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M 엔터테인먼트의 CSV 프로

젝트는 SM 소속 아티스트들의 지적재산(초상, 로고, 앨범,

디자인, 패턴 등)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국내 타 기업, 브

랜 드 , 혹 은 개 인 크 리 에 이 터 들 과 콜 라 보 레 이 션

(collaboration)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다양한 업계의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한 음식, 사진 등의 상품 및 작품들은

SM 커뮤니케이션 센터(SM C.C)에 위치한 SUM Café, SUM

Market에서 전시 및 판매되기도 했는데, 이처럼 콜라보레이

션을 통해 창출된 상품 및 작품을 통해 국내외 진출을 도모

하는 상생 마케팅이 SM 엔터테인먼트의 CSV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② FNC 엔터테인먼트

FNC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CSR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LOVE FNC’라는 사회공헌 브랜드를 마련하기도 했

는데, 이들의 주력 사업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학교를 짓는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와 필리핀에 소속 연예인의

이름을 차용한 ‘LOVE FNC 씨엔블루스쿨’을 설립하였으며, 2016

년에는 첫 번째 졸업생들을 배출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2캠페인

두 번째로, 연예 기획사들의 자체적 사회공헌 활동 외에 소속 연

예인들이나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캠페인 활동

들 역시 활발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

지는 가운데 공익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역시 효과적인 마케

팅 기법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목받는

캠페인을 진행 중인 BH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

터테인먼트/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① BH 엔터테인먼트

BH 엔터테인먼트는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와 ‘힐링

사운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힐링 사운드’는 BH 엔터테인

먼트 소속 연예인들이 자연의 소리를 배경으로 도서 속에서 발췌

한 글귀나 시 등을 직접 읽고 녹음해 음성 콘텐츠로 만드는 방식

으로 제작된다. 이용자가 힐링 사운드를 1회 감상할 때 1,000원

이 모금함에 적립되며 모든 기부금은 코로나 19 관련 심리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김소영, 2020.06.08). 본 캠페인을 통해 BH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의 이미지

를 제고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카카오같이가치는 ‘카카오미

니’, ‘헤이카카오앱’ 등 자사의 플랫폼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② JYP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0년 ESG 실천의 일환으로 신한카

드와 JYP Fan’s EDM 체크카드를 출시하였다. JYP 엔터테인먼트

의 EDM(Every Dream Matters) 사업은 난치병 아동의 꿈을 이

뤄주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해당 체크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

은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메이크어위시(Make

A Wish)에 JYP 아티스트들과 팬덤의 이름으로 기부된다.

③ SM엔터테인먼트/하이브(전빅히트)엔터테인먼트

BH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같이가치와 협업하여 캠페인을 진행

했다면, SM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모두

비정부기구유니세프(UNICEF)의 한국위원회와 협업하여 캠페인

을 진행한 바 있다. SM 엔터테인먼트와 유니세프는 네이버 해피

빈 플랫폼을 활용하여 ‘안전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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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모금된 기금을 전액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중단 위기 해결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페인 과정에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연예인들은 캠페

인의 친선대사나 홍보대사로 참여했다. 한편 2021년 3월 시

작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LOVE

MYSELF’ 캠페인은, 2022년까지 ‘LOVE MYSELF’ 상품 및

하이브 소속 가수의 앨범 수익금 일부를 유니세프 글로벌 아

동폭력 근절 캠페인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한다(김치연,

2021.03.05).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LOVE MYSELF’ 캠

페인의 경우 소속 연예인 방탄소년단의 음반 명을 차용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소속 연예인의 브랜드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캐치프레이즈로써 활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캠페인은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회공헌 마케팅 활동이다. 연예 기획사들은

소속 연예인들의 인기와 영향력을 통해 캠페인에 대한 관심

을 쉽게 환기할 수 있고, 위의 사례를 통해 실제로 각 기획사

의 연예인들이 캠페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캠페인의 메시

지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특성과 동떨어져 있는 탓에 일반

적으로 소비자들이 해당 캠페인과 브랜드를 잘 연관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사회공헌 캠페인의 약점으로 지

적되는데, 연예 기업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약점이 발견된다. 연예 기획사들이 브랜드 가치를 보다 적극

적으로 활용하며 콘텐츠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캠

페인을 진행한다면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2.3시사점및제언

앞서 살펴본 예시를 통해 정리하자면, 국내 연예 기획사들

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대체로 기부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캠페인 성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러나 회사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체계적, 전략적인 활동의

사례들은 최근에서야 발견되고 있다. 특히 해당 기업들이 한

류 문화를 주도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문화 콘텐

츠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만큼, 최근에는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그 이행 실태와 수준이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권영대, 2019).

SM 엔터테인먼트는 윤리 규범 제5장에서 ‘사회에 대한 책

임’, ‘임직원에 대한 책임‘,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 대

해 언급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고려 사항을 명시하

고 있다.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확장한다면, 아티스트에 대

한 책임도 논해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1세대 아이돌부터

시작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온 아이돌 산업은 사실 논란도

적지 않았다. 아이돌 산업 내 경쟁은 아이돌이 되는 것에서

시작해 데뷔 후 생태계 생존까지 포괄한다(이시림·이수현, 2019).

아이돌을 지망하는 아동·청소년들과 산업에 진입하려는 기획사

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산업 내 그룹의 밀도가 높아졌고, 경쟁은

심화되었다.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경쟁을 넘어 실력에서 오

는 차이만이 성공과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종종

문제로 지적된다. 수많은 아이돌이 활동하고 한 해에 약 50팀 정

도가 새로 데뷔하는 경쟁 시장은, 소수 집단에 권력이 집중되는

과점 시장임을 보여준다(이수현·이시림, 2018). 과점 기업들에

권력이 집중되고,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수직적 통합이 계

속되면 그들은 곧 문화 산업의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

력을 갖게 되며 대형 기획사의 성향 압도로 인해 다양성이 다시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국가의 문화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새로운 아티스트와 인재를

발굴하여 성장하도록 돕는 연예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지속가

능경영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또한 사회 ‘공헌’

뿐 아니라 공인으로서 아티스트와 기획사가 갖는 파급력을 고려

한다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행보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어린 나이부터 K-pop 등 한국의 콘텐츠를 접하는 전 세계의 팬

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앞으로도 오프라인 콘서트와 온라인 콘텐츠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MCN의 ESG 동향

3.1최근성과

두 번째로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 MCN의 ESG를 살펴보도록 하

겠다. MCN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매니지먼트 서비스로, 본격적인 MCN 시장은 유튜브의 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며 온라인 광고 시스템

‘애드센스(AdSense)’를 도입하면서, 이제 개인이 제작한 영상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델로

쓰이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고문정·윤석민, 2016). 전 세계적

으로 콘텐츠를 스스로 생산하는 크리에이터의 수가 많아지면서

MCN 시장의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다. ESG가 기업 차원에서 반

드시 실천해야 하는 과제가 된 지금, 여러 MCN 또한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과연 국내 MCN들의 ESG 경영은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표적인 MCN의 사례를 살펴보며 그 현

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Summer 2021 26



①다이아TV

다이아TV는 CJ ENM이 운영하는 글로벌 콘텐츠 크리에이

터 네트워크이다. 다이아TV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MCN

으로, 영상 프로듀싱과 스튜디오, 저작권 관리, 크리에이팅

등을 담당하며 2020년 1월 기준 약 1,400명의 크리에이터

들이 소속되어 있다.

MCN의 ESG 경영은 주로 크리에이터들을 통해 전략적으로

이루어진다. 크리에이터 각자의 개성과 콘텐츠의 아이덴티

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예컨대 다

이아 TV는 크리에이터들이 사회공헌적·환경친화적 메시지

가 담긴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ESG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다이아TV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연말을 맞아 진행한

결식아동 등 소외 이웃 돕기, 아동 환자를 위한 장난감 세트

기부, 소아암 완치 아동 축하 행사, 여성용품 기부 릴레이 등

이 잘 알려져 있다. 크리에이터들은 해당 활동을 진행할 뿐

아니라 활동 준비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콘텐츠에 담아

제작하는데, 이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콘텐츠 소비자들에

게도 알릴 수 있어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박동선, 2019.12.26).

특히 키즈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사회 공헌 활동이 눈에 띈

다. 그 예시로 소속 크리에이터 ‘유라야 놀자’는 메이크어위

시와 함께 환아를 만나 역할극 진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유라야 놀자’는 초록어린이우산재단 주최의 건강체조

공모전에 참여해 아동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에도 기여하였

다. 이외에도 여러 키즈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실종 아동

찾기 방송에 참여한 사례도 있다(김민선, 2019.03.07).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과 함께 부상된 유기

견 문제를 반영한 캠페인도 진행되었다. ‘함께할개챌린지’는

유기견 문제 해결을 위해 크리에이터들이 진행한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소비자들에게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

기를 바라는 마음과 유기견 보호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임재

인, 2020.06.09). 해당 캠페인에는 크리에이터뿐 아니라

약 1,600명의 시청자도 함께하여 청중의 호응까지 끌어낼

수 있었다.

②샌드박스네트워크

샌드박스 네트워크에는 약 500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소속

되어 있으며, e스포츠 프로게이머 팀인 Liiv SANDBOX도 소

속되어 있다. 또한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자회사 ‘샌드박스

스토어’를 설립해,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지적재산을 이용한

굿즈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난치병

환아의 소원을 들어주는 ‘위시데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디

스이즈게임, 2019.07.19). 이외에도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

터들이 장기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위럽유 캠페인’을 기획하였

는데, 이는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져 크리에이터들과 시청자들 사

이에 큰 파급력을 미쳤다(이혁진, 2019.02.15).

샌드박스 네트워크 또한 앞서 언급한 다이아TV와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터들의 활동 위주로 ESG 활동이 진행된다. 특히 샌드박

스 네트워크는 각 크리에이터들의 주력 콘텐츠와 관련된 사회공

헌활동을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예시로 해산물 요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수빙수’는 직접 초밥 2,020개를 만들어

지역 아동 복지센터에 전달하였으며, 게임 크리에이터 ‘겜브링’은

환아들을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로 초대해 함께 게임을 즐기는 이

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이정범, 2020.01.07).

이외에도 콘텐츠와 밀접한 연관은 없더라도 보육원, 학교폭력 피

해 청소년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부, 무연고 아동 거주 시설

에서의 ‘초록우산 산타 원정대’ 활동,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성금 기부 릴레이 등의 캠페인이 꾸준히 이루어졌다(조유경,

2020.03.03).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뿐 아

니라, 소비자들에게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한 내부적 개발

또한 시행되었다. 인터넷에서 여러 인플루언서가 협찬을 받아 광

고하면서 자신의 콘텐츠에서 그것을 밝히지 않아 ‘뒷광고 논란’으

로 문제가 되었는데,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클린 콘텐

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과 한국 인

플루언서 산업 협회, 한국 MCN 협회, 한국 인터넷광고 재단의 주

최로 이루어졌다.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해당 캠페인을 진행하며

투명하고 솔직한 광고를 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이승미,

2020.09.22). 이는 뒷광고 논란과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진행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기업으

로 성장하기 위한 단계이다.

변화한 사회적 인식에 발맞추기 위한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 캠페

인도 진행되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소속 크리에이터이자 국

내 1호 내추럴 사이즈 모델 ‘치도’, 의류 브랜드 ‘스파오’와 함께

캠페인 ‘에브리, 바디’를 전개한 바 있다. 해당 캠페인은 ‘자기 몸

긍정주의’로도 불리는 바디포지티브(Body positive) 캠페인인데,

이는 신체 사이즈나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을 사랑하고 가꾸자는 의미이다. 해당 캠페인은 사회가 만든 미

적 기준을 흔들어 보자는 의미로 ‘Shake the frame. Every,

Body(몸에 대한 모든 사람의 틀을 흔들자)’라는 슬로건 아래에

‘사이즈 차별 없는 패션쇼’, ‘사이즈 차별 없는 마네킹 제작’을 위

한 펀딩을 진행하였다(박해영, 2021.04.05).

이처럼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 이외에도 샌드박

스 네트워크는 2015년 창사 이래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질적으로도 성장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해서 시행해 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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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사례로는 여성 근로자들이 채용 절차나 근무 환경에

있어서 성별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성비 균형을 맞추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구축한 것이 있다. 실제로

2019년 전체 신규 채용 인원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여성

이었으며, 2020년 1분기 기준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

또한 51%이다.

별도의 승인 없이 원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출퇴근할 수 있

는 ‘자율 출퇴근제’, 2시간 단위의 ‘미니 휴가제’ 도입 또한 유

연하고 자유로운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임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비 지원, 및 사내 동호회 지원, 심리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의 심리 케어를 위한 복지 제

도를 확충하고 있다. 그 결과,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고용노

동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쾌

거를 이루었다(김애니, 2020.08.03).

③레페리뷰티엔터테인먼트

레페리 뷰티 엔터테인먼트(이하 레페리)는 뷰티 인플루언서

비즈니스 그룹으로, 뷰티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관리한다.

지금까지 약 800여 명의 뷰티 크리에이터를 육성하였으며,

그들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SNS를 통해 뷰티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다.

레페리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동방사회복지회와 함께 ‘착

한 물 나눔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박지혜, 2021.03.22).

또한 소외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물품 나눔 캠페인'을 펼

치며 장기화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과

소외노인 가정에 힘을 보탰다(홍보경, 2021.05.07). 레페리

는 이처럼 기업 차원의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소속 크리에이터 단위로도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소속 뷰티 크리에이터 ‘유나’는 생리대 구매

가 어려운 저소득층 소녀를 위한 기부 프로젝트 ‘퍼플 클라

우드’를 진행하였고 패션 크리에이터 ‘준콩’은 기부 플랫폼

‘스콘(SCON)’과 함께 자선 팬 미팅을 진행하였다. 이는 예체

능과 관련된 꿈을 가진 저소득층 청소년을 지원하는 초록우

산 ‘아이리더’ 캠페인을 후원하기 위한 행사였다(이현수,

2019.09.16). 헤어 크리에이터 ‘에바’도 여성의 스타트업 진

출을 돕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에바’는 여성의 사회 진출

을 응원하고, 다른 여성에게도 도전의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성이 창립자 또는 대표 이사로 재

직 중이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3년 차 이내 스타트업 회

사 에 경 영 자 문 서 비스 를 제공하 고 있 다 ( 박은 주 ,

2019.04.24). 이를 통해 그녀는 여성 권익 증진이라는 궁극

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3.2논란과쟁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뉴미디어 분야는 여러 MCN

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점차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히 발전한 산업에 비해 뒤떨어진 제

도적·정신적 문화 요소는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

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문화 지체 현상이란 비물질문화가

물질문화의 급속한 변동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뒤처

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비물질문화에는 종교, 가치관,

사회 제도 등이 속한다. 본 단락에서는 사회 제도의 부재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뉴미디어 분야에서의 부작용에 관해 이야기하고

자 한다. 이는 앞으로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MCN

기업들에 중요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업계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논의를 키

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의의가 있을 것이다.

①뒷광고(대가성리뷰)논란

2020년 8월 3일, 인터넷 방송인 참PD, 홍사운드는 여러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들이 비밀리에 돈을 받았

음에도 영상 하단에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등 광고임을 알리기 위

한 표시 없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는 식으로 제품을 홍보해왔음

을 폭로했다. 이른바 ‘뒷광고’라고 불리는 대가성 리뷰를 진행해

왔음에도 마치 자신이 돈을 들여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콘텐츠를

제작해 상품에 대한 허위 광고를 진행한 것이다. 이는 인터넷 방

송인들에 대한 적절한 법적 가이드라인 및 규제의 부재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법적 차원에서는 뒷광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뒷광고 자체가 유튜브 플랫폼의 활성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며, 논란 이전에는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해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관

련 법령이 체계화되지 않은 탓에 기존 법령에 따라 판단하기 어

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즉 어떤 경우에는 범법 행위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범법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하는 셈이다.

또한 명시적으로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고 ‘이 제품은 OOO와 함

께합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역시 표기 위반에 해

당하지만, 해당 법안의 시행보다 먼저 제작된 콘텐츠의 경우 표

기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심지어 이로 인한 소비

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소비자 구제를 위한 기준이 부재

한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뉴미디어 분야의 급속한 발

전 속도에 비해 심의 기준의 발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기반으로 광고

생태계가 인플루언서 경제(influencer economy)로 전환되고 있

는 현실과 달리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제도는 뒷광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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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논란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년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며 뒷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대책을 내놓았

지만(차지연, 2020.08.12),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 대책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뒷광고 사태 이후에도

정당한 노력을 투입하는 경제구성원의 피해를 유발하는 새

로운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뉴미디어 분야의 제도적 정비는 필요하다. 광범위한 경제활

동의 장으로 급부상한 현실과 달리 ESG와 관련된 제도가 뒷

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의 전환에 어려움

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경쟁을 기반으로 한 지

속가능경영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는 디지털

콘텐츠/뉴미디어 분야의 핵심 쟁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가짜뉴스(Fake News)

가짜뉴스 역시 디지털 콘텐츠/뉴미디어 영역 제도화의 필요

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2016년 옥스포드 사전은 세계

의 단어로 탈진실(post-truth)을 선정하며 탈진실화가 국지

적 현상이 아닌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의 특성이라고 진

단한 바 있다(이지은, 2016.12.19). 탈진실이란 진실보다 감

정에 호소하는 것이 대중에게 더욱 호소력 있게 다가가는 현

상을 지칭한다. 그리고 탈진실화의 한 국면인 가짜뉴스의 중

심에는 디지털 콘텐츠/뉴미디어가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

니다. 가짜뉴스는 이제는 입소문이 아닌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허위 정보(disinformation),

오인 정보(misinformation), 거짓 정보(hoax), 유언비어

(rumor) 등 다양한 형태로 전파되는 가짜뉴스는 많은 사회

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크리에이터 ‘하얀트리’는 대구에 있는 무한리필

간장게장 식당을 방문해 먹방을 촬영하던 중 리필 받은 간장

게장에 밥알이 나왔다며 음식 재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영상은 100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영상을 보며 분

노한 시청자들은 식당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불매를 진행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밥알은 자신이 먹다 흘린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이후 하얀트리는 사과를 위한 해명 영상을 올렸

지만 이미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해당 식당은 결국 폐업하

게 되었다(고은선, 2021.03.01). 이 외에도 크리에이터 ‘송

대익’이 피자·치킨 프랜차이즈점을 대상으로 조작된 콘텐츠

를 제작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전파하는 방송이 이어지자 청와

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

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는 일상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관련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사건·사

고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전파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안정호,

2020.12.23). 의학적 근거 없이 질병 관련 이슈를 지어내거나,

특정 사건과 관련된 합성사진 및 거짓 정보를 꾸며내 조회 수를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일부 크리에이터에 의해 많은 시청자

들은 본인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김지현,

2021.06.04).

이처럼 뉴미디어 분야는 가짜 뉴스의 확산의 주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나 일반인이 피해를 당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뉴미디어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즉 가짜 뉴스로 인해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명

예훼손죄 고소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가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3.3제언

디지털 콘텐츠/뉴미디어 분야의 급속한 성장은 우리 사회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양

산하는 주범이 되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

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신문, 라디

오, TV 등으로 대표되던 레거시 미디어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디지털 콘텐츠/뉴미디어 산업은 올드 미

디어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기 때문이

다. 자정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내부적인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현 디지털 콘텐츠/뉴미디어

산업에서, ESG에 대한 인식의 제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뉴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매우 높으며, 이는 일반 기업의 상품과 충분히 비견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매체적 특성으로 인한 파급력이 일반기업의 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MCN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크리에이터들은 MCN 내부적으로도 사회적·윤

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을 설정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을 다할 필요

가 있다.

4. 결론

지속가능한 경영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래 많은 사람

들은 기업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기업을 운영할 뿐 아니라 사회

공헌, 사회적 영향력까지 고려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

가들에 따르면 한국은 E, S, G 중 이제 막 환경(E) 부문에 대한 논

의가 시작된 수준이다(조수빈, 2021.06.07). 기업들은 당장 환경

관련 규제를 앞둔 상황이니 환경을 우선 공략하게 되고, 서론에

서 언급하였듯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직접적으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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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산업 분야가 지속가능경영에 있어 환경 및 사회에 양적

으로 끼치는 영향 혹은 경영 구조 자체에 대한 투명성을 제

고한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핵심은 정보와 콘텐츠로 일

궈내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있다. 선한 영향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뜻에 공감할 때 더 쉽게 펼칠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산물들은 전 세계 팬들과 소비자

의 가장 사적인 일상까지도 침투해 있다는 점에서 인식적인

측면에서의 각성과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

미국의 사회학자 웬디 그리스올드가 자신의 저서에서 제시

한 ‘문화의 다이아몬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앞으로의 고

려해야 할 이해관계자들을 잘 보여준다. 그는 문화적 텍스트

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많은 관계가 문화 생산물, 문화

생산자, 문화 소비자, 사회를 각 꼭짓점으로 두는 문화의 다

이아몬드에 담겨있다고 설명한다(이수현·이시림, 2018). 문

화의 다이아몬드는 문화적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이 문화 내

주체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가능한

것임을 주지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

조적 개선은 다른 산업 분야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

도 있다.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중요한 이해관계자

에 문화 소비자와 사회를 포함하고 생산자인에 있어 아티스

트와 크리에이터의 책임 및 권리를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닌 사회문화적 영향력

을 잊지 않고 지속가능경영의 철학을 실천해나가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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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ESG와 윤리

인공지능과 기업윤리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의 현황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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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

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

으로 구현한 기술을 의미한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공지능은 1960년대의 ‘1차 붐’, 1980년대의 ‘2차 붐’을 겪은

후 ‘3차 붐’으로 일컬어지는 오늘날에 이르러 주요 산업 분야로

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신산업 분야 인공지능은 크게 ‘약한

인공지능(Weak AI)’과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이라는 두 가

지 차원에서 논의된다. 약한 인공지능이란 도구를 활용한 연장

선에서 인간의 인지, 육체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로서 구체적

문제 해결이나 추론 기능을 수행하지만 인간의 인지 능력 전반

을 모방하여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웨어러블(wearable) 기술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반

면 강한 인공지능은 도구를 넘어 기계의 인지, 육체 능력을 높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적 업무를 수행하고 이성적으로 사고 및

행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을 일컫는다. 강한 인공지능 분

야에서는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al General Intelligence)’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구글이 개발한 바둑 인공

지능 ‘알파고(AlphaGo)’가 범용인공지능 초기 단계의 사례이다.

아직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은 주로 약한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

되어 있으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강한 인공지능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발 및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약한 인공지능에서 강한 인공지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서, 아직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문

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이를 구성하는 알고리즘이나

코드를 개발한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국가 행

위자가 그 적절한 활용에 대해 규제를 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에 의해 학습되는 ‘규모의

기술’로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에 의한 지배,

즉 ‘알고크라시(algocracy)’의 과도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

공지능 윤리 이슈는 강한 인공지능이 범용화되기 이전에 논의될 필

요가 있으며, 산업이 약한 인공지능 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금, 이에

대한 기업들의 자율적 규제와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며 앞으로 인공지능

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인공지능의윤리문제

인공지능의 활용은 기업 경영에서 새롭고 심각한 윤리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활용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미 프라이

버시, 안전과 보안,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의 결여, 편향성 등의 문제

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

터를 활용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

은 사실이나 인공지능의 특성상 그것이 적절히 이루어지기는 어렵

다. 대표적인 사례로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이 서비스 미

가입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서비스를 위해 모은 개인간 카카

오톡 대화를 데이터로 활용하고 그 중 일부를 공개 플랫폼 깃허브

(Github)에 업로드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또한, AI 서비스가 해

킹되었을 경우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된다.

둘째로, 안전과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 인공지능의 맥락에서 안전 문

제란 ‘알고리즘의 불완전성과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불안감과 도덕적 이슈’(한국인터넷진흥원, 2020)를 의

미한다.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인공지능의 행동은 예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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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며, 고려하지 못한 조건에 직면하는 경우 기술적인 오작

동으로 인해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2013년 한맥투자

증권은 차익거래 자동매매시스템의 알고리즘 오류로 1600만

원짜리 옵션 상품을 25만원에 팔아 단 2분 만에 460억원의

손해를 보고 파산하였다(정진우, 2016). 또한 최근에는 2018

년 3월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시험운행 중이던 우버 자율주행

차가 횡단보도 밖에서 무단 횡단을 하려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옥철,

2018). 이처럼 인공지능은 경제적 손해나 신체적 상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셋째로,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의 결여 또한 인공지능의 알고리

즘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점에서 유발되는 문제이다. 빅

데이터 및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한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

지 않으며 결과에 대한 설명가능성이 낮다면 알고리즘의 신뢰

성과 수용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금융, 의료 등의 분야

나 채용, 대출 심사 같은 공정성이 필요한 절차에서 인공지능

의 결과 도출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기업과 고객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비윤리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넷

플릭스가 해당 콘텐츠를 추천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알려주

지 않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많은 부분은 소비자에게 가려져

있다.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이 부족한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예

시로는 2016년 이세돌 9단과 겨룬 알파고가 있다. 이세돌의

71%에 비해 99.8%라는 압도적으로 높은 통산 승률을 가진

알파고지만, 왜 그런 수를 두는지는 이세돌도, 구글 딥마인드

개발팀도, 복기를 해보는 사람들도 알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만한 점으로는 편향성이 있다. 이는 알고리

즘과 코드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는 인간의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

게 차별적인 알고리즘이 개발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미국 법

무부가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콤파

스(COMPAS)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는 백인에 비해 흑인에 대

해 차별적으로 재범률을 높게 예상하는 문제를 일으켰다(구본

권, 2019). 하지만 인공지능의 사용자들이 ‘인공지능은 인간보

다 객관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무비판적으

로 신뢰한다면, 이런 편향성은 인간의 의사결정에서 더욱 심각

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3.인공지능윤리가이드라인및지침

이처럼 AI 기술이 발전하며 생긴 문제들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윤리 위험에 대비하고자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들은 AI 윤리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우선

국내의 경우 카카오가 2018년에 최초로 ‘알고리즘 윤리 헌장’ 7개

조항1을 발표한 바 있다(카카오, 2018). 이와 더불어 2021년 2월부

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알고리즘 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

공지능 윤리를 내재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또다른 IT 기업인 네이버는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

니셔티브(SAPI)와 협업한 ‘네이버 AI 윤리준칙’을 2021년 2월에 발

표했다(조아라, 2021). 네이버와 SAPI는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넘

어 실천으로 – 현장에서 논하는 AI윤리’ 웨비나를 개최하여 윤리 준

칙의 배경, 내용, 실천방안 등을 소개하였다. 윤리준칙은 사람을 위

한 AI 개발, 다양성의 존중, 합리적인 설명과 편리성의 조화, 안전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보안의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네이버, 2021).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윤리 준칙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

력하는 한편, 공공부문과 연구기관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AI 및 알

고리즘 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서 발표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이용에 대한 지침(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s)’에서는 AI 및 알고리즘 활용의 투명

성을 제고하고, 이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이 공개되어야

하며, 결과 및 타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기업이 윤리, 공정성, 비

차별성에 대한 책임을 견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Andrew

Smith, 2020). 이와 같은 지침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을 대

상으로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송은지, 봉기환, 2020).

국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공지능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

보통신부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에서 누구나 신뢰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

략을 제시하였다. 해당 정책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신뢰성 확보안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윤리 의식을

확산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이렇

듯 민간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안전

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및제언

그럼에도 인공지능 산업 분야는 아직 알고리즘의 책무성과 관련된

문제, 혹은 데이터의 편향과 오류에 의해 배태되는 문제를 근본적

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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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전문성으로 인해 사전 모니터링이나 위험감지가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설계 과정에서의 윤리기준과 기술

표준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류현숙 외, 2017). 만약 인공지

능 산업이 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사전주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문제 발생 이후 서비스 도입을 포기하는 기술 낭비

의 사례는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활용 가능 영역이 확대되면서 인공

지능은 이미 기업 활동과 일상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인간

에 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하기 쉽다. 하지만 위에서 논의한 대로, 인공지능에 대한 맹신

은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기대와 다르게

편향성을 보이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사용 범위와 그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하며, 그

한계를 인지하고 단계적으로 사용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즉, 아직 인공지능 기술이 통계적 오류, 혹은 차별과 배제의 문제

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 후, 인공지능의 사

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공지능 사용을 점

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정성 문제가 특히 화두가

되는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로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현재 인공지능 분야는 아직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산

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각국 공공기관과 유

명 IT 기업에서 저마다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내놓고 있지만, 사

실상 피상적인 윤리 논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인공지능의 윤

리에 관한 논의는 분명 장기적으로 필수적이지만, 이상적인 규

제에 발목이 잡혀 인공지능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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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한다. 이론과 이상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들이 앞으로 나

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보다 기술적인 부분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1.서론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이 정부가 신도시로 선정한 광명·시흥 지역의 정보를 미리 교환하며 해당 토지를 부당

하게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 단체장,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

하여 사익을 추구했음이 밝혀진 통칭 ‘LH 사태’는 범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다. 정부는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려 이 사건에 대해 약 5개

월간 수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LH 조직 혁

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LH 사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표류하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 등

을 이끌어내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LH 사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던 공공기관과 그 임직원의 공적·사회적 책무 이행에 대한 논의에 다시 불을 붙여 공공

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재확인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 과정과 기관 운영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사회

적 책임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고려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과

협업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윤과 효율성보다는 공동체를 중심에 둔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공

공기관이 갖는 사회적 책임의 정의와 당위성, 구체적 실천 현황,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 발생하는 한계를 살펴

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부터 논의되어 오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당시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 목표 하에 ‘사회

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국정과제를 설정하며 국가적인 목표로 새롭게 인식되었다(라영재, 2020). 국내의 경우, 경제 성

장 중심의 개발국가를 지향하던 196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러 전 국민을 위한 인권, 환경, 국민 행복의 가치를 공유하게 되었는

데, 이에 따라 관련된 핵심적 가치를 실행하는 선제적인 주체로서의 공공 부문의 역할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업의 경영·경제적 성과와 윤리경영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기에(이혜인, 2020), 본 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각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28기 최명진, 29기 이지환, 장혜연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의현황과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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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론

2.1공공기관의정의및종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로 통용되며,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관공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즉, 정

부 또는 타 공공기관이 자본과 의사결정 측면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총칭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공공기관 운영법 제5조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

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공기업, 자

체수입액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다. 2021년 기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350개이며,

이 중 36개가 공기업, 96개가 준정부기관, 218개가 기타공

공기관으로 분류되었다.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16개)과 그

외의 준시장형 공기업(20개)으로 나뉘는데, 이 분류기준 역

시 대통령령을 따른다.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참고하여 이를 부연하면, 공기업

은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대규모 기관,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 등을 지칭하며, 그 예로는 인천국제

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

조폐공사 등이 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기금관리형(13

개), 위탁집행형(83개), 강소형으로 분류된다. 기금관리형으

로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위탁집행형으로는 한국

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장학재단,

강소형으로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창업진흥원 등을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할 수 있다(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01.29.).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관련 법령과 지정

요건, 운영 현황을 매년 검토하여 지정·해제 또는 유형 변경

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논란이 되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기준 국토부를 주무 기관으로 하는 준시장형 공기업

에 해당한다.

2.2공공기관사회적책임의중요성

GSR(Government Social Responsibility)로도 정의되는 공

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정부와 관련된 공공부문의 모든 주

체가 그 설립 목적 자체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GSR은 헌법성(합헌성)을 중심으로 준법성, 윤

리성, 공정성, 투명성, 인권성, 지속성의 핵심가치로 구성되

어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원론적인 가치들

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

에 부합하는 가치를 토대로 재구성하는 것이다(국가공무원인재

개발원, 2017).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의 당위성은 어디에 있는

지를 살필 때, 가장 근본적인 원천은 위에서 소개한 정의와 설립

정의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출연하거나 금전적

인 지원을 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 정

책의 실행 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공공 부문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치적 과정으로

정당성을 얻고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방향을 잡은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집행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내리는 수많은 의사결정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양동수 외,

2019). 즉 공공기관 그 존재의 원천 자체가 사회적 책무의 실현

에 있기에, 공공기관이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의 이유를 찾는 것

은 사실상 불필요한 과정으로 보일 수 있다. 정부의 행위 자체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위

의 논리는 얼핏 보면 언제나 적용되는 당연한 진리로 생각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함께 공공 영역이 급속히 시장 영역

으로 대체되어 ‘공공부문의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공공부문에서

조차 공존과 협력보다 경쟁과 효율이 우선시되었다. 철도, 통신

등 국가 기반시설들이 민영화되면서 공공재의 영리화가 단행됨

에 따라 공공기관이 국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

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에 의해

변질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루는 것이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이다(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2017).

이에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ESG 경영 등 지속가능

한 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략이 언론을 통해 일반 국

민에게도 익숙해진 상황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더욱 선제적으

로 사회적 가치 확산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식되고 있

다. LAB2050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진행한 조사 결과, 사

회적 가치의 우선 책임 주체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라는 답변

이 전체의 34.4%로, 타 기관 및 조직을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양동수 외, 2019). 이러한 인식 변화는 공공기관이 현시점에 사

회적 책임을 논의하는 것의 중요도를 높인다.

2.3사회적책임이행사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활발하게 수행 중이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SOC 공기업과 에너지 공기업을 대

표로 선정해 공공기관의 실제 사회적 책임 사례를 직접 살펴보기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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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SOC 공기업이란 사회 간접자본인 도로, 항만, 철도, 공

항 등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간접자

본을 설립, 유지,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성장과 공존이 조화

를 이루는 국제 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하에 설립된 제

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사회적경제조직 지

원사업’을 통해 제주도에 지역기반, 미래 분야, 글로벌 영역

의 우수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JDC 마을공동체 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철도공사의 경우 ‘사람·세상·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라

는 영업이념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한국철

도공사는 자활기업과 철도 이용객을 연결하여 자활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역사 내 빈 공간을 청년과 소셜 벤처에

게 창업 및 사무공간으로 저렴하게 제공하고, 공정여행 플랫

폼을 제공해 지방 경제 활성화에 힘을 쓰는 등 철도 인프라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

이 인상적이다.

다음은 에너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사례이다. 전국에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배관망을 설치하고 해외 각국에서

LNG를 수입해 제공하는 한국가스공사(이하 KOGAS)는 지

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 종합

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기업 최초 사회적경

제 온라인 전용 상점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사회적경제 온라인몰’은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한데 모아 판

매하는 전용 온라인 상점으로, ‘사회적 가치 우선구매 지침’

을 제정해 구매액이 2015년 12억 원에서 2019년 120억 원

으로 약 10배정도 증가했다. 현재 약 50여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 본사가 위치한 KOGAS는

사회적경제 플랫폼과 공급망을 활용해 방역 물품을 대구시

에 기부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는 등 지역사회에도

책임을 다 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물 관련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간 수

도서비스 격차와 수원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부터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수도검침 서비스’를

개발하고 배포하였다. 또한 산소와 얼음을 이용한 친환경 세

척기술을 개발해 기존 수질검사 서비스를 옥내배관 진단 및

세척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수돗물 토탈케어 서비스로 확대하

여 물 관련 전체 서비스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

럼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 복지 실현과 사회적 책임

을 이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 분야 사회경제적기업을

육성하고 국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지역적 경계를 넘어선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2.4관련정책및이슈

이렇듯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나서는 양

상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정부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국가 단위의 과제로 내

세우고 있으며, 그 선도자로서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과 관련해 시행하고 있는 두 가지 정책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이하 사회적 가치

법)’이다. 사회적 가치법은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 기본법,

판로지원법, 사회적 가치법) 중 하나로, 국회의원 재직 당시 문재

인 대통령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후 2차례의 보완을 거쳐 3번째로 발의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 원리로 삼고 조직 운영 및

사업 수행 시 이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

치를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또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성과가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 사회 전반에서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 역시 지니고 있다(국민

참여입법센터, 2020).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정의

를 정의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

및 공공기관장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며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 기관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인 상태이지만 여당이

과반을 확보한 현재 의석 구도에 비춰볼 때 이번엔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김훈남, 2021.04.30). 정부 역시

지난 4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

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해, 8월말까지 연구용역

을 마쳐 사회적 가치 기본법 입법과 발효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ESG 공시 강화’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정부는 지

난 3월 공공기관 공시 항목에 ESG 관련 공시 항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즉, 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ALIO)에 ESG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공

개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해당 정책은 ESG 관련 공시 항목에서 △

안전 및 환경 항목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 양립

등 관련 항목을 대폭 신설·보완했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안전

및 환경 항목은 안전관리등급제에 맞춘 안전경영책임보고서 공

시와 녹색제품 구매 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을 반영하고, 사

회공헌활동 부문에서는 자율 공시 대상인 봉사 실적을 정식 공시

항목으로 분류하는 변화가 생겼다. 또한, 상생협력에는 혁신조달

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추가되었으며,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도 가족돌봄휴가와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공

개해야 한다. ESG 공시 확대 항목은 7월 평가부터 적용되며, 기

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ESG 관련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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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부각되고, 현장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혁신

조달 성과가 공공부문으로 확산·공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기대감을 밝혔다(최다현, 2021.04.20).

2.5공공기관사회적책임이행의어려움

위의 사례처럼 정부와 많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의 중요

성을 깨닫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지

만,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

한다. 첫 번째 한계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핵심

사업 간의 연계성 부족이다. 구체적인 조직활동의 방향성과

연계되지 않은 사회적 책임 활동은 자원의 낭비와 국민의 지

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의 미션과 핵심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의 연계성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

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핵심 산업이 유리되는 이유 중 하

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은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사항이

기 때문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

개발보다 정부에 의해 강제된 성과지표를 충족시키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미션과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많은 기관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은 미션 및 핵심사업과 무관하게 환경보호 캠페인,

노숙자 무료급식 지원 등 단기적 이벤트성 사업에 그쳤고, 1

사1촌 결연, 농촌일손돕기, 전통시장 지원, 헌혈 등 많은 사

회적 책임 프로그램들이 핵심사업과 연계되지 않고 공공기

관 간 중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석은, 홍다연,

2017). 이처럼 많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일시적

이고 단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그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

이 제기된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도 JDC가 추진하는 ‘사회

경제적 조직 육성사업’의 경우 제주도를 성장과 공존이 조화

를 이루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핵심 가치와 잘 부

합하지만, KOGAS의 ‘사회경제적 온라인몰’ 사업이나 중부

발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은 조직의 핵심 가치와 연

관성을 확인하기 힘든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

다.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과 효과적인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해서 조직의 핵심 가치와 사회적 책임 활동의 낮은 연계성

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은 바

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재무적 성과 간의 균형이다.

공공기관은 경제적 목표와 사회의 불균형 해소 및 환경보호

를 위한 사회적 목표라는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동

시에 추구해야 한다(김석은, 홍다연, 2017).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면 최선의 결과이겠지만, 안타

깝게도 많은 경우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곧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 근본적인 한계점이

기도 하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국

정철학에 따라 정부는 2017년 말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서

사회적 가치 점수를 늘리고 재무 평가 분야를 줄였다. 그 결과

2018년 12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A등급을 받은 우수기관

은 17개에서 20개로 늘어난 반면, E등급을 받은 미흡 기관은 8개

에서 1개로 줄었다(동아일보, 2019.06.21).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변화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한 것

을 강조했으나, 이면에는 많은 공공기관이 재무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는 것 역시 공

공기관의 의무이나, 공기업 역시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 등 재무적 성과가 뒤를 받쳐주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

실제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

년부터 2020년까지 36개 전체 공기업의 경영정보 데이터를 분

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약 70%

급감한 반면 인건비는 2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2016년 27조 6255억 원에서

2020년 8조 3231억 원으로 69.9%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이

적자인 공기업의 수 역시 같은 기간 5개에서 17개로 증가했다. 반

면 전체 공기업의 임직원 수가 12만6972명에서 15만79명으로

18.2% 증가하면서 인건비는 2016년 9조7730억 원에서 지난해

11조7888억 원으로 2조158억 원 증가했고, 부채규모 역시 363

조 원에서 397조9000억 원으로 9.6% 증가하며 재무적 성과의

악화를 여실히 드러냈다(손해용, 조현석, 2021.06.11).

공공기관의 재무적 성과의 악화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

지 공기업의 실적 악화 등 여러가지 원인이 존재하지만, 그 중 문

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변화한 경영평가 기준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일자리 창

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으로 구성

된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이 총 24점으로 가장 큰 배점을 차지

하고 있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공공기관은 공공성(사회적 책

임)과 경제성을 함께 달성해야 하는데, 공공성 지표에 더 많은 배

점이 부여되면서 공공기관의 실적 개선과 경영 효율성에 신경을

써야 할 인센티브가 자연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

가편람을 살펴보면 회사 경영의 기본인 ‘조직·인사·재무관리’는

2016년 16점에서 7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직결된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는 12점에서 8.5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구

조에선 경영 손실이 발생하고 비용이 증가해도 ‘사회적 가치 구현’

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높은 평가 등급을 받을 수 있다(2020

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020).

이러한 공기업의 평가 구조는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재무적 성과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직원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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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연봉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이 적자인 공기업 15곳에서는 성과급을 1인당 평균 1408만 원을 지

급하는 등 민간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밝혀지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임직원의 투기 논

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LH가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장 높은 우수(A) 등급을 받은 것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채가 약

27조 원 증가한 한국전력이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지방대학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전남 나주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

대)를 짓는 상황 역시 근본적으로 같은 원인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전공대가 세워진다면 한국전력의 부채비율은 2024년

234.2%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민간기업이라면 정상적인 채권 발행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재무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안준호, 2021.03.31). 문제는 이러한 공기업의 재무 성과 악화는 국민과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는 것

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재무적 성과 간 불균형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로, 미래세대와 지

속가능성을 생각해서라도 현재 공공성에 더 치우친 공공기관의 역할에 재무적 성과 역시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3.결론및제언

지금까지 본고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성과 실제 사례를 살펴본 후, 현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가치 실현 의지 및 정책

방향성이 이러한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공기관의 특성 및 구조상의 특징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사회

적 책임에 제기되는 우려와 비판들을 살펴보았다. 사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및 존재 의의, 사업 내용을 고려했을 때 방만 경영, 도덕

적 해이의 원인이 되는 공공기관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각 공공기관 고유의 특성

과 수익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추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어떤 방향으로 수행 혹은 평가되어야 할지 논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앞서 문제로 지적한 공공기관의 사업과 사회적 책임 간 연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위에 위치한공공기관의 비전과 미션, 아래로는 기관

의 핵심 역량 및 주요사업을 고려한 지속가능경영 관련 미션 혹은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비전과 미션은 공공

기관이 주요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며 세부 활동 구성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관의

핵심 사업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 만들어진 명확한 비전 혹은 미션, 핵심역량은 다시 역으로 기관이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세부

사업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한 방향성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김석은, 홍다연(2017)이 지적했듯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

공기관”, “자원봉사 실천과 최고 수준의 사회공헌 추진”과 같이 기관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상적인 내용을 상위 목표로 삼는

것은 기관의 특성과 상관없는 ESG 사업을 집행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경영전략 차원에서 전담조직을 조직해 기관 전체의 미션, 비전과 사회적 책임 관련 사업 간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1] 공공기관의 미션과 사회적 책임의 전략적 연계(김석은, 홍다연, 2017)

사업을 구상할 때 역시 공공기관은 자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스스로 ESG 요소를 찾아내서 그것을 혁신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모범 사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준정부기관으로서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국유재산관리 및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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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조세 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년 연속 부패방지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2020년 공공기관 경

영실적평가에서도 금년도 최고 성적인 A등급을 획득하였다. 또한, 한국경제신문사와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등이 평가한 ‘공공부문

ESG 평가’에서도 준정부 및 기타 부문에서 우수기관 상을 받았다. 최근 시설물의 안전 미비로 인한 재난이 빈번한 가운데, 공사 ‘전사

통합 안전 관리 계획’을 구축하여 ‘全(전) 사업장 안전사고 실시간 감시 체계’를 운영하였고,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초고층 빌딩 대피계

획을 수립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지원 종합 플랫폼인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를 개관하고 임

대료 부담으로 도심지에 사무실을 열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진정으로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무엇인지 파악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문성후, 2021.06.21). 대부분의 기관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차년도 공공기관 사업 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평가 항목을 수정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

LH사태 이후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 윤리경영 항목을 더욱 엄격하게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배포

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2021)’은 "LH 사태로 인한 윤리경영의 강조 측면에서 비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

제시스템 구축 내용 보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공직윤리 강화”라는 윤리경영 관련 추진과제가 추가

되었다. 이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일각에서는 경영평가 내 윤리경영 점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과거 기획재

정부는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작업장에서 끼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자 2019년 경영평가편람에서 안전 지표 점

수를 확대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0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윤리경영과 관련해 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평가 점수를 상향조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이해충돌방지법 등 예방효과가 강한 사전 방

지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는 아무리 평가를 세분화해도 평가기관과 피감기관 사이의 정보비대

칭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며, 특정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그에 맞춰 대응하고 준비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하기

도 했다(민경하, 2021.03.22). 또한,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윤리경영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 부문의 평가 비중을 늘리는 것은 공공기관

의 조직문화 이완과 기강 해이를 부추기고 재무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지금의 평가체계는 장기적으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7월 2일 개최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

람회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성과 측정이 성과액보다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합

리적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언급한 ‘공공부문 ESG 평가’ 역시 기관이 어떤 산업에 속하는지에 따라 평

가지표와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역시 추후 공공기관의 종류와 사업 특성, 규모 등을 반

영해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때, 지금의 ESG 열풍이 단순히 유행이 아닌 바람직하고도 당연한 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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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환경친화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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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가능금융패키지의

의의및 시사점

1.서론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활동과 금융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금융과 ESG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기업의 ESG 성과가 우수할수록 대출금리를 할인해 주고

ESG 성과가 나쁘면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기업의 ESG 성

과를 연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는 “ESG 성과연계 금융이 활

성화되면 주요 경제 주체인 기업, 소비자, 정부 등의 효용이 증가한다.”

고 설명하였다(류병화, 2021.05.26). 이를 바탕으로 정의된 ESG 관련

금융의 역할은 (1) ESG 성과 연계를 위한 금융중개 활성화와, (2) ESG

가치의 객관적 측정이다.

(1) ESG 성과 연계를 위한 금융 중개는 국내외로 활성화되고 있다. 2021

년 5월 기준, 7321억 달러(약 827조 원)을 뛰어 넘은 전세계 ESG 자금

시장 규모가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이다. 전 세계 ESG 채권·대출

시장은 2013년 26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히 성장하였다(한

혜원, 2021.05.19). 국내 금융사들도 ESG 채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녹색금융에 대한 내용은 본론 2-4에

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반면, (2) 객관적 측정에 있어서는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일된 규정이 명확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른 여러 논점들

이 존재한다. 명확한 기준 혹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체계가 부재한다면

기업 간 비교가능성은 자연스레 떨어지게 된다. 이는 나아가 금융의 관점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이인형, 2021). 투

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법률, 혹은 공통된 법률 등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다양한 규정들이 하나로 정의되지 않고 공존하는 것은 그린워싱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린워싱은 ‘Green’과

‘White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이 주가 상승 등을 목표로 무관한 근거를 바탕으로 녹색특성을 과장하여 광고, 홍보, 상품포장에 사

용하는 행위를 말한다(Terrachoice, 2007). 즉,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녹색 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다. 앞

서 말하였듯, 지표에서 통일성이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다면, 실제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특정 지표에서 ‘친환경적’으로 나타날 가

능성이 존재하고 기업은 이를 선택적으로 채택해 기업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미국 뉴욕시는 그린워싱을 이유로 석유회사

쉘(Shell)에 소송을 제기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홍보하였으나 친환경 사업에는 20억~30억 달러를 사용한 반면

화석 연료 운영비로 170억 달러를 투입하였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그린워싱 사례가 있었는데, 일례로 아모레퍼시픽 계열

사인 이니스프리는 세럼 용기를 제작하는데 종이를 사용했다는 점으로 기업의 친환경적 행보를 홍보하였으나, 실상은 내부가 플라스

틱으로 되어있었던 것이 밝혀져 많은 비난을 받았다(김지애, 2021.04.13). 그린워싱과 앞서 말한 규제 구체화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해서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주체들이 여럿 존재한다. 그 중 가장 선

두에 있는 그룹은 바로 유럽 연합(이하 EU)이다.

EU는 기후변화, 그린, 디지털 등 다양한 ESG 관련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의 선두에 서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률,

표준 등을 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금융 규제에 있어서는 2014년 10월 EU ‘기업 비재무정보 공개지침’(NFRD) 제정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지속가능금융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12월 EU의 새로운 성장전략 및 기후대응 전략으로 ‘유럽그린딜’을 발표

한 바 있다(오태현, 2021). 이어 2020년 7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판별하는 수단으로써 지속가능금융의 국제적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EU 분류체계’(Taxonomy)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론 2-4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8기 김현서
28기 엄상원
28기 홍지연
29기 이다연
29기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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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EU는 지속가능금융공시에 관한 기술표준 초안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이하 SFDR)는 EU 역내 금융기관에게 투자나 상품 관련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정의 및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정의 기준을 강화하여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개를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론 2-2의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 와 함께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지난 4월 21일, EU 집행위원회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입법안으로 채택된 지

속가능 금융 패키지에는 EU 분류체계 위임 법안, 비재무보고지침 개정, 금융투자, 보험 감독 및 거버넌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앞서

언급한 2018년 발표한 지속가능 금융 이행계획의 세부 추진계획에 해당하며 각각 2022년, 2024년, 2022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본론에

서는 각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이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어 EU의 행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녹색금융 추진 계획을 간략히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유럽위원회의지속가능금융패키지

2-1. EU 분류체계기후위임법률(EU Taxonomy Climate Delegated Act)

‘EU 분류체계(EU Taxonomy)’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녹색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2020년 7월 EU는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이행수단으로써 EU 분류체계 규정을 발효하였다. 이는 타기관의 유사한 분류체계들

중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EU가 녹색 경제활동의 분류체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였다. EU

분류체계는 6대 환경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4개 판단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당

환경 목표와 판단 조건은 아래의 표와 같다(강노경·한승권, 2021).

6대 환경 목표 판단 조건

①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 하나 이상의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

-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UN 기업 및 인권 지침

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 기술 선별기준에 부합

[표1] EU 분류체계의 환경 목표와 판단 조건

EU 분류체계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업활동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분류체계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

는 기술 선별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 이하 TSC)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선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기

술 전문가 그룹(Technical Expert Group: 이하 TEG)의 제안을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EU 분류체계 기후 위임법률(EU

Taxonomy Climate Delegated Act)’을 발표하였다. 이는 EU 분류체계의 환경 목표 중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활동 분류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활동에는 9개 분야1 내 88개의 경

제활동이 포함되었으며, 기후변화 적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활동에는 13개 분야2 내 95개의 경제활동이 포함되었다(주 벨기에 유

럽연합 대사관, 2021). 이러한 기준은 2021년부터 시행되어 2022년 기업공시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나머지 환경 목표에 대한 기준은

2021년까지 법제화하여 2022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녹색경제활동 인정여부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으로 인

해 분류체계 내 경제활동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연구 결과와 전문 기관의 검토를 바탕으로 2021년 중 최종 결정 내용이 발표될 예정

이다. 또한 이러한 분류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금융 국제플랫폼(Internat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이하 IPSF), G7/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등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다(오태현, 2021).

EU 분류체계 기후 위임법률은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기업활동의 개념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금융기관 및 민간의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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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 환경 보호 및 복원, 제조업, 에너지,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관리 및 개선, 운송, 건설 및 부동산, 정보통신, 전문 과학 및 기술

2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분야 9개, 금융 및 보험, 교육, 건강 및 사회사업 활동,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유럽 기업에 준하는 인권, 노동환경, 기업투명성정책, 위험관리 정보

등을 요구받게 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19).

또한 기업 지속가능보고서나 재무보고서는 주로 과거의 일을 기술하

는데, CSRD는 기후변화에 따른 ‘전환 궤적’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기 위해 미래 정보를 담기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미래

목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박란희,

2021). 또한 이중 중요성 원칙(double materiality)을 채택하여, 사

회와 환경 등 외부 요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기업이 사회

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도 보고하기를

의무화하였다. 외부와 환경, 사회적 요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

는 외부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업이 세계에 미치는 내부적 관점을 모

두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보고서는 “지속가능성 이슈가 조직의

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재무성(pre-

financial)’으로 봐야 한다”고 기술하며 이중 중요성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박란희, 2021).

CSRD 리포트는 중소기업 전용 EU 비재무정보 공시 표준을 만들겠

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기존 대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항목의 단순화된 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U 기

업들이 제공한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공개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투

자자들과 금융권이 원스톱 방식으로 더욱 편리하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전에는 높은 가격에 상용 데이터 공급자로부

터 ESG 자료를 구입해야 했지만,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다면 제3

자 데이터 제공자의 지배력 강화를 견제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

을 것이다(박란희, 2021).

CSRD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 디지털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시하기를 요구하였다. 기업들은 2021년 3분기

에 예정된 유럽 단일 전자 형식 규제(ESEF,European Single

Electronic Format)에 맞춰 XHTML 포맷으로 재무제표와 경영보고

서(지속가능성 정보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향후 마련될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에 태그를 달아야 한다(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 2021). 일부 데이터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

로 제공되어 사용자가 데이터를 보다 쉽게 비교하고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CSRD는 기업들에게 EU 차원의 검증을 받는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통해 지속가능정보에 대해서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증 수준으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경훈∙설동근, 2021).

2-3.금융투자,보험감독및거버넌스

유럽위원회는 EU 분류체계 규정 발표, 비재무보고지침(NFRD) 개정

및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발효와 더불어 지속가능금융 기존

위임법률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투자회사, 금융상품 및 거버넌스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업들은 EU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환

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경영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EU

분류체계 규정을 반영한 비재무정보 공시체계를 수립할 수 있

다. 또한 금융기관은 EU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나 기

업의 친환경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투자 진행 여부

와 투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2-2.비재무보고지침(NFRD)개정

EU는 비재무보고가 보고기업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재무보고에서 다루지 않는 가치창출 메커니즘을 잘 포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비재무적 및 다양성 정

보 공 시 에 대 한 지 침 (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도입하였다. 또한 2018년 임직원 500인 이상, 자

산총액 2000만 유로 또는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역내

기업에 대해 대기업 등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 공시 제

도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표준화된 공시 기준 부재로 인한 정보

의 비교 가능성 및 활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개정안은 기존의 NRFD라는 용어를 CSRD(기업지속가능성 보

고지침)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명칭을 바꾸는 이유는 지

속가능성 보고를 재무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 가지고 오기 위

함이다. 기존 비재무정보라는 명칭은 환경, 사회 요소가 기업의

재무성과와 관련성이 없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에, 지속가

능성 정보 공시로 이름을 변경하였다(박란희, 2021). CSRD의

핵심은 의무 정보 공시 대상 및 내용을 확대하고, 정보의 신뢰성,

비교성, 접근성을 올리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부담에 차이를

두는 데 있다. 유럽 비재무보고지침 개정안을 채택하기 위해 유

럽위원회(EC)는 비재무보고 표준 세부 준비작업을 유럽재무보

고자문그룹(EFRAG)에 위임하였으며, 개정안은 2021년 2월 본

보고서와 6개 기술 부록의 형태로 발간되었다. 이번 입법안은

내부 검토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 최종 법안이 채택될 예정이

고, 2022년 말까지 첫번째 표준이 채택되면 회계연도 2023년

발간 보고서에 일부 새로운 의무보고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2026년 1월부터는 신규 의무보고 기준이 채택∙적용되는 공시

가 이뤄질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전 기준에 따라서는 약 1만 1700개의 기업 및 단체가 비재무

정보 의무 공시의 적용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500인 기준

을 삭제하고, EU 내 상장법인으로 범위를 넓힘으로써 비EU 법

인의 EU 자회사, EU에 상장된 비EU법인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

다. 이로 인해 EU 모든 기업의 3/4에 해당하는 4만 9000여개

의 기업들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유럽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을 설립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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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기업들은 부정적 영향을 구체화해야 하는데,

그 영향의 발생가능성, 중대성, 시급성 및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명

확히 해야함을 의미한다. 부정적 영향을 인식했다면 기업은 이를 중

단, 예방,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조치를 채택하고 명시해야 할 의무

가 있다. 둘째, 기업들은 가치사슬을 파악하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우선순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모든 부정

적 영향에 동시에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중대성·발생가능성·시급성

을 기준으로 우선 대응할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임성택 ,

2021.04.30). EU 공급망 실사제도를 통해 EU 기업뿐만 아니라 EU

기업들과의 비즈니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비EU 기업들 역시 공급망

실사 준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자면 EU 분류체계(EU Taxanomy)는 공급망 기업의 친환경

경영 평가를 위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비재무보고지침(NFRD) 적

용 대상인 기업들은 그 기준에 따라 전 가치사슬의 ESG 준수여부 및

경영활동을 공시한다. 그 후 EU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SFDR)에 따

라 금융기관의 투자상품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해 기준에 부합

하는 기업의 비재무정보가 공시된다.

2-4.우리나라의녹색금융추진계획

국제사회는 기후·환경변화 대응 및 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된 지속가

능금융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녹색금융 추진

방향과 이행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과거

부터 관련 논의가 몇차례 제기되었으나 녹색금융의 정의 미비와 녹

색투자 유인 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

나 최근 유럽위원회가 지속가능 금융 패키지를 택하면서 국내에서도

역시 EU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 체계를 수립하

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녹색금융과 녹색분류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녹색 금융

추진계획」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녹색금융 활성화 부분이

내실화되며 12개의 실천과제가 도출된다. 크게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금융 활성화’, ‘녹색금융인프라 정비’의 세가지 추진전략 측면에

서 살펴볼 수 있다.

공공부문 역할 강화 측면에서는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전략을 마련

하여 현재 6.5%에서 2030년 13% 수준으로 늘리고자 한다. 또한 정

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추진과제도 있다. 산업

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금년도 1월에

신설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와 더불어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 신설과 기금운용사 선정

지표에 녹색금융 실적 반영이 첫번째 추진전략의 실천과제로 포함되

었다.

민간금융 활성화 부문에서는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하

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녹색분류체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EU,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오

태현, 2021.05.25). 6개의 위임된 법령은 2022년 10월부터 적

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금융 및 투자상품 가치평가에서 자연재해

피해와 기후변화와 같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리스크를 평가하

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투자 및 신탁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집합투자(UCITS: Undertakings

for the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관리회사, 대체투자(AIFMs: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보험사 및 재보험사 등에 적용되었다는 점을 주목

해야 한다. 여기서 ‘UCITS’는 유럽연합(EU)의 공모펀드 기준으

로 투자방법, 자본의 성격, 투자기관의 투명성 등에 대한 세부안

을 의미한다(한경닷컴, 2012.08.24).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펀

드 운용자는 잠재적 피투자회사에 대한 실사를 포함하여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지속가능성 고려사항 요소들을 통합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 및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심수연, 2020.10.13). 개정안에 명시된 금융 관련 기업들

은 서로 다른 ESG 목표와 특성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수

준에서 상품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에 지속가능성 요소가 포함

되도록 해야 하며 기업 활동이 개별 고객의 지속 가능성 선호도

와 충돌하는 경우 3MiFID(유럽연합 금융상품투자지침)의 이해

충돌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지속가능금융 위임법률 개정안은 지속가능성 평가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고객의 투자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 자문사

는 고객의 지속가능성 선호도, 위험손실 수용역량 등을 평가하

며,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지속가능성 평가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오태현, 2021). 이와 더불어 모든 금융상

품 제조사 및 자문가는 금융상품 감독 및 거버넌스에서 지속가

능성과 관련된 목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금융이 단지 금융권 기업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의 기업들의 지속가능 요소 역시 비재무정보를 제공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느낀 EU 집행위원회는

EU 공급망 실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에 공급망 전체의 환

경 및 인권보호 등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여했다(강노경,

2021.04.27).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인권·환경·

거버넌스 실사를 통해 인권 및 환경 등을 침해하는 활동 여부를

확인·보고·개선해야 하며 리스크가 발생할 시 해당 내용과 대책

을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사 전략의 수립 및 이행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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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ESG 경영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 가공,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 및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강

노경 외, 2021).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강화된 공시 규정에 의해

자산운용사로부터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받게 됨으로 동일한 기준

하에서 자산운용회사와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노력 정도를 비교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점은 어느 정도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일편 기대할 수

있다(공경신, 2021).

한편, EU 지속가능금융패키지는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다른 국가들

에게는 입법선례로 작용하여, 국제공시기준 등의 기관을 움직이게

하고 지속가능 공시 강화 움직임을 선도할 것이다. EU의 지속가능

금융 패키지가 발표됨에 따라 국제공시기준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등 국제기구들도 지속가능공시

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에 맞춰

최근 국내 많은 기업과 금융회사도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등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민석,

2021.05.20). K-Taxonomy,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등 추진 중인

국내 입법과정에도 또한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U

지속가능금융패키지는 가장 먼저 ESG 규제 체제를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다, EU Taxonomy·SFDR·CSRD는 처음부터 글로벌 스탠다

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기존 통용되던 국제기준이나 규범·원칙

등을 적극 반영하며 마련했기에 중요 입법 선례로 자리매김할 것이

다. EU 지속가능금융패키지 이후 EU는 ESG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더욱 굳힐 것이며 지속가능공시 흐름은 강화된 규제로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다.

ISO 등의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친환경 산업 및 기업을 선정하고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한

다. 더 나아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경제활동 분야별 준수해야

할 환경법규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20년 12월에

발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금융회사 및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

이다. 이외에도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금융회사 ‘기후

리스크 관리·감독계획’ 수립이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 부문에서는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단계에 걸쳐 공개 대상 기업들의 범위 및 수가 확장되며 기업들

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에 따른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

토, 환경 표준평가체계 마련과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역시 녹색

금융 인프라 정비 부문의 한 축을 이룬다.

3.결론

EU 지속가능금융패키지에서는 이전 NFRD과 달리 500인 기준

을 삭제하고, EU 내 상장법인으로 범위를 넓힘으로써 비EU 법

인의 EU 자회사, EU에 상장된 비EU 법인도 그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약 5만여 개의 기업들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사업 확장에서 직·간접적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기업이 받을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CSRD는 비EU 기업의

EU 자회사 및 EU에 설립되지는 않았으나 EU에 상장된 기업에

EU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

어 공시 비용과 관련된 부담이 예상된다. 또한 CSRD는 공급망,

중요 계약 상대방 등 가치사슬(value chain) 내 지속가능성 실사

(due diligence) 및 실사결과에서 나타난 실제·잠재적 문제에 대

한 완화·예방·해소 방안과 조치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EU 기업의 가치사슬에 포함된 국내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

련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 EU의 ESG 규정 준수가 EU 수출 및

EU 기업 공급망 선정의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대응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실사제도 시행 시 EU 시장 진출 기업뿐 아니라 EU 기업

의 협력사도 EU 기준에 맞춰 노동 및 인권보호, 기후변화와 관

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신 EU 비즈니스 진입 및 유지를 위

해 반드시 필요하다(강노경 외, 2021). 뿐만 아니라 EU 시장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으려는 우리나라 기업 역시

SFDR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투자자에게 SFDR이 요구하는 수

준의 지속가능성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이경훈 외, 2021). 기업

가치사슬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 재활용 비율, 환경 인권보호 등

에 대한 데이터는 ESG 경영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자산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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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져 가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금융업계는 지속

가능한 경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감염병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리스크가 자본 시장에 매우 큰 충격을 주

었고, 그 충격은 대출, 투자, 보험 등의 금융 거래를 통해 금융 기관으로 파급되어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효성

FMS, 2020.11.24). 이처럼 금융업계는 팬데믹으로 인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와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린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금융업계의 친환경 경영과 투자를 크게 활성화시키

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ESG 투자가 확산되어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변화 대응을 핵심적인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조민아, 2020.11.13).

자세한 서술에 앞서, 현재 금융업계의 친환경 경영의 대표적 유형인 녹색 금융과 그린 본드(녹색채권)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녹색 금융은 환경 개선과 금융 산업 발전,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형태를 지칭한다.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 대출 심사 시 환경에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것,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 사업 등이 녹색 금융에 해당된다(효성, 2020). 그린 본드란 ESG 채권의 한 종류로,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 개선, 기후변화

적응 등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되는 특수 목적 채권이다. 2007년 유럽 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에서 최초로 그린 본드를 발행한 이후 5개의 대형 투자 은행(SEB, BoAML, Morgan Stanley, Créit Agricole,

JP Morgan)을 중심으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발행 주체는 선진국에서 신흥국의 금융기관과 기업, 공기업, 벤처기업으

로 점차 다변화되었다(정한교, 2020.06.11).

국내에서도 활발한 움직이 나타나고 있다. KB금융이 최초로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며, 신한

금융이 2030년까지 20조원을 친환경 녹색산업에 투자하고 온실 가스 2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 비전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선포하는 등 금융업계 내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효성FMS, 2020.11.24). 이에 본고는 금융업계의 환경친화경영의

당위성을 밝히고, 금융사의 ESG 채권 발행과 금리 우대, 환경 협약 동참 등의 동향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금융기관의환경친화경영
28기 문가빈, 최명진, 홍지연 29기 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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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업계환경친화경영의당위성

2.1환경문제개선주체로서의금융업

2021년 현재, 금융업계의 환경친화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로 자리잡았다. 본고는 이러한 흐름의 당위성을 세 가지 측

면에서 접근해보았다. 첫 번째 측면은 바로 금융업계의 산업

적 특성이다. 금융업은 무형의 상품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제조업, 농업 등의 타 산업분야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이 미미하다고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금융업은 모든 산업

과 연계되어 있는 가장 복잡하고 영향력 있는 산업이고, 자

금의 흐름을 조정하여 전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문제 개선의 중요한 주체로 주목받고 있

다(효성 FMS, 2020).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주체로서 기업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소비를 유도한다면, 환

경오염과 기후변화가 초래한 경제위기 극복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금융업의 산업적 특성으로 인

해 투자자 압박이나 정부 정책 등 금융업계의 환경친화경영

을 촉구하는 다양한 외부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며, 금융업계

내부에서도 친환경적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과 환경 보

호 협약에 동참하는 등 환경친화경영을 가장 시급한 이슈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외부투자자본의압박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2020년 초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투자 포트폴리오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자사의 투자기업들이 ESG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

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표하

였다. 이에 스테이트 스트릿 글로벌 어드바이저(SSGA)와 바

클레이즈(Barclays), UBS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 역시

ESG와 환경부문 평가지표를 늘리며 기업들이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를 위해 움직일 것을 촉구하였다 (박은경 ,

2021.04.14).

이러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탈탄소·저탄소 금융 압박은

금융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KB금융과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사에 2020년

‘화석연료로 25%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TCFD 권고안 1 기준에 맞춰 작성한 기후 관련 리

스크를 공시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며 국내 금융기관에

도 압박을 가했다(김제관, 2021). 올해 3월 블랙록은 KB금

융 지분을 6.02%까지 늘리면서 국민연금에 이어 KB금융의

2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이는 ESG 평가에서 국내 금융사 중

유일하게 전 부문 A+를 획득한 KB금융의 우수한 ESG 성과

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보인다(송상현, 2021. 03.16). 이

처럼 외부 투자자의 압박은 금융업계의 환경친화경영 전환에 더

욱 속도를 가하고 있다.

2.3정부정책및글로벌트렌드

금융업계의 환경친화경영은 정부 정책과 글로벌 트렌드의 필연

적 결과이기도 하다. 작년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파리 기

후 협약 재가입,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0 달성, 청정 에

너지에 2조 달러(약 2200조 원) 투자 등 친환경 정책과 기후변

화 대응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전 세계적으로 ESG 투자가

확산되었다(이경호, 2021.02.16). 대한민국 정부도 이러한 글로

벌 트렌드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선보이고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권 규제체계에 ESG 요인을 통합해 금융사들이 ESG 경

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강승혁 ,

2021.02.10). 친환경 글로벌 트렌드와 정부 정책이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기관들 역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환

경친화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ESG 채

권 발행, ESG 우수기업 우대금리 제공, 각종 환경 협약 가입 등

이 있다(윤진호, 2021.05.24).

3.세부동향

3.1그린본드발행

그린 본드 발행은 현재 금융업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방

법이다. 그린 본드는 수요가 많을 뿐 아니라 투자자 기반이 보다

다양하고 장기 지향적이므로 장기 친환경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

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선한결,

2020.12.23). 또한 상대적으로 조달 금리가 낮다는 ESG 채권의

일반적 특성에 더해, 그린 본드 발행의 또다른 동인 중 하나는 발

행자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성과를 드러냄으로써 기업 평

판 제고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한국환경

산업기술원, 2018). 대표적으로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사 중 처

음으로 ESG채권을 발행해 친환경차 전용 할부금융상품에 활용,

친환경 대상 사업분야 지원, 친환경 관련 사업 및 금융약자 지원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활용해오고 있다. KB금융은 지난

5월 국내 금융지주 중 처음으로 원화 1100억 원 규모의 그린 본

드를 발행했으며, 하나은행은 6월 15일 그린 본드와 소셜 본드를

결합시킨 6억 달러 규모의 ESG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1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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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우대금리제공

더불어 친환경 기업에 금리를 우대해주는 것은 금융기관의

특성을 잘 살린 환경친화경영방식이다. 신한금융은 자체

ESG 평가 지표인 SVMF(Social Value Measurement

Framework)에 기반해 평가한 신한 ESG 우수 상생지원대

출 대상에 연이율 0.2%~0.3%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

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 5월 선보인 ‘우리 ESG 혁신기

업대출’을 통해 친환경 관련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에 0.1%p

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금리 우대 방식은 또한 국책 은행

들에서 ‘녹색 대출’이라는 이름 하에 점차 그 비중을 늘리고

있다. 가령 KDB산업은행의 경우 탄소를 감축한 것에 연계해

우대금리를 주는 KDB탄소스프레드를 제시했고, 한국수출입

은행은 최근 2030년까지의 정량목표로 ESG 여신 180조

원 공급을 발표했다.

3.3각종환경협약동참

금융기관들은 환경 관련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환경친화경영

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 7월 1일 NH농협금융은 ESG

추진계획에 따른 글로벌 ESG 스탠다드 확립을 위해 유엔환

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에 가입하고, 책임은행원

칙(PRB) 이행을 선언했다. UNEP FI는 기후변화대응과 지속

가능경영을 위한 금융기관의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협약이며,

PRB는 파리기후협약과 UN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금융원칙이다(이경탁,

2021.07.01). 한편 신한은행, KB국민은행은 대규모 개발사

업으로 인해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

융 지원을 불허하는 금융기관 간 협약인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해, 여신 취급에 있어 적도원칙 준수사항

을 평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박혜림, 2021.06.14).

이외에도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거나 기관

건물에 에너지 저감 설비를 구축하는 등 금융업계 내 전사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후 이러한 활동들은 더

욱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 결론

현 금융업계의 환경친화경영의 한계 및 향후 나아가야할 방

향성 제시를 끝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SG 투자

에 당위성이 부여되고 투자자들의 관심 및 투자규모가 빠르

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관련 투자자 리스크도 빠

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평가 및 투자기준의 불투명성과 불확

실성으로 인해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외 평가기관들은 기업별 ESG 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 ESG 평가는 구성요소도 다양하고 평가기관 간 지표와

방식이 상이하여 평가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동일 기업 내

에서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 대한 평가 취합 방식이 불분

명하여 최종적인 통합 ESG 등급에 기반한 투자는 향후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가령 지배구조 부문 평가는 우수하지

만 환경 부문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은 기업의 통합 ESG 등급은

중간 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다(이민선, 2021.05.20). 또한 녹색

금융 상품 범위에 기술금융펀드, 여성기업투자상품 등 녹색금융

이라 정의하기 어려운 상품이 대거 포함되기도 한다. 특히 ESG

펀드, 그린펀드 등 ESG 상품으로 명명된 금융투자 수단들의 실제

포트폴리오 운용 상황이 불투명한 경우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기

도 하는데, 예를 들어 ESG 펀드라는 명칭 하에서 ESG 특성을 지

니지 않은 주식들이 펀드 가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렇듯,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및 투자기준의 부재로 인해

그린워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혼란이 야기된다.

따라서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금융업계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펀드 명칭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가 펀

드 명칭에 의해 펀드의 성격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칭

과 자산가치가 일치하도록 요구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더 나아가 ESG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

전문가가 ESG의 정의 및 관련 주요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이민선, 2021). 더 나아가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를 도

입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ESG 평가 관련 규제는 공시 기준을 확립하고 평가 절차 상의 투

명성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통합적인 평가 기

준 및 지표를 마련하여 그린워싱을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

난 1월에 발표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은 의미가 있다.

추진전략 중 일부인 ‘녹색분류체계’의 마련, ‘녹색금융 모범 규준’

의 적용과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 및 시범사업의 시행 등은 그린

워싱을 방지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현 금융업계 환경친화경영의 한계점의 존재 및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었으며 그 추진 방향도 어느정도 설

정되었다. 이제는 실천과 속도가 관건이므로 금융업계, 정부와 투

자자를 포함한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다.

Summer 2021 50



참고문헌

1. 논문 및 보고서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8). 녹색채권 시장분석 보고서

2. 기타

강승혁(2021.02.10). "환경파괴 개발, 돈 안 댄다"…은행 '친환경 경영' 고삐.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1952

김제관, 문지웅(2021.04.19). 블랙록 "화석연료 기업에 투자 자제"…韓금융권도 ESG 태풍.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76705/

금융위원회 환경부(2021.01.25).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main.do

박은영(2021.04.14). [녹색금융 보고서①] “환경의 역습…녹색금융, 이제는 잘 해야 산다”. 그린포스트코리아.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979

박혜림(2021.06.14). '적도 원칙' 가입한 국내은행은?. 뉴스로드. htt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1’

선한결(2020.12.23). 주류 투자처로 떠오른 '녹색채권'…알아야 할 세 가지 [독점 UBS리포트].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12238415i

송상현(2021.03.16). 세계 1위 블랙록이 KB금융 지분 늘린 이유는…'ESG 모범생 인정'. 뉴스1코리아. https://www.news1.kr/articles/?4241726

윤진호(2021.05.24). 은행들 “ESG 우수기업에 금리 깎아줘요”.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

finance/2021/05/24/UYAEQGT6GFARTK7B6URQY6MHVA/

이경탁(2021.07.01). 농협금융, UNEP 국제협약 참여해 ‘ESG 경영’ 강화.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1/07/01/YKBHXGRM5BCKJN2O66WPUBYXJA/

이경호(2021.02.16). [기업경영의 뉴 패러다임] 블랙록의 편지 한 통...ESG광풍을 불러오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215110103493

이민선(2021.05.20). 한국금융연구원 “ESG 워싱 막을 정책 수단 강화해야”. 그린포스트코리아.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914

정한교(2020.06.11). “금융에도 부는 ‘그린’ 열풍, 친환경적인 채권 ‘그린본드’의 부상”. 인더스트리 뉴스.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86

조민아(2020.11.13). “금융권, 친환경 경영∙투자 열풍… 삼성도 ‘脫석탄 금융’ 선언”.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4811&code=11151400

효성FMS 편집팀(2020.11.24). “지구를 살리는 금융, 미래를 준비하는 녹색금융 트렌드”. 효성FMS 뉴스룸. 

https://www.hyosungfms.com/fms/promote/fms_news_view.do?id_boards=13569

51 Sustainability Review



FOCUS
ESG 최근 이슈

IT업계 노동이슈와 기업문화

행동주의 주주와 ESG경영

ESG의 그림자 – ESG 워싱: 현안과 대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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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업계의최근노동이슈

2021년 5월 25일, 네이버 지도 부서에서 근무하던 40대 남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보도되며 큰 충격을 주었다. 해당 직

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으며, 직원의 상사는 사내 개발자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등 폭압적, 강압적인 업무 분위기를 조성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권승준, 2021.06.05). IT기업은 오늘날 대학생들이 가장 선망하고 취

업을 희망하는 업계임은 물론, 일반적인 대기업의 수직적, 관료적 조직문화에 비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러

한 소식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비단 네이버만이 아니라 IT업계의 고압적인 사내문화 및 리더

십,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폭로가 연이어 터져 나오며 IT업계의 기업문화가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네이버 이후 크래프톤과

쿠팡 등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고발이 이어지며 IT업계의 인사 제도에 대한 비판 역시 거세졌다.

네이버 논란이 일기 얼마 전 IT업계에서는 카카오의 비인간적인 인사평가 시스템이 주요한 이슈였다. 카카오는 연말마다 동료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제공하는데, 평가 항목에는 ‘이 동료와 함께 다시 일하겠습니까?’라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평가를 받은 당사자는 동료 중 몇 명이 자신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는지, 그 숫자와 비율을 전사 퍼센티지(%)와 비교하

여 확인할 수 있다(전혜원, 2021.03.16). 그러나 누가 어떠한 이유로 평가를 내렸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직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곤 한다. 올해 2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인사평가 제도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

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였고, ‘카카오의 인사평가는 살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뒤이어 게재되기도 하였다.

게임업계 역시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넥슨은 지난 5월 일부 직원들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려 비판을 받았다. 한국의 대부분

의 게임사는 프로젝트 단위로 팀을 꾸리고 있는데, 프로젝트 종료 후 해당 팀원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배치되기 위해 다시 채용면접

을 봐야하는 구조이다. 결국,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팀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다시 면접을 보는 구직자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고, 전환배치에 실패한 인원은 권고사직을 종용 받는 상황에 놓인다(김동준, 2021.06.09). 이처럼 전환배치가

한국 게임업계의 악습으로 꼽히는 가운데 넥슨은 자사 직원 16명에게 임금 삭감과 함께 3개월의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고, 넥슨 노조

측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였다.

IT업계노동이슈와 기업문화
28기 엄상원, 이나연, 이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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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사건들이 보도된 후, 자율성과 유연성으로 대표되던

IT기업들의 실상에 대중들이 격양된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업계 내부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

다. (이름+’님’, 영어이름 등으로 부르는) 수평적 호칭 체계,

직급 체계로 포장해 왔을 뿐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는 IT

업계에서 고착화된 지 오래라는 것이 중론이다(권상집,

2021.06.07). 이러한 IT업계 특유의 기업문화는 악명높은

인사 제도로 구체화된 것을 넘어 위법성을 넘나들 정도에 이

르렀다. 가령 개발직군은 고강도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야근과 밤샘이 반복되며 과도한 업무량과 무리

한 업무지시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법

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노동조합 조사 내용까지 공

개되었고,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도를 피하기 위해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실제보다 근무

시간을 더 적게 입력하고 휴게시간은 늘려서 기록하는 방식

의 편법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김동준, 2021). 카

카오 역시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그리고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조항 등을 위반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은 것

으로 알려졌다(김동준, 2021).

2. IT업계기업문화형성배경

현재 IT업계 전반은 기업문화로부터 파생된 유사한 노동 이

슈들을 겪고 있기에, 그 연원을 살피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

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주요한 외부적 원인으로

승자가 독식하는 시장 환경의 영향을 꼽을 수 있다. 변화의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기 쉬운 ‘플랫폼 비즈

니스’ 특성상 개발담당 등의 특정 부서에 업무가 집중될 수

있어 특정 인원에게 성과 압박과 스트레스가 심해져 부작용

이 나타나는 것이다. 인사 평가 제도 역시 이러한 높은 성과

압박 아래에서 짜이다 보니 기업 구성원들의 유대나 팀워크

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보다는 프로젝트팀 간 경쟁을 부추

겨 성과를 창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과도한 성과 압박 속

강압적인 분위기의 조성,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 아래 직장

내 괴롭힘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며, 기준 이상의 초과 근

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IT업계의 특수한 인적 자원 환경도 특유의 기업문화를 형성

하는 배경이 되었다. IT기업들은 개발자들이 회사의 주축을

이루다 보니 회사의 기업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데 개발자 인력 풀이 좁아 친분관계에 따라 ‘끼리끼리 문화’

가 많다고 전해진다(김성모 외, 2021.06.02). 폐쇄적인 업

계 분위기 특성상 상사에게 소위 ‘찍히는’ 일이 발생하면 사

내 평가나 이직 시 평판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고 조직

에서 의견을 펴기 어려운 것이 IT업계의 현실이다. 네이버

사건의 경우 역시 여러 증언에 의하면, 고인을 괴롭힌 상사는 네

이버에서 문제를 일으킨 후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 이직한 후 같

은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한다. 문제적 인물이 다시 네이버

요직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학연 혹은 지연 등의 ‘끼리끼리 문화’

가 작용하여 인사 배치가 행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류빈,

2021.06.02).

또 다른 원인으로는 IT업계의 압축 성장이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

의 IT기업들이 단기간에 급성장을 하면서 제대로 된 조직관리 시

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IT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김

성모 외, 2021). 일반적으로 IT기업들은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

하여 외부 투자를 기반으로 삼아 몇 년 안에 급격하게 외연을 팽

창하는 형태로 성장해왔다. 작은 기업일 때에는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 구조와 기업에 헌신하는 조직문화를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규모에 걸맞은

체제를 정비하지 못 했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일 때 갖추어 놓은

소통 구조와 인사 및 복지 제도에서 성장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

다.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종종 일어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IT

대기업들에게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3.제언

이처럼 IT기업들이 마주하는 산업 환경과 시장은 지금의 경쟁적

이고 폐쇄적인 업계 문화를 조성해오는데 일조하였다. 하지만 이

를 산업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치부하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같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대응만을 강조

하는 것은 향후 기업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특히나

타 산업군보다도 혁신적이고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경쟁력 증진을 위해 핵심적인 IT업계에서 노동문제를 도외

시하는 것은 경쟁력 상 위험이 크다. 급격하게 성장하는 와중 도

외시되었던 기업문화 전반을 지금이라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

한 인사 제도 그리고 조직문화 개혁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특히나 앞서 지적되었던 과도하게 성과 지향적인 문화와 더불어

공정성과 다양성을 해치는 ‘끼리끼리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프로젝트팀 단위의 경쟁을 부추김으로

써 성과를 낸다는 접근 방식 하에 운영되고 있는 보상 체계와 인

사 평가가 실효성이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경쟁은

갈등을 유발하고, 심한 갈등은 조직을 와해시킬 가능성이 있다.

조직 내 갈등이 심화되면 오히려 성과가 저해된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HR분야에서 실증 연구로써 입증되었다.

과도한 성과 지향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끼리끼리 문화’가 융화되

며 발생하는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창의와 혁신이 중요한 IT기업들이 성과 창출 과정에서 팀워크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서 지적한 두 문화는 모두 팀

워크 창출에 치명적이다. 프로젝트 단위의 경쟁이 팀 수준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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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될 것은 아니며, 결국 배타적인 기업문화로써 조직 전체

와 개인 수준의 유대와 창의적 네트워킹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끼리끼리 문화’는 구성원의 다양성을

훼손함으로써 편향적이고 단편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것

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창출을 저해할 것이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성과급 등에 대한 내부 공정성 이슈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미 기업 구성원들이 파편화되

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성과를 조직 단위의 결과물로

상정하였던 과거에 비하여 오늘날에는 성과 창출의 단위가

개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에는 좀처럼 논란이 되지 않았던 내부적 요소들이 새로운 갈

등의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이러한 현상은 개

인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MZ세대(신

재용, 2021.06)의 부상으로 인해 더욱 심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적 환경 속에서 IT기업들의 경쟁력 확

보는 다양하고 유능한 인적 자원들의 팀워크를 얼마나 유지

하고 키워 나가는 지에 달려 있다.

대외적으로 수평적 소통구조, 건강한 조직문화를 중시하던

네이버에서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시

선도 적지 않다. 네이버는 올해 3월 홍콩계 글로벌 증권사

CLSA가 발간한 리포트에서 아시아 인터넷·SW 회사 중 2위

를 차지했고, 한국기업지배구조평가원(KCGS)에서 실시한

‘2020 기업지배구조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은 바 있다(박

현익, 2021.06.06). 네이버의 ‘ESG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

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채널

‘With U’와 사내 통합 채널 'kNock'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접수된 건수는 With U 6건, kNock 2건이며 이들은 모두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가 완료되었다. 하지만 조직을 운영하

는 주체들이 공유하는 조직문화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내재

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터져 나오는 문제를

막을 수는 없다. 완벽하게 설계된 듯한 시스템일지라도 운영

하는 주체에 따라 그 실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

도만의 변화가 결코 조직문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방침

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리더의 스타일이 곧 조직문화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조

직문화를 결정짓는 데에는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

미이다. IT업계의 문제가 부상하면서 IT기업 경영자들의 리

더십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겉으로

는 수평적 소통, 유연성과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실상 IT업계

에서 꽤 많은 경영자들이 여전히 신비주의적 행보를 보이거

나 독단적인 의사결정 추구 또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것

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혹자는 기업이 급성장하면서 경영진

들이 거쳐야 할 리더십 경험을 제대로 쌓지 못했기 때문이라

고 지적하기도 한다(권상집, 2021). 이유가 어떠하든 조직문화

변화의 큰 부분이 조직의 리더에게 달려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

다.

그렇기에 6월 30일, 네이버 창업자가 기업 전체의 문화에 문제

가 있었음을 시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한 두 사람의 징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짚고 새로운 조직 체계와 리더십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경영

쇄신을 약속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어떠한 리더십

과 인사 제도의 변화가 IT기업들을 암울한 노동환경과 조직문화

에서 구원할 것인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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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기 이재용

행동주의 주주와

ESG경영
1.서론

행동주의펀드란 단순한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의 방법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헤지펀드를 의미

한다. 헤지펀드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에 부당하게 산정된 합병 비율을 문제 삼으며 합병

에 반대했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인투자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자유롭게 주식을 매도하고 다른 주식을 매수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연기금이나 펀드의 경우 대량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기에는 가격의 압박이 있고, 분산효과를 노린 포트폴

리오 구성을 통한 수동적 전략이 대세가 되면서 주식을 팔기보다는 성과를 위해 회사에 개입하는 행동주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조신,

2021).

이러한 행동주의 펀드의 다양한 경영 참여 방법은 비공개대화, 주주제안, 위임장 대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공개대화는 가장 비공개

적이며 우호적인 개입 방안이고, 위임장 대결의 경우 가장 공개적이고 적대적이며 각종 홍보를 위해 큰 비용이 드는 방법이다. 한편 주주

제안은 주주들이 주주총회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비공개대화와 위임장 대결의 중간 수준의 개입 방식이다. 기존 헤지펀드나

연기금의 경우 주주 이익을 중시하여 경영권 방어 조항 삭제 등을 주장하며 경영에 자주 참여한다.

이렇듯 기존의 주주 행동주의는 주주 이익을 고려해 일반적인 경우 단기적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게끔 경영에 참

가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의 ESG 투자는 사뭇 다른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

출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압박을 위해 전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발족한 협의체인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가 구성되었

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경우 CEO 공개서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 ESG 요소를 더 많이 고려할 것이라는 의

견을 밝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과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근 ESG 요인을 고려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

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점으로 지속가능투자 자산은

약 30조 7천억 달러 규모로 2015년 말보다 34% 증가한 액수이며, 앞서 언급한 기후행동 100+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의 운용 자산 규

모도 26조달러에 달한다. 이와 같이 ESG 투자가 추동하는 ESG 열풍에 투자 대상인 기업들도 반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애플이

나 AT&T 등 미국 주요 대기업의 CEO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usiness Roundtable)에서 발표한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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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탄소 배출량 35%가 기업들로부터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기업들로 하여금 연간 배출량을 공시하고 탄소 배출량

Net-zero를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Antoine Gara, 2021.3.9).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와이어

카드의 CEO 마커스 브라운이 회계 관행에 대한 TCI 측의 답변에

응답하지 못하자, TCI 측에서는 CEO의 경영 배제를 요구했다. 안

타깝게도 해당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대규모 회계부정 사태가 발

생했으나, 이처럼 회계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TCI측의 횡

보는 미온적 태도를 보인 관리당국과 대조되며 기업의 감시자 역

할을 하는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다시금 확인시켰다(이슬

기, 2020.7.6).

3)엔진넘버원

ESG를 추동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은 국내외의 여러 산업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외 사례로는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엔

진넘버원과 에너지 기업 엑손모빌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엔진

넘버원은 약 22명의 직원과 2억 4000만 달러의 관리 자산을 보

유한 소규모의 헤지펀드로, 헤지펀드 업계의 베테랑인 댄 크리스

제임스가 초기 자금의 대부분을 투자하며 창립되었다(조민성,

2021.06.04). 2020년 12월 엔진넘버원 측은 미국 에너지 기업의

대표 격인 엑슨모빌을 겨냥헤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장

했다. 이는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30~40년 안에 net zero을

이룰 것임을 공언하는 분위기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높은 에너지

기업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엔진넘버

원은 엑슨모빌 이사회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중 신규 이사 네 명

을 선임하라”는 공식 서한을 보내며 이사진 중 40%를 교체할 것

을 요구했다. 새로운 에너지 트렌드 및 탄소중립 선언의 패러다임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강조한 셈

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대런 우즈 엑손모빌

CEO는 올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탈(脫) 화석연료를 주장하는 인

사 2명이 표결을 통해 새로운 이사로 선출되었음을 밝혔다(정세영,

2021.06.01). 이는 미래 가치 보장을 위한 행동주의 펀드의 ESG

추동 움직임이 실제 기업의 경영전략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4) 트러스톤자산운용

국내 사례로는 트러스톤자산운용에서 출시한 ‘트러스톤ESG레벨

업펀드’를 살펴볼 수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1988년 설립된 자

산운용회사로, 국내 기관투자자와 개인고객 및 글로벌 국부펀드의

자금 위탁 운용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에서

행동주의 공모펀드의 일환으로 출시한 트러스톤ESG레벨업펀드는

기업의 ESG와 재무 실적이 직결됨을 핵심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에서 이해관계자 배려를 강조한 것을 들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된 행동주의 투자 움직임으로는 엑손모빌의 주주

총회에서 탄소 중립을 주장하는 ESG 헤지펀드 엔진넘버원

(Engine No.1)이 이사회 의석 일부를 확보한 사례와, ESG를 강

조하던 프랑스 기업 다논의 CEO 엠마뉘엘 파베르 다농이 악화

된 실적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공격으로 사임한 사례를 들 수 있

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행동주의 펀드나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

자자들이 기업을 압박해 ESG로의 변화를 추동하는 메커니즘과

과 더불어, 한편으로 다논의 사례처럼 ESG 목표와 회사의 재무

성과가 충돌하는 경우의 상반된 반응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2. ESG움직임과행동주의펀드

1) KCGI

2018년 7월 설립된 KCGI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국내 사모펀드이다. 출범 후 1달간 1600억원

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2019년 기준 보유하고 있는 투자 지

분은 6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해당 사모펀드는 국내 주

식이 해외 주식들에 비해 저평가된다는 “Korea Discount”의

원인으로 투명하지 못한 후진적 지배구조를 지적하며, 지배구

조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투자 전략으로는, 지배구조

를 개선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을 넘겨받거나 2대 주주로서 대

주주를 견제하는 전략, 유연하고 효율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

는 전략, ESG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에 투자하는 책임

투자전략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한 투자이다. KCGI는 2018년 한진칼 지분을 9%

추가매입하며 총 1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경영 참여 목적 사

모펀드로서의 자격을 마련했고, 동시에 한진 일가에 투명경영

을 요구했다(조시영, 한우람, 2018.11.16). 한진 일가가 경영 부

진 및 갑질로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기에 지배구조 개선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KCGI의 투자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

된 것으로 추정된다. 궁극적으로는 KCGI측의 주장인 대표이사

와 이사회 의장 분리, 외부 사외이사 선임, 윤리경영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등이 반영되어 지배구조가 개선되었다

(권오은, 2021.3.30).

2) TCI관리기금

2003 년 영 국 의 크 리 스 토 퍼 혼 이 설 립 한 TCI Fund

Management (이하 “TCI”)는 한화 약 37조원 규모의 대형 헤

지펀드이다. TCI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ESG 요구조건을 제

시하며, 탄소 배출량과 절감 목표를 제시할 것, 파리 조약에 걸

맞은 속도로 실제 배출량을 줄이는 것 등의 환경 측면의 규제를

요구한다. 특히 “Say On Climate”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모범 사례를 벤치마

크하고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

57 Sustainability Review



중시하는 B-Corp 인증에도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보다 더 파

격적인 행보는 ‘탄소 조정 주당순이익(EPS)’ 개념의 도입으로, 탄

소 가격을 이익률 계산 시 반영하여, 탄소 가격을 제외한 이익을

산출한 것이다. 이 결과로 기업의 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불어 2020년 6월에는 ‘기업 미션’을 도입하며 기업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적 이윤이 아닌 회사의 미션에 두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가 재무적 성과의 부진으로 이어지자,

결국 행동주의 주주는 CEO의 책임을 요구하였다.

물론, 다논의 부진을 ESG 경영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저출산에 따른 다논의 유아 대상 사업의 부진 누적과,

경쟁사가 실적을 선방했던 애완동물 사료 분야 및 커피산업 분야

가 다논에게 없었던 점이 전년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기

도 하였다.

4. 결론

이처럼 ESG투자가 유행하는 가운데 행동주의 펀드도 환경 및 지

배구조 측면을 지적하면서 엑손모빌 사례와 같이 기존 기업들의

행동 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다논

의 사례에서 보듯, 기업의 ESG경영 수행 노력이 아무리 크더라

도 이 전략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경우

여전히 실적 중심의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전히 주주 이익(후생)의 극대화가 투자를

추동하는 요인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 행동주의 펀

드나 최근 부상하는 ESG 중심 기관투자자 모두 기업의 ESG요인

과 투자의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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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다수의 ESG 펀드들이 ESG 등급이 좋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것과 달리,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

표는 ESG 등급이 이미 높은 곳보다는 개선되는 곳의 기업 가치

상승 여력이 높다는 믿음을 해당 펀드의 운용 철학으로 삼고 있

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ESG를 저장량이 아닌

유동량의 개념으로 접근해 향후 특정 기업의 ESG가 어떻게 바

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트

러스톤자산운용은 300~400개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ESG 평가 방식을 통해 각 기업을 리더, 모멘텀, 레거드 A, 레거

드 B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트러스톤ESG레벨업펀드

는 모멘텀, 레거드 A에 집중한다(허인혜, 2021.01.29). 모멘텀

유형은 자체적인 개선 노력으로 ESG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군이

속하며, 레거드 A 유형은 현재 ESG 등급은 낮지만 주주 활동 등

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군을 지

칭한다. 실제로 트러스톤 ESG레벨업 펀드는 출시 3개월 만에 수

익률 15%를 달성했으며, 이는 동기간 국내 출시된 운용규모

100억원 이상인 대형 ESG 펀드 가운데 최고 수준에 달한다(김

선재, 2021.05.03). 이러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사례를 통해 새

로운 가치평가의 도구로서 ESG 투자 개념이 확대되고 있으며,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기업의 잠재 가치를 바라보는 인식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재무적성과와 ESG경영,행동주의주주의선택은

다논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식품 기업으로, 주로 유제품과 생수

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를 다수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

로 다논의 2020년 실적은 다소 부진했다. 주요 제품을 생산하

는 공장은 셧다운되었고, 매출이 줄어들며 주주 가치는 악화되

었다. 반면 동종 업계 경쟁사인 유니레버와 네슬레의 매출은 하

락하지 않았다. 다논의 지분을 소유한 행동주의 주주 아티잔파

트너스(Artisan Partners) 및 블루벨캐피탈파트너스(Bluebell

Capital Partners) 등은 실적 부진과 이에 따른 주가 부진에 대

해 다논을 압박해왔다. 부진한 부문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결국 지난 2021년 3월, 다논(Danone)의 최고경영책임

자(CEO) 엠마뉘엘 파베르(Emmanuel Faber)가 사임했다. 형식

은 자진 사임이었지만, 사실상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에 따른

결정이었다. 급진적인 ESG경영을 다논의 경영실적 부진의 이유

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논은 엠마뉘엘 파베르 CEO 임기 동안 다양한 ESG경영 목표

를 세워왔다. 자사 제품의 생산에 대한 순 산림 벌채율을 제로화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또한 제품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전

기를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겠다는 RE100 켐페인에도 가

입했다. 이에 더불어 이해당사자와의 혜택(Benefit) 공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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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자신의 투자가 사회 또는 환경 이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소위 ‘착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

지고 있다. 이러한 ‘착한 투자’는 ESG 투자, 지속가능 투자, 임팩트 투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본고에서는 ‘임팩트 투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실제로 영국의 투자신탁 회사 Schroders에서 진행한 Global Investor Study 2017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2만 2천 명의 투자자 중 78%는 5년 전과 비교해 더욱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투자한다고 답했으며, 64%는 지난 5년 동안

지속 가능한 기금에 대한 투자 할당액을 늘렸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GIIN)에 따르면, 임팩트 투자 규모는

2015년 70조원에서 2019년 약 830조로 10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임팩트 투자의 폭발적인 성장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는데, 바로 ‘임팩트 워싱’(Impact washing)이다. 임팩트 워싱은 환경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린 워싱’을 응용한 단어로, 투자 유치를 위해 겉으로만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는 현상을 의미한다. GIIN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임팩트 투자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에 70%에 가

까운 응답자들이 임팩트 워싱이라고 답하여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투자 회수나 자금 유치를 우려하는 것보다는 임팩트를 그럴 듯하

게 표현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행태를 가장 걱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임팩트 워싱의 사례는 매년 꾸준히 보고된다. 가령 지난 2018년 6

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이 내놓은 ESG 펀드가 저임금 노동으로 수익을 내거나 기후위기 연구를 방해하는 기업들에 투자했다는 사실

이 드러나면서(조선일보, 2020.06.09.)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제는 임팩트 투자의 진정성을 들여다봐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임팩트 투자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초기 임팩트 투자는 ‘착한 기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수익성을 중시한 측면도 있다”면서, “이젠 우리나라 소셜벤처의 역량이 올라왔으니 진정성 있는 사회 문제 해결이 ‘수익

창출’의 기반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20.06.09.).

ESG의 그림자,

ESG 워싱

28기 문가빈, 이유림, 정영인 29기 이재용, 장연주

: 현안과 대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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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워싱은 임팩트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의 실질적 해결이라는 본래 가치마저 훼손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임팩트 워싱의 사례를 소개한 후, 이러한 워싱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현재 논의되는 여러 대책

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임팩트 투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팩트 워싱을 다각도로 바라봄으

로써 워싱에 대한 통찰을 얻는 동시에 새로운 통찰을 던질

수 있길 바란다.

2. ESG워싱의사례분석

2.1투자기관의 ESG워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4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펀드 상품에서 그린 워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SEC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펀드 중 ESG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가 없어 그린 워싱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워싱 사례들을 발표했다. 몇몇 ESG

펀드 운용사들은 ESG 프레임워크 준수, 대리투표(proxy

voting), 부정 심사 등과 관련된 정책을 어긴 것이 적발돼 경

고 조치를 받았다. 일부 ESG 펀드는 ESG 평가 등급이 낮은

기업에 주로 투자해, 상품 소개에 명시된 ESG 투자 방식과

완전히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술, 담배, 총기와 같은

죄악산업에 투자하는 비율을 조정하는 적절한 통제수단을

갖추지 못한 곳도 드러났다. ESG를 단지 홍보 수단으로만

사용된 사례도 적발됐는데, ESG 투자와 관련된 수익률 및

상관관계에만 주목해 펀드를 팔았고, 이로 인해 ESG 기반

펀드의 수익률이 부풀려진 것이다. 일부 펀드는 규정 준수와

거리가 멀었고, ESG 기반 투자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

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도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임팩트

온, 2021.04.13.).

국내에서도 ESG펀드와 일반 펀드의 구성이 거의 같다는 것

이 알려지면서 워싱 논란이 일었다. 가령 키움올바른ESG펀

드와 KB한국대표그룹주펀드를 비교한 결과, 펀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종목의 순서와 비율이 거의 같았다. 또한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ESG펀드 16개를 살펴본 결과, 총 14개

의 펀드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편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편입 비중(최대 26%) 역시 대형주를 골고루 담고

있는 일반 펀드와 비슷(한경, 2021.03.02.)했다. 이에 대해

운용업계 관계자는 “ESG 평가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상품을 만들어내다 보니,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대표주들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한경,

2021.03.02.).

이와 같은 국내외 투자기관의 임팩트 워싱 사례는 모두 임팩트

자체의 진정성보다는 임팩트라는 말이 가진 효과에만 집중했다

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는 기업의 수익률을 최우선적으로 두면

서도, 마치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듯한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투자기관의 행위는 ESG와 임팩트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가 없고 그것을 측정하는 지표 역시 일관적이지 않

다는 현재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급증하는

임팩트 투자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깊은 고민이나 조사 없이 이

름만 그럴 듯한 펀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

이다. 따라서 투자기관은 더욱 엄격한 잣대로 감독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한 영국 금융당국(FCA)은 지난 6일, 지속

가능한 투자 펀드 규정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는 자산관리사, 투자 포트폴리오 운영사, 투자자문기

관, 생명보험사 등 FCA의 규제를 받는 전반적인 금융사들이 포함

될 예정이다(임팩트온, 2021.07.08.). 덴마크 금융감독청(FSA)

역시 EU의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

을 적발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대응팀을 꾸렸으며, 일본 금융

청 또한 상품명에 ‘ESG’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하고 투자기관이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부풀리지 않도

록 하는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팩트온 ,

2021.03.24.). 이처럼 각국에서는 투자기관의 임팩트 워싱에 대

응하고자 다양한 TF팀을 꾸리고 관련 규제와 감독 체제를 신설

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ESG 지표마저 부재한 상황이기에, 임팩트 워싱에 대한 문제

의식이나 대응에 대한 담론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임

팩트 워싱이 초래할 부작용을 생각하면, 지표 정립 단계에서부터

워싱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는 것은 결코 이르지 않다.

2.2기업의그린워싱과페어워싱

임팩트 워싱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투자기관뿐만이 아니다. 최근

여러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서도 임팩트 워싱이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기업의 측

면에서 발견되는 임팩트 워싱 사례 중 대다수는 그린 워싱에 해

당하며, 비윤리적인 기업이 공정무역을 이용해 이미지를 세탁하

는 개념인 페어 워싱 역시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 받아 온 이슈 중

하나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여러 기업들의 그린 워싱

과 페어 워싱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린 워싱이란 실제로는 친환경 경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만 그렇게 보이도록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말한

다. 뉴욕타임스 등의 해외 언론이 그린 워싱을 판단하는 기준으

로 사용하는 ‘그린 워싱 칠거지악’ 에는 상충된 효과를 숨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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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증을 사용하는 것, 근거 없는 주장, 소비자에게 거짓

을 전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변희원, 2021.06.03). 예컨

대, 식음료 기업인 네슬레의 캡슐 커피는 연 8t에 달하는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진 알루미늄 용기로 만들어짐에도 불

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알루미늄을 위해 친환경

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홍보하였다. 네슬레는 알루미

늄 용기 재활용률을 100%까지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으

나, 2020년 한 해 동안 해당 기업의 실제 재활용률은 29%

에 그치는 실망스러운 수치가 발표되었다.

이탈리아의 국영 석유기업 애니는 최근 팜유 기반 친환경

연료 ‘디젤+’에 대한 과장 마케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벌

금을 부과 받았다. 디젤+는 수송용 경유로 환경 오염의 정도

가 매우 높아 친환경 연료라고 보기 어렵지만, 애니는 이렇

게 삼림 파괴를 유발하는 연료를 두고 친환경 연료라며 거짓

광고를 내보냈다. 이탈리아 경쟁 및 시장 당국은 해당 광고

집행 금지 처분을 내렸으며, 애니의 그린 워싱에 대해 “연료

가 재생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여 소비자들을 속였다. 연료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5%에서 최대 40%까지 감소시킨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정

확한 명분이나 근거가 없다.”(김환이, 2020.12.23) 라고 비

판했다. 애니는 자사의 연료가 ‘녹색’이나 ‘재생가능’이라고

칭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비즈니스 트렌드를 겨냥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

다.

허위 광고를 통한 그린 워싱의 사례는 미국의 종합 생활용품

업체 SC존슨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SC존슨은 지난 해

100% 재활용된 해양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정용 세척 제품

을 출시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출시된 유리 세정제 병

은 완전히 재활용된 해양 플라스틱을 사용해 만든 세계 최초

의 무독성 병” 이라고 직접 홍보했으며, 비영리단체인 플라

스틱 은행(Plastic Bank)과 협력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

이티 등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공급 받아 제품을 공동 출

시했다(김환이, 2020.12.23). 또한 제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

금 중 일부는 플라스틱을 조달 받은 국가들의 지역사회 발전

에 사용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SC존슨의 제품은

자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부의 제3자에게 친환

경 인증을 부여 받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린리스트’ 로

고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즉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이 기업 자체의 내부적인 일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외부에서 검증을 받은 척 로고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허위 광고로 지목 당한 것이다. 더불어 해당 제품이 무독성

이라고 알려진 것에 반해 실제로는 사람, 동물, 환경에 해로

운 화학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또 한 번의 논란이 일

기도 했다.

한편 그린 워싱은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인 뷰티브랜드 이니스프리의 스킨케어 제

품 중 ‘페이퍼 보틀 리미티드 에디션(종이병 한정판)’은 기업의 친

환경 가치를 강조하고자 출시된 친환경패키지 신제품이다. 화장

품 용기의 겉면은 종이로 만들어졌으며, “안녕, 나는 종이 병이야

(Hello, I’m paper bottle)” 라는 문구가 크게 적힌 것이 눈에 띄

는 제품이다. 그런데 이 용기를 잘라본 한 소비자는 내부가 플라

스틱으로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었고, 이는 이니스프리의 그린 워

싱 논란을 촉발시켰다. 해당 제품은 겉면의 플라스틱 포장지를

종이로 바꿔 안쪽의 플라스틱 병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바꾼

제품이지만, 일반 소비자는 그것을 종이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김지애, 2021.04.13)는 점을 이용한 기업의 그린 워싱이었

다.

친환경 세탁 세제를 구매하고 충전할 수 있는 신세계백화점 ‘에코

스토어 리필 스테이션’의 경우에도, 세제 리필 용기는 100% 재

활용 가능한 사탕수수 플라스틱을 사용했지만 모든 세제를 해외

에서 수입해온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세제를 수입해오는

과정에서 늘어난 탄소발자국이 리필 스테이션의 친환경적 취지

에 어긋나기 때문에 친환경을 이용한 홍보와 마케팅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린 워싱은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이미지 및 위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이를 인지하고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페어 워싱을 살펴보기에 앞서, 페어 워싱은 그린 워싱에 비해 논

의가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알려진 사례 역시

개수가 적은 편이고, 논의의 범위가 다소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먼저, 페어 워싱은 비윤리적인 기업이 공정

무역을 이용해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자사

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 환경,

인권 등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생한다. 기업

의 페어 워싱이 주로 나타나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이

[그림1] 이니스프리의 ‘페이퍼 보틀’ (출처: 네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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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제조되었다거나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 식의 추상

적이고 검증 불가능한 주장으로 제품을 홍보하며 정확한 정

보는 제시하지 않는다. 둘째, 소수의 제품만을 공정 무역을

통해 판매한 다음 이것이 기업의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처

럼 일반화한다. 셋째, 기업의 직원 중 소수 민족이나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대외적 모델로 내세우면서 실제로 소외된 노

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다.

페어 워싱은 이 외에도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의류 브랜드 메이드웰은 자사가 생산하는 청바지에 대해

‘Fair Trade Denim Jeans(공정 무역을 통해 만들어진 청바

지)’라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공정한 프로세스를

통해 면화 농장에서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는 농민들에게 높

은 임금을 직접 제공했으며, 섬유를 실로 가공하는 노동자들

의 근무 환경을 개선했다는 것을 홍보하는 마케팅이었다. 그

러나 메이드웰이 실제로 공정 무역을 지킨 것은 의류 산업의

복잡한 공급 과정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최종 제조 단계

뿐이었다. 제품 제조의 일부 과정에서만 공정 무역이 적용되

었음에도 이를 전체 프로세스에 적용한 것처럼 마케팅을 펼

친 페어 워싱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 ESG워싱의원인및현재논의되는대책

3.1 ESG워싱의발생원인

그렇다면 이러한 ESG 워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SG 워싱은 누적된 문제의 결과로 확인된다. 첫번째로 논란

이 되고 있는 부분은 ESG 펀드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가 마

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ESG 펀드에 대한 정의의 부재는

비교적 최근 대두된 용어인 ESG 개념 자체에 대해 통일되고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ESG 금융

생태계에 포함되는 각 주체들 간의 ESG에 대한 이해, 접근

및 집행 방식, 정보 제공 및 수집 내용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

다(이시연, 2021.06). 특히 기업의 ESG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시제도가 부재한 현재, 기업의 ESG 사업 상황을 확

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에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

서 정도이다(최병춘, 2021.02.20). 그러나 ESG 경영 평가

기준과 보고서에 실리는 내용이 기업마다 다르다 보니 기업

과 자산운용사, 투자자 사이에 해당 기업의 ESG 경영에 대

한 정보격차가 발생하여 ESG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검증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ESG펀드에 대한 정의

또한 우후죽순으로 설정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들은 ESG

와 ESG 채권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하

여 ESG 워싱을 저지르고 있다(Fidelity International, n.d.)

ESG 펀드 정의 부재와 관련되어 논의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사회적채권과 지속가능채권에 대한 공인된 기관의 발행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ESG 채권은 녹색

채권과 사회적채권, 그리고 이 둘의 성격을 합친 지속가능채권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요구와 정책당국의 제도에

따라 최근 발행된 채권 대부분이 녹색채권이며, 이에 따라 환경

부는 녹색채권과 관련된 발행기준을 확정한바 있다. 반면 녹색채

권보다 비중이 낮은 사회적채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정의는 수

립되지 않은 상황이다(최병춘, 2021.02.20). 이러한 한계점 또한

기업들의 ESG 워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

다. 이와 같은 ESG 펀드에 대한 정의 부재는 다음으로 논의될

ESG 워싱 발생 원인인 ESG 투자에 대한 원칙 부재와 ESG 등급

평가 기준의 불일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ESG 워싱 방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ESG 워싱 발생 원인은 ESG 투자에 대한 원칙

미확립이다. 현재 국내 금융투자업자 일부는 유엔 책임투자원칙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과 같은 국제적 원칙을

반영한 ESG 투자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수의 금융투자업자

는 여전히 불명확한 원칙을 기준으로 ESG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시연, 2021.06). 명확한 기준 없는 투자

의사결정은 ESG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한 투자와 정밀한

ESG 워싱 기업 스크리닝을 방해하며, 투자자가 ESG 워싱을 저지

를 리스크가 높은 기업에게 투자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현

재로서는 금융투자업자들의 주의의무 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ESG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업

의 임팩트 워싱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ESG 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지침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일찍이 자사운용사들이 투자 의사결정 시 ESG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주시하였으며, 투자자들이 정확한 의사결정

을 내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ESG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ESG

펀드 관련 규제 강화 여부를 여러 번 논의하였다(이시연,

2021.06). 따라서 국내 기업의 임팩트 워싱과 이로 인한 투자자

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ESG 펀드 관련 원칙

이 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SG 평가 기관마다 ESG 등급 지표 산출 방식과 평가 결과가 상

이하다는 점 또한 ESG 워싱 발생의 강력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

는 앞서 논의한 기업과 평가기관 간의 정보격차 및 ESG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 부재와 맞닿아 있다. 먼저, 기업의 선택적 ESG 정

보 공개로 인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공

개 내용이 기업별로 상이해서 표준화된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 ESG라는 용어 자체가 광범위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 그 평가 요소도 광범위하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

로, 평가 방식 자체에 대해 논의해 보자면, 동일 기업 내 환경, 사

회, 지배구조 각 영역 간 상관관계가 낮은 편이라 현재 평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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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각 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합해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이시연, 2021.06). 그러나 그 결합 방식이 기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의 최종적인 ESG 등급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이시연, 2021.06). 한 예로, 2020년 한국기업

지배구조원(KCGS)가 발표한 ‘2020년 상장기업의 ESG 평

가 및 등급 공표’ 결과에서 CJ대한통운은 통합등급 A등급을

획득한 반면 서스틴인베스트의 발표에서는 ESG 성과 저조

등급인 D등급으로 분류되었다(한행우, 2020.12.23). 이처

럼 동일한 기업평가 결과의 낮은 일관성은 혼선을 빚어 ESG

투자의 장애물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

포트를 작성한 이시연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투자자가

통합 등급 정보에만 기반해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

“환경 규제의 급격한 강화 등에 따라 해당 기업의 ESG 등급

이 낮아질 수 있음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 임팩트 워싱을

방지하기 더 어려워진다(이시연, 2021.06). 이러한 가운데

평가기업들의 등급 도출 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

아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임팩트 워싱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업들의 평가 방식을 투자자들이 투명

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2 ESG 워싱방지를위한현존대책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워싱은 기준 및 제도가 가진 문제점으

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불분명하고 다양한 기준이 평

가기관이나 투자사, 기업에서 이용되는 상황이 실제 ESG 양

상을 왜곡해 워싱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워싱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ESG 금융상품이나 ESG 평가에 있어 기준이

나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실제로

도 현재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워싱의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정부 기관 차원의 제도, 가이드라인 제

시 및 감독기관의 개입, 민간 ESG 평가사 차원의 평가체계

통합과 신규 투자상품 개발 등의 워싱의 해결 방안을 소개하

고자 한다.

3.2.1.정부기관차원

전세계적으로 정부 기관은 워싱 이슈에 대해 가이드라인과

같은 제도를 제시하고, 감독기관을 통해 개입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연합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찾

을 수 있다. 우선 정부 기관 차원의 제도 마련을 살펴볼 수

있다. 무늬만 ESG이며 사실상 시중 인덱스 펀드와 구성이

매우 비슷해 ESG 요소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펀드 등의 문

제점이 부각되자,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정의

를 명확히 하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EU분류체계(EU

Taxonomy)를 발표, 2020년 7월 확정했다. EU분류체계는

6가지의 환경 목표를 제시하면서 네 가지의 판단 기준을 충

족하는 경우에만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한다. 구체적으

로, 환경목표로는 ‘기후변화 완화’, ‘순환경제로의 전환’ 등이 있으

며, 판단기준으로는 ‘하나 이상의 환경 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다른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등이 제시된다(이종오,

2021.07.08).

한편 우리나라도 환경부를 중심으로 EU와 마찬가지로 ESG 활동

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녹색 채권에 대한 권고사항

인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를 2020년 12월 발행했다.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는 녹색채권, 즉 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프로

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준수

해야 할 핵심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녹색채권의 실질적 친환경성

을 판단할 기준을 제시한다. 녹색채권 안내서에 따르는 경우 녹

색채권에 자금 사용처와 사후보고 등의 4가지 핵심 요소가 요구

되며 채권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10가

지로 규정되어 보다 적절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

다(조신, 2021).

ESG 관련 공시제도의 경우 각국마다 다르지만, 공시 의무화를 통

해 많은 기업들에게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개별 기업의

ESG 성과 및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자체적으로 작성, 공시되었던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의 의무 공시가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 의무화되며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한국거래소는 2021년 1월 ‘ESG 정보공개 가

이던스’를 제정해 ESG 공시의 원칙과 ESG 각각 항목의 세부적인

공개지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통일된 공시를 유도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ESG 공시 의무가 연기금에

서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되어 금융회사의 투자 결

정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공시

범 위 확 대 및 의 무 화 움 직 임 을 보 이 고 있 다 ( 이 윤 진 ,

2021.06.30).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감독기관 차원의 개입으로 ESG 워싱을 미

연에 경고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투자업계에서 판매중인 ESG 펀

드의 구성이 사실 일반 펀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무늬만 ESG’

라는 비판이 등장하는 맥락에서, 감독기관의 구두 개입이나 위험

주의보 발령은 투자사에게는 경고를, 투자자에게는 경각심 제고

의 효과를 이끌어 ESG 워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된

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경우 펀드 명칭으로 인한 오해나

기만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 명칭 규정(Name Rule)의 준수 여부

를 점검하고 있으며, 2021년 4월에는 ESG 투자 위험 경보를 발

행해 ESG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정의 없이 투자사가 ESG펀

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

해를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

계를 중심으로 ESG 펀드 운용에 대해 구두로 지도/경고를 했다

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자본시장 감독기관이 ESG 워싱을 모니터

링하고 있는 움직임이 파악된다(양정우,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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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민간투자사및평가기관차원

앞서 살펴본 정부나 금융 감독 기관의 경우 주로 정책적이고

강제적, 법적인 방법을 통해 ESG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가

이드라인이나 규제를 고안했다면, 민간기관의 경우 자발적

으로 ESG 평가를 제고하고 ESG 요소를 더욱 반영한 투자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개입이나 감

독과는 별개로 이러한 민간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도 ESG 워

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ESG 평가 기준이 평가사마다 다르고 비재무적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기업의 경우에도

평가사에 따라 평가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대두되

는 상황에서 ESG 정보 공개 표준을 결정하는 기관의 통합적

움직임이 고무적이다. GRI, SASB, IIRC, CDSB, CDP의 다섯

표준 기관은 2020년 9월 공통 표준 제정에 합의했으며, 동

년 12월 초안을 공개했다. 이 중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가

2020년 초 연례 서한에서 언급한 SASB와 IIRC가 합병해

가치공시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을 형상한 것

도 재무정보 통합 보고의 표준화 정도 제고 움직임을 암시한

다. 한편 이런 통합 움직임에 맞추어 기존 국제회계기준

(IFRS)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재단 또한 2021년 중으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 설립 계획을 밝히며 ESG 통합 보고

기준 제정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조신, 2021).

앞서 살펴본 ‘무늬만 ESG’인 투자 상품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관 투자사가 ESG 요인을 더 반영한 펀드를 개발, 출시하

는 방법 또한 제시된다. 대부분의 ESG 펀드의 경우 ESG 요

소에 맞지 않는 무기, 화력발전 등 몇몇 종목들을 배제하거

나, ESG 상위 등급 종목의 비중을 늘리고 하위 종목 비중을

줄이는 경우가 대다수라 일반 펀드와 구성이 크게 다르지 않

다. 그러나 MSCI의 인덱스 중 ESG Leaders, SRI인덱스의

경우 ESG 상위 등급 기업만을 편입해 더욱 ESG의 본래 의

미에 부합하는 펀드로 볼 수 있어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혀주

며 펀드 명칭에 걸맞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ESG 워싱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국내외 ESG

펀드에서는 ESG 투자 프레임워크를 준수하지 않고 홍보 수

단으로만 사용했으며 대형주를 담고 있는 일반 펀드와 큰 차

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눈속

임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네슬레는 알루미늄 용기를 실

제 재활용하는 비율에 비해 과장되게 친환경 광고를 했고 국

내 기업 이니스프리는 플라스틱병의 겉면을 종이 포장지로

위장해 그린 워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공정 무역

의 탈을 쓰고 실제 일부 프로세스에 국한되어 있는 것에 비

해 과장되게 광고하는 사례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여러

워싱의 원인으로 ESG 펀드의 표준화된 정의와 ESG 투자 원칙의

부재가 지적되었다. 정의와 원칙 없이 투자기관과 기업마다 상이

한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결국 ESG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활용

하게 하는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내

외 정부와 감독기관은 EU 택소노미, 한국형 녹색 채권 안내서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기업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

간에서 역시 GRI를 포함한 표준기관이 공통 표준을 제정하고 투

자사가 실제 ESG 요소에 맞는 펀드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시작되

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ESG 워싱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제에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 평가 및 기준의 일치도이다. 앞서 여

러 기관이 협업하여 ESG 정보 공개에 대한 표준을 확립하고 있

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하지만 표준화 기관과 평가기관은 E, S, G

중 어느 분야를 중요시하는지, 경제적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할

지 등에 따라서 상이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설립 목적과

국가 및 문화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요소들로

인한 차이는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획

일화된 평가 기준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애초에 ESG 문제의 특성상 재무적 이슈와는

다르게 그 자체로 다양한 시각과 문제의식을 전제하기에, 다양한

평가 결과를 비교하고 종합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신, 2021). 둘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부 차원의 제도나 가

이드라인이 구속력 없는 권고에 머무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한국

형 녹색 채권 안내서나,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모두 신뢰도가

높고 영향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지만, 이를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투자기관이나 기업에 달려있다. 아직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이드라인이긴 하나, 법을 통해 이행을 의무화

하지 않는다면 얼만큼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현존하는 과제에 더해 ESG 워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크

게 평가기관, 투자기관, 정부 세 주체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평가기관의 경우 평가 방식과 기준에 대한 공개를 통해 공

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ESG 제도나 가이드라인 이행 등의 평가에

있어서 민간 및 공공 평가기관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평가

기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에 따라 투자기관이나

기업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ESG를 어떻게 다룰 것인

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평가 기관은

개괄적인 방법만 소개할 뿐 평가의 범위나 비율 및 가중치 등 세

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물론 기관의 보안과 운

영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모든 기준을 투명하게 밝힐 수는

없겠지만, 일정 수준으로는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ESG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 투자기관은 ESG 펀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더 세심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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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해야 한다. 현재 ESG 펀드가 일반 펀드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며 ESG 등급을 더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때, ESG 등급을 넘어 기업의 규모 역시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현재 ESG 펀드에는 주로 대형 기업들 위주로 구성

이 되며 시가총액 규모와 ESG 등급 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기업에는 ESG를 전담할 인력과 비

용이 갖춰진 데 반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성장하고, 중소기업에서도 ESG가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적

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에 영입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로는 여러 가지를 제안해볼 수 있다.

우선 현재 투자기관을 위주로 ESG 펀드에 대한 논의와 규제

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워싱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환경

실적을 조작하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친환

경 및 공정 무역 광고를 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이에 대한 벌

금을 물게 하거나 소비자에 대해 보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편, 기준을 제시하고 규제를 시행하는 방식의 해결방안을

넘어서 ESG 워싱 피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상해주는 방안

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SG에 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ESG 워싱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 보상, 투자기관의 잘

못된 ESG 펀드 명시에 따른 피해 금액 반환 등 적극적인 보

상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ESG라는 개념 자체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SG의 중요성

은 이제 막 기업과 투자기관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경영

과 투자에 하나씩 적용해 나가고 있는 걸음마 단계일 뿐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규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ESG 워싱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투

자기관의 자율성을 헤치고 ESG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와 더

불어 기업과 투자기관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워싱에

대한 사례를 잘 알리며 전반적인 ESG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ESG’가 투자 기관에서

도 더 이상 실적을 위해 가져다 쓰는 단어가 아니라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게 되어 ‘워싱’을 하지 않

고도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있게 될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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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지속가능경영, 트렌드가 아닌 필수

–한국표준협회 유훈 경영혁신센터장 인터뷰

[학생자율세미나] 환경(E): 국내 탄소중립 관련 현황 및 과제

[학생자율세미나] 사회(S): ESG와 소셜벤처

[학생자율세미나] 거버넌스(G): 한국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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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업, 소비자 및 금융기관의 움직임이 점차 바빠지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 ESG

경영의 다양한 표준이나 의미 및 보고 방식이 경영 활동에 있어서 아직 명료성을 가지지 못해 혼란을 주는 경우도 많다. 이에 지속가

능경영학회 선배님의 소개로 한국표준협회 경영혁신센터장을 맡고 계신 유훈 센터장님을 인터뷰하며 ESG 경영에 대한 폭넓은 생각

을 들어보고자 했다. 인터뷰는 7월 중순 선릉역 인근의 한국표준협회 건물에서 센터장님을 모시고 약 두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한국표준협회 유훈 경영혁신센터장 인터뷰

28기 엄상원, 29기 이재용, 이지환

Q&A

Q.인터뷰에응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 SR 독자들을위해간단히자기소개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표준협회에서 경영혁신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훈입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숭실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과정,

그리고 현재 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Q.한국표준협회경영혁신센터는어떤역할과업무를맡고있는조직인지간단히소개부탁드리겠습니다.

A. 저희 협회 직원 전체가 300명 정도 되는데, ESG 관련해서는 현재 ESG 추진단과 5개 센터, 즉 ESG 경영, 인증, 환경 검증, 교육,

표준 센터가 있어요. 제가 속한 경영센터는 ESG 연구와 컨설팅, 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 검증 센터 같은 경우에는 온실

가스 심사를 진행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실가스 심사를 많이 하는 온실가스 검, 인증 기관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교육센터는

ESG 교육, 그리고 표준센터는 ESG와 관련된 많은 표준들을 백업하는 기관입니다. 여러 표준 중에서 ISO 14001과 같이 다수의 인증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인증을 관리하는 기관이죠. 제 경우에는 컨설팅 영역을 맡고 있다 보면 됩니다.

Q. 표준협회의주된업무가인증과표준을마련하고관리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활동과 ESG또는지속가능경영이어떤관계

가있는지궁금합니다.

A. 사실 지속가능경영은 표준과 오랜 관련이 있어요. 이제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같은 게 보고서

표준인데 GRI를 한국에 소개하고 GRI와 같이 컨퍼런스를 진행한 최초 기관이 표준협회입니다. 또 중요한 표준이 ISO 26000인데,

이를 백업하는 간사 기관이 표준협회라 저희는 10년 넘게 이와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저희가 많이 알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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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서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사실 표준협회는 사기업이 아니고 공직유관단체, 즉 쉽게 이야기하면 공적인 조직

이에요. 이렇게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 기업이나 컨설팅 화사이 하는 것처럼 많이 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

니다.

Q. ESG 경영의 전망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EU를 중심으로 ESG 의무 공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ESG 경영이 중요해지는 추세이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문조사(ESG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78.2%동의)나 ESG 채권발행규모(올해

20조원이상발행 예상)를볼때도 ESG돌풍을실감할 수있습니다.한편일각에서는 ESG 그린버블을우려하기도하는데요,이런동향과

관련한센터장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A. 사실 큰 방향에서 보면 오늘 날씨가 꽤 덥죠, 그리고 기후 위기 때문에 지금 역사상 드물었던 사건사고들이 최근 미국 산불이나 독일 폭

우처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ESG가 지향하는 바는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인데, 사실 기적처럼 어느 날 지구의 온

도가 갑자기 정상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ESG 움직임은 앞으로 계속 강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린워싱과 관

계된 버블은 있고, 사실 채권을 발행한다고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면 좋겠지만 사실 채권은 어떤 수단일 뿐이고, 채권부터 움직이면서 일

상 생활에서 벌어지는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ESG라고 하는 용어도 조만간 지속가능성이 너무나

당연한 뉴노멀이 된다면 더 이상 안 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해요.

버블에 대한 위험성은 어떻게 해석할 지의 문제인데, 사실 버블은 어떤 일이든 발생하는 것 같고 지금 문제되는 말만 ESG 펀드의 경우에

도 어느 정도 그린워싱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정상적인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변화라는 한자를 분석해보면 변할

변(變)에 화 화(化)예요. 이를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10번 하다 5번 하는 것도 변한다는 뜻이고, 화는 아예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즉 점진성 있게 바뀌는 것인데,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는 없으니 기다려야 되고, 펀드

도 마찬가지로 현재 있는 거품이 조금 걷히고 원래 의도했던 목적으로 점차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SG가 추동할 방식은 Middle Up and Down 방식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저변에서, 즉 Down에서는 소비자의 의식이 바뀌는 걸 생각해볼

수 있어요. 똑같은 제품이 있어도 생산 과정에서 착취나 환경오염이 있었는지 등을 따지면서 소비자의 선택이 바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

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이다 보니 미국이나 유럽에서 진행되는 규제의 흐름을 따라가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맞춰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탄소세와 같이 진행되는 규제를 맞추지 못한다면 애초에 상품 수출을 못할 것이니, 이를 국가의 규제보다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가는 상황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ESG 경영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이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대기업과 달리규모가 작아 ESG경영이 현실적으로 어

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 또한 저번 학기 활동에서 지속가능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기업 중에서도 보고서를 발

간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센터장님의 의견과 표준협회에서 제시하는 지원책이 있는지 여부

가궁금합니다.

A. 중견, 중소기업들도 항상 ESG경영이 필요하다고 답은 하는데 문제는 사실 이런 기업들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과연 높을 지예요.

대기업도 지금 완벽히 못하는 상황인데 사실 중견, 중소기업들이 뭘 한다는 건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기업도 생기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 GM과 같이 글로벌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GM에서 에코바디스(EcoVadis) 평가1를 하

라고 연락이 오는 거죠. 이렇게 대응을 시작한 기업들은 그나마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중견기업까지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처

럼 ESG 관련 평가나 비재무적 보고서 제출에 대한 준비를 도와주는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ESG 팀

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실무자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무자 교육과 같은 인력 양성 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기업에 대해 어떤 혜택을 주기보다는 그 조직을 이런 상황 변화에 맞게 빨리 세팅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표준협회에서도 현재 컨

설팅하는 여러 회사들에 대해 발생하는 ESG 평가와 같은 이슈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 에코바디스 평가: 지속가능성 표준을 기반으로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관인 에코바디스의 지속가능성 평가로, 환경, 노동과 인권 등의
4가지 분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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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표준협회가 개발한 KRCA 모델은 GRI 가이드라인의 내용 정의 원칙과 품질 보증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가중치를 정

하고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평가하는 모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

발한이유가무엇일까요?그리고모델의가중치에대한조정과국내실정반영은어떤과정으로이루어졌는지말씀해주실수있나요?

A. 결국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결과가 보고서로 나오고 공시가 돼야 ESG 평가도 할 수 있어서 보고가 우선 기

본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에 대한 교육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보고서 수준도 확인할 겸 만들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지속

가능경영보고서가 140개 단체에서 작성됐는데 30개는 공공기관이고, 나머지가 기업이에요. 그 중에서 10% 정도만이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전담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나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SASB)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표준협회에서는 이런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며 보고서를 기준에 맞게 잘 작성한 기업들을 파악해요. 즉 가장 기본인 공시의 수준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평가를 하는 과정은 애널리스트나 일반 소비자, 연구자, 해당 기업 직원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며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가중치

의 경우에는 산업별로 다르게 부여하는데 이는 SASB처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죠. 이 과정에서는 총 48개 산업별로 기업 현황

을 조사하고 설문을 돌리며 파악이 이루어집니다. 공정성과 관련되어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검증 부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

서 각종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검증이 허위로 진행되는 경우 막대한 정부 차원에서 협회에 막대한 페널티가 부과되는 시스템

입니다.

Q. 기업들이 ESG경영을 할 때 어려움을 토로하는 점 중 하나가 ESG 평가 대응을 할 때 ESG 평가기관끼리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

니다. 센터장님 의견에는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현재 한국표준협회도 통합 기준 마련에

대한논의나외부와의협력등이진행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A. 현재 존재하는 평가 기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표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핵심은 기업들이

느끼는 불편함이죠. 평가기준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무엇이 맞는지, 어떤 기준을 따라서 경영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

러나 사실은 지표들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세계적인 표준을 제시한 ISO 26000를 보면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공정운영, 지역사회참여와 발전 등 7개의 핵심 주제에 대한 기대 사항이 있어요. 기대사항을 보면 기업의 지속가능성

을 위해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것을 참고해서 기업을 운영하면 되는데, 문제는 기업들이 근본적인 경영 전략은 바

꾸지 않고 족집게처럼 특정한 평가 기준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오류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공식 표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GRI standard이고, ESG 경영을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종 별 필

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TCFD나 SASB등을 참고해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기업들이 TCFD는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TCFD는 환경 이슈만 대응한 게 아니라 거버넌스(governance)와 전략, 리스크 관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TCFD를 따른다면

ESG 경영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Q. ISO 14001 등 ESG 지표 연계 인증 사업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 때 기업의 ESG 워싱과 관련된 리스크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

요?인증기관은 ESG워싱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이를분별할기준은무엇일지등에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

A. ESG 워싱과 관련한 이슈는 항상 존재하죠. 그런데 표준협회의 인증 시스템이 엄격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싶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하겠죠. 표준협회 역시 처음부터 평가가 굉장히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해요. 그리고 인증 과정에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는 인증 받을 단계가 아니고 ESG 교육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단계라고 알려주기도 해요. 먼저 현황을 파악

하고 고객(기업)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표준협회에서 조직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컨설팅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증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컨설팅을 하는 조직과 인증 업무를 엄

격하게 분리를 해서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배제하고 있어요. 인증도 역시 온실가스 인증이나 환경 인증 등 분야별로 엄격하게 인증을 나눠

서 최대한 공정하게 인증을 하려고 노력하고 ESG 워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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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ESG 경영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센터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ESG 관련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

었던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흔쾌히 인터뷰 요청을 수락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질문에 답변해주신 유훈 센터장

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Q. 한국표준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ESG 컨설팅 업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또한, ESG가 중요해진 만큼 각 기업에서도 ESG 위

원회와 실무팀을 구성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ESG 컨설팅과 ESG관련 직무의 전망에 대한 센터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

습니다.

A. 사실 ESG 컨설팅에는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이 있어요. ESG를 실천하기 위해선 우선 전략이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결국 혁신을 위해선

기업의 전략이 바뀌어야 되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굉장히 큰 영역이죠. 이전에는 경영 전략을 세울 때 고려했

던 요소가 마케팅적 요소, 원가 절감 위주로만 봤다면 지금은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가 과연 이제 시장에서 제대로 반응이 올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컨설턴트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해야겠죠. 다음으로 기업 공시와 관련한 것들

도 컨설팅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공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GRI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야 하겠죠. 또 다른 진로로는 평가기관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산운용사나 증권회사에 가는 경우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할 때 ESG를 반영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투자 공부하는 사람들도 ESG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ESG 관련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ESG 관련 직무 채용공고를 보면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ESG 자체에 주목한 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ESG 전문 인력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처럼 ESG 관련 직무와 조

직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ESG에 관심이 있고, 잘 아는 사람들에게 기회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경영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센터장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혹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외에대학생들에게조언해주실것이있으시다면한말씀부탁드립니다.

A. ESG에 대해 접근할 때 제가 가장 강조하는 점은 역사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ESG의 역사는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 세계 인권 선언부

터 시작해요. 그 후 다양한 환경 관련 이슈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엑슨발데즈 원유 유출 사고가

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발데즈 원칙과 GRI가 생겼고, 환경 관련 이슈가 주목받으면서 사회 각 계층에서 기업들의 무분별한 활동에 비판

의 목소리가 커졌죠. 그 후 1972년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 이 상태로는 인류의 역사가 100년을 기약하지 못

할 거라고 이미 경고를 했어요. 이처럼 ESG는 갑자기 부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 환경 이슈로부터 시작해서 자발적인 국제기구의 움직임으

로 이어졌고, 또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부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제일 두려워하

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니 돈 줄을 쥐고 있는 투자자가 제일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러니 ‘투자의 흐름을 바꾸면 기업들이 움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인류가 대단한 점이 바로 이런 점이죠.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도

결국 인류라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나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의 압박, 그리고

코로나19의 발발을 ESG 부상의 원인으로 이야기 하는데, 이러한 최근의 이슈와 더불어 ESG의 전반적인 역사를 이해한 상태에서 ESG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또한 ESG는 굉장히 복합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역시 생물 다양성

이나 인권 이슈, 인문학적인 영역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관리 위주의 경영학은 도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생 시절에 다양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한 권을 추천하자면 저는 <시애틀 추장의 편지>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인디언들의

땅을 미국인들이 뺏을 때 시애틀의 인디언 추장이 미국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인데, 내용을 보면 ‘이 산과 바다와 공기와 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데 왜 우리 보고 계속 팔라고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함부로 자원을 남용하고 환경을

파괴했으면서 이를 기업의 탓이니 정부의 책임이니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애

틀 추장의 철학에 발끝에도 못 미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ESG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ESG를 공부하는 학생

들은 다양한 책을 읽고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ESG를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조언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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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 억제 목표에 대한 공감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형

성되었으며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 포함되었고, 2010년 칸쿤 합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환경부, 2021). 2015년 채택된 파

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제한하며, 나아가 1.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이 단순히 친환경 경영을 표방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탄소중립에 참

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내 전체 배출량의 56%를 차지하며, 수송과 건

물 등 기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부문의 배출량을 합하면 기업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민호,

2021). 삼성전자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1,361만 톤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으며, SK하이닉스의 배출량은 486만 톤으로 전

년 대비 24% 증가했다. 이처럼 기업 활동이 상당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수반하는 만큼, 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책임은 막중하다. 따라

서, 배출량 자체의 감소나 상쇄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요구는 필연적이다.

2.국제동향및국내정책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개별 기업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이를 줄이는 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와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나, 국제 질서에서 어떤 법안과 원칙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국내 산업과 투자의 흐름이 결정되며 때로는 무역이 축소, 경직되기도 하므로 국제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지금까지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는 6개국(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이며 이 외 다른 국가들도 탄소 중립 목

표를 선언하면서 흐름에 동참했다. 유럽연합(이하 EU)은 지난 6월 말 유럽기후법을 채택해 탄소중립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안정락, 2021.06.29). 그리고 최근 가장 이슈가 된 것은 단연 탄소국경세다. 지난 7월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초안 격인

27기 김지후
28기 백승우
28기 엄상원
28기 이석범
28기 최명진

1.탄소중립의개념및등장배경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대기 중 이

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를 막겠다는 개념으로, ‘넷-제로(Net-

Zero)’라고도 불린다. 이는 탄소 배출 자체를 원천 중지하는 것

이 아니라, 배출된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배출

량 총량 자체를 0으로 만든다는 상쇄의 의미도 포함한다. 구체

적인 상쇄 방법으로는 1) 배출량에 상응하는 양만큼의 숲 조성,

2)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에너지에 투자, 3) 탄소배출권 구

매가 대표적이다(환경부, 2017).

탄소중립의 목표는 지구 평균 온도의 2℃ 이상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평균기온이 1℃ 이상 상승한 지금, 이미 이상기후 현상

및 해수면 상승 등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 평균기

온이 2℃ 이상 상승할 경우 기후변화의 속도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대될 것이며, 그에 따라 폭염, 한파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된 이후,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평균기온 상승을 어느

ESG 공시 의무화

동향과제도에대한검토
환경(E): 

국내탄소중립관련
현황및 과제

28기 김오정
29기 김영은
29기 이지환
29기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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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딜'의 핵심 12개 법안 패키지를 담은 '핏 포 55(Fit For

55)'가 공개되었다. 그 중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자국보다 이산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EU는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후 2026년부

터 세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연간 100억 유로

를 거둬들일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정은혜,

2021.07.15).

EU는 현재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역내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국경세는 동일한 탄소 배출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해외 경쟁사들로부터 유럽 연합 내 기업들을 보

호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달리 말하면 탄소 배출 저감 조

치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는 기업을 보호하는 수단

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탄소국경세가 자칫 글로벌 무역에 대

해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

소리도 있다. 현재로서는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기제품

등 탄소배출 위험이 큰 품목들이 첫 부과 대상이다.

EU에 이어 미국도 탄소국경세 논의를 시작했다(류병화 ,

2021.07.21).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2050 탄소중립’

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행보를 보인 데

이어 미국 민주당은 일부 고탄소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을 처음 천명했

다. 곧이어 12월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정부안을 확정했다. 같은 달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

료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3+1’ 전략 이 소개되어있다. 이는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

회로의 공정 전환’ 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함께 ‘탄소중립 제도

적 기반 강화’ 목표를 담고 있다(기획재정부, 2020). 한편 한국

판 뉴딜에서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엿볼 수 있는데, 특히 얼마

전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이 그린 뉴딜 분야에서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NDC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 감축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구체화되었다(배문

숙, 2021.07.14).

탄소중립이라는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정

책적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윤하늘·김건우 ,

2021.04.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1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고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

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이하 탄소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탄소특위는 앞으로 탄소중립 중점기술 로드맵 수립 및 관리,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심의, 부처 간 또는 민관 R&D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오수진, 2021.07.21).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지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기업활력법상 사업 재편,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상 사업

전환 지원을 받아 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올해 중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국내기업실천사례및한계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7.3%가 탄소중립을 ‘어렵지만 가야

할 길’로 평가했으나 동시에 42.7%의 기업은 ‘현실적으로 탄소중

립은 어렵다’고 응답(대한상공회의소, 2021)함으로써 탄소중립을

기회보다는 위기로 보는 기업이 많았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기업

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국내최

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한 SK와 포스코의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다

루고자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21 확대경영 회의’에서 탄소중립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그룹의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을

강조했다. 이에 SK는 2050년 이전까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7대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노후 설비 교

체는 직접 감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향후 적극적인 친환경 투자

가 이어질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SK는 2020년 그룹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약 35%, 2040년까지 약

85%를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최태원, 2021).

지난 6월에 진행된 회의인만큼 아직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성

과는 없지만, 탄소중립에 대한 SK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에 앞으로의 대응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 6월, ‘기업시민 보고서’에 2050 탄소중립 3단계 계

획을 공개했다. 1단계는 에너지 효율, 저탄소 연-원료 대체 수행이

며, 2단계는 제선 과정1에서 탄소저감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3단

계에서는 수소환원과 재생에너지 기반의 제철공정을 구현해 친환

경적인 공법으로 제철공정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포스

코는 친환경 제철소 구현을 위해 기업시민 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

을 추진하기 위해 전체 수익의 10%를 환경에 투자하고, 환경경영

인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임호동, 2021).

이러한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본다. 태양광과 풍력은 공통적으로

물리적으로 넓은 공간을 요구하는데, 한국의 경우 그 정도 규모의

부지가 없으며, 수력 발전의 여건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기

1 철광석과 코크스, 석회석 등을 첨가한 뒤 녹여서 선철을 만드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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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수력 발전은 그 특성상 지형 조건의 영향이 절대적이

기에 정부와 기업의 의지로 확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다.

이러한 여러 자연적 여건상 한국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두 번째는 산업 구조

적인 이유이다. 한국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중에서도 전력 소비가 큰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중공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 법률, 금융,

관광 등의 서비스업이 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 입장에서는 급격한 에

너지 전환이 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자연

적 요인과 산업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있는 한국에게 2050 탄

소중립 목표는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이다. 이 ‘어렵지만 가야할

길’을 가기 위해 기업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당면과제및제언

이처럼 국내외 전반에서 기업의 탄소중립 중요성이 커지고 있

으나,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결

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첫 번째는 경쟁국에 비해 충분하

지 않은 탄소중립 달성 기간이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자연재

해 등으로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장기간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해온 선진국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기업들

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는 1990년부

터 2050년까지 60년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

은 1990년부터 2045년까지 55년에 걸쳐 탄소중립 달성을 계

획했다. 미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07년부터 2050년까

지 43년을 소요 기간으로 계획했고, 일본은 2013년부터 2050

년까지 37년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 중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2018년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32년간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라 달성 기간이 비교적 짧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은 달성기간으로 인해 증가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탄소중립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김

태윤, 2021.05.27).

두 번째는 대한민국 산업구조에서 석유화학, 정유, 철강 등 에

너지집약형 고탄소배출 제조업의 비중이 크다는 것도 탄소중립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대한민국의 GDP 중 제조업의 부

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영국(8.8%), 프랑스

(9.9%), 미국(11.3%) 등 선진국에 비해 휠씬 높은 수준이다.2

탄소집약도3도 0.33으로 프랑스(0.11), 영국(0.12), 독일(0.17)

등 선진국에 비해 높아 줄여야 하는 탄소의 양이 많다(김태윤,

2021). 산업계는 탄소중립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비용이

급증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

업의 경쟁력 상실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수성 ,

2021.06.21).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탄소중립 달성 방법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이다. 원자력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보다

환경 파괴 없이 효율적으로 대량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월성 1호

기의 경우, 작은 규모에도 국내 최대 태양광 단지의 25배 전력을

생산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배출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자

력 발전의 장점에 전문가들 또한 “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응의 유일

한 실효적 대안”이라면서 “세계가 매년 115기씩의 원전을 건설해

야 한다”고 했다(김국헌, 2021.03.02). 실제로 미국은 바이든 대

통령이 원전을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히며 소형모듈 원자로(SMR)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

고, 기존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도 연장했다. 영국도 원자력 발전

이 탄소중립에 기여한다고 인정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본도 안정성이 확인된 원자력발전을 탄소중

립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

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반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

며 탄소중립을 외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원전에 의존하

지 않고 탄소중립에 필요한 막대한 전기를 어디서 공급할 것인지

정부의 정책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였다(김태윤, 2021).

정리하자면, 탄소중립은 기업의 존속에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자

리 잡았지만 이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벽들이 존재한다. 지리·환

경적 요인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재생에너지 비용,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 등 경쟁국과 비교해

턱없이 불리한 탄소중립을 위한 여건에서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김강한·이기우, 2021.07.06). 탄소중립이 더 이상 선택

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기업의 경쟁력

은 높이고 부담은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전

략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 World Bank, 2018년 기준

3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kg/달러, ’17년∼’19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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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지속가능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담론이 증가하면서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뜨거워지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

환경, 사회적 가치, 윤리적인 지배구조 방식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재무적 성과만을 고려하던 과거의 방

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환경문제, 사회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담고 있다. 기존에

있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 개념이 확대·발전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성재용, 2021.03.21).

ESG 중 S에 해당하는 ‘Social’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경영 방식을 의미한다. 인권과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공정하

고 윤리적인 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회적 공헌활동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에서는 지역 공동체와 연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거나, 소비자와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거나, 고용의 평등 및 다양화

를 추구하는 등 과거와 다른 경영방식을 택하고 있다(이승균·박민석, 2021.03.21). 최근에는 그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

하는 기업인 소셜벤처(Social Venture)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통 벤처(Venture)기업은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

이다. 이는 초기에는 높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만, 만약 성공할 경우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소셜벤처는 이러한 벤

처 기업들 중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들을 말한다. 그러나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과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변화하는 특징을 가진 벤처기업이 수익성이 없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논리

는 상당히 역설적이다. 이윤만 추구해도 살아남기 힘든 경영 환경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 또한 많

다. 특히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대기업들과 달리, 확실한 기반이 없는 벤처기업들이 경제적 목적

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장재웅, 2016.05).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내면

서도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경제적 목적

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러한 기업들은 사회적 약자

를 위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수익을

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ESG가 추구하는 가치에 적합한 경

영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셜벤처 기업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회(S): ESG와소셜벤처
28기 문가빈 29기 이성희 (수강생: 양정모, 한상우)

2.소셜벤처성공사례와임팩트투자

현재 국내에만 1,509개의 소셜벤처가 있으며(양승희, 2021.02.17), 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소셜벤처들이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해내고

있다. 따라서 무수히 많은 성공 사례가 존재하지만, 본고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어니스트 컴퍼니, 닷, 탐스 슈

즈, 요크의 네 기업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소셜벤처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투자를 하는 임팩트 투자의 개념에 대해

서도 알아볼 것이다.

첫 번째 사례인 어니스트 컴퍼니(The Honest Company)는 2011년에 소셜 벤처로 시작된 친환경 유아 및 가정용품 브랜드다. 흥미롭게

도 어니스트 컴퍼니는 유명 배우 제시카 알바가 자신의 육아 과정에서 유아용품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느낀 후 직접 안전한 유아용

품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해 친환경 운동가와 함께 창립하게 된 기업이다. 어니스트 컴퍼니에서 판매하는 기저귀, 수건, 베이비 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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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배터리를 충전하고

수업 후 집에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전기가 보급

되지 않는 지역에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동시

에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솔라 카우’는 2019년

TIME지에서 가장 혁신적인 100개의 제품들 중 하나로 선정되는 성

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2015년에는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 브랜드

‘YOLK’와 ‘Solar Paper’로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배터리 부

족 문제에 대한 친환경적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내외로 큰 호

응을 받아, 요크는 한화 12억 원의 수익을 달성했다. 요크는 아동 노

동과 에너지 보급, 기후 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

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안겨 주고 있다.

이는 임팩트 투자 개념과도 이어진다. 임팩트투자란 2007년 록펠러

재단이 개최한 행사에서 매니징 디렉터인 앤토니 벅 레빈이 처음으

로 주장한 개념으로, 의미 있는 사회적·친환경적 효과(impact)를 재

무적 이익과 함께 낼 수 있도록 기업이나 단체, 펀드에 투자하는 것

을 말한다(임정욱, 2019.03.31). 원래 소셜 벤처는 사회 기여 모델을

기반으로 해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통념이 있고, 실제로도 마

진에 비해 직원 급여, 임대료 등의 비용이 더 많아 어려움을 겪거나

문을 닫은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벤처 투자

자들은 소셜 벤처는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

에 자립할 수 없다고 여겼다. 임팩트 투자자들은 이러한 통념에 이의

를 제기한다.

임팩트 투자자들은 그동안의 투자는 일시적으로 자본을 제공했을 뿐,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내는 데에 필요한 도움은 제

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임팩트 투

자는 단순한 돈과 자본 이외에도 소셜 벤처 창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

도록 경험과 네트워크까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소셜 벤처

들은 금전적인 의존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임팩트 투자 선구자들로는 소풍(sopoong), D3주빌리 등이

있다. 소풍은 2008년 설립되어 2021년 7월 현재, 쏘카, 텀블벅, 자

란다 등 총 78개 기업에 투자했다. 이들은 단순한 자본뿐 아니라 스

타트업 단계의 소셜 벤처가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

더 나아가 후속 투자 유치까지 연결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다. D3주빌리는 건강, 교육, 청정 에너지 분야의 소셜벤

처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D3주빌리 또한 앞서 언급한 소풍

과 유사하게 자본 외에도 여러 차원에서의 투자를 제공하는데, D3주

빌리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에까지 글로벌 투자를 하고 있

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를 시작으로 한국에도 여러 임팩트 투자사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모여 구성된 한국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KIIN)에는 현재 30여개의

크고 작은 투자사들이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네트워킹을 통해

손 세정제 등의 유아 용품에는 미국식품의약국이 금지하는 12

개의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해 안전성을 검증 받지 못한 1300여

개의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는다(윤신원, 2019.06.28). 어니

스트 컴퍼니의 창업 목적은 재무적 이익이 아닌, 아이들의 건강

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기업의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목표는 대중에게 인정 받게 되었고, 기업을 평가

해 등급을 매기는 BBB 인가 비즈니스 (BBB Accredited

Business)의 A+등급, 사회변화를 이끄는 기업에 부여되는 그린

아메리카(Green America)에서 골드 등급을 받는 등의 쾌거를

이루었다(유신원, 2019.06.28). 더불어 지속적으로 취약계층과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윤리

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보조공학 스타트업인 닷(dot)이다. 닷은 장애인

들이 신체적 불편함을 극복하고 배리어프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회적 목표 하에 기술을 개발하는 소셜 벤

처이다. 닷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용 스마트워치 ‘닷

워치’는 시계의 점자판과 스마트폰을 연동해 스마트폰 메시지를

점자로 변환한다. 닷워치를 착용한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오는 문자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닷의 제

품에는 닷워치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키오스크,

시각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촉각 디바이스 등이 있다. 닷이 개발

한 키오스크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촉각 지도와 음성 안

내와 더불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과 큰 글씨를 제공하

여 기존에 장애인이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해준다(이상덕,

2021.04.27). 또한 디지털 촉각 디바이스는 2022년부터 4년

간 미국 교육부를 통해 미국 내 시각장애인 학교에 공급될 예정

이다.

세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세계적인 신발 브랜드 탐스 슈즈

(TOMS Shoes)이다. 탐스 슈즈의 창립자는 불우한 아이들이 신

발 없이 생활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목격한 후 탐스 슈즈를 설립

하여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원포원(One for One) 기부

공식을 도입했다(장윤서, 2020.04.05). 이는 아이들에게 신발

을 기부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적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

으로, 소비자가 신발 한 켤레를 구매할 때마다 한 켤레가 기부되

는 원리이다. 이러한 사회적 목표를 가진 코즈 마케팅(cause

marketing)은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크게 성공했다. 탐스 슈즈는 신발 브랜드로서

의 성공에 힘입어, 마찬가지로 원포원 기부 공식을 적용한 아이

웨어 브랜드까지 런칭하며 성공적인 소셜 벤처의 대표주자로서

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요크(YOLK) 또한 국내 소셜 벤처의 성공사례이다. 요크는

2012년 태양광 기술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으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보급과 교육 문제 해결을 위

한 ‘솔라 카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솔라 카우’는 태양광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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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 투자를 진행하기도 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KIIN이 투자한 기업의 수

가 2021년 기준 150여개에 달할 만큼 한국의 임팩트 투자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3.결론및제언

기업의 사전적 의미는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본의 조직 단위”(네이버 백과사전) 이다. 기업의 설립과 유지의 본질적 목적은

이윤 획득이지만, 앞서 말했던 기업들을 예로 들어 이윤 획득이 유일한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본고에서 보여주었다. 특히나 제조업

위주의 과거 산업 구조에서 소셜, 네트워크 등의 무형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서 말한 어니스트 컴퍼니, 탐스 슈즈 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충분한 자본력이 있는 사회적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벤

처기업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운용되고 있어, 비교적 열악한 자본적 환경에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 또는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소규모 사

회적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유익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제언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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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기 이유림, 28기 최명진, 29기 이재용, 29기 정혜인

1.서론

전세계적으로 ESG 투자를 비롯하여 E, S, G의 관점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움직임이 시작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각 부문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한국에서 G(거버넌스)에 대한 관심도는 E(환경), S(사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재벌’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국내 기업은 철저히 총수 중심이며 핏줄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사고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이정화, 2021).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E와 S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고, 한편으로는 총수 중심의 기업 경영 환경이 거버넌스에 대한 무대응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강기헌,

2021). 실제로 국내 기업들의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지수를

활용한 평가에서 국내 기업의 G 부문은 해외 동종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비해 ESG 평균

지수에서 앞섰는데, E와 S가 각각 68, 48로 삼성의 평균 점수를 높였다. 애플은 E, S가 각각 47, 7로 삼성전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G 부문에서는 애플이 30, 삼성전자는 23으로 애플이 삼성보다 더 높은 평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기아의 경우 G 부문에서만

토요타에 비해 낮은 평을 받았으며, SK하이닉스는 대만 TSMC에 비해 세 가지 지수에서 모두 뒤졌는데 그 격차는 G 지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강기헌, 2021).

흔히 안정적인 거버넌스가 탄탄히 받쳐주고 있어야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이 가능하다고들 한다. 앞선 평가지표와 같이 거버넌스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은 현재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가진 문제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지닌 문제점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거버넌스 개선에 있어 병목이 되는 지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어 (1)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2)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사례를 통해 취약한 지배구조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2.현지배구조의문제점*

2-1.경영진성과와보수연동문제

임원 보수체계는 기업의 장기성과 리스크 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통제수단이자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경영진

성과와 연동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단기실적 중심으로 보수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며,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나 성과보수 지급방식이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방식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 등이 존재한다(문수빈, 2021.06.30).

거버넌스(G): 한국 지배구조의문제점과 주요 사례

*본문 2-1, 2, 3의 내용은 2021년 1학기 김우진 교수님의 ‘기업 지배구조의 이론과 실제’ 수업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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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너경영이 일반적인 한국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주주 일가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주요 인물들이 더 높은 현금보

수를 수령하도록 성과와 무관한 지급구조를 설계할 유인이 있다. 퇴직금 지급률을 대부분이 최고위 임원인 지배주주에 유리하게

결정해 직급 간 차등 적용하는 방식 역시 문제가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배주주와 다른 임원과의 보수 격차를 심화시키고 성과

와 연동되지 않은 보수 비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며, 실제 직급 간 지급률 차등을 도입한 경우 상대적으로 기업가치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책연구본부, 2020). 이에 최근 금융당국은 단기실적주의가 만연한 보험사 경영진

의 성과와 보수체계의 연동을 강화시키는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으며, ESG 성과를 경영진 보수에 반영하려는 직접적인 움직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2.이사회독립성부족으로인한견제기능미비

이사회는 주주와 이사, 최고 경영자로 연결되는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주주는 주주총회만으로는 일상적 경영에 참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권한을 선출된 이사회에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구이다(조신, 2021). 이와 같이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는 주인-대리인 이론에 따라 회사의 경영자가 전체 주주 이익에 합치되는 경영 활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기능이

핵심적이다. 따라서 회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경영의사결정을 승인, 임원 보수를 결정, 경영진

에 대한 임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독립적 작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사회의 독립성 결

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대표적으로 법조인 및 감독기관 관료 출신 인사들의 이사 비중이 높다는 점이 지적된다(Choi et

al., 2018). 한편 경제개혁연구소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 이사의 비중은 2016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검증이 더 필요한 이사의 비율이 46%이라고 주장한다.

2-3.주인-대리인문제로인한이해상충과터널링의발생

기업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주인-대리인 문제를 예방해 주주의 이익을 창출하도록 경영진을 유도해야한다. 그러나 거버넌스가 미

흡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전체 주주 이익이 아닌 다른 목표를 추구할 경우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해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으며, 대표적으로 터널링(Tunneling)을 꼽을 수 있다. 인베스토피디아에 따르면, 터널링이란 ‘지배주주나 고위 임원이 회사의 자

산이나 미래 사업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끌어 쓰는 불법 비즈니스 관행’으로, 대표적인 터널링으로는 배임, 비시장 가격 거래,

회사 기회 유용 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한 지배주주가 존재하며, 모/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특징 등으로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부당한 합병 비율 산정을 통해 터널링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다. 터널링이 발생할 경우 지

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들은 부당한 피해를 입는다. 한편 미국의 경우, 이해상충 상황에 대한 강력한 민사적, 징벌적 규제로 우

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터널링에 대한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La Porta et al., 1998).

2-4. ESG측면에서국내기업의거버넌스개선움직임과한계

앞서 살펴본 세가지 거버넌스 이슈들이 전통적, 주주중심주의적 지배구조와 거버넌스의 문제였다면, 현재 인기를 끄는 ESG트렌

드는 기존의 전통적인 거버넌스에 더해 ESG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SG요

소를 반영하기 위한 대표적인 움직임으로는 ESG 담당 조직을 신설해 고위 임원이나 이사회에 보고하는 경우, 남성 중심인 이사

회의 다양성을 위해 여성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배구조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ESG관련 위원회를 신설한 조직은 23곳에 달했으며, 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투표 도입, 내부

감시기구 교육, 내부 감시기구에 전문가 존재 여부 등의 각종 제도화율이 높았다(박란희, 2021). 또한 여성 이사 의무화에 앞서 여

성 이사를 임명하는 일부 기업들의 움직임 또한 관찰된다. 그러나 ESG관련 조직을 신설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아직 없거나

ESG 추진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기업들도 존재하며, 거버넌스 개선안 중 집중투표제와 같이 여전히 채택률이 낮은 개선안이 많으

며 제도화에만 치중해 실질적 운영은 미흡하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3.주요사례

3-1.삼성에버랜드전환사채사건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이하 CB)란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 보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본문 2-1, 2, 3의 내용은 2021년 1학기 김우진 교수님의 ‘기업 지배구조의 이론과 실제’ 수업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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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를 의미한다(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

택권이 있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주식전환권을 행사하면 그 이후로는 채권이 아닌 일반 주식으로 기능하게 된다. 기업은 낮

은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에 CB를 발행하며 이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자금을 모은다. 그러나, CB 발행시 그 금액을

낮게 측정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사건이다.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이사회는 CB를 세법상 평가이익이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던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1주당 7700원씩 발행하기

로 결의했다. 총 125만 4천주의 전환사채는 각각 이재용 부회장과 그의 남매 4명에게 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은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런데 삼성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의 출발지였으므로 사실상 이 부회

장이 삼성의 다른 계열사를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CB

를 악용한 사건으로 평가받았으며 2000년 이건희 회장 외 관계자를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고발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이 회장이 무죄

를 판결 받으며 마무리되었다. 그 밖에도 삼성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으로도 경영권을 인계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

았다.

3-2.제일모직-삼성물산합병사건

제일모직-삼성물산 흡수합병은 대표적인 지배구조 이슈, 특히 부적절한 경영권 승계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사건이다. 2015년 5월 26일,

제일모직과 삼성그룹은 보도자료를 내고 9월 1일자로 합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3%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으나, 당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가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 삼성물산·삼성전기·삼성SDI→제일모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은 0.57%에 불과했다. 따라서 삼성전자 지분의 4.1%를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 합병한다면, 이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4.1%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두

회사가 합쳐짐으로써 오너 일가의 합병회사 지분은 30.4%에 달하게 되며, 그룹 전체 지배구조가 단순화 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합병비율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이다. 당시 삼성그룹은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0.35(삼성물산)으로 정해 제

일모직의 고평가, 삼성물산의 저평가 상태에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이와 같은 합병 조건을 인위적으

로 만들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제

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부채를 감추는 분식회계를 하여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의혹을 제기

하며2020년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해 아직까지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ESG의 지배구조는 '투명한 경영승계', '지배주주 일가에

도 전문경영인과 같은 책임과 권한 부여' 등을 핵심으로 여기는 만큼 이러한 승계 관련 논란은 삼성 전체에 대한 ESG 평판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박경우, 2021.06.01). 실제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한 ESG평가에서는 삼성물산의 G(지배구조)등급이

A에서 B+로 한 단계 떨어지며 투명하지 않은 경영승계가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4. 결론

이처럼 현재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여러 허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도 및 법률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소수주주의

주주 감사위원 선출권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지주회사의 의무 보유 지분율 상향조정, 사적이익 편취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한편 앞으로 더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지주회사제도가 그 예인데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본질과는 다르게, 자산과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수익은 현저하게 낮아 재벌 총수의 사익을 편취하는 수단이라는 지적

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개선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지주회사

의 필요성과 규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기존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관련한 논의도 진행되

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ESG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명이 덜 비춰지고 있으며 가시적인 변화나 성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ESG의 바람이 거버넌스 분야까지 불어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를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

*본문 2-1, 2, 3의 내용은 2021년 1학기 김우진 교수님의 ‘기업 지배구조의 이론과 실제’ 수업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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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
활동을 돌아보며

SK에코플랜트 4월 ESG소위원회 참여 후기

CSR Youth Forum 참석 후기

ESG 컨설턴트의 삶을 엿보다 -SNUCSR 21-1학기 연사 초청 후기-

2021년도 1학기 SNUCSR 학회원 활동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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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의 Social Value(SV)팀으로부터 4월 ESG소위원회 참여 제안을 받았다. 평소 SK그룹이 사회적 가

치 창출과 CSR 실천에 적극적이라고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실제를 직접 목도하고 참여할 수 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SK에

코플랜트은 월례로 ESG소위원회를 열어 각 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ESG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구성원들 간에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4월 ESG소위원회의 화두는 ‘MZ세대의 공평성 인식과 사내 여성 인력 비율’이었으며 SNUCSR

은 외부 이해관계자, 특히 MZ세대의 시각과 관점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ESG소위원회 참여를 준비하기 위해 SNUCSR은 1차 기획세션에서 SK에코플랜트의 구성원 현황, 사업 분야, 인사 제도, 사내 복지

등을 조사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차 기획세션에서는 기업 내 성별 쿼터제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두고 MZ세대의 공평성

에 대한 인식, 인력 채용, 채용 불공정, 경력단절, 역차별, 능력주의, 산업별 기업 환경/문화 등을 주제로 하여 세 시간 가량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며 MZ세대의 공평성 인식과 여성 인력 비율에 대

한 논의를 종합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MZ세대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성과가 불투명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인식한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 채용에 대한 지원 제도를 두

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지원 제도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취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

에만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높은 비율의 쿼터제나 가산점 부여 방식처럼 채용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는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여성에 대한 새로운 차별과 편견을 생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반면 쿼터

제에 찬성하는 의견의 경우 15~30% 정도의 쿼터제를 찬성했다. 현재 건설업계의 여성 비율이 7~11% 정도에 형성되어 있기에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15%부터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성근로자의 비율 상승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최소 30%의 여성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연구를 토대로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여성 취업 준비생들의 건설업

계에 대한 기피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지배적인 의견은 건설업에 관심이 없다는 이유였고, 남초(男超)적이고 보수적/수직

적인 건설업계의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취업 후 퇴사 이유에 대해서는 육아 문제가 가장 많았다. 비록 소수의 표본

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기에 그 대표성의 한계는 있었겠지만, 이러한 조사분석 내용과 의견을 종합하여 SK에코플랜트의 ESG소위원

회에서 공유했다.

SK에코플랜트의 4월 ESG소위원회에는 SV그룹, CPR그룹, 국내법무계약그룹 임원분들과 SV팀, HR운영팀, PR팀, 에코에너지지원

팀, 솔루션스사업그룹 담당자분들께서 참석하셨다. 실제 현직, 특히 서로 다른 여러 부서의 담당자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니 논의가

더욱 풍성했다. 흔히 기업 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성 이슈들에 대해서 SK에코플랜트은 이미 높은 의지와 더불어 기업 제도와 문

화 개선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다. 함께하셨던 담당자분들은 본인의 실제 취업 사례를 들어주시거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로서 느끼는 점 등을 말씀해주시며 학부생들이 생각하기 힘든 관점을 보태어 주시기도 했다. SK에코플랜트의 임직원 모두가 공

정성과 성별 이슈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SNUCSR에게 SK에코플랜트과 함께 했던 이번 ESG소위원회는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

는 기회였다. 성별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요즘, 무엇보다 서로의 각기 다른 생각과 고민에 대한 공유와 공감을 기반으로 더 나

은 대안을 제시해보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경험의 의의를 높게 평가한다. 이 글을 통해 4월 ESG소위원회에

SNUCSR을 초대해주신 SK에코플랜트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SK에코플랜트 4월 ESG소위원회 참여후기

28기 이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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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CSR Youth Initiative 활동후기
28기 백승우

SNUCSR은 현재 CSR Forum 산하 청년 협의체 CYI(CSR Youth Initiative)를 통해 CSR을 주제로 다양한 청년단체와 교류하고 있다.

CSR Forum은 다양한 기업의 CSR 실무자들로 구성된 교류단체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SNUCSR은 청

년단체로써 직접 세션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CYI에 참여하였다.

CYI 회원단체로 참여한 행사는 발대식과, 5월 정기포럼이 있다. 지난 11월의 ‘CSR고 싶니?’ 행사가 킥오프 미팅의 성격을 가졌다면,

5월 4일에는 공식적인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길’을 주제로 한 발대식에서, SNUCSR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단체들은 CSR에 대한 각

단체 및 개인의 시선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같은 길 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놓인 목적지가 무엇이었으면 하는지

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카드에 적어 Zoom 화면에 띄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같은 달 30일에는 CYI 회원단체들과 함께 5월 CSR 포럼에 패널로써 참여하였다. CSR Forum은 매월 1회 각 기업의 CSR 담당자들

이 모여 CSR 현안 이슈를 논하는 자리이다. 지난 5월의 CSR Forum에서는 청년들이 CSR 이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는지 논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논의는 총 3개의 분과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분과 세션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CSR 전략

변화 방향성’, ‘기업의 CSR 동기 및 사회적 이슈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전략’, ‘기업의 ESG워싱’에 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SNUCSR

은 그중 ESG워싱 세션에 참여하여, ESG워싱을 생활 속에서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청년의 시선을 공유하였다.

SNUCSR이 직접 기획한 행사로는, CYFo(CSR Youth Forum)와 공동 진행한 교육세션이 있다. CYI에 참여하는 회원 단체들의 CSR

에 대한 이해도가 달랐기에, CSR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함께 만들어 나갔다. 총 다섯 차례의 세션을 기획했으며,

SNUCSR은 그 중 CSR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전반부 교육세션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SNUCSR이 CYI 참여 단체

중 유일하게 CSR을 주제로 학술적인 토의를 하는 단체이고, 자체적인 교육 세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CYFo와 협업하여 세션을 구

성하게 되었다. 한 세션은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약 9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교육 세션에서는 CSR이란 무엇이며, 왜 현재 ESG경영이 크게 주목

받고 있는지에 대해 최근의 이슈를 다루며 세션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세션

에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기업들이 준용하는 주요 이

니셔티브를 공유하였으며, 여기에는 GRI Standard, SASB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예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해 보기도 했다. 세 번째 세

션에서는 MSCI ESG 지수, KCGS ESG 평가 등 기업의 ESG활동에 대한 평가

지표를 공유하였으며, 또한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시민단체 등) 이해당

사자의 평가 사례를 다루었다. CYFo가 주도한 후반부 세션에서는 CYI 회원

단체들이 직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하여 발표하였고, 마지막으로는

CSR 실무자 강연이 진행되었다.

기존에 SNUCSR에서는 교육세션을 꾸준히 진행해 왔지만, 이번 CYI 교육세

션은 CSR이 생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생

각보다 많은 기존 세션의 수정이 필요했다. 기존 1회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던

교육세션을 개편하여 3회의 CSR 교육세션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내

용의 추가도 필요했다. 그럼에도 CSR의 모든 이슈를 다루진 못했다는 점, 교

육 세션을 만들고 진행하면서도 계속해서 추가되는 새로운 이슈들을 교육세

션에 잘 담아내지 못한 점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SNUCSR에서 오랜만에 외부 교육세션을 진행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

한 주제를 다룰 수 있었기에 더욱 뜻깊은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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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 속에서 기업 ESG 경영에 대한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ESG 컨설팅을 위해 회계법

인을 찾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오래전부터 ESG Platform을 구축하여 기업에 다양하고 폭넓은 ESG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해

온 회계법인이 있다. 바로 이번 학기 연사 초청 강연에서 ESG 컨설팅에 대한 특강을 진행해 주신 고경욱 컨설턴트가 속해 있는

‘PwC 삼일회계법인’이다. ESG 전문가의 길을 걷고 계신 고경욱 컨설턴트는 SNUCSR 19기 출신으로서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시간

을 내어 학회 후배들을 위해 ESG 자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경험담을 공유해주셨다.

2021년 4월 30일에 진행된 2021년 1학기 연사 초청에서는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기업들의 ESG 전략 수립, 지속가능경영

Reporting 및 ESG 평가 대응 자문, ESG Operating 자문, 사회적 가치 측정,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및 ESG 채권 검증 방법에 대한

소개와 실무자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두 시간가량의 강연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중 하

나는 바로 보고서 발간 프로세스 대한 설명이었다. SNUCSR의 첫 교육 세션에서는 지속가능보고서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

한다. 그리고 학회원들이 한 학기 동안 가장 많이 수행하는 것 역시 지속가능보고서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회원들은 평소에

기업 보고서가 실제 발간되는 프로세스, 보고서에 포함될 항목들의 선정 방법, 중대성 평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

었다. 이에 연사님께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PwC 삼일회계법인이 직접 수립한 중대성 평가 방법론과 평가 항목 선정 프로세스

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번 시간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ESG 전망과 흐름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셨다. 최근 기업들은 ESG 현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치

측정과 연관되어 있는데, 가치 측정이란 기업의 ESG 전략 과제별 달성률을 평가하고 각 과제 달성 시 환산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

하는 것이다. 사실 가치 측정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해외 기업에서는 별도의 이니셔티브를 세울 만큼 중시되고 있

다. 그러나 현재 ESG 가치 측정을 위한 통일된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앞으로 임팩트 측정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삼일회계법인은 일찍이 기업의 임팩트 측정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 및 도입하고 있다

는 점이 인상 깊었다.

연사님께서 ESG 발전의 흐름 속에서 국제기구, 금융권, 기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대한 인사이트도 제공해 주셨다. 연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ESG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으므로 ESG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움직임

과 금융권의 참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지금까지 기후변화이슈에 대한 투자기관과 기업의 관심이 쏠렸다면, 앞으로는

탄소 포집 기술 개발 이슈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하셨다.

또한 많은 학회원이 ESG 전문가, 컨설턴트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선배님께서 현업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해 주셨다. 코로나 19로 인해 이번 학기 연사초청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음에도 연사님께

서 들려주신 현업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덕분에 현장감이 넘치는 강연이었다. 바쁘신 와중에 SNUCSR 후배들을 위해 귀중한 시간

내어 유익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주신 연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SG 컨설턴트의 삶을 엿보다

-SNUCSR 21-1학기 연사 초청 후기

28기 정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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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이 한 학기가 흐르고 벌써 마지막 SR 발간을 앞두고 있다는 게 시원섭섭하네요! 1년 동안 학회

에서 활동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을 깊

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고, 훌륭한 학회원들과 CSR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공유할 수 있

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는 교육부장으로서 교육세션을 직접 진행해보면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지식을 체계화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CSR과 ESG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SNUCSR에서 더욱 더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28기, 29기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8기 김현서

두 학기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려니 무언가 싱숭생숭한 마음이 드네요. 그만큼 SNUCSR에서 뜻깊은 일과

감사한 추억이 많았다는 거겠죠. 이전 학기 기둥이 되어줬던 27기 선배들, 이번 학기를 함께 꾸려나가 준

든든한 28기 동기들, 열의와 호기심을 보여준 29기 모두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학회 운영을 함

께 고민하고, 정규 세션과 외부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로의 지식과 의견을 공유하며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함

께 공부해나갔던 이 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비록 어느새 학회를 떠나야하는 시간이 찾아와버렸

지만 29기 후배들이 더욱 즐겁고, 편안하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학회를 만들어줄 것을 알

기에 앞으로 SNUCSR의 활동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우리 앞날에 축복을

바라봅니다!ㅎㅎ

28기 이석범

28기 최명진

SNUCSR에서의 1년이 벌써 끝이 났다니 믿기지 않네요. 특히 이번 학기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세션을

한번도 하지 못해서 더더욱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장으로서 여러 차례 교육 세션도 진

행하고 학회 운영도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년간의 활동을 통해 앞으로 기업의 사

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 것 같아서 저에게는

정말 좋은 추억과 경험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준 28&29기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더욱 발

전해나갈 SNUCSR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28기 이유림

제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SNUCSR에서의 1년을 마무리하고 나니 시원섭섭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

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활동하진 못했지만,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열정적으로 탐구하는 학회원들

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도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학회 활동을 하면서 낯설지만 반드시 인식해야 할 거대한

흐름들을 적극적으로 마주할 수 있어서 보람찼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준 27기, 동고동락하며 1년을 함께한

28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29기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SNUCSR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1학기 SNUCSR

학회원 활동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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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기 문가빈

안녕하세요! SNUCSR 28기 회계부장 문가빈입니다.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것이 엊

그제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두 학기가 지나 SNUCSR에서의 학회 활동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

년간 저는 이익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지향하는 기업들이 왜 사회적 책임을 지켜야만 하는지에 대해 학

회원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CSR과 ESG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기업의 영구적이고 핵

심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NUCSR에서 기업들의 전략을 분석해보고 직접 수립해보기도

하면서 이러한 저의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학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미래에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와중에도

어느덧 1년간의 학회 활동이 마무리되었네요. 지난 2학기에 학회 활동을 시작하며 언젠간 대면으로

세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이번 1학기까지 거의 모든 정기세션을 비대면으로

진행한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도 매주 금요일 저녁, 같은 시간대에 서로 모여 CSR에

대한 각자의 시선을 나누고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1년이었습니다. 학회원으로 활동하며, 또 대외협

력부장으로 활동하며 저 역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1학기에는

CSR Youth Initiative와의 대외협력을 시도해보며, CYI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세션도

28기 백승우

한 학기 동안 SNUCSR에서 활동하며 CSR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학

기 동안은 CSR의 기본 개념과 지표를 익히는데 집중했다면, 이번 학기에는 이를 보다 응용한 지주회사제

도나 행동주의 펀드와 같은 주제를 다루며 보다 심화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

한 비대면이 기업에게도 뉴 노멀로 자리잡은 상황에 맞춰 기업 맞춤형 전략을 제안하는 과정 역시 흥미로

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원활한 학회 활동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학회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28기 이정민

안녕하세요 28기 문화부장 엄상원입니다.

1년 동안의 SNUCSR 활동을 학회지를 통해 마무리하며 배운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오던 csr, esg 분야를 학회원들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어 개인적으로 너무나 재밌었

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esg 분야와 관련하여 쭈욱 자기계발을 하겠지만 SNUCSR에서의 경험과 사람들을

잘 간직하고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기 엄상원

28기 정영인

안녕하세요! 28기 정영인입니다. 벌써 1년간의 SNUCSR 활동이 끝난다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각 업계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인지 유독 올해 들어 ESG가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고

관련 소식이 자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들리는 ESG 관련 용어, 지표, 사례를 제가 이미 알고

있고, 이해할 때마다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처럼 SNUCSR에서 활동하면서 많이 성장했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넓어졌습니다. 한 학기동안 CSR, ESG,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준 2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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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학회 활동을 이어나간 28기, 29기에게는 감사의 말을, 그리고 새로 들어오실 30기 분들께는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획하고 CSR Forum에도 참석하는 등, 여러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회원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처음 시도해 보는 대외협

력임에도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같이 활동했던 SNUCSR 27기, 28기, 29기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SNUCSR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ESG에 대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끝으로, 이제 알럼나이가 되는 28기분들은 앞으

로 각자 원하는 바를 이루길 바라고, 다음 학기를 이끌어갈 29기분들과 새로 활동을 시작하는 30기분들에게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SNUCSR 28기 홍지연입니다. 1년동안 SNUCSR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로 인해 학회원들과 비대면으로밖에 만날 수 없어서 정말 아쉬웠지만 그래도 뜻깊고 알

찬 시간과 경험이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진다면 28기 29기 학회원들이 다같이 모이는 기회가 꼭 만들어졌으

면 좋겠어요:) 모두들 한학기동안 수고 많으셨고!! 제가 학회에서 좋은 학회원분들과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

했듯이 우리 학회를 채워주실 모든 분들이 앞으로 더 즐거운 학회활동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28기 홍지연

안녕하세요! SNUCSR 28기 김오정입니다. 벌써 1년간의 학회 활동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

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두 학기 동안 활동하면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

아갈 수 있었고, 훌륭한 학회원분들을 통해 저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션이 비대면 위주로 진행

되어 아쉬움도 많았지만, 어려운 환경에도 원활한 세션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신 학회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

씀을 전합니다. ESG가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지속경영학회의 역할도 더 커질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후배 기수분들이 이끌어나갈 더 발전된 모습의 SNUCSR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8기 김오정

학회에 처음 지원할 때는 지속가능경영과 CSR, ESG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느낌이 들었지만, 학회

활동은 이를 구체화해주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기 초반 CSR및 ESG에 대

한 교육세션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배경과 각종 국제 표준의 트렌드를 탐구하며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었

고, 후반부의 케이스 스터디나 전략제안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탐

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직자 특강이나 인터뷰, 기업과의 세션은 지속가능경영의 트렌드와 이슈에 대

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SR을 작성하며 생각해보니 지속가능

29기 이재용

사회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CSR와 ESG에 대해 더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싶어 학회에 지원했고, 한 학기 동안의

활동은 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이란 더 이상 단순한 캐치프레이즈나

사회적 트렌드가 아니라, 기업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음을 명심하고, 경영학도로서 사회에서 기업

의 역할은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지표와 지속가능보고서를 읽

는 법을 배우고, 이를 기반으로 학회원들과 함께 실제 기업들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와 전략제안을 진행한 후,

CSR 관련 주제에 대한 학회지를 작성한 한 학기의 활동은 이론과 현실을 모두 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활동들에 대한 아쉬움도 남지만, 임원분들과 학회 구성원분들

의 열정적인 참여를 통해 좋은 활동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학기

29기 이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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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NUCSR 28기 인사부장 이나연입니다. 36호 SR 발간을 끝으로 1년간의 SNUCSR 활동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경영학의 여러 분야 중 HR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학기에는 케이스스터디와 산학연

활동, 학회지 발간 과정에서 ESG 관점에서의 HR에 관해 다각도로 탐구할 수 있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졸업

을 1년 앞두고 시작하게 된 학회 활동이었는데, 다양한 사람들,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학회활동을 적극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알럼나이가 되어 떠나지만 항상 마음으로 SNUCSR을 응원하겠습니다!

28기 이나연

의 활동도 기대가 되며, 사회적 가치 창출이나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학회를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에 대해 조금은 알 듯해도 여전히 이 트렌드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느꼈습니다. 보람찬 한 학기를 보내게 해준 학회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학기도 학회 활동이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29기 서어진입니다! 저는 CSR에 대한 관심 만으로 학회 활동을 시작했었는데, 지난 한

학기(2021년도 1학기) 동안 29기로 활동하며 처음으로 기업이 발간한 레포트를 읽고 분석하는 등

혼자서는 결코 하지 않았을, 그리고 하지 못했을 지적 탐구 활동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

영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었는데, 다른 학회원들로부터 도움도 받아가며 함께 세션을 준비

한 결과 CSR과 관련된 동향이나 사례를 풍부하게 접하고 배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발

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세션과 달리 학회지에 실릴 기획글과 자유글을 작성하며, 관심 분야에 대한

학술적, 경험적 논의들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고 글로 표현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29기 서어진

안녕하세요! 29기 장혜연입니다. 2021년 봄학기는 교과서 안의 CSR, 신문 속에 머무른 ESG가 아니라,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

한 모두의 일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는 제 막연한 목표가 SNUCSR에서의 배움을 통해 더 명확해지고

구체화될 수 있었습니다. 매 세션에 참여할 때마다, 또 팀별로 세션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할 때마다, ‘내가

SNUCSR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어!’하는 생각이 항상 들었던 것 같습니다.

29기 장혜연

안녕하세요! SNUCSR 29기 김현성입니다. 대학 생활 목표 중 하나로 교내 학회에서 활동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SNUCSR과 함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어 보람찼던 한 학기였습니

다. 경영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학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

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경영과 CSR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또한 학

회 면접 준비를 위해 지난 SR을 읽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6호 발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학회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기를 수

29기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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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까지 수강했던 그 어떤 수업에서보다 학회원 분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공유한 스

마트한 동료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던 한 학기였습니다. :-)

팬데믹 상황 때문에 학회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꼭 모두가 만나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XD

29기 장연주

학회 면접을 위해 SR 35호를 읽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나 36호에 글을 싣게 되다

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36호는 제가 SNUCSR에 들어온 후 발간된 첫 번째 SR이라 그런

지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학회 활동의 절반이 무사히 끝났다는 상징 같기도 하고

요. 29기의 경우 모든 세션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어

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성실히 참여해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지속가능성’과 ‘기후위기’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팀원들과 CSR의 환경부문이나

특정기업의 환경경영전략 사례 등을 다루는 세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학기의 경험을 바탕

으로 두 번째 학기는 좀더 다양한 주제를 다뤄보고 싶고, 훌륭한 학회원들과 함께 스터디하면서 인

사이트를 얻고 싶습니다. SR 36호와 함께한 28기, 29기 학회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특히

있었던 만큼, 다음 학기에도 새로운 학회원들과 함께 더욱 성장해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회지 발간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편집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가을학기에 새로 들어올 30기 학회원분들과도 의미 있는 활

동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NUCSR 29기 이지환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SR을 읽으며 면접을 준비하던 게 엊그제 같은

데, 벌써 서른 여섯 번째 SR이 나오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탄소

중립 등의 이슈로 CSR과 ESG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에서, SNUCSR에 지원한 것은 단언

컨대 올해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8기 선배님들의 친절한 가르침으로 CSR과 ESG의 개념, ISO

26000 등 관련 지표, 기업 SR 분석까지 학회 활동에 있어 필요한 기초지식을 쌓았던 교육세션부터 관심분

야를 더욱 깊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던 케이스 스터디, 한국형 ESG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

었던 한국표준협회의 유훈 경영혁신센터 본부장님과의 인터뷰, 마지막으로 경영학과로서 쌓아왔던 마케팅

과 전략 지식을 활용해 직접 기업에 CSR을 제시했던 전략제안까지 한 학기 동안 활동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경영학과로서 CSR과 ESG 경영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학회에 들어왔

29기 이지환

안녕하세요, SNUCSR 29기 이성희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수업들에서 가볍게

훑고만 배우는 식으로 넘어가서 늘 궁금증이 많았는데, 케이스스터디나 전략제안과 같은 여러 학회

활동을 통해서 CSR의 구체적인 개념과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과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학회원 분들과 회의를 거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

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밖에 활동을 진행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지만, 경영이나 ESG,

CSR 분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회원들의 도움으로 좀더 배울 수 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좋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고, 다음 학기에도 힘내보

도록 하겠습니다!

29기 이성희

Summer 2021 90

는데, 다양한 학회 활동을 통해 ESG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경계열이 아닌 분들도 평소 경영학과에서 하는 마케팅과 전

략, 그리고 재무 회계에 대한 지식도 직접 부딪혀보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NUCSR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친절하게 이끌어주신 28기 선배님들과 앞으로도 함께 활동할

29기 학회원들에게 한 학기 동안 무척 고생 많았고,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고생해주신 편집부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9기 김영은입니다. SNUCSR에서 보낸 한 학기는 제게 새로운 도전이자 유익함으로 가득

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이라는 큰 주제 아래 연구를 진행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의 케이스

를 살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게 살피거나 공부해 본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의 발표를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 제안 세션을

준비할 때는, 팀원 분들과 고민하고 제안한 내용이 현실이 되면 어떨까 상상해보니 설레기도 했습니

다 :) 한 학기 동안 모두 수고하셨고, 귀한 경험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의 시간도 기대

하겠습니다!

29기 김영은

벌써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네요. 학회 서류, 면접을 준비하고 결과를 기다렸던게 얼마 전 같은데 한 학

기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니 1학기 세션, 공모전, 학생자율세미나 등 학회가 아

니었다면 하지 않았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SNUCSR에서의 첫 학기동안 피상적으로 알았던

CSR, ESG 관련 체계들을 공부하며 그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세션을 거치며 평소

관심이 부족했던 산업군에 대한 최신 이슈를 접함으로써 새로 알아가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학

회원분들과 질문, 답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각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알찬 학기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라도 친목 시간을 가질

29기 정혜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학기 때도 비대면이 이어지겠지만, 1학기처럼 알차고, 재미있는 학회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학회 지원할 때 이전 학기 SR 자료들 보면서 어떻게 저렇

게 편집하나... 생각했던 제가 이번 SR 편집에 참여했고 벌

써 막바지 단계가 되었네요! 완성된 SR을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 학기의 활동을 담는 학회지다보니 한

학기가 끝났다는 실감이 확 드는 듯 합니다. 모든 학회원분

들이 방학 기간 동안 열심히 글을 작성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다시 피드백을 반영하는 긴 과정을 거쳐 완성되

었다는 점에서 모든 학회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28기 편집부장님인 영인님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단 말 전하고 싶

습니다. 글 작성 뿐 아니라 편집과 발송 업무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더더욱 오랫동안 다시 볼 학회지가 될 것 같습니다.

편집부장님, 그리고 모든 학회원분들 한 학기 동안 정말 고

생 많으셨습니다!

29기정혜인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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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기정영인

SR 편집을 위해 이번 학기 활동을 정리하면서 학회원들이 한 학

기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단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21-1학기에

여러 방면에서 수고한 학회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겨울학기, 인턴십, 시험 준비, 또는 긴 학기 끝에 마땅히 누려

야 할 휴식의 시간인 여름 방학 동안 모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

여 멋진 글 작성해주어 감사합니다☺

Sustainability Review 36호는 여러 번의 회의, 피드백, 편집 끝

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목격하고 또 직접 참여한 편

집부장으로서 가장 큰 바람은, SR 36호가 많은 분들에게 닿아

CSR, ESG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보를 제공하고, 학회지를 읽는

모든 분들이 저희 SNUCSR과 '지속가능경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갖

는 것입니다.

편집자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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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은 한 학기의 활동을 마무리 짓는 끝맺음이자 기업 관계자 및 외부인들이 확인하는 SNUCSR만의 결과물인 만큼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편집에 임했습니다. 함께 열심히 편집해준 차기 편집부장 혜인님 덕분에 더 힘내서 마무리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하고, 다음 학기 SR도 기대할게요☺



동아리 등록사항

소속 학교 서울대학교

소속 학과 경영대학

소속 형태 학술연구동아리

단체명 지속가능경영학회 SNUCSR Network

창립 년도 2006년 3월

대표 학생 29기 이재용 (17 경영학과)

대표 연락처 010-9931-2320 / snucsr@gmail.com

지도교수 이동기 교수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연구분야 지속가능경영 / 환경경영 / 기업의 사회공헌 / 윤리경영 / 사회책임투자

참여인원 현재 활동인원 : 22명 (28기 및 29기) (누적 계 298명)

활동시간 학기 중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학술토론 진행

2021년

1학기

주요활동

1. 교육세션, 케이스스터디, 전략제안, 서울대학교 학생자율세미나 프로그램

참여, Sustainability Review 발간

2. 연사초청강연 : 2021.04.30. PwC 삼일회계법인 S&CC팀 소속 고경욱

ESG컨설턴트

3. 기업 ESG 전략제안 : 포스코 인터내셔널 / 닌텐도 / 현대자동차 / 삼성증권

/ 네이버

4. 외부 네트워크 : SK에코플랜트 4월 ESG소위원회 참여 /

CSR 청년협의체 ‘CYI’ 발대식 / 

CSR 온라인 정기 포럼 (2021.05) /

한국표준협회 경영혁신센터장님과의 인터뷰

SNUCSR 학회기본정보

Summer 2021 92



“ THANKS 

” TO

이번 SR 발간에 도움을 주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이마트, 삼성,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효성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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