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Sustainability Review

SNUCSR NETWORK 회장의 인사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회 SNUCSR 회장

김환입니다. 어느덧 SNUCSR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결과물

인 Sustainability Review 31호의 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관련된 지식은 거의 없던 

채로 학회에 처음 들어왔던 때를 돌아보면, 빠르게 흐른 시간에 

감회가 새로우면서도 그 때와 비교해 지금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발전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반성도 하게 됩니다. 

2018년 2학기에 SNUCSR은 기존에 활발하게 하지 못했던 새로

운 활동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 성수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섹터에서 현업

에 활발하게 종사 중이신 분들을 초청하여 CSR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 이슈들과 이에 대한 통

찰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여의도 본사에 직접 방문하여 대기업의 CSR

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장기적인 지속가능경영의 목표와 방향성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도 했

습니다. 또한, 기존의 CSR 평가 툴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SNUCSR만의 툴을 실험적으로 기

업들의 CSR의 활동 평가에 활용하는 실험적인 활동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Sustainability Review 31호는 이번 학기의 활동들을 총망라해 정리하는 동시에 학회 활동

을 하면서 생긴 다양한 의문 및 관심사들을 담아 낸 리포트와 칼럼들로 구성됩니다. 주 52시

간 근무제, 중공업 분야의 CSR, 에너지 전환 등 CSR의 전통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노

동, 기업, 환경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동시에 데이터나 가상화폐, 스튜어드십 코드와 같이 새

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등장한 새로운 CSR 관련 주제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GRI나 DJSI와 같이 CSR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와 지표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어 보고자 했습니다. 

   아직까지 대학생 학회의 이름으로 저널이라는 결과물을 발간하는 데에서 느끼는 무게와 부

담감은 떨쳐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호를 받아 보시는 분들이 지속가능경영이 자

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열일곱 명의 학생들이 무슨 생

각을 담아 냈는지에 관심을 두고 읽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

니다. 끝으로, 쉽지만은 않았던 활동 기간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준 모든 학회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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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 Network 기본정보

동

아

리

등

록

사

항

소 속  학 교 서울대학교

소 속  학 과 경영대학

소 속  형 태 학술연구동아리

단   체   명 지속가능경영학회 SNUCSR Network

창 립  년 도 2006년 3월

대 표  학 생 24기 김대환 (11 지리학과-지리학, 글로벌환경경영 전공)

대표 연락처 010-7456-0116 / snucsr@gmail.com

지 도  교 수 이동기 교수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연 구 분 야 지속가능경영 / 환경경영 / 기업의 사회공헌 / 윤리경영 / 사회책임투자

참 여 인 원 현재 활동인원 : 17명(23기&24기) (누적 계 252명)

활 동 시 간
학기 중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40분 ~ 9시 학술토론 진행

(개인적인 학습시간은 별도)

2018년

2학기

주요

활동

1. UNGC 기업 CSR전략 제안 공모전 참가

2. 초청강연

    - 서스틴베스트 : 책임투자, 스튜어드십코드, 지배구조 (박세원 팀장) 

    - 볼런컬처 : 지속가능한 봉사와 사회공헌 (고다연 대표)

    - 팬임팩트코리아 : SIB와 블록체인 (곽제훈 대표)

3. 기업 CSR전략 제안 : 유한킴벌리 / 한국전력 / SKT 

4. 현장 방문 : LG전자 CSR팀 (김민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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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모든 

형태의 기관의 비재무성과 보고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로, 기업의 지속가

능경영보고서를 읽거나 비재무성과 보고에 대

한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높은 빈도로 GRI, 그

리고 GRI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접하게 된

다. GRI의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

한 또 다른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ISO나

UNSDGs와 비교할 때 한층 더 구체적이고 체

계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데, 이는 지속가능성 보

고의 수행 및 보고서 작성에 있어 중요한 장점

으로 작용한다. 

 GRI 가이드라인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는 GRI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7년 

기준 4900개 기업(49개국 매출 기준 상위 100

대 기업) 중에서 전체 63%에 달하는 기업들이 

GRI를 지속가능 경영 보고의 틀로 삼고 있으

며, 이 점에서 GRI가 현재 가지는 국제적 위상

과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다(KPMG,2017). 여

태까지GRI 가이드라인은 주기적으로 새로운 

버전으로 개선되어 왔는데, 지속적인 발전과 개

선을 거친 결과 2016년부터는 그 명칭이 가이

드라인(guidelines)에서 GRI 표준(standards)

으로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GRI 가이드라인의 방향성과 목

적이 무엇이며, 그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왔는가를 소개하고 되짚어 보며 지속가능경영

보고에 있어서  GRI가 갖는 한계 및 의의를 파

악해 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 국내 기업

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GRI

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살펴보고, 해당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정보를 얻어가는 이해관계자들

이 GRI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지속가능경영보고

서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할지, 또  GRI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은 무엇일지 대한 제언도 해보고자 한다. 본 보

고서를 통해 지속가능경영보고와 관계된 다양

한 주체들이 GRI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

도를 제고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이 일반화된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2. GRI의 기본적인 정신 및 방향성

 GRI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사회적·환경

적·경제적 이익의 창출을 개념화한 TBL(Triple 

Bottom Line)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9). 

Elkington(1994)은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질은 

 23기 김   환   

 23기 서은아 

 24기 이상수

[GRI Report]

GRI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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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향한 비판적인 시

각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은 이익(Profit)과 환경(Planet) 그리

고 인간(People)이라는 3가지 차원(TBL)을 근

간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기업은 그 활동

에 있어 이익(Profit)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Planet)과 사람(People)을 고려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신을 바탕으로 GRI는 다양한 국제

기구 및 조직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

어 왔다. 특히 GRI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는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와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GRI와 더불어 지속가능

경영 보고와 평가를 위한 또 다른 국제적인 지

표로 활용되고 있다. 먼저 UNGC의 경우 GRI

와 기업의 CSR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

로 2010년 5월부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 UNGC와 GRI는 서로 가치체계를 공유하

면서 CSR의 국제적 표준을 발전시키고자 노

력하고 있다(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9.1.12). ISO와 GRI의 경우는 2011년 9월

부터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GRI는 ISO와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통의 목적으로 삼

고 CSR 활동에 대한 다방면의 정보공유를 해 

왔다. 이들이 함께 제시한 플랫폼(The UNGC-

GRI Value Platform) 역시 전세계의 기업들에 

의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3. GRI가이드라인의 변천사와 지향점

3.1.  GRI의 시작과 GRI G1

 GRI는 1999년 3월 'Susta inabi l i ty 

Reporting Guidelines'라는 제목으로 그 지속

가능경영 보고를 위한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발

표한다. 이는 완성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초기 

구상(Exposure Draft)의 형태로 발표되었고, 

지속가능경영보고의 기초가 되는 9가지 가이드

라인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Global 

Reporting Initiative, 1999). 향후 발표되는 

GRI 가이드라인들은 모두 여기에서 출발했다

고 볼 수 있으며, 2000년도에 이르러 이 초기 

구상을 발전시켜 완성된 최초의 공식적인 GRI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 이 첫 번째 GRI 가이

드라인(GRI G1)은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최

초의 글로벌 프레임워크로서 의의를 갖는다. 

3.2.  GRI G2와 GRI G3: 지속가능성 보고

에 대한 수요 및 범위의 확대

 2002년의 GRI G2 가이드라인은 2000년의 

첫 번째 버전(GRI G1)에 대한 2년여에 걸친 각

계각층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한 세계 정상 회의(WSSD)에서 발표되었다. 

가이드라인의 서두에서는 세계화의 확대, 기업 

거버넌스의 개혁,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주체들

의 역할, 그리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각계각층

의 증대되는 관심이 G2 버전에 있어 새롭게 반

영된 지속가능경영의 트렌드임을 밝히고 있다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02). 

 2005년의 G3가이드라인에서는 다소 단순

했던 기존의 체크리스트 방식의 접근에서 일

정 부분 탈피해 보고 원칙(물질성, 정확성, 정

시성, 주주의 참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

향성의 전환이 이루어졌다(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05). 또한, 실제로 지속가능성 보

고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

해와 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

어 발전되었다. 2011년에는 기존 GRI G3을 개

선한 GRI G3.1이 발표된다. 6년이라는 긴 시

차를 두고 발표되었음에도 GRI G4가 아니라 

GRI G3.1로 명명된 것은, 가이드라인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졌다기보다는 GRI 

G3에서 다소 미비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진 지역사회, 인권 및 성평등 분

야에 관한 가이드라인들에 대한 개선점들이 두

드러지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Elaine 

Cohe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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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GRI G4: 지속가능 보고의 새로운 단계

 GRI G4 가이드라인은 2013년 5월에 발표되

었다. G4에 이르러서는 지속가능성 보고가 기

업의 규모, 산업의 섹터, 조직의 종류를 불문하

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지속가능성 보고를 재정 

보고와 같이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며, 비교 가능

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다루어

졌다. 또한 UNGC, OECD가이드라인과 같은 

여타 국제 프레임워크들과의 양립 가능성에 대

한 고려도 기존에 비해 제고되었다. 지속가능

성 보고가 단순히 추상적인 데이터의 집합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수

행, 그리고 이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투자자, 시민사회, 

소비자의 역할 역시 강조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3).

 즉, GRI G4의 가장 큰 목표는 가이드라인

을 활용한 지속가능성 보고가 실체가 있는 결과

를 낳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

해야 할 부분은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형태가 

Core Option(기초 기준)과 Comprehensive 

Option(포괄 기준) 두가지로 나뉘었다는 것

이다. Core Option은 각각의 중대 측면

(Material Aspect)에서 지표 하나 이상만을 공

시하면 되는 반면 Comprehensive Option은 

각각의 중대 측면에 관련된 모든 지표를 공시해

야한다. 이 두 옵션은 이 다음 버전인 GRI 표준

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4.  GRI표준(GRI Standards):

 가이드라인에서 국제 표준으로의 변모

 2016년 10월 19일, 기존 GRI G4의 다음 단

계라고 할 수 있는 GRI 표준(GRI Standards)

이 발표되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GRI 

표준은 기존의 '가이드라인'이라는 명칭에서 탈

피해 '표준(standards)'으로 명명됨으로써 '글

로벌 표준'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GRI를 활용하여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GRI G4가 

아닌 GRI표준을 적용해야 한다(지속가능저널, 

2017.6.4). 

 GRI 표준은 총 36가지의 표준으로 구성

되어 있다. 표준의 종류에는 크게 공통표준

(Universal Standards)과 특정주제 표준

(Topic-specific Standards)가 있다. 이 표준

들은 총 6가지의 모듈로 나누어져 있다. GRI 

101, 102, 103으로 명명된 공통표준은 각각 

지속성 보고의 기초 및 GRI 표준 사용의 기

반(foundation), 조직에 대한 기본적 정보

(General Disclosures), 각각의 주제에 대한 

버전 발표 연도 주안점 & 지향점

G1 2000

- 가이드라인 소개 / 필요성 제시

- 발전과정과 청사진

- 지속가능경영 전반과 그 가치

G2 2002 - 세계화, 기업 거버넌스,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주체들의 활동 반영

G3 2005
- 체크리스트 형태에서 탈피

- 물질성, 정확성, 주주 참여 등에 대한 강조

G3.1 2011 - 지역사회, 인권 및 성 평등 부문 강화

G4 2013
- 실질적인 결과물로서 지속가능경영보고

- 적용 방식의 분류

표 1.  GRI가이드라인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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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접근(Management Approach)을 다

룬다. 그리고 GRI 200, GRI 300, GRI 400은 

각각 경제, 환경, 사회 부문 관련 특정 주제들

에 대한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 부문의 

경우 GRI 201에서 206까지 6개, 환경 부문의 

경우에는 GRI 301부터 308까지 8개, 사회 부

문은 GRI 401부터 GRI 419까지의 19가지 하

위 표준들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모듈 구조는 

GRI표준 자체를 기존처럼 새로운 이름을 부여

하며 대대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업데이트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실

제로 현재 GRI 303(물과 폐수)와 GRI 403(직

업 건강 및 안전)항목은 2018년 버전으로의 업

데이트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더불어 GRI 표준

에 이르러서는 GRI 표준의 구성 항목들에 대

한 정확한 설명과 측정을 위한 GRI standards 

glossary를 포함하게 되었다. 

 GRI 표준의 또 다른 특성은 실제로 GRI 가

이드라인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러기 위해서 GRI 표준은 쉽게 적용과 수정이 

가능한 새로운 모듈 구조를 활용하였고, 용어

의 적절한 활용('shall'과 'should'의 구분을 통

해 권고사항과 요구사항을 구별함)을 촉구함으

로써 GRI를 활용한 보고를 더욱더 정확하면서

도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6).

4. 국내 기업에서에서의 적용 

4.1.  국내 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례 

분석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NGO 등 다양한 

기관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리포팅 기준을 제

공하고 있는 GRI는 국내 기업에서 독점적인 위

치를 확보하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작성기

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2003년 삼성SDI·현

대자동차·한화석유화학·대한항공을 시작으로 

GRI 가이드라인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틀로 

활용한 기업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국내 기업들의 경우 GRI를 적용하는 비율

이 전체 98% 정도로 세계 평균인 63%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지속가능저널, 2017.6.4). 

그림 1. GRI Standards 



10   Sustainability Review

다시 말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고 평

가하는 국제적 표준으로서 GRI는 선도적인 입

지를 구축한 이래 지배적인 담론으로 성장하였

고 국내 기업들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 그 영향 정도와 지표의 변천이 실제 기업보

고서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세계 100

대 기업에 포함된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12위), 

현대자동차(78위), SK 홀딩스(84위)의 지속

가능경영보고서를 검토해볼 것이다(Fortune, 

2018).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홀딩스 모두 첫 지

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부터 지속적으로 GRI를 

자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작성기준으로 명

시하여 사용해오고 있다. 또한 세 기업 모두 부

록 형태로 비재무적 성과들을 보기 쉽게 GRI 

G4 혹은 GRI Standards와 대조해 놓은 표와 

함께 기업의 지표 충족률과 해당 페이지까지 적

어놓아, 100쪽이 넘어가는 긴 보고서의 가독성

을 높였다. 한편, GRI가 G4로 개편되기 이전까

지는 설명의무표준인 AA1000APS와 GRI G3

를 함께 보고서 작성 절차기준으로 사용하였다. 

GRI G3는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

시하는 GRI G4, Standards로 발전되기 이전의 

버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들

은 GRI 외에 다른 국제 표준과 함께 상호보완적

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

히, 현대자동차의 2000년대 후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주요 보고 사항을 선별함에 있어 G3 

핵심 지표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부가 지표도 동

일한 대상으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표현

하며, GRI가 유일한 가이드라인이 아님을 명확

히 밝혔다. 하지만 GRI G4가 나온 2013년 이

후의 보고서에서는 보고 원칙 혹은 작성기준으

로 GRI 외의 다른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GRI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 명시 여부

도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인데, 적용 수준을 선언

하는 것은 보고서의 준비과정에서 GRI 보고 프

레임워크의 어떤 요소가 활용 되었는지를 분명

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가진다. 보고를 새롭게 

시작하는 조직과 선진적인 조직 그리고 중간 정

도의 수준에 있는 조직들을 고려하여 적용 수준

은 A, B, C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A로 갈수록 

GRI 보고 프레임워크의 적용 수준이 높아지고 

활용 범위가 확대되며 외부의 검증을 받은 경우

에는 (+)를 더하여 적용 수준을 표시할 수 있다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06). 삼성전

자의 경우 GRI가 A, B, C로 나뉘는 GRI G3 가

이드라인 적용 수준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A+로 표기하고 있었고, 현대자동차는 2008년

의 보고서에만 적용수준을 기술하고 있었다. 그 

이후의 보고서에서는 적용 수준을 서술해 놓고 

있지 않았다. 

2017 보고서 개요 2011 보고기준

보고범위

보고범위는 국내와 해외 전 사업장과 공급망을 포함합니다. 

재무성과는 K-IFRS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업장 

환경 정량성과는 국내외 38개 생산 법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기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가이드라인의 

핵심적 부합 방법(Core Option)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기준

2011년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3.1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설명의무표준인 

AA1000APS 2008 3대 원식(포괄성, 중요성, 대응성)을 

적용한 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 공표된 ISO26000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과거 보고서에 적용되었던 산출 기준이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기술했습니다. 삼성전자 3201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GRI G3.1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은 

A+입니다.

그림 2.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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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살펴본 것

을 토대로GRI 활용에 있어서 공통점을 뽑아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기업 모두GRI가 업데이트 될 때마

다 적절하게 보고서 작성 기준을 수정, 적용

하여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GRI G4에서 

GRI Standards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작성

된 2018 보고서에서 모두 GRI Standards의 

Core Option을 작성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

을 명시하고 있었다.

 둘째, 리포팅 가이드라인으로서의 GRI에 대

한 의존도가 2000년대 후반에서 최근으로 오

는 동안 점차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가

능경영보고서가 국내에서 발간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00년대에는 GRI 가 G3버전

을 막 내놓은 시점이었는데, 이때에는 기업들이

AA1001과 같은 국제표준과 보완하여 보고서

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2018 보고서에서는 현

대자동차를 제외한 삼성전자, SK홀딩스 두 기

업에서는 GRI standards 하나만을 작성기준으

로 삼아 간단명료하게 보고서개요를 제시하고 

있었다. GRI가 Standards로 넘어오면서 하나

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영향력 있는 국제 표준으

로서의 지위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었다.

 셋째, GRI Standards가 보고서 작성의 핵

심 축으로 작용하기는 하나, UN SDGs Goals, 

UN Global Compact Index등 지속가능한발

전의 원칙들 역시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보고서 앞부분

에서 보고서 개요와 함께 SDGs Goal을 열거해 

놓으며, 각 기업들이 중대하게 생각하는 이슈

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제시한

다. 또한 각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주요 

컨텐츠가 될 이슈들을 뽑아내는 작업인 ‘중대성 

평가’에 있어서도 GRI Standards 뿐만 아니라

ISO 26000, DJSI 지표,  미디어 리서치 결과, 

관련 기업 벤치마킹 등 다양한 기준들을 활용하

여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 지속

가능경영보고서가 어떻게 쓰이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4.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중대성 평가’

 ‘중대성 평가’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

하는 데 있어 초석이 되는 과정이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각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논할 때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

하는 이슈들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에 따라 보고서에서 ‘중요성 평

그림 3. 2018현대자동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RI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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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혹은 영어로 ‘Materiality Issue’라고 표현

하기도 하며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구체적인 

중대성 평가 과정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수

록하고 있다. 이때, GRI 는 중대성 평가의 가장 

첫 단계인 주제군(Topic Pool) 구성에 기여한

다. 하지만GRI 뿐만 아니라 DJSI, ISO26000, 

미디어 리서치(언론보도 분석), 동종산업 보고 

주제 그리고 사내 경영 방침과 규정 등을 고려

하여 주제군을 뽑아내기 때문에 중대성 평가에

서의 GRI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다. GRI 는 

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기관의 지속가능

성을 보고할 수 있는 표준이기 때문에, GRI 자

체만으로는 각 기업의 특성 및 산업 군에 맞추

어 모든 지속가능경영 정보를 담아내는데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 다른 국제표준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중대성 평가에서 GRI

의 역할이 크지 않음에도 본고에서 이를 검토하

는 이유는 해당 프로세스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

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 4’를 보면 중대성 평가

가 어떤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SK 홀딩스, 2017).

 앞서 언급했듯, 가장 첫번째 단계로 여러 기

준들을 활용하여 주제군을 구성한 후, ‘평가’를 

진행한다. 임직원, 지속가능경영 전문가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이해관계자별 주요 

관심 이슈를 선정하는 것이 평가 단계에 해당한

다. 그 다음으로, 주제별 기업의 퍼포먼스에 5

점 척도 점수를 부여하고, 이 평가 결과를 매트

릭스 형태로 분석한다. 가로축은 사업적 영향

도, 세로축은 이해관계자 관심도로 설정하여 매

트릭스를 표현하면, 해당 기업이 주요하게 다루

어야 할 보고 주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실제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보고 주제들이 곧 지속

가능경영 보고서의 핵심 내용으로 발전하기 때

문에, 보고서 전체를 읽기 전에 중대성 평가 이

슈를 살펴보면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

서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효율적이다.

5. 평가 및 제언 

 GRI는20여 년 동안 지속적인 개선을 거치며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보편적인 가이드라인

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으며, 이제는 지

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이드라인의 

단계를 넘어선 표준으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GRI가 완전히 그 지속가

능경영 분야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현재까지 

GRI가이드라인이 지속가능성보고의 방법론 개

발과 보편적인 활용 측면에 상당한 수준의 기여

를 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GRI는 지속가능성보고 주체의 규모와 유형

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가이드

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해온 동시에 최초의 단

그림 4. 2017 SK 홀딩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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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부터 남북격차, 기업의 규모, 또는 산

업 섹터의 차이로 인해 존재하는 보고 활동

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

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Global Reporting 

Initiative,1999). 하지만 가이드라인의 개별 

항목들에 주체별로 다른 기준들이 반영되었다

고 할 만한 결과물은 아직까지 확인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발전이 아직

까지 전세계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더 투자

되어야 지속가능경영이 더욱 보편적인 개념으

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GRI가 더욱 포

괄적이고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혹은 문화권별로 다른 맥락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보정치를 적용시

켜야 한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보고서의 확인 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사회진출 비율

과 같이 단기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어려운 젠더 

평등의 지표와 관련하여, 국가적 혹은 지역적 

맥락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 점이 지속가능경

영 보고를 이해하는 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

는 방법을 고안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성 보고 문화의 확산을 위

해서 GRI를 활용한 지속가능성 보고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기업이나 기관들을 위한 일종의 가

이드라인을 GRI 측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현재는 GRI홈페이지에 구축된 웹 

아카이브를 통해 GRI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지

속가능성보고서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데, GRI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법은 기업 및 

조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처음으로 지속가능성보고를 시작하는 

집단에서 적절한 활용 사례들을 참고하여 정보

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포팅을 시작한

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 특정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를 읽으면서 

바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군 전반의 GRI 활

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다른 기업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아카이브로 연결 서비스 역

시 GRI 측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독자들은 GRI가 

지속가능성 보고에 있어서 유일하거나 절대적

인 표준은 아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비록 

GRI가 현재 가장 폭넓게 쓰이는 지속가능성보

고의 표준화된 도구이지만, 어디까지나 기본적

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만이 GRI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는 점

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보고서에 드러나지 않

는 기업 및 조직 관련 정보들도 실제로는 CSR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

어 GRI 401-3에 해당하는 육아 휴직의 경우, 

기업이 전체 임직원 숫자 대비 육아 휴직 사용

률은 명시해 놓지 않은 채, 육아 휴직 후 복귀율

만 제시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육아 휴직 상황

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투명성 자체가 장기적으

로 제고된다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GRI뿐만 

아니라 UNGC, ISO 26000와 같은 여타의 지

표와 함께 중대한 CSR이슈들까지 고려하여 작

성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GRI 활용과 CSR전

반을 더욱 폭 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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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GO의 개념과 책임

 1945년 UN의 창설과 함께 제시된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

부기구)라는 개념은 20세기 세계화로 인해 국

가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늘어나면

서 현재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초기의 

NGO는 단순히 UN 산하기관과 연결된 조직을 

의미하였지만 현재는 정부 이외의 기구로 국가

주권의 범위 밖에서 사회적 연대와 공공목적을 

위한 자발적인 공식 조직으로 시민사회의 다양

한 단체를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NGO는 “대다

수의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모여 활동하는 비정부 결사체”

로 정의될 수 있다.

 NGO라는 조직의 핵심적인 특성으로는 정부

로부터의 독립성, 비영리성, 자원봉사를 통한 

운영, 공익추구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NGO

는 민간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제도상 정부에서 

독립되어 있으며, 정부를 비롯한 외부집단이 제

시하는 귀속적, 물질적 유인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비영리조직이다. 이로 인해 NGO는 소유

주와 조직원, 이사, 설립자와 같은 이해관계자

에게 조직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조직 운영

을 위한 자금을 기부금에 의존한다. 또한 NGO

는 조직의 활동과 운영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를 

통해 진행되며, NGO의 회원가입에는 배타성

이 존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NGO는 사회구

성원 불특정 다수나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지향

하는 조직, 즉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각 조

직이 추구하는 공익의 구체적인 형태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 제공, 빈곤 퇴치, 정치참여 등 다양

할 수 있지만 모든 NGO는 각자의 목표와 별개

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

과 근본적으로 다르다(양지은, 우원석, 2015).

 이처럼 NGO는 정부, 기업과 같은 조직과 다

 23기 서명윤

 23기 이정언

[SNUCSR Column]

NGO의 책임과 지속가능보고 체계
- GRI NGO Sector Guidance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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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특성을 갖지만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

양한 책임을 갖는다. NGO의 책임은 크게 세 가

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먼저 ‘위로 향

한 책임’은 NGO에 재정적 후원을 제공하는 기

부자와 재단, 그리고 활동의 법적 근거를 제공

하는 정부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아래로 향

한 책임’은 NGO의 활동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

이나 NGO가 대변하는 집단(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책임에 해당한다. ‘안으로의 책임’

은 NGO가 추구하는 목표와 관련된 조직의 사

명과 가치, 임직원 등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말

한다(임대호, 2011). 대부분의 NGO는 이와 같

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헌장과 행동규

범, 투명한 정보 공개, 건전한 의사결정구조, 윤

리적 모금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있

다. 특히 윤리적인 모금과 기부금 활용에 해당

하는 재정건전성은 NGO의 가장 핵심적인 책

임으로 인식되며, ‘Charity Navigator(CN)’

과 같은 자선단체 평가기관은 NGO의 투명성을 

검증하기도 한다. 실제로 NGO의 투명성은 프

로그램 투입비용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

중, 프로그램이 아닌 조직운영에 투입되는 비용

의 규모, 1달러를 모금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

(모금 효율성) 등을 통해 파악되고 있다(복원용, 

2014).  

 앞서 언급한 NGO의 건전한 의사결정구조

와 정부에 대한 책임,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서도 지배구조, 협

력사에 대한 책임, 회계 투명성 같은 영역에

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이를 고려할 때 기업

과 NGO는 각자의 책임에서 건전한 지배구조

와 법규 준수, 투명한 자금 운영 같은 특정 부분

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수익을 얻

지 못하면 해체될 수밖에 없는 기업과 공익 실

현을 위해 존재하는 NGO의 구체적인 책임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GRI의 

G4 Sector Guidance 중 하나인 NGO Sector 

Supplement를 통해 각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서 강조되는 책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각 조

직의 보고서에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GRI G4 Sector Guidance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체계

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기준으로 GRI Standard

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GRI지표의 신뢰성은 입

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GRI는 일반

적인 기업에 비해 특수한 영역에 속해있는 조

직들을 위해 추가 보고지표인 섹터 가이던스

(Sector Guidance)를 제공하고 있다. 섹터 가

이던스는 공항, 건축과 부동산, 언론, 식품가공, 

광업, NGO, 정유처럼 사회에 특수한 임팩트를 

갖는 산업이 지속가능성을 보고할 때 그 체계

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해

당 가이던스는 식품가공업의 동물복지처럼 일

반 GRI Standard에서 다뤄지지 않는 이슈를 

다루거나, 이미 Standard 기준에서 보고되는 

영역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다. 섹터 가이

던스는 GRI G3를 기준으로 제시되었고, 현재

는 G4를 기준으로 설정된 G4 섹터 가이던스가 

존재한다. 현재 공식적으로 GRI지표가 G4에서 

Standard로 변경되었지만 GRI는 여전히 G4 

섹터 가이던스를 Standard와 함께 사용하는 것

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섹터 가이던스는 GRI 

Standard에서 다루지 않는 세부 지표까지 포

함하기 때문에 각 섹터별 가이던스를 참고할 경

우 해당 산업에서 강조되는 지속가능이슈를 확

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Standard의 환

경지표 GRI 300은 생태계 보호를 강조하고 있

지만 동물복지, 혹은 동물권에 대한 내용을 제

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물의 사육, 가공,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가공업의 섹터 가이던스

는 동물복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다. 또한 공

항섹터 가이던스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고려

하지 않는 소음공해 관련 보고의 필요성이 제

시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GRI G4와 함께 

NGO를 위한 섹터 가이던스인 ‘NGO Sector 

Supplement’를 활용해 지속가능보고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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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한국 NGO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2014

년도 보고서를 참고해 NGO의 지속가능성에서 

강조되는 영역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NGO가 더 이상 GRI의 가이던스를 

활용해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아

래의 분석이 최근 NGO연간보고서의 분석에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하지

만 GRI가 여전히 섹터 가이던스의 사용을 권고

하고 있는 만큼 그 지표와 실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은 기업과 NGO책임의 차이를 살

펴보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3. GRI NGO Sector Supplement

 NGO섹터의 가이던스에 해당하는 NGO 

Sector Supplement는 NGO의 재정건전성을 

넘어 사회공헌사업 자체가 지속가능하게 운영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해당 가이던스에는 NGO의 핵심인 

투명성과 함께 조직의 제도와 프로그램의 효과

성,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추가 보고지표로 요

구하고 있다. 따라서 섹터 가이던스를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보고할 경우 기부자와 정부, 기타 

이해관계자는 NGO의 책임 수행여부를 보다 효

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NGO섹터 가이던스의 핵심 영역은 크게 

NGO로서 갖는 책임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의 

효과성으로 구분된다. 먼저 NGO의 책임성은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필수조건인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기부금과 자원봉사를 통한 

조직운영이라는 특성과 이에 따르는 책임이 운

영 전반에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가

이던스에서는 임직원 복지를 넘어 프로그램의 

설계에서부터 다양성이 고려되는지, 기부금의 

모금부터 사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윤리적 책

임이 간과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다. 

 거버넌스는 GRI Standard에서도 다루는 영

역이지만 기부금에 의존하는 NGO에게 특히 강

조되는 영역이다. 가이던스에서는 NGO가 모

든 운영과정에서 다양성의 존중과 투명성, 공정

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 일환으로 

NGO의 의사결정구조에 관련해서는 NGO의 

최상위 기관에서 관리, 실행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르는 의사결정 단계가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

는지, 최상위 기관 인원의 임명과 해임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표 1. NGO의 책임 보고사항 예시 (2014 보고서)

G4 NGO Sector Supplement

G4-24: 참여 이해관계자 리스트

시민행동은 회원, 일반시민, 시민단체, 공익재단, 

내부구성원(임원, 상근활동가, 자원활동가, 인턴), 기업, 

정부와 지자체, 언론을 이해관계자로 파악합니다. 

NGO1: 정책/프로그램의 기획, 수행, 모니터링,

            평가 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그룹 참여

각 이해관계자의 참여 채널 제시

- 기업 : 위원회 참여, CSR조사 및 감시 등

- 정부 : 위원회, 토론회, 의견/질의서 등

- 언론 : 보도자료, 기자회견, 각종 행사 참여

G4-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과 배분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NGO단체라는 점에서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수입 및 지출 현황 제시)

NGO8: 윤리적 모금 활동 

5건의 고액 후원을 포함한 각 후원금의 출처 명시

시민행동의 수입은 회비와 후원금, 프로젝트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의 회비와 

후원금이 전체 예산의 80%를 내외를 차지하며 현직 

임원들의 기여도는 약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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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공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NGO섹

터 가이던스에서는 공익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강

조한다. 해당 영역에서는 NGO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평가, 인지도 등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

게 된다. 이를 통해 가이던스는 지난 1년간 진행

된 프로그램이 NGO가 추구하는 목표에 적합했

는지, 투입된 기부금과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이 

충분한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등을 제시한다. 

4. 기업과 NGO의 사회적 책임

 현재 NGO섹터 가이던스는 GRI  G4 , 

Standard와 인권 노동, 환경, 거버넌스 지표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섹터 가이던스는 NGO의 특성

을 반영해 추가적인 정보나 기존 지표에서 다루

지 않는 영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다. 이를 통

해서는 NGO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투명성과 프

로그램의 효과성, 기부금과 프로그램 운영과정

의 책임 이행 등이 강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NGO섹터 가이던스에서는 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이나 경제적 측면의 지표가 

갖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제시되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기업과 NGO의 존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

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업, 즉 제품과 서비스가 

갖는 효과성, 효율성은 시장에서 판단을 받는

다. 그러나 사업과정에 포함되는 임직원, 인권, 

환경에 대한 영향은 외부 이해관계자의 감시를 

통해 관리될 필요가 있다(복원용, 2014). 이와 

달리 NGO는 사업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

이 아니라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는 조직이자, 

공익 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이로 인

해 NGO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는 모금과 

효과적인 공익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외의 조직 

운영비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를 

고려할 때, 기업과 NGO의 지속가능보고서가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목적과 거버넌스, 인권 

표 2. Governance 보고사항 예시 (2014 보고서)

G4 추가 요구 사항 NGO Sector Supplement

G4-40: ‘최상위 기관’ 추가 요구

최상위 기관 인원의 임명, 해임, 근속 결정 절차

시민행동의 조직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해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당사자의 승낙으로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출합니다. 

현재 운영위원들은 시민행동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GO4: 성별과 다양성이 프로그램 설계와 실행, 평가 및 

학습에 융합되도록 하는 방안

시민행동의 주요 사업에서 성적, 인종적 다양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항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표 3. 프로그램 효과성 보고사항 예시 (2014 보고서)

G4 추가 요구 사항 NGO Sector Supplement

G4-40: ‘최고의사결정기구’ 추가 요구

최상위 기관 인원의 임명, 해임, 근속 결정 절차

시민행동의 조직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해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당사자의 승낙으로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출합니다. 

현재 운영위원들은 시민행동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GO2: 피드백 및 불만과 후속 조치

프로그램의 정책과 관련된 피드백과 불만처리의 방법 / 

문제점에 대한 후속조치

피드백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채널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홈페이지의 댓글,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서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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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많은 영역을 공유하지만 각 보고서를 접할 

때 초점을 맞추어볼 만한 부분은 다를 수 있다. 

여전히 GRI지표에 포함된 모든 영역은 지속가

능성의 필수 요소이지만 기업의 보고서에서는 

환경영향력과 경제적 성과 등 영리사업에 동반

되는 이슈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NGO의 보고서에서는 조직 운영에 내부 구성원

의 목소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반영되는지, 기

부금을 통해 제공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관리되

고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경우 해당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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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DJSI의 대두

 오늘날의 사람들은 제품의 생산자인 기업과 

관련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것을 자신의 소비와 투자에 반영하고 

있다. 기업은 고용, 원료 조달, 토지 이용 등의 

활동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

고 있고, 지금껏 기업에 대해 손쉽게 찾을 수 있

는 정보들은 대부분 경제적·재무적인 영역에 국

한되어 있었다. 반면 매출, 순수익, 자기자본비

율 등의 지표로 표현되지 않는 기업의 모습은 

가려져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 모습을 포착하

기 위해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지표가 등장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 지표는 경제적·재무적 지

표와는 달리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

화한 지표이다. 다만 경제적·재무적 성과는 계

량화가 비교적 용이하나 사회적·환경적 성과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

과를 계량화하기 위해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론

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주목할 만한 

지표가 바로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즉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이다. 

DJSI는 1999년에 제정된 지표로, 기업이 경제,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한

다. 이 글에서는 DJSI의 의미와 구성, 평가기준, 

그리고 변동사항과 평가결과 등을 살펴봄으로

써 DJSI의 개념과 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2. DJSI 개념 및 평가기준

2.1. DJSI의 의미와 구성

 DJSI는 S&P Dow Jones와 RobecoSAM에 

의해 개발되었으며(한국생산성본부, 2015), 세

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지속가능경영 평

가기법이자 지속가능경영 투자지수이다. DJSI

의 특징은 기업의 가치를 재무적 성과만으로 평

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

과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에 있다. 또

한 평가군 중 담배, 주류, 도박 관련 기업은 일

체 배제하고, DJSI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

니터링을 통해 문제 기업을 제외한다(옥진우, 

2012).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DJSI는 DJSI World, 

DJSI Asia-Pacific, DJSI Korea로 나뉜다. 

DJSI Korea는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DJSI이

며, 기타 지역별 지수로는 DJSI Europe, DJSI 

 24기 박준형

 24기 백민석

 24기 오승현

[SNUCSR Column]

DJSI의 개념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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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merica 등이 있다. DJSI World는 

전 세계의 유동시가총액 상위 2500대 기업을 

평가하고, 이들 중 상위 10%의 기업을 DJSI 

World로 발표한다. DJSI Asia-Pacific과 DJSI 

Korea는 유동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아시아 상

위 600대 기업 및 국내 상위 200대 기업을 대

상으로 삼고, 평가군 중 상위 20% 및 30%의 기

업만을 DJSI Asia-Pacific과 DJSI Korea로 편

입시킨다.

2.2. DJSI 평가기준

 DJSI의 평가는 경제적 차원·사회적 차원·환

경적 차원을 기반으로 한다. 다만 DJSI 평가기

준은 글로벌산업분류표준(GICS)에 따른 60개

의 DJSI 산업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DJSI 평가기준은 일반적(General) 평가

기준과 산업별 특정(Industry-specific) 평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RobecoSAM, 2018a). 

일반적 평가기준은 모든 DJSI 산업에 적용되

는 것으로, 기업지배구조, 인적자원개발, 리스

크 관리 등 경영표준과 성과에 대한 요소를 포

함한다. 일반적 평가기준의 비율은 평가의 약 

40~50%를 차지하며, 구체적 비율은 각 산업에 

따른다(RobecoSAM, 2018c). 

 산업별 특정 평가기준은 개별 산업과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각 산업이 마주한 경제적·사회

적·환경적 차원의 위기와 기회에 대한 요소를 

포괄하며(RobecoSAM, 2018b),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 비율은 

약 50%에 다다른다. 다만 산업별로 구체적 항

목 및 비율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아래 표의 산

업별 특정 평가기준은 ‘은행업(Banks)’을 바탕

으로 작성되었다.

분류 일반적(General) 평가기준 산업별 특정(Industry-specific) 평가기준(은행업)

경제적

차원

- 기업윤리강령(Codes of Business Conduct)

-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 리스크 관리(Risk & Crisis Management)

- 중대성(Materiality)

- 반범죄 정책·조치(Anti-crime Policy & Measures)

-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금융안정·시스템 리스크(Financial Stability and

   Systemic Risk)

- 정보보안·사이버보안(Information Security &

   Cybersecurity)

- 조세전략(Tax Strategy)

사회적

차원

- 기업시민의식·자선(Corporate Citizenship

   and Philanthropy)

- 인적자원개발(Human Capital 

   Development)

- 노동지표·인권(Labor Practices indicators

   and Human Rights)

- 우수인력 확보·유지(Talent Attraction &

   Retention)

- 대출·융자의 이슈·딜레마(Controversial Issues, 

   Dilemmas in Lending & Financing)

- 금융적 수용성(Financial Inclusion)

환경적

차원

- 환경정책·경영시스템(Environmental 

   Policy & Management Systems)

- 환경보고서(Environmental Reporting)

- 사업 리스크·기회(Business Risks and

   Opportunities)

- 기후대응전략(Climate Strategy)

- 생태 효율성(Operational Eco-Efficiency)



22   Sustainability Review

2.3. 2018 DJSI 변동사항

 2018년 DJSI는 평가 기준의 변화를 꾀했

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세 가지 부분

에서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영역이다. 해당 기

준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이 추

가되었고, 세 가지 질문이 수정되었다.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소유 구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서 정부의 소유(Government Ownership), 

가문의 소유(Fami ly  Ownersh ip ) ,  차

등 의결권 주식(Dual  Class  Share)  관

련 질문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임원 보상

(Executive Compensation), 경영 소유 조건

(Management Ownership Requirements) 

질문이 수정되었다. 두 번째는 조세전략(Tax 

Strategy)으로 효과적 세율(Effective Tax 

Rate)이라는 질문이 추가되었다. 해당 질문을 

통해 ‘기업이 보고한 세금이 해당 산업 분야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 만약 낮

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세금 구조

를 복잡하게 만들어 리스크를 초래할 것인지’ 

등의 여부를 평가한다. 세 번째는 기후대응전략

(Climate Strategy)이다. 전반적으로 질문이 적

용되는 산업의 범위가 넓어졌고, 특히 내부탄소

가격제(Internal Carbon Pricing)에 대한 질문 

역시 더 많은 산업에 적용되도록 바뀌었다. 또

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시나리오 분

석(Scenario Analysis, 예측되는 미래의 특정

한 결과와 가능한 또 다른 결과들을 비교함으로

써 현재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미래를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RobecoSAM, 

2018e).

3. 2018 DJSI 평가 결과

3.1. DJSI World 평가 결과

 한국생산성본부는 2018년 DJSI 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한국생산성본부의 평가결과를 참

고하여 2018년 국내기업들의 평가결과와 그 추

이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DJSI World에 편입

된 국내 기업은 총 20개 기업으로, 전년 대비 

3개 기업이 감소했다. 고무적인 소식은 2018 

DJSI Industry Leader로 현대건설과 LG전자

가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DJSI World

에 편입된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점수가 74.0점

인 반면, DJSI에 편입된 46개 국내기업의 평균 

점수는 68.4점으로 지속가능경영의 격차가 여

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생산성본

부, 2018).

3.2. DJSI Korea 평가 결과

 DJSI Korea의 경우, 평가대상인 203개 기

업 중 39개 기업(19.2%)이 편입되었다. 2018 

DJSI Korea에 편입된 국내기업의 경우 전년 대

비 사회공헌, 환경 정책 및 시스템, 환경효율성

부문에서 성과가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

업지배구조(17년 40.0점→18년 30.5점), 노동

관행(17년 71.3점→18년 64.5점), 인적자원개

발(17년 72.0점→18년 64.8점) 항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생산성본부, 2018). 국내

기업의 이러한 취약분야는 세계적으로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는 분야인데, 특히 인적자원개발

은 기술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소로 손꼽힌다(김주섭 외, 2007).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경영상의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4.  2018 DJSI Industry Leader 
Report

4.1. DJSI Industry Leader Report 개요

 RobecoSAM은 매년 DJSI Industry Leader 

Report를 공개한다. 총 60개의 산업별로 

DJSI World 1위 기업을 산업 리더(Industry 

Leader)로 선정하고,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경

영 성과를 동일 산업 내 기업들의 평균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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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다. 또한 각 산업의 동향과 동인(driver)

을 분석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

기도 한다. 아래 단락에서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산업인 반도체 산업(Semiconductors & 

Semiconductor Equipment)의 2018 DJSI 

Industry Leader Report를 요약하고,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경영 트렌드를 소개하고자 한

다.

4.2.  2018 DJSI Industry Leader Report: 

ASE Technology Holding

 2 0 1 8 년  반 도 체  산 업 의  리 더 로  A S E 

Technology Holding이 선정되었다. 해당 기

업은 경제적 차원·사회적 차원·환경적 차원 모

두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급망 관리, 

인적자원개발, 제품 책임 관리에서 산업 최고

점을 얻었으며, 환경정책·경영시스템, 생태 효

율성, 기후대응전략에서 산업 평균을 상회했다

(RobecoSAM, 2018d). 하지만 기업지배구조

에서는 산업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018 DJSI Industry Leader Report 

(RobecoSAM, 2018d)는 사물인터넷, 인공지

능, 자동차, 5G 등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동

인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진

다. 우선 반도체 설계과정에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

으로 반도체 집적회로의 소형화와 관련된 성능

제약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고, 에너지 저소비 

제품의 수요에 발맞추어 새로운 반도체 재료와 

구조를 고민해 볼 것을 제시한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빠른 기술혁신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

향성도 제시되었는데, 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분쟁광물 구입, 에너지 및 폐기물 관

리, 환경오염 방지, 유해물질 대체 등에 있어서

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5. 나가며: DJSI 참여의 효용

 지금까지 DJSI의 개념과 2018년 현황을 살

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의문을 품을 수

도 있을 것이다. “DJSI 편입은 개별 기업에게 

어떠한 효용을 제공하는가?” 한국생산성본부

는 DJSI 편입의 이점을 벤치마킹 피드백, 사회

책임투자 수요에 대한 혜택, 기업 평판 향상 효

과, 멤버십 로고의 마케팅 활용 등으로 꼽고 있

다(한국생산성본부, 2018). 본고는 더 나아가 

DJSI 참여의 효용을 지속가능경영 목표 준거

(Criteria)와 가치창출(Value Creation)로 나

누어 제시해볼 것이다. 

 첫째, DJSI 참여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의 목표 

준거를 획득하고 목표의 달성 정도를 정량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국내기업들의 경우 지

속가능경영 목표가 주로 정성적이고 애매모호

한 상태로 설정되곤 하고, 그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 DJSI 참

여 기업은 DJSI 평가결과를 준거로 하여, 자사

의 우수한 분야와 미비한 분야를 파악하고 지속

가능경영 목표를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업은 각 평가기준에 대한 정량적 

점수를 제공받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

경영의 제 이슈에 대한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

할 수도 있다.

 둘째, DJSI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은 곧 

기업의 재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속가

능경영과 재무성과의 관계를 밝힌 실증연구들

이 다수 존재한다. Clark(2015)의 메타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ESG 성과와 재무성과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의 88%, 그리고 기업의 ESG 

성과와 주가수익률과의 상관관계 대한 연구

의 80%가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더 높은 

재무성과와 주가수익률을 달성했다고 보고했

다. 또한 Eccles(2014)는 DJSI 자료를 활용하

여 지속가능경영 우수 기업과 미흡 기업을 비교

했는데,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이 주식시장에

서 4.8% 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

라, 더 낮은 변동성을 보였고, 더 높은 총자산이

익률(ROA)와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성취했

다고 한다. 한편 육근효(2015)는 DJSI, FT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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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I, MSSRI의 4가지 지속가능성 지수가 경영

성과에 미치는 성과를 연구했다. 지속가능성 지

수가 기업의 단기 재무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지만, 지속가능성 지수에 편입된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1% 수준에서 시

장가치 지표(Tobin-Q)가 더욱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JSI와 ESI가 여타 지속가능성 

지수보다 편입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밝혀졌다. 

 책임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Ronald Cohen

은 “It is possible to do well and do good 

at the same time.”이라고 말했다. 이 문언은 

DJSI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수한 지속

가능경영을 통해 우수한 DJSI 평가결과를 얻는 

것(Do good)은 곧 높은 재무성과나 시장가치 

등 우수한 성과를 얻는 것(Do well)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 많은 국내기업이 DJSI에 편입되

는 날을, 더 나아가 Industry Leader로 선정되

는 날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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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필요성

 이해관계자 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가장 1차

적 이해관계자 집단인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

하고, 노동 생활의 질 향상과 기업 의사결정 과

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

전을 추구할 수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7). 

노동자는 기업의 가장 가까운 이해관계자이며, 

기업이라는 실체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21세기

에 들어서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임직원의 기

본권 보장을 넘어 기업 내 노동자들의 업무환경 

개선, 합리적인 임금 및 노동조건 제시 등으로 

확장되었다. GRI, ISO 26000 등의 지속가능경

영 가이드라인들은 기업들에게 노동조건 및 사

회적 보호에 있어 다양하고 세부적인 규율을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지표에 의하

면 임직원의 근로환경은 국내법규와 국제노동

기준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보다 

나은 수준이어야 한다. 기업은 가능한 최상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임직원과 가

족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우수인력을 끌어들이고 비효율적인 연장근로

를 최소화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에도 도

움이 된다. OECD 통계(한국개발연구원,2017)

에 따르면 국가별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은 명

백한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관계는 실

제 국내 노동시간 단축 사례에서도 나타나는데, 

한국개발연구원(2017)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사업체 중 초과근로를 제외한 평균 정규노동시

간이 주 40시간 이상이던 업종에서는 2004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

인 '주5일 근무제(주5일제)' 도입 이후 노동생

산성이 2.1% 증가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

년 기준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

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

은 2017년 기준 34.3달러로, 노동생산이 집

계된 OECD 22개국 중 17위에 그쳤다(강국

진, 2018.5.7). 또한 특례업종에서는 근로자대

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

해 장시간 초과노동이 만성화되어 있다. 따라

 23기 이정언

 24기 이준호

 24기 진유정

[인권노동 Report]

주 52시간 시대 기업의 적응법:
유연근무제를 통한 업종 맞춤형 대응전략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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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ECD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대폭 축

소함으로써 장시간 초과노동을 개선할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고용노동부, 2018). 결국 근로시

간단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

로 최대 68시간이던 기존 주당 근로시간이 52

시간으로 줄어들어 본격적으로 현장에 도입되

었다. 

 그러나 각 업종에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방송

업계와 보건업계에서는 특수한 업무 방식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힘

든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 52시간 근

로제의 주요 내용을 살피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산업 전반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

부와 기업의 대응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도입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업계와 보건업계의 

도입 현황을 중심으로 특수업종이 겪는 문제점

을 살핀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실행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주요 내용

 근로시간 단축법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관련 제도들이 정

비되었는데, 주요 개정 사항으로 ①실근로시간 

단축과 특별 연장근로 허용, ②근로시간 특례업

종 축소 등이 있다(김근주, 2018).

2.1. 실근로시간 단축과 특별 연장근로 허용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가 7일이라는 것이 

명시되었으며,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다. 기존에는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

시간, 더하여 16시간의 휴일근로까지 가능하여 

총 68시간 근로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

되어 1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지 못

하도록 변경되었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

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는 것

을 시작으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근로시

간을 단축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

될 예정이다.

2.2.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란, 단기간의 장시간 근

무가 불가피하거나 국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등 업종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노사가 합의

를 할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업종이다. 특례업종에서는 

노사의 서면합의를 통해 사실상 무제한적인 장

시간노동이 가능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

론 공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

다(고용노동부, 2018). 이에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 적용업종을 26개 업종에서 보건

업/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

송서비스업 5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하고, 특례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법 개정으로 

방송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으나, 보건업

은 특례업종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3.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산
업 전반적 문제점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근로자 측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

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경제연구원(조경엽, 2018)에 따르면, 연장근로

시간 제한으로 인해 대기업 근로자는 임금이 월

평균 41만 7천원 감소하여 감소율이 7.9%인데 

반해 30~299인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은 39만 

1천원 감소하여 감소율이 12.3%에 달할 것으

로 추정된다. 또한, 월 임금 감소율은 30~299

인 사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19%로 가장 크

게 감소하며,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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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감소로 가장 작은 감소폭을 기록할 전망

이다. 즉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대기업보다는 중

소기업 근로자에게, 고임금 근로자보다는 저임

금 근로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된다. 

 사용자 측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 기업

이 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으로 심각한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2017)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 300인 이

하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44만명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4배 이상 인력이 부족할 전

망이다. 이러한 인력난에 더하여, 제도 도입 이

후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체에서 

12조 3천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 중 70%인 8조 6천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7) 결과, 생산차질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76.9%에 달하였다.

4.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정
부와 기업의 대응

4.1. 정부의 대응

 정부에서는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정착시키고, 제도의 변화로 인한 부작

용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5월 17일 노동시

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

로 대책을 마련하였다(고용노동부, 2018). 정부

는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을 위한 지

원을 강화하고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을 우대

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등 정책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자 한다. 선제적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

규채용 인건비를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지원하며,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

까지로 확대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

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한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

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

정될 예정이다.

4.2. 기업의 대응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확인한 결

과, 국내 대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

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슈를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었다. LG전

자(2018)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일과 삶의 균형 강화’를 2018년 임직원 이슈 관

련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

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는 LG전자가 주 단위 평

균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

고 회사 내 협의체 ‘근무시간 Committee’를 운

영하는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이닉스, 삼

성생명 등은 작년에 발간한 지속가능보고서에

서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며 근로시간 단축

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기술하고 있었다. 주 52시

간 근로제 도입 이전부터 근로 시간 단축 시범

운영을 하거나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SK 하

이닉스, 2018), 불필요한 특근을 축소하기 위

해 컴퓨터 종료제를 개선하였으며(삼성생명, 

2018), 개인별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하여 집

중적으로 근무하는 ‘Flexible Time제’를 운영

한다(CJ제일제당, 2018)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이버(박태우, 2018.7.2), 삼성전자(손해용, 

2018.5.29) 등을 위시한 대기업들은 자발적으

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선택적 근

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에 대한 임직원의 

우려에도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

자, SK C&C 등 국내 대다수 대기업들은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기존의 월 20시간분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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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장근로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기존 고

정연장근로수당이 연봉의 2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한번에 삭감하면 노동자들의 반발

이 클 것을 고려한 것이다(박태우, 2018.7.12).

사무직과 다르게 교대근로가 필요한 생산직은 

교대제를 개편하고 정원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

로 정원을 관리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작년 4월부터 태양광셀을 생

산하는 공장의 근무형태를 현재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바꾸었다(김보형, 2018.02.01). 이

에 따라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주 

56시간에서 주 42시간으로 25% 단축하였으나, 

근무시간을 줄인 뒤에도 기존 임금의 90% 이

상을 보전해 주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한화큐셀은 근로시간 단축

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기존 직원 

1550명의 32%에 해당하는 인력 500명을 신

규 채용했다(고경석, 2018.06.29). 롯데그룹의 

식품계열사 4곳(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주류, 

롯데푸드)도 지난 5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생

산직 근로자 200여명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맞춰 생산 인력 200여

명을 추가 고용한다고 밝혔다. 추가 고용 인력

은 4개사 전체 생산직의 10% 수준이다(고경석, 

2018. 6. 29).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면

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

리, 종업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의 경우 2020년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

우 2021년부터 근로 시간 단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 중소기업은 당장 대응 방안을 마련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이 이미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근로 시간 단축 이후 생산차질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최저임금 인

상으로 인한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워 대기업과 

다르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부 중소기업은 스마트 공장 등 자동화 시스템

을 더 도입해 인력을 늘리는 대신 생산성을 높

이면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

고 있다(오찬미, 2018.7.2).

 

5.  특수한 업종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실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전후로 기업과 정

부가 제도의 한계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무직과 제조업과는 업무 방식이 다

른 특수 업종에서 주 52시간의 도입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방송업계는 돌발적인 변수가 많

고 근로시간의 길이보다는 창의성이 중시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그동안 특례업종으로 지정되

어 장시간 초과근로가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업

무환경이 주 52시간 근무에 아직 완전히 맞춰

지지 않았다. 보건업계 역시 주 52시간 초과 근

로가 빈번하면서 돌발적인 업무가 자주 발생하

며,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어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으

로 지정되어 있다. 이 두 업종을 대표로 특수한 

업종에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5.1. 방송업계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실태

 방송업계 안에서도 보도 파트와 예능/드라

마 파트가 각각 실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

도 파트의 경우 같은 기자 직종인 신문사에서 

먼저 주 52시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와 비슷

한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 관행으로 인한 불

필요한 대기와 과도한 새벽 출퇴근 등의 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예능/드라마 파트에

서는 실질적인 법 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

다.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과의 인터

뷰에서 지적된 원인으로는 타이트한 제작 환경, 

근로시간 측정의 어려움, 주 단위로 끊어서 근

무하기 어려운 업계 특성, 제작시설 환경의 열

악함, 노동시간 단축을 원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존재, 콘텐츠의 질적 저하 등이 꼽힌다(한국콘

텐츠진흥원, 2018).

 먼저 타이트한 제작 환경의 문제는 한정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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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비와 일정 안에서 편성시간에 맞춰 결과물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제작을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박2일' 같은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에 육박한다. 주 52시

간을 맞추려면 추가적인 인력 확보나 방송사 간 

협의를 통해 편성시간을 줄이는 등의 변화가 필

요하다.

 두번째로 근로시간 측정의 어려움은 방송 제

작 과정에 다양한 특수상황이 존재해 근로시간 

측정 기준을 세우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지방

촬영이 많은 경우, 촬영 현장에 도착해 카메라

가 시작되는 순간이 업무의 시작인지, 지역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는 순간이 시작인지 애매하다. 

또한 회차별로 계약금을 받는 프리랜서들의 경

우에도 이런 기준에 따라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가 거의 불가능하다. 

 세번째로 방송업계 특성상 주 단위로 끊어서 

근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창

의성을 요구하는 업계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

로 시간/주 단위로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사고나 대형 이벤트가 있을 경우 불가피

하게 업무강도가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평

창 동계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 등 국제적 행사

가 있을 경우 노동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외에 편집실이 부족해 스태프들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 시급이 낮은 비정규직 근

로자들이 많이 일해서 소득을 올리고 싶어하는 

점,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인력 확충에 따

른 제작비 증가 등이 난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한계점들이 분명 존재하는 한편,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예고 후 6개월간 드라마계

에 가시적인 변화가 생겼다. 기존의 드라마들이 

4회 분량의 대본만 가지고 편성 회의에 돌입해, 

스태프들이 방영 중간중간에 대본을 마저 완성

하느라 장시간 노동하던 관행이 깨지기 시작했

다. 이제는 기본 대본 8회 분량이 있어야 편성 

회의를 시작한다(황소영, 2018.10.16). 또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제

작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미스터 션샤인’

등 인기 드라마들은 사전제작을 도입하여 첫 방

송 6-8개월 전부터 촬영에 들어갔다. 한편 사전

제작 촬영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며 차기작 촬

영 시점에도 지장이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도 했다(황소영, 2018.12.26).

5.2. 보건업계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실태

5.2.1.  보건업계 전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실태

 보건업은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

업/기타운송서비스업과 함께 주 52시간 근로제

에서 제외될 수 있는 특례업종으로 남아 있다. 

이들 5개 업종은 근로시간 사이에 11시간의 연

속된 휴식시간을 보장하면 노사의 서면합의에 

의해 주 52시간 이상 노동하는 것이 허용된다. 

 보건업계에서는 대형병원의 경우 노사합의 

불발 등으로 특례 적용을 받지 않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고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경우

가 많았고, 중소병원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

군(메르스)사태를 겪으며 인력을 다수 채용했기 

때문에 소수 인원만 추가로 채용하면 되는 상황

이라 주 52시간 근로제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

(곽성순, 2018.12.27). 한편 의원들은 원래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평

일 오전에 주 1회씩 휴진을 하며 주 52시간을 

핑계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

이기도 했다. 반면 경쟁이 치열한 개원가의 경

우 환자 이탈 위험이 있어 쉽게 근무시간을 줄

이지 못하기도 했다(황병우, 2018.10.11).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조합원 2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

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5%가 하루 평

균 76~98분의 연장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가운데 79.5%는 연장노동 수당을 못 받

거나 일부만 받고 있다. 특히 간호직은 그 비율

(90.7%)이 여러 직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전국

보건산업의료노동조합, 2018.6.28).  이와 같

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보건업계 종사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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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2월 10일 산별

중앙협약을 정식 체결하고, 인력확충을 통한 

주 52시간제 상한제 준수에 합의했다(이한솔, 

2018.12.10). 병원계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약 20% 정도가 노사합의에 따른 

특례 적용을 받고 있고, 80%는 합의 불발로 주 

52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추가 증원하고 있

다(정영호, 2019.1.1).

5.2.2. 수련병원들의 전공의법 준수 실태

 2015년 제정, 2017넌 시행된 전공의법에 따

라 전공의들은 최대 주 8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최대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을 넘을 수 

없고, 매주 최소 1일의 유급휴일을 가져야 한다

(임솔, 2017.11.25). 그런데 2018년에도 수련

병원 3곳 중 1곳은 전공의법을 지키지 않고 있

다.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

한 ‘2018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에서 수

련병원의 35.6%가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

로 밝혀졌다(고신정, 2018.10.29). 가장 많은 

위반사례는 휴일 미준수(전체 621건 중 203건)

와 주당 최대 수련시간 미준수(123건)였다. 많

은 전공의들이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과도

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의 안전까지 염려되는 상황이다.

6. 해외의 법정근로시간 운영 사례

6.1.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미국은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외근영업직, 

컴퓨터 전문직 등 일부 직종에 시간 외 근무수

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가 있다(이형두, 2018.8.9). 미국은 기본

적인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이를 초

과하여 일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

받는다. 하지만 화이트칼라 직종은 적용대상에

서 제외된다. 이러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

도’는 전문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자율성을 보장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생산직 근로자는 매뉴얼

화되어 있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화이트칼라는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투

입된 근로시간보다는 프로젝트의 완성도로 업

무의 성과를 평가 받는다(신은종, 2011.03). 그

렇기에 이들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적용을 받

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한 보수를 연봉에 미리 

포함시켜 받는다고 한다.

6.2. 독일의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독일은 주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법정 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독일의 노동자들은 휴

식 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로 8시간을 초과해

서 일할 수 없다. 단, 연장근로는 하루 최대 두

시간을 허용한다. 평균 근로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그 근로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역시 

유연근무제도의 일환으로 두고 있다. 또한 독일

은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라는 독특한 제도를 두고 있다(고경

석, 2017.6.30).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시간을 

계약하게 되는데, 노동 도중 발생하는 초과근로

시간을 계산하여 계좌에 저축해 두었다가, 휴가

가 필요할 때 이를 상계하여 쓰는 제도이다. 이

와는 반대로 마이너스 계좌제도를 통해, 휴가를 

앞당겨 쓰고, 나중에 초과근로를 하는 등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독일은 노

조와 기업, 업계에서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저

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직접 근로 

모델을 구축하기보다는 노사의 자율성을 존중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특수한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노조 간의 협상을 통해 근로시

간 저축제도를 노사와 산업 전체에 이익이 되

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각 기업들이 필

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 시간저축계좌제

를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에게

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노동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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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11). 또한 장기계좌의 경우 쌓아 둔 시

간만큼 조기 퇴직도 가능하다. 독일 자동차 업

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추가 근무가 많지만 

어차피 나중에 다 쓸 수 있는 노동시간이기에 

편한 마음으로 일한다.”며 근로시간 저축계좌

제를 노동 부담을 감당할 만하게 만드는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사용자도 역시 경기 상황에 따

라 생산량과 노동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

다. 다만 독일은 노동자의 근로시간에 있어 유

동성을 인정하면서도 “특별 규정에 의해 노동자

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보된 경

우” “노동자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의 내용

을 포함시켜 무분별한 장시간 노동을 규제한다. 

6.3. 일본의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 OECD 국가들 중 장시간 근로를 하는 국가

로 유명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법정 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하여 주40시간을 달성하였고, 근

로시간단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산업

군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

고 있다. 우선 변형근로시간제는 우리나라의 탄

력근로제와 비슷한 제도로, 1주 단위, 1개월 단

위, 1년 단위로 나누어져 있다. 여관이나 요리, 

음식점 등 업무가 불규칙적이어서 정형적인 근

로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에 적용된다. 다

음으로 플렉스 타임제는 우리나라의 선택적 근

로시간제에 해당되며, 업무량을 조정하기 쉬운 

업무에 있어서 적용된다. 주로 연구나 개발, 또

는 전문직종과 같이 고객과의 시간을 조정하여 

매일 일정 시간대에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영

업부분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다. 플렉스 타임

제 아래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무시

간의 합계를 미리 정해 놓아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대

한상공회의소, 2013.5). 이를 통해 근로자는 업

무 집중도가 높은 시기와 다소 낮은 시기에 따

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재량근로제를 전문업무형과 기

획업무형으로 분류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재량근로제란 업무성격상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

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

주하는 제도이다. 전문 업무형 재량근로제는 디

자이너, 시스템 엔지니어 등의 업무가 적용 가

능하며, 기획 업무형 재량근로제는 사업운영의 

기획, 조사 및 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시가 없는 업무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단, 위 

제도는 실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노사협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량근

로제를 사업장에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 구성

원의 4/5의 승인이 필요하다.  

6.4. 시사점

 우리나라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탄력근로

제와 재량근로제 등이 법제화되어 있지만, 탄력

근로제의 경우 최대 3개월 단위의 근로시간제 

설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 절차적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유연근

무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이 소득과 직결된 직군이 아닌 방송업계, IT 업

계 등에 있어서는 창의성을 요구받는 근로자들

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를 원한다. 근로시간의 배분과 업무수행방식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근로자 개인이 자율성을 갖

는 직업이 많아지며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해외 사례에 비추어 

업계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

민해볼 필요가 있다.

7.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문제점 
해결방안 

7.1. 일반적 업종의 문제점 해결

 일반 사무직과 제조업 등 근로시간이 비교적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업종은 특수한 업종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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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대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난점

이 적다. 기본적 필요조건인 인력 확충 외에 주 

52시간 근로제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일반

적인 기업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았다.  

7.1.1. 포괄임금제 폐지

 상술했듯이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시간을 계

산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과는 상관없이 매년 

정해진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계산하는 임금 

책정법이다.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예외적 경우에만 가능하고 비교

적 근로시간이 일정한 일반 사무직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많은 기업들이 일반 사무직에도 포

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도 최저임금 인

상,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혼란한 시장 분위

기에서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발표를 무기한 연

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은 상황

이다(백승현, 2018.7.1). 고용노동부의 실태조

사에 따르면, 2017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

업장의 52.8%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상태였

다. 이에 따라 기업은 노동자에게 추가비용 없

는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초과

근무를 사실상 강제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었

다. 한국노동연구원(2016)의 연구에 따르면 포

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은 초과근로시간이 그

렇지 않은 기업보다 월 3시간 길고,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으며, 일과 삶의 균형이 좋지 않았

다. 이러한 부작용을 가진 포괄임금제를 폐지

하면 불필요한 초과근무 및 이직률을 최소화하

고, 초과근로수당을 실근무시간에 맞게 지급해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따

라서 포괄임금제 폐지는 단순히 임직원 복지 차

원의 문제가 아닌,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에 

보탬이 되는 발전일 수 있다. 3.2에서 보았듯 

네이버, 삼성전자 등 다수 대기업이 이미 포괄

임금제를 폐지한 만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에 따른 포괄임금제 폐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7.1.2. 기본급 인상, 인센티브 도입

 2장에서 보았듯이, 노동자들이 주 52시간 근

로제 도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요 불만 중 하

나는 임금 삭감이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봉에 

포함되었던 초과근로 수당이 삭감되면서 임금

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3.2에서 보았듯이 

삼성전자, SK C&C 등 대다수 대기업들이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기존의 월 20시간분의 고

정연장근로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기존 고

정연장근로수당이 연봉의 2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한번에 삭감하면 노동자들의 반발

이 클 것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의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발표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

로 보인다(박태우, 2018.7.12). 장기적으로는 

기본급을 인상하고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급 인상

이 안정궤도에 오를 때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

원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에서 초

과노동 감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수 있

다. 업무량이 같다면 더 짧은 시간에 마무리한 

사람이 노동생산성이 더 뛰어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일본 기업 SCSK

의 경우 초과노동시간 규제로 절약한 초과근로

수당을 초과근로시간 삭감 실적에 따라 상여금

으로 환원하여 지급해, 노동자 1인당 평균 월

간 초과근로시간을 2008년 35시간에서 2017

년 16시간으로 줄였다. 일본의 하루야마홀딩

스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초과노동 0시간을 

달성한 사원에게 ‘No 잔업수당’을 월 15,000

엔 지급해 1인당 평균 초과노동시간이 전년동

기대비 15% 감소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5.25). 이렇게 노동자들의 자체적인 노동

생산성 증가를 이끌어내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

급하는 것이 장시간 초과근로보다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7.2.  유연근무제를 통한 특수 업종의 문제

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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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방송업, 보건업 등 

특수한 업종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있어 일반적 해결방안인 기업의 인력 확충과 노

동자의 임금 감소 수용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업무시간 측정

의 어려움, 업무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특성, 

갑작스러운 업무 발생 가능성 등의 특수한 여건

으로 인해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

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안으로 노사의 

서면합의를 통해 재량근로제, 탄력근로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 물론 기본적으

로 일반적 해결방안이 선행되어야 탄력근로제

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업종 안에서도 업무별

로 근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기업/노동

자 측 모두의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삼성전

자의 경우에도 일반 사무직은 선택적 근로시간

제, 에어컨 생산 등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직무

는 탄력근로제, 연구개발직은 재량근로제를 도

입하는 등 직무에 따라 다른 업무방식을 도입한 

바가 있다(손해용, 2018.5.29).

7.2.1. 재량근로제 도입이 적절한 업무

 재량근로제는 근로자 재량에 근로시간 배분

과 업무수행방법을 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 근로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지 않고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소정의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신상품 연구/개발, 기사 취재/편집, 방송 제작

의 PD/감독,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등에만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간을 지시할 수 없으며 지각, 조퇴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최우영, 2018.11.27). 

앞에서 살펴본 업무 중에는 방송사의 PD 및 감

독, 연구개발 직군 등 근로시간의 길이보다는 

개인의 재량이 중요한 업무에 재량근로제를 도

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7.2.2. 탄력근무제 도입이 적절한 업무

 탄력근로제란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

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

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52시간)으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

한다(법무법인 지평, 2018.4). 탄력근로제는 근

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다. 현행 

법에서 규정하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다. 3개월의 단위기간을 평균해서 주 52시간을 

맞추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탄력근로제

의 단위 기간인 3개월이 외국과 비교해 너무 짧

다는 점이다. 서면 합의로 미국, 독일, 일본은 

모두 최대 1년까지 단위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는 기업의 노력에 더해 정부 

차원에서 최대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송업계처럼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가 시

급하다. 

 방송업계는 계획된 장면을 찍기 위해 연출, 

카메라, 조명, 음향, 편집, 분장 등 수많은 전문

가와 출연자들이 협업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전문가들은 창작이라는 특성상 특정인

이 아니면 대체불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다른 인력으로 교체 또는 교대하는 것

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근로시간

이 기계적으로 줄어들면 이 전문가들의 작업 시

간 자체가 줄어들어 촬영을 중단해야 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예정된 

시간에 방송을 송출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8.5.29). 

 또한 방송사의 보도 파트 등 언론사의 기자 

등은 사실상 매시간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

으며 출퇴근 시간을 감독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

으로 재량근로제의 대상에 적용될 수 없다. 따

라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인력을 확충하되, 

기존에 기본급을 매우 낮게 책정하고 주 12시



34   Sustainability Review

간 이상의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월급을 채

우던 관행에서 벗어나 기본급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의료업계에서는 응급환자가 생길 수 있는 산

업 특성상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되, 보건업이 국

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과 공공성

이 보장되어야 하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국가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에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초과근무를 해 왔

던 간호사 등 의료인력들에게 주 52시간 근로

제에 맞춘 임금을 지급하고 추가 인력을 확충하

려면 결국 병원에 예산을 더 지원해 주어야 한

다. 특히 전공의법이 제대로 실현되어 전공의들

이 주 80시간 이상 근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는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 한국에서는 2003년

부터 흉부외과 등 기피과 전공의들에게 월 50

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폐지했다(박대진, 2015.11.1). 사보험 

위주의 의료체계를 가진 미국에서도 전공의 수

련비용의 70%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과 메디케

어에서 지원하고 있다(최미라, 2017.3.16). 현

재 병원들이 재정적 부담으로 전공의를 많이 뽑

지 못해 전공의들 개개인에게 몰리는 업무량이 

과중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8. 결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삶의 양립을 추구

하며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목표에

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었으나, 산업 전

반적으로 노사 양측에서 임금 감소와 생산 차질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

해 정부는 임금을 보조하고, 기업에서는 인력 

확충 및 업무 방식 효율화, 포괄임금제 폐지 등

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방송업계와 보건업계 

등은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서 안정

적인 주 52시간 근로제의 정착을 위해 업계 자

체적으로는 유연근무제 도입 및 근로시간 측정

방식 등에 대한 노사 합의가 필요하며, 정부는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부작용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이

미 더 낮은 초과근로시간 제한이 도입된 경우도 

많은 만큼 충분히 한국 정도의 경제강국에서 실

현가능한 제도이며, 주 52시간 근로제의 정착

으로 기업 임직원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이라

는 CSR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다. 인적자원 관리의 관점에서도 삶의 질 보장

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만든 

성과를 분배해 우수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매력

적인 기업이 되는 선순환 창출을 기대할 수 있

다. 또한 무의미한 초과근로가 없어지면 노동자

의 근로의욕이 상승되어 노동생산성이 OECD 

최하 수준인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으

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국제경

쟁력 강화, 기업 차원에서는 이윤 극대화의 측

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할 유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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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기술발달과 혁신의 대부분은 플랫폼 

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스마트기기,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을 핵심역량으로 산업의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노동의 성격 역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플랫폼 

노동'이다. 플랫폼 노동이란 스마트폰 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이 거래되며 대리운

전 앱, 배달 대행 앱, 가사노동 중개 앱 등 디지

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 하는 것을 말한다. 대

표적인 플랫폼 노동 업체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

인 '푸드플라이',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 T 대

리', 승객과 운송 차량을 연결해 주는 모바일 서

비스 '우버', 잔신부름 업체 '띵동', 보육도우미 

매칭 앱 '맘 시터'와 '째깍 악어', 재능기부 형식

의 일자리 제공 서비스 '소셜알바 퀘스트 러너' 

등이 있다.

 이러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함께 플랫폼 노

동자의 수 역시 급증하였으나, 이들의 권리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보호받지 못 하

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함께 전통적인 

노사관계가 해체되고 비전형 고용, 플랫폼 노동 

등의 새로운 고용 형태가 등장하였으나 1953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노동보호법

은 그러한 신생고용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 현

행법상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자영

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는 보험

적용, 퇴직금, 근무환경 등 다방면에서 노동자

로서 최소한의 권익조차 누릴 수 없다. 

 그렇기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개

선하고 법적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안을 발의하고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상

황이다. 프랑스는 2016년부터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 노동자로 정의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

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문제는 비단 

국가 정책 및 법률 차원의 책임만이 아니다. 노

동자를 사용하는 기업 역시 플랫폼 노동자 문제

의 주요 당사자이다. 가령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24기 김보경

 24기 박영신

 24기 진유정

[SNUCSR Column]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노동 안전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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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두고 명확한 결론

을 내지 못했지만 우버는 기업차원에서 먼저 나

서 노동자의 혜택과 근로안정성을 보장하는 조

치를 취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 참고하여 

본 칼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를 세부적

으로 분석하고 정부적 차원, 기업적 차원의 문

제해결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플랫폼 노동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 개념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

공하는 자’이다. 노동자성의 판단은 이 정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

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지의 여부이

다. 이것을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고, 사용종속관계란 ‘사용자의 지

위·명령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

공하는 것’이다. 즉, 종속노동성, 보수의 근로대

가성,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기타요소들

이 인정되어야 하고 독립사업성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원은 구체적인 징표를 마련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논란적인 부분

은 바로 종속적 노동과 독립적 노동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이다

(박수근, 2015). 상당수의 플랫폼 노동자는 특

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특수

고용형태 종사자에 속한다. 즉,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2.2.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복지 실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 개념에 포함

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 및 가

입,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의 4대보험 적용 등 법적 사회안전망 밖 ‘노

동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시사저널e, 

2018.08.11). 그럼에도, 실제 플랫폼 노동자들

은 플랫폼 업체로부터 노동 과정에서의 여러 제

약과 통제를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종속

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다. 반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스스로 중개자의 

위치에 서고자 한다(한겨레, 2018.10.21). 드

라이버나 승객 모두 똑같은 플랫폼의 고객일 뿐

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플랫폼 업체들은 노동자

와 근로계약을 맺고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닌 

용역, 위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

는 방식으로 노무제공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한

겨레, 2018.10.21).

 이러한 현상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

득에서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상

대적으로 저소득에 머무르고 열악한 노동환

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배달업계의 경

우, 배달 건당 수수료가 낮고 배달에 쓰는 오

토바이 같은 장비 대여료와 유류비까지 배달

원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주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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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2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앱음

식배달 종사자의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자 중 75.7%가 6일 이상 근무한다고 답하였고, 

과반수인 61.1%는 하루 중 근로시간이 10시

간을 넘는다고 답했다(황덕순, 2016). 이는 일

정 소득수준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장

시간 노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의미

한다. 또한, 본인의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경우

(44.0%)와 오토바이 임대업체에서 임대하고 본

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17.0%)가 과반수를 

넘었고, 주유비 또한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83.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본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자성, 사용

자성의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근로 3권(단결권, 단

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과 고용보험 등 노동자

의 권리에 많은 차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

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

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 배달을 하는 노동자가 자영업자인지 

노동자인지, 그리고 이들의 사용자는 음식점인

지 배달대행 플랫폼인지에 대해 현 제도 하에서

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

2.3.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한국의 미래

 그렇다면 비교적 새로운 사업 형태인 플랫폼

에서는 불안전한 고용과 저임금으로 허덕이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우선 한국의 

현행 제도 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비교적 최

근까지 위탁계약을 맺는 자영업자로 인식되어 

4대 보험, 산업재해보험도 적용 받지 못하였다.

 음식배달대행업체를 예로 들어 보자. 기존에 

음식점은 배달원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 

4대 보험료, 식대, 퇴직금 등의 비용을 일부 부

담하여야 했다. 하지만 플랫폼 앱을 통한 거래

가 활발해지며, 음식점은 배달대행업체와 계약

을 맺으면 노동자에게 4대보험이나 퇴직금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일종의 ‘위탁계약’으로 인식되어 

각 배달원들이 1인 자영업자로 간주되는 것이

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최근까지 배달대행업체

에 속한 배달원을 특수고용노동자로도 인정하

지 않았다.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행정 2014구합75629)에서 다수의 판결문은 

배달대행업체에 속한 배달원은 업체와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대행업체 배달원의 근로종

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네 가지를 든다. 

우선, 배달원은 배달요청의 선택권이 배달기사

에게 있고,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제재는 없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용자 지휘감독이 없었다. 또

한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른 회사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

였다는 점에서 자영업자로 본다(한국 노동연구

원 노동판례리뷰, 2015.9.17).

 하지만 대행업체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배달

기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며 최근 

대법원은 배달대행업체의 노동자를 특수고용노

동자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았다. 즉, 플랫폼 

사업자를 노동력의 중개자가 아니라 플랫폼 취

업자에 대한 사업주로 본 것이다 (대법2017두

74719). O2O 방식의 플랫폼 취업자(우버 기

사, 대리기사, 배달앱을 이용한 배달서비스종사

자 등)는 사실상 특정 플랫폼에 대한 전속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일상화되며 노동자들의 작

업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한국의 법제는 

아직 미비하여 이에 대해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

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나 4대 

보험, 직업훈련비용 등을 플랫폼이 부담하도록 

하면 좋겠지만, 플랫폼은 사용자가 아닌 중개인

이라는 입장이다(e 경제뉴스, 2018.5.15). 

2.4.  기업적 차원의 해결방안: 플랫폼 기업

의 사회적 책임

 국내 배달 대행 플랫폼 우아한형제들의 외

식 배달 서비스 ‘배민라이더스’의 경우, 모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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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원에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한다(미디어SR, 

2018.5.10). 건당제, 파트타임 건당제, 시급제, 

고정급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라이더’에게 산재보험과 라이더보험(이륜

자동차 보험), 그리고 안전 교육 및 바이크 용품, 

보호 장비 등을 제공한다. 개인사업자더라도 플

랫폼 사업자 측에서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안

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성호경 책임은 이를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미디어SR, 2018.5.10). 플랫폼 사업에 따른 노

동 형태가 다양하고 개념도 새로워 이들에 대한 

보호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가사노동을 대행하는 플랫폼 헬로우 알프레

드는 플랫폼 노동자들 중 경력을 쌓길 원하는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플

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세부

목표를 수정하였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훈련

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전자신문, 

2018.11.19). 이외에 식료품 배달 서비스 업체 

인스타카트, 홈 헬스케어 관리 전문기업 홈히어

로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전환하는 

등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  정책적 차원의 해결방안: 미국과 영국

을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이 훨씬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

는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

을까?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관계임을 전제로 톨게

이트, 유류비, 차량관리비 등을 청구한 집단소

송은 이후 5개 주로 확대되어 진행 중이다(소프

트웨어 정책연구소, 2016.10.19). 우버는 일부

운전사들과 8400만 달러에 합의하여 독립사업

자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기도 하

였다. 그뿐만 아니라 워싱턴주 시애틀시에서도 

미국에서 최초로 우버처럼 앱을 통해 일을 구하

는 운전자들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

한 조례를 통과시켰다(한국일보, 2018.06.26). 

이에 힘입어 미국 노동부는 독립적인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해 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사람

도 ‘공정노동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 

해석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사법적

인 결정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

니라, 사법적 판단을 요구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한국노동연

구원, 2016년 4월호).

 영국 역시 새로운 노동형태의 변화에 발빠르

게 대처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우버나 

배달대행업체, 가사노동 플랫폼 노동자들과 같

이 자신이 업무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0시간 계약,’ 즉 유연성 있는 고용 형태가 

급증하며 영국은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해 Good Work Plan을 내세웠

다. 이 정책은 원칙적으로 0시간 근로계약자가 

자영업자로 추정되는 것을 배제하고, 사용자가 

그와 관련된 입증 책임을 진다. 이를 어긴 사용

자에게 최대 20,000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법률안은 2019년 4월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노동법률, 2019.01.22). 더불어 

영국 런던 중앙노동법원도 우버 소속 운전자들

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원고들은 우버의 피용

인 신분이며 따라서 유급 휴가와 병가, 최저 임

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노조 조직을 통한 단체협약권 등은 아직까지 인

정되지 않고 있어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인정되는 노

동3권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다.

3. 결론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아직까지 모호

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산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 있어 입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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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관은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하지만 우아한형제들 등 몇몇 플랫

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노동자들이 근

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

과 영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판결이 축적되고 있

다.

 그러나 기존의 표준화된 고용관계 (standard 

employer relationships, SER)나 표준고용계

약 (standard employer contract)은 기업 내

부의 근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제한적인 모습

을 보인다. 따라서 기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사용-노동의 계약을 맺은 인력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 역시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은 정규직, 비정규직에만 해당되기에 위탁계

약을 맺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근로자성의 기준을 완화하고, 이

와 동시에 기업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직원들뿐

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근로

복지 개선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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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은 큰 충격으

로 다가왔다. 식품안전 측면에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며 축산 식품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불신

이 크게 퍼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원인 중 하

나로 케이지 밀집 사육이 지목되면서 사람들에

게 산란계의 사육 환경이 알려졌고, 이에 동물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주목 받기 시작했

다. 동물권 담론이 이어지는 현재, 본고에서는 

동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실험), 화장

품(실험, 원료), 패션(원료), 축산(사육 환경) 산

업을 중점적으로 CSR 현황과 함께 당면한 과

제, 그리고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1. 동물권 개념

 1980년대 등장하기 시작한 동물권 담론은 

2000년대 이후 진보적인 동물해방 운동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 내용은 대

체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동물

의 복지 증진에 대한 법적 의무를 도출하는 것”

(이준용, 2017)이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동

물복지론의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물복지론의 기본적 입장은 피터 싱어

(Peter Singer)의 “인간의 필요에 따른 동물의 

이용은 인정하지만 동물의 고통을 최대한 줄이

는 등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여야 한다”(이준

용, 2017)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동물 보호, 동물 복지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법적 움직임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물보호법이 

1991년 제정되었고, 이후 2007년 1월 개정되

어 2008년 1월 시행된 전문개정을 통해 현행

과 유사한 형태로 개편되었다. 국내에서도 동물

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

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다(이준용, 2017). 하지만 동물권의 범위, 그리

고 인간에 의한 동물의 이용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인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그

럼에도 기본적으로 동물의 권리 보장은 결국 동

물의 생존과 복지를 보장하고 인간과 동물의 공

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이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동물 권리가 인정되어야 할 

 24기 김보경

 24기 박영신

 24기 박준형

[CSR 동향분석]

CSR의 새로운 방향: 동물권 존중
- 동향과 한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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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준용(2017)은 “고통을 피하거나 줄

이고 정서적 측면에서 인도적인 배려를 받으며, 

인간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무분별하게 희생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실질적인 내용이 될 것

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동물복지론의 입장에 따라 인간

과 같이 고통을 느끼며 어느 측면에서는 감정 

또한 느끼는 동물이 가지는 권리, 즉 동물권과 

이와 관련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룰 

것이다. 구체적으로 식품축산업에서 동물의 사

육환경과 관련된 동물복지의 현황은 어떠한지, 

동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실험의 대상

으로 이용하는 제약, 화장품, 패션 산업에서 동

물권 보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는지 살펴보고 동물권 동향과 CSR 현황을 통해 

앞으로의 동물권 관련 CSR의 중요성은 어떠해

질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2. 동물권 국제 동향

2.1 국제선언 및 조직

 최근 세계 각지에서는 동물권 선언이 비교

적 많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Universal 

D e c l a r a t i o n  o f  A n i m a l  We l f a re : 

UDAW(IFAW, 2018)는 2000년 WSPA(World 

Society for the Production of Animals) 중

심으로 이루어진 정부 간 협약으로, 동물에 대

해 잔인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지양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축산농가, 반려동물, 실험 대

상, 야생동물에 이르기까지 다루는 범위가 매우 

넓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국가들의 공식적인 지

지를 얻었다. 하지만 아직 UN의 공식적인 지지

를 받지 않아 이 협약의 영향력이 있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UN의 공식적인 지지

가 없다면 이를 인용하는 동물보호단체 혹은 국

가들 사이의 결집력 있는 움직임을 끌어내기 어

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

는 UN의 동물권에 대한 동향은 어떠할까? UN

총회는 2010년 10월 22일 생물다양성의 해

를 기리고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방지를 위해 

2011-2020 생물다양성 협약을 선언했다. 이 

협약은 생태계 보호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이는 UN SDGs의 15번째 목표 와도 연결되

는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동물권 자체에 대해

서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2 CSR 지표 및 보고체계

 동물권은 현재 CSR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일

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지

속가능경영보고서의 보고체계로 이용하고 있

는 국제적인 CSR지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우선 UN SDGs의 경우 15번 목표인 ‘Life 

on Land’에서 주로 육상 생태계 보존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GRI의 경우, GRI 300(Environmental 

topics) 중 GRI 304(Biodiversity)의 세부

항목들에서 생태계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서

식지 보호 및 복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정리하면, 현재 SDG와 GRI지표의 경우 

모두 동물권보다 훨씬 넒은 영역의 생태계 보

호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다

만, 사회에 특수한 임팩트를 갖는 조직을 위

해 GRI Standards의 추가 보고지표로 제시된 

GRI Sector Guidance 중 식품가공업(Food 

Processing)의 가이던스에서는 동물복지에 관

련된 내용이 언급되기도 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지속가능경영에서 동물권은 생태계 보호

처럼 높은 우선순위에서 다뤄지지는 않지만 동

물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가공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영역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2.3   동물권 관련 기업과 소비자의 대응

 동물권 논의가 시작된 이후 일부 산업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대응이 이루어졌다. ‘동물실험 

화장품 유통/판매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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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과 패션 브랜드에서 동물권 존중의 움직

임이 관찰되고 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크

루얼티 프리(cruelty free)’ 제품이나 동물성 원

료를 넣지 않은 비건(vegan) 제품들이 선보여

지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브랜드 이미지 상승

이나 매출 증대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국

내 헬스&뷰티(H&B) 스토어 올리브영의 2018

년 1~9월 매출을 분석한 결과, 비건 제품을 보

유한 브랜드의 매출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70% 늘었다(이재은, 2018.11.8).

 한편, 동물권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 또한 

관찰되기도 한다. 식품축산 산업에서는 동물복

지 제품에 대한 소비가 점차 커지고 있다. 농촌

진흥청 소비자패널 구매자료에 따르면 동물복

지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패널은 전체 식

품 구매액 중 0.4%정도를 동물복지 상품 구매

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은 아직 매

우 작지만 2017년도부터 급격히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

사 자료에 따르면 동물복지 인증 제품을 ‘가격

이 비싸도 구입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2012년 

36.4%에서 2017년 70.1%까지 상승했다는 점

에서 기업의 동물권 관련 대응이 새롭게 이루어

질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산업별 분석

3.1. 식품축산

3.1.1. CSR 동향 및 형태

 식품축산 산업에서의 동물권 개념은 주로 사

육부터 도축까지 과정에서의 환경에 적용되며, 

인간이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 ‘동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관점에서 

동물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동

물복지로 논의되고 있다(우병준 외, 2010). 또

한 현재 국가별로 축산업 형태에 따라 동물복지

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축산업은 생산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빠

르게 발전하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축산업의 규

모화와 공장형 집약식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성 

가축질병, 환경오염, 항생제 남용 등의 문제들

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특히 공장식 축산의 

경우,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격화된 사육

조건에 동물을 가두고, 동물의 생리구조는 고려

되지 않아 동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우병

준 외, 2010). 이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 소와 돼지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의 원인이 되어 소비자들에게 축산식품

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심어주기도 한다.

 이에 식품축산 기업들은 식품안전과 동물복

지 개념을 관련짓고, 식품 안정성을 높이는 방

안 중 하나로 동물복지 사육법을 도입하였다. 

기업들은 정부가 도입한 축산농장인증을 획득

하고, 인증된 농장에서 생산된 원료로 만든 동

물복지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3.1.2. 제도 및 기구

 동물도 생명이라는 윤리적 측면과 더불어 환

경적 측면, 식품안전 측면의 문제의식에서 국

내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

로 발전시키고자 정부는 적절한 사육환경을 골

자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제도를 도입하였

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

하는 축산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2012년 산란계, 2013년 돼지를 대상으로 인증

제를 도입하여 현재는 소, 오리, 육계, 염소 등 

축종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

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운송·도축을 거쳐 생

산된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

를 표시할 수 있다. 2018년 12월 기준, 산란계

(118), 육계(58), 돼지(13), 젖소(9) 등 198개 

농장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획득했다. 대

표적으로 기업 하림은 2015년 9월 유한회사 에

이치비씨 농장을 최초로 동물복지 농장으로 인

증받은 데 이어 익산 무항농장을 비롯한 7개 농

장의 인증절차를 밟았다. 이어 하림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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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까지 전국 70개 계열 농장에 동물복지 인증

을 완료하는 등 농장과 사육 규모를 확대하겠다

고 밝히기도 했다(김영민, 2018.5.10).

 인증제도의 기본 원칙은 동물에게 배고픔과 

갈증, 영양불량으로부터의 자유, 불안과 스트레

스로부터의 자유,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 

통증·상해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

터의 자유의 ‘동물의 5대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이다. 현재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활

성화하여 사육단계 외에도 동물복지 운송차량

과 도축장을 지정하여 운송·도축단계에서도 농

장동물의 복지 수준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3.1.3. 사례분석

 풀무원은 2007년 (사)한국동물복지협회와 

‘동물복지 기준 준수 선포 및 협약식’을 갖고 국

내 최초로 동물복지 개념을 식품사업에 도입하

는 등 축산업계의 동물복지 확대에 앞장서고 있

다. 2017년 풀무원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풀무

원은 동물복지를 ‘Nutrition Balance’, ‘Low 

GL’, ‘Meat Alternative’와 함께 4가지 핵심가

치로 꼽고, 바른먹거리 가치를 구체화하여 실현

할 것임을 밝혔다. 2017년 지속경영 주요이슈 1

위로 ‘바른먹거리, 로하스식 식단 및 라이프’를 

선정하고 이 가치를 제품에 담을 것을 명시하는 

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풀무원은 공유가치창출 전략 중 하나로 동물

복지를 지지하고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을 확대

해나가고 있다. 2017년 동물복지 신제품인 ‘동

물복지 목초란’을 출시한 데 이어 2018년 국

내 최초 동물복지 돼지고기로 만든 ‘우리아이 

첫 물만두’를 출시하는 등 비즈니스 가치와 사

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동물복

지를 실행하고 있다. 풀무원의 통합보고서에 따

르면 2017년 기준 동물복지 인증 달걀의 매출

액은 89억원대 규모로 풀무원 달걀 총 매출 대

비 12.1%를 차지한다. 풀무원은 중장기적으로 

자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용란 전부를 동물복

지 달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며 동물

복지 개념을 확대해나갈 것을 밝혔다(풀무원, 

2017). 뿐만 아니라 2018년 2월 풀무원 푸드

머스는 선진FS와 ‘동물복지 상품 확대’ MOU를 

체결하며 동물복지육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급

식시장으로의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만들기도 

하였다. 제품적 측면 외에도 동물복지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소비자들과의 소통에도 앞장서고 있다.

 식품축산 기업에서의 움직임은 대부분 동물

복지 인증제도를 도입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물에게 적절

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을 추구하는 방향이다. 식품축산 산업에서 동물

복지 개념이 더 확대되고 자리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인식이다. 소비자들이 

동물복지 개념을 인식하고 이를 소비해야만 지

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업이 가능해지기 때문

이다. 기업 측에서는 동물복지가 직접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연관되는 주제인 만큼, 소비자가 동

물복지의 가치에 동의하고, 가격 프리미엄을 지

불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를 통한 인식 변화를 이끌 필요가 있다.

3.2. 제약

3.2.1 CSR 동향 및 형태

 제약회사의 경우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동

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동물실험이 차지하는 비

중이 크다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제약

회사가 동물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 동물실험의 현황을 통해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물실험의 경우 관계 부처

와 관련 법 조항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

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부터 동물

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국제요구가 급증함에 따

라 2008년부터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실험 윤

리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019년인 현

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설치는 원활

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약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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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2018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 순위가 10

위 안에 드는 기업들의 위원회 설치여부를 동물

실험윤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국내 제약회사의 경우 동물실험을 시

행할 경우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행정적인 

절차는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2 제도 및 기구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제약회사(동물실험시행기관)의 경우 동물보호

법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

실험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며 동물실험실시자 혹

은 운영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조치

를 요구할 수 있는 위원회이다. 그러면 동물실

험윤리위원회의 운영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2017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실적 및 실

태를 분석한 공개자료에 따르면 동물실험윤리

위원회 설치대상의 단위는 국·공립 기관, 일반

기업체, 의료기관, 대학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동물실험윤리위원회, 2017). 

이 중 일반기업체 항목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

회에 기재되어 있는 설치기관 목록 203개를 대

상으로 각각의 기업들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

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설치

기관 조회기능을 통해 직접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138개가 제약 혹은 바이오시밀러 기업으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본고에서는 제약회사의 대략적인 경향성

을 판단하기 위해 일반기업체의 통계치를 채택

했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일반기업체의 위원회 설치 수는 158개이며 그 

중 141개가 심의실적이 있다(동물실험윤리위원

회, 2017). 또한 심의 건수는 12,598개이고 세

부심의내역 중 수정 후 승인의 평균(심의건수소

계/운영실적 있는 기관별 개소 수)이 4.8(동물

실험윤리위원회, 2017)로 원활히 운영이 이루

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하지만 동물실험자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

한 통계 역시 공개자료에서 얻을 수 있었다. 동

물 종 별 사용실적이 2016년에는 1,214,189

였지만(동물실험윤리위원회,2016), 2017년

에는 1,389,716으로 175,527만큼 증가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2017). 이는 전년도 대

비 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142개에서 158

개로 증가한 비율을 고려해 보았을 때 더 크

게 증가한 수치로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칙인 3R원

칙 중 Reduction(감소)에 위배되는 부분이

다. 3R원칙이란 동물실험을 할 때 실험자가 지

켜야 할 세가지 윤리를 말한다. 구체적인 항목

으로는 3가지가 있으며 Refinement(개선), 

Reduction(감소), Replacement(대체)가 그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실험이 최대한 덜 고

통스럽도록 개선(Refinement)하고, 통계학적

인 분석을 통해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을 가능

한 한 낮은 수치로 감소(Reduction)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동물실험을 가능하다면 다른 실험

으로 대체(Replacement)하자는 개념이다. 3R

원칙 뿐만 아니라 SCI나 Nature, Science 등 

저명한 외국저널에서도 동물실험과 관련하여 

IACUC(동물관리사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

을 알리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는 3R원칙과 마

찬가지로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강조하는 국제

적인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동물실험윤리를 강조하는 국제

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

로 국내의 제약회사들은 국제적인 요구에 대응

하여  동물실험윤리(3R원칙)를 충실히 충족시

키는 방향으로 동물실험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

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번 공개자료를 통한 제

언에 대한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공개자료에서 다루는 동물실험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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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위가 ‘일반기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개자료의 통계수치는 제약회사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완벽히 나타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정부공개자료

를 통해서 국내의 제약산업이 동물의 윤리적 사

용을 위해 나아가야 할 전체적인 방향성 정도만 

다루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3.3. 화장품

3.3.1. CSR 동향 및 형태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등을 다루는 뷰티업

계에서의 동물권 CSR은 제조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

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더불어, 밀레니얼 세대

(1980~2000년대 초반 세대)를 중심으로 윤리

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동

물권 CSR은 뷰티업계의 모든 측면에서 핵심적

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실

제 미국 시장 조사 기관 그랜드뷰 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비건 화장품 시장은 3년 

전부터 연평균 약 6.3%씩 증가하고 있다(에너

지경제, 2019.1.11). 비건 화장품 소비자 역시 

꾸준히 늘어나 화장품 업계에 비건 바람이 불고 

있음을 보여준다.

3.3.2. 제도 및 기구

 이러한 추세에 걸맞게, 'Cruelty Free' 혹은 

'Not tested on animals' 문구가 표기되어있

는 화장품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인증기관 EVE(Expertise Vegane Europe), 

영국 비건협회 등이 부여하는 비건 인증 마크를 

획득한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

표는 비공식적이거나 전세계 공용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위에 언급된 결핍을 해소한 지표가 있는데, 

‘Cruelty Free International’이 부여하는 '리

핑 버니(Leaping Bunny)' 인증이다. 리핑 버니

는 전세계 공용지표이며 완제품 뿐만아니라 원

료까지 동물 실험을 배제한 제품임을 인증한다. 

이로써 세계의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들이 인

정했다는 점에서 기업의 임의표기보다 확실하

며 신뢰할 수 있다. 리핑 버니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단체에서 제공하는 '인도적 화장품 기

준(Humane Cosmetic Standard)'에 부합하

는 생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준은 현재

의 동물실험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서약을 포괄한다.

 1996년 cruelty free 쇼핑이 인기를 끌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동물친화적 로고를 만들기 시

작하였으나, 이는 동물 보호 단체의 참여가 없

었고 보편성이 떨어지는 등 허점이 많았다. 그

리하여 당해 8개의 동물보호단체(American 

Anti-Vivisection Society외 7개)가 the 

Coalition for Consumer Information on 

Cosmetics (CCIC)를 출범시켜 단일의 포괄적

이고 국제적인 리핑버니 인증을 형성하게 된다

(leaping bunny, 2014). 현재 버츠비, 닥터브

로너스, 아스토니쉬, 아발론 등 650여개의 글로

벌 화장품 기업들이 리핑버니 인증을 획득했다.       

  Cruelty Free International은 각 지역에 파

트너를 두어 마크 부여 심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동물자유연대가 그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화

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이 2015년 12월 통과되

어 2017년 2월부터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리핑 버니 인증을 받은 한국 제품은 극소수이

다. 주원인은 동물실험 금지법을 준수하더라도 

엄격한 리핑 버니 획득 기준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리핑 버니 인증은 없지만 

동물실험 및 동물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국내 브

랜드들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법안 실행 이후 동물실험 여부는 무조건 동

물실험을 해야 하는 중국 수출 여부에 따라 나

뉘고 있다. 중국은 자국 화장품과 달리 수입 화

장품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을 강제하고 있기 때

문이다. 즉, 동물 실험 미실시 화장품(리핑 버니 

인증은 없더라도)을 알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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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업계들의 중국수출 여

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착

한회사 리스트를 발표하며 동물보호에 앞장섰

던 비영리 시민단체 '카라(Kara)'가 관련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카라는 중국위생허가 취득 

여부를 취득확인, 비취득 확인, 미확인으로 나

누어 뷰티업계 브랜드들을 분류하고, 현재까지

도 각 기업들에 연락을 취해 취득 정보 업데이

트 하고 있다(동물권행동 카라, 2018). 

3.3.3. 사례분석

 닥터 브로너스(Dr. Bronner's)는 동물권 

CSR실현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전 제

품에서 리핑버니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워시 

업 포 애니멀 페어(WASH UP FOR ANIMAL 

WELFARE)'와 같은 캠페인을 개최하여 공장식 

축산 반대와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수익의 일부를 동물보호 단체에 기부하고, 

공장식 축산으로 고통 받는 동물을 구조하는 활

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비즈왁스를 제외한 

전 제품이 미국 채식 비영리 단체 '비건 액션

(Vegan Action)'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비

즈 왁스 역시 여왕벌 날개를 자르는 등의 비윤

리적인 방법이 아닌 전통적인 양봉 방식으로 채

취한 것만을 구입하고 있다(그린포스트 코리아, 

2018.12.9).

3.4. 패션

3.4.1. CSR 동향 및 형태

 동물을 인간 복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비

건패션이  주목 받으면서 업계는 동물권을 보호

하는 방향으로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

과 각종 신소재들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예

시로 오리털 대체 소재 '신슐레이트 소재', '피

버볼'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동물 가죽이 종종 

쓰이는 신발에서도 파인애플 잎 섬유로 만들

어진 자연 기반 재료 피나텍스(Piateatex), 스

탠 스미스 스니커즈의 비건 가죽 버전 등 동물

성 원료를 대신할 수 있는 각종 소재들이 개발

되었다(김남희, 박선희, 2018). 그리고 동물 

보호단체인 페타(PETA)와 팜 샌추어리(Farm 

Sanctuary) 등 비영리 단체에서는 이러한 비건 

패션 브랜드, 비건 패션 소품 브랜드, 비건 패

션 소재 브랜드를 기재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

인 동물 보호단체 ‘페타(PETA)’는 각종 캠페인

과 행사를 개최하며 비건패션의 확산을 주도하

고 있다. 3회째 시행된 페타 프랑스의 '비건 패

션 프라이즈'는 퍼-프리 운동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다수의 패션 브랜드를 시상하고 있다(패

션엔미디어, 2014.12.24). 

3.4.2 제도 및 기구

 패션계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한 기업의 제품

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에는 'RDS 인증'과 '블

루사인 인증' 등이 있다. RDS 인증은 살아있는 

조류의 깃털을 강제로 뽑는 등 비윤리적인 동물 

학대행위를 하지 않고 사육, 도축, 세척 및 가

공, 봉제공장 등 깃털의 생산부터 완제품이 생

산되기까지 모든 단계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는 확인을 거친 글로벌 인증으로, Responsible 

Down Standard(책임 다운 기준)의 약자이다. 

2014년 TE, 노스페이스, 컨트롤 유니온이 함께 

RDS 기준을 개발하였으며 독립된 제 3자 인증

기관에서 농장부터 각 서플라이 체인까지 인증 

받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현재 노스페이스, 코

오롱 스포츠 등 424개의 의류 업체들이 RDS인

증을 획득하여 동물 권리 보호 브랜드임을 나타

내고 있다(컨트롤 유니온, 2019). 

 블루사인(bluesign) 인증은 환경, 건강, 안전

에 관한 국제 섬유 인증 기준으로 소재의 성분은 

물론 생산 과정에서의 작업 안전성과 오염 물질 

방출 여부, 최종 소비자의 안전에 이르기까지 모

든 과정을 철저히 심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

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보증한다. 이는 1997

년 출범된 ‘Project Initiative’의 연장선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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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그린피스와 스위스 소재 업체 쉘러가 

함께 만든 인증으로 프라우덴(태평양물산), 브

룩스 등이 블루사인 인증을 획득했다(bluesign, 

2018). 특히,  블루사인 인증 요건은 살아있

는 조류의 털을 채취하는 라이브 플러킹(Live-

Plucking) 행위 금지를 포괄하고 있다.  

3.4.3. 사례분석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Patagonia)’

는 비건패션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브랜드이

다. 파타고니아는 2012년 자체적으로 '파타고

니아 다운자켓 기준'을 만들고 이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 2013

년 봄 100% 책임 있는 다운(100% traceable 

down), 즉 별도의 독립기관에서 일하는 유통

과정 추적 전문가들이 확인하고 인증한 100% 

Traceable down을 처음 구현하게 된다. 파타

고니아는 이 같은 성과를 마케팅 포인트로 활

용하는 대신 다른 경쟁업체 및 다운 공급업체

들에 작업결과를 공유하고, 아웃도어산업연합, 

미국 의류 및 신발 산업 연합, 국제 스포츠 아

웃도어 용품 박람회에도 결과를 알리며 타기업

의 참여를 유도하고 동물복지 실현을 앞당기고

자 하였다. 2014년에는 파타고니아 생산 모든 

다운 제품에 100% 유통과정추적 다운(100% 

traceable down)을 사용하는 성과를 달성했

다. 또한 2016년에는 사용하지 않는 침구류와 

되팔 수 없는 의류제품에서 얻은 덕다운과 구스

다운을 엄격한 공정으로 100퍼센트 재활용하

여 되살린 리사이클다운을 출시하는 등 각종 동

물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타

사의 RDS와 비교하여 파타고니아의 TDS는 미

인증 깃털과 혼합이 아닌, 100% 인증 깃털 다

운만 인정해주고 알 생산 농장까지 검증하며 동

시생산(한 농장에서 ‘책임 있는 다운’을 생산하

는 한편, 한쪽에는 사료를 강제로 먹이면서 거

위나 오리를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엄

격하고 꼼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서진석, 

2018.12.30).  

4. 한계와 과제

4.1. 국제적 합의의 부재 

 위에서 언급했듯이 SDG와 GRI의 항목을 조

회해본 결과 직접적으로 동물권과 관련된 영역

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환경단

체 혹은 국가 간의 협약에 의한 동물권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공식적인 국제적인 합의와 UN

의 공식적 지지는 없는 상황이다. 왜 이런 상황

이 발생한 것일까? 답은 UN 그리고 SDG, GRI 

모두 특정 생물종이 아닌 생태계 보호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물론 GRI 

Sector Guidance 등을 통해 특정 조직에 대해

서는 동물복지 관련 보고의 필요성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동물권에 관한 명확한 국

제적 합의가 없다는 점은 앞으로 동물복지에 대

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하나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과제로는 생태계 보

호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

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일 것이다. 

4.2. 동물권 논의 자체에 대한 논쟁

 동물권과 관련한 또 다른 과제는 동물권의 적

용수준 및 범위, 인간과 이해관계 충돌시 선택

기준 등에 관한 다양한 논쟁거리로 인해 보편

적이고 통일된 의견을 도출되기 어렵다는 점이

다. 일각에서는 동물권을 인권과 같은 수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물은 인간과 도

덕적 지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물권은 인권

과 같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동물을 윤리적

으로 이용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제적 합의나 선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해당 

사안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포괄되어야 하고, 

공통의 인식은 합의가 일정한 강제력을 갖게 하

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보편성 없는 선언은 하

나의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그 의의를 발견하기 어려워진

다. 가령 기술개발로 인해 뛰어난 성능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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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가 개발되었다곤 하나 여전히 천연동물 섬

유에 필적할 만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분야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동물섬유의 대체불가

능성은 인간의 이익과 동물권(해당 예시에서는 

동물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수준이라 가정)의 

충돌을 가져오고, 어느 한 측면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할 수 없는 딜레마를 일으킨다. 

결국 동물권 논의의 발전과 합의안 도출을 위해 

심도 있는 소통에 따른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4.3. 소비자 인식 부족

 기업이 동물권을 존중한 기업활동을 하기 위

한 유인 중 하나는 바로 소비자 인식이다. 동물

권을 존중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생산방식

에 있어 효율성이 타 제품에 비해 낮아 상대적

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 혹은 동물자원을 

대체한 원료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인공원료나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판매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 높은 생산비

에 비해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기업이 생

산을 지속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동물권에 대한 논의에 동의하고 그들의 인식이 

소비행위와 연결될 때, 기업은 비로소 동물권 

존중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할 가능

성이 크다.

 하지만 식품축산 산업에서는 아직 소비자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한국자연

환경연구소에 의뢰해 2017년 전국 성인남녀 5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조

사’의 결과에 따르면 동물복지 인증표시 제도를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35.4%에 그쳤다. 이는 3

명 중 1명꼴에 그치는 결과로, 아직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해당 

설문을 통해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알게 된 

후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하겠다’는 응답은 

70.1%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36.4%, 2015

년 66.6%에 이어 상승한 것으로, 동물복지 축

산물에 대한 구매의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비자의 인식이 우

선적으로 형성된다면, 동물권을 존중하는 생산

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5.결론 

 동물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관 수

준에서 접근할 때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

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동물이 인간의 실생활

에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 여전히 인권이 동물권

에 우선한다는 인식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하지

만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출발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동

물권 존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더 쉽게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물권을 존중하

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인간에게

도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식품축산업에서 

동물복지는 식품안전과도 직결되며, 기업의 위

험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과정에서 동물복

지가 주요한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고, 어떤 기

업이 동물권 보호에 앞장서는지 알려주는 정보

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면서 화장품, 패션 분야

의 비건 추세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핵

심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동물실험윤리 또한 

국제적이고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흐름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시

행될 수 있도록 규제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고, 제약과 바이오산업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들은 앞으로 동물을 이용

하는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동물

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동

물복지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

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기업들이 동

물권을 존중하는 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한

계점 역시 존재한다. 첫째로는 동물권 개념이

나 범위와 관련된 여러 논쟁에 대한 국제적, 사

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동물

권에 초점을 맞춘 국제적인 기준과 평가 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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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시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동물권이 존중되는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생태

계와 산업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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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제적 IT기업 IBM에 따르면 현재 하루마다 

누적되는 데이터는 2.5조 바이트에 달하며, 이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Andrea 

Gerlin, 2018). 세계의 모든 데이터 중 90%는 

지난 2년 내에 만들어졌다 하니 그야말로 빅데

이터의 시대라 할 수 있다. 70년 전 조지 오웰

은 소설 ‘1984’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텔레스크린’을 통해 감시되

는 디스토피아 사회를 예견하였다. 실제로 오늘

날 우리는 일상의 대부분이 흔적으로 남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거리의 CCTV, 카드 사용기록, 

병원 진단기록 등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어딘가

에 데이터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 시대

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삶은 불행한가?

 재미있는 사실은 데이터는 가치중립적이라

는 점이다. 데이터 자체는 정보를 담은 덩어리

일 뿐, 그 데이터를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가치

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소비

에 관한 데이터는 1차원적으로 소비양상에 대

한 정보만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건강 데이터와 

연계될 경우 소비수준에 따른, 혹은 소비양상에 

따른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알려줄 수도 있다. 

이처럼 데이터는 인간에게 무한한 정보들을 제

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경제, 외교,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서 귀중한 자원으

로 활용된다.

 과거의 혁신은 빅데이터의 등장이었다면, 앞

으로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

하는 가이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데이터가 공

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소비데이

터는 대부분 카드사에서 보유하고 있고,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은 병원이나 약국, 보험사에서 보

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23기 서명윤

23기 이영송

24기 김대환

[CSR 동향분석]

데이터와 지속가능성(Data and Sustainability)
- Data Philanthropy와 Block Chain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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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각 분야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 등을 

이유로 데이터는 각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이미 누

군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새로운 예산을 투

입해 확보하는 것은 다른 곳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조사로 인해 복지 관련 정책의 변화가 

더뎌지고 더 나아가 사회의 발전이 느리게 진행

되는 것은 반갑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데이터 이슈로 주목 받고 있는 ‘데이터 필란트

로피’와 ‘블록체인’의 현황과 이를 포괄하는 지

속가능한 사회 속 데이터의 역할을 살펴본다. 

더 나아가 서로 다른 두 개념이 “만약 데이터가 

공유된다면?”이라는 주제의식 아래 어떤 형태

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데이터 필란트로피
    (Data Philanthropy)

2.1. 데이터 필란트로피의 개념

 앞서 언급했듯이 정보화의 흐름에 따라 사람

들의 모든 일상이 정보시스템 상의 흔적으로 남

게 되면서 데이터가 갖는 중요성은 이미 오래 전

부터 논의되어 왔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 사람들

의 복지를 책임지는 NGO와 정부에게도 해당되

는 것으로, 현재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만들어내

는 성과, 향후 대응해야 할 위기를 파악하는 수

단으로서 실시간 데이터의 분석이 강조되고 있

다. 이때 현재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주체는 바로 기업으로, 21세기의 기업은 고객의 

구매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

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데이터들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혹은 개인정보의 보안과 관

련된 각종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의 방화벽 

내부에서 고객의 구매패턴과 시장동향의 분석 

같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Robert Kirkpatrick, 2011.9.16).

 데이터 필란트로피(Data Philanthropy)는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한 데이터가 존재함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

해 등장한 개념으로 “민간 기업이 자사의 데이

터를 사회적 편익을 위해 공유하는 협력 형태”

(UNGP, 2011)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추가 데이

터를 확보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

는 공공 조직과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에 기여한다. 해당 데이터는 공해와 기후변

화, 경제위기, 재난, 교통의 최적화 등 다양한 영

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미 여러 기업이 데이터 필란트로피에 참

여하고 있는데, 케냐의 모바일 서비스기업 

‘Safariecom’은 하버드 대학교와 함께 자사 고

객의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케냐 내

부의 말라리아 확산 경로를 추적한 바 있다. 또

한 UN의 빅데이터 관련 이니셔티브 UNGP는 

2014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에서 데이터 필란트로피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Data for Climate 

Action’캠페인을 시작하였다. 해당 캠페인에는 

프랑스 이동통신사 ‘Orange’와 미국의 위성기

업 ‘Planet Labs’, ‘MS’ 등이 참여해 각각 휴대

전화의 사용 패턴과 주요 지역의 위성사진, 이를 

분석할 컴퓨터 기반시설의 제공에 합의하였다. 

2.2. 데이터 필란트로피의 유형

 데이터 필란트로피는 공유되는 데이터를 제

공하는 기업의 수와 데이터의 공개수준, 공유 형

태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 아

래에는 UNGP가 2013년 제시한 기준(Andreas 

Pawelke&Anoush Rima Tatevossian, 2013)

과 2018년 공개된 Urban Institute의 연구보고

서에 제시된 기준(Brice Mckeever 외, 2018)을 

통해 데이터 공유의 구체적인 유형을 확인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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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기준은 모두 기업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수

준과 범위에 초점을 맞춰 데이터 필란트로피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필란트로피

의 과제에서도 언급될 주제이자 데이터 공유에 

있어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기

업의 데이터가 개인정보와 기업의 활동내역 같

은 민감한 내용을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따라서 기업은 데이터 자체가 갖는 성격과 

해당 데이터가 활용될 영역에 따라 공유될 데이

터의 수준과 범위, 데이터를 분석할 인원을 다

르게 설정한다. 이와 관련해 UNGP의 경우 데

이터가 어떻게 공유 및 분석되는지에 초점을 맞

추었다면 Urban Institute는 데이터의 접근성 

수준에 따라 데이터 공유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고 볼 수 있다.

 먼저 기업은 데이터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

을 경우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분석하거나 그 결

과, 혹은 핵심 지표만을 제공한다. 데이터의 민

감도가 그보다 낮을 경우 외부연구자의 분석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상황에 따라 기업의 방화

벽 내부에서만 이루어진다. 이 밖에 데이터의 

공개 수준과 형태를 결정할 때는 공유에 투입되

는 비용, 소비자가 해당 데이터를 해석할 때 발

생하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과 더불어 여러 기

업이 데이터를 공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책

임 소재의 문제까지 고려된다(Brice McKeever 

외, 2018).

2.3. 기업과 데이터 필란트로피

 데이터 필란트로피에서 기업은 데이터를 제

공함으로써 기존에는 해결될 수 없었던 사회문

제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

로 인식된다. 또한 CSR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데이터 공유는 단순히 기업의 사회공헌도를 높

이는 활동을 넘어 기업의 핵심자산과 역량을 활

용하는 CSR로서 의미를 갖는다. 현실의 여러 

기업들은 각자의 사업영역과 관련도가 떨어지

는 기부 및 자선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

으면서도 기업의 역량을 활용하는 CSR사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때 데이터 필

란트로피는 기업이 사업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

로 각자의 활동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CSR과 기업의 사업방향을 일치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데이터 필란트로피는 CSR을 넘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새로운 혁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빠른 정보화의 이점과 별개로 

세계가 다양한 채널로 연결되면서 기업이 관리

해야 하는 리스크의 영역은 더 넓어졌다. 그럼

에도 개별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

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기업들은 지구 어

딘가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경제위기, 대기근

과 같은 사건의 영향력이 수많은 채널을 통해 

전달된 위기를 어떠한 준비도 없이 직면해야 하

표 1. 데이터 필란트로피의 유형

UN Global Pulse Urban Institute

1. 기업들이 축적된 데이터를 비공개계약

    (Non-disclosure agreements: NDA) 아래 공유

2. 연구자들이 비공개계약 아래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기업 내부네트워크에서 분석

3. Real-Time Data Commons

    : 동종 기업들이 데이터를 외부와 공유

4. Public/Private Alerting Networks

    : 기업들이 각자의 방화벽 내부에서 데이터를

      추출·분석한 후 관련 지표들만을 공유

1. 기업이 데이터 추출 후 관련된 참고사항 공개

2.  외부 연구자가 기업의 내부네트워크에서 데이터 분석

    후 그 결과를 공개

3. 기업이 다른 기업들과 함께 데이터를 축적·공유

4. 기업이 데이터를 외부 연구자와 공유

5. 기업이 (익명)데이터와 샘플, 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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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때 데이터 필란트로피는 

빈곤과 경기침체 같은 근본적인 사회문제의 발

생을 억제하거나 그 발생가능성을 미리 예측하

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

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 밖에도 데이터 필란트로피는 기업에

게 시장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거나 잠재

적 고객을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Mastercard’는 사회적 편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Mastercard 

Center for Inclusive Growth’를 통해 사회

에 기여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한다. 그 활동의 일환인 

‘Neighborhood Crime and Local Business’

이니셔티브의 경우 특정 지역의 절도범죄가 급

증하면 주점과 나이트클럽을 비롯한 각 지역 

Mastercard 가맹점의 폐업률 또한 급격하게 높

아진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Mastercard는 이

를 바탕으로 카드 산업과 공공 정책이 절도범

죄의 억제와 가맹점 유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

치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현 고객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자 한다(Randy 

Bean, 2017.8.7).

2.4. 데이터 필란트로피의 향후 과제

 이처럼 데이터 필란트로피가 많은 의의를 가

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데이터 

공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

련해 개인정보의 보안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 가

능성, 데이터의 해석과 공유에 투입되는 비용 

문제는 데이터 필란트로피의 정착을 위해 해결

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데이터의 공유로 인해 개인정보의 보안

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데이터 필란트

로피의 과제로 가장 먼저 제시되는 이슈다. 특

히 개인정보문제가 인권의 영역에서 다뤄지게 

되고, 따라서 소비자정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는 흐름을 고려할 때 해당 문제는 특히 

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빅데이터

는 익명으로 제시되어도 특정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내역을 역추적할 경우 익명의 서비스 이용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다. 이로 인해 단순한 비공개계약을 넘어 개인 

이용자를 식별해낼 수 있는 정보를 완전히 제거

하거나, 일정한 보안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데

이터 수준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UNGP, 2013). 이어 특정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더라도 데

이터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들이 기업

의 데이터 공유에 동의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

다.  

 이 밖에 기업이 확보한 데이터로부터 소비

자의 구매패턴과 같은 유의미한 정보를 확인

하는 것은 현시대의 필수적인 역량인 만큼 자

사 데이터의 공유 및 공개는 기업경쟁력의 문제

와 직결되어 기업들에게서는 데이터 공유 자체

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UNGP의 

데이터 필란트로피 유형 중 하나인 Real-Time 

Commons처럼 보험, 파워플랜트 등과 같은 동

종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각자의 데이터를 축적

하고 공유하는 형태는 특정 기업이 타사의 데이

터를 통해 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럼에도 각 기업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

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데이터 필란트로피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이 데이터를 공개해도 이를 활용하는 공공 

조직이 데이터 해석 능력이나 관련 설비를 갖

추고 있지 않을 경우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존을 위

해 데이터 확보와 해석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춰

야 하는 기업과 달리 정부와 NGO 등의 공공 조

직에서는 아직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따라

서 데이터 필란트로피를 통해 사회적 편익이라

는 효과는 증대될 수 있어도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경우 그 효율성은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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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데이터 필

란트로피에 동참하는 기업은 데이터 해석을 위

한 개발자나 컴퓨터 설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위에 언급한 UNGP의 캠페인에서는 MS가 컴

퓨터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Orange의 통신기록

과 Planet Labs의 사진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

하고 있다. Mastercard도 프로젝트 진행 과정

에서 자사의 데이터 분석인력을 집중적으로 투

입하고 있다(Randy Bean, 2017.8.7). 그러나 

이는 기업에게 정보보안이라는 리스크와 함께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

적 조직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다면 데이터 필란트로피

의 정착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공유에 앞서 정부, NGO의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는데, 비영리 조

직 구성원에게 데이터 분석트레이닝을 제공하

는 캐나다의 데이터 마케팅 기업 ‘Aimia’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Boston College, 2017).

3. 블록체인(Block-Chain)

3.1. 블록체인의 개념과 특징

 2018년 12월 7일 비트코인의 가격이 1년 3

개월만에 4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며 한반도를 

과열시켰던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성 관심은 그 

열기가 식은 것으로 보인다(이지성, 2018.12).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블록체인은 

분산된 네트워크에 ‘블록’으로 표현되는 데이터 

묶음을 연쇄적으로(‘체인’ 형태로) 저장하는 기

술이다. 모든 ‘블록’은 암호함수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 기술로는 사용된 암호

함수의 역산이 불가능하여 해킹하는 것이 어렵

다.(팬임팩트 코리아, 2018)

 블록체인과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의 

핵심적인 차이는 공인된 제3자의 역할을 하는 

중앙 서버나 개인 컴퓨터에 데이터를 기록하여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이를 기록 

및 저장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각 네트

워크에 참여하는 블록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

유 암호값의 영향을 받도록 설계되어 하나의 블

록에서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또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개인들은 블록에 기록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공인된 은행의 중

그림 1. 블록체인의 기본 형태(L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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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없이 곧바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한국전력

공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발전한 전력을 다른 

개인과 거래할 수 있게 되는 방식 등이 블록체

인을 통해 가능해진다. 다만, 블록체인이 활성

화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참여자가 필요하며, 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 화폐 거래소의 역할

을 하는 공간에서 코인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지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를 채굴자Miner

라고 표현하며 실질적으로 이들이 하는 역할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검증하는 것이

다. 이들의 참여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은 현재

까지도 개발 중에 있다.)

 이런 블록체인의 ‘분산화’ 속성은 여러 특징

을 뚜렷하게 가지며 본고에서는 지속가능한 경

영(CSR)과 관련된 특징으로 ‘투명성’,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거래비용 감소)’의 4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강승준, 2018). 네트워크 참여

자에 한해서는 거래에 대한 조회가 언제나 가능

하기에 ‘투명’하고, 네트워크에 소속된 모든 블

록 사이에 암호화가 공유되어 데이터의 수정이 

어려워 ‘신뢰’할만하다. 또한 제3자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감소해 ‘경제적’이며 

해킹을 위해서 개별 블록이 아닌 전체 네트워크

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돼 ‘안전’

하다. 아래 그림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친구

의 코인’ 블록에서 정보를 변경할 시, ‘내 코인’ 

및 ‘판매자가 받은 코인’의 블록에 해당 기록이 

연계되어 있어 이런 경우의 수를 예상하여 네트

워크 전체 기록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다.

그림 2. 블록체인 디지털 통화의 기본 개념(Organic Media Lab, 2014 재인용)

3.2. 블록체인과 지속가능경영

 앞서 제시한 ‘투명성’, ‘신뢰성’, ‘경제성’과 

‘안전성’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 

수준 및 기대를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하며, 동

시에 기업에게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고려한 경

영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보

편적으로 기업의 CSR에 대한 예산집행은 ‘원

가’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여

기서 원가의 의미는 자산으로서 활용되는 지출

의 개념으로 단순히 지출로 끝나는 비용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이며, 기업에서 데이터 가치를 긍

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표현한 것이다. 조금 

더 쉽게는 지출한 비용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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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이를 ‘원가’로 단순히 소비하게 된다면 

‘비용’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CSR의 성과와 내용을 관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

는다는 것이다. 관리 지표가 부재하면 투입된 활

동 및 예산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데이터를 획

득할 수 없고 효율적인 자원활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는 전체 분량 중 정성적인 서술이 차지하는 비중

이 절반 이상이다. 환경 지표는 비교적 우수하

게 관리되고 있지만 다른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

다. 예컨대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국제 표준 격인 

UNGC, ISO, GRI 등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비자, 지역사회, 공정운영, 지배구조, 노

동, 인권 등이 환경 이외의 지속성과 관련된 분

야이다. 해당 영역에서는 보고서가 대체로 “우

리는 실사를 수행했고, 인증을 받았으며 노력하

고 개선하고 있다.” 혹은 “사건, 사고 및 리스크

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도만 언급되며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통해 기업의 이

해관계자 네트워크에 다른 주체들이 직접 참여

하게 된다면 이는 관리 가능한 데이터로서 가치

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

운영의 경우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과정이 투명

하게 남게 되어 그 결과 보고상의 지표에 감춰진 

부분들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근거는 기부 및 사회공헌에 대한 예

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적인 

저성장 기조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잠재력이 줄

어들며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다. 하

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적 금액의 감소

를 넘어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중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활용되는 예산에 대한 효

과 검증이 되지 않는 정부의 정책이나 재단, 

NGO 등의 비영리섹터에서 발생하는 것과 동일

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SPC프로그

램(SK에서 진행하는 사회성과 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 SPC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의 사회문제해결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보상하는 프로젝트)(사회적가치연구원, 2018) 

도입 등 CSR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성과를 검

증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하

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명시하기까지 

투입되는 비용은 상당한 수준이다. 블록체인은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의 기록과 수집에 대한 비

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CSR에 편성되는 예

산에 대한 효과가 검증된다면 이 데이터는 향후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전략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3.3. 블록체인을 도입한 지속가능경영 사례

 블록체인을 활용해 CSR의 성과와 내용을 관

리하는 영역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기업으로

그림 3. 2017년 기부금 감소와 영업이익 증감률

(CEO 스코어 데일리, 201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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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코카콜라와 월마트가 있다. 두 기업 모두 공

급망(Supply Chain)의 관리에 대해 블록체인

의 ‘분산원장’ 개념을 적용하여 투명성과 신뢰

성을 주요 특징으로 삼아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워크프리재단(WWF)의 

‘2017 세계 현대판 노예추정보고서’에 따르면 

약 2,500만명의 사람들이 강제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47%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보고된다. 코카콜라의 경우 이에 대응하여 기업

의 노동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의 계약 내용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하고

자 한다. 이는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에 대한 연

구데이터로도 사용되며 미국 국무부에서도 데

이터 베이스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를 통

해 노동행태에 대한 유의미한 데이터 지표가 개

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개별 기업으로서 리스크

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로 인식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구체적인 예

시로는 주 52시간법을 제시할 수 있다. 정책이 

시행되며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이 비콘 혹은 태

깅 시스템을 통해 관리 대상의 데이터로 기능하

게 되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함과 동

시에 기업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였고, 이와 마

찬가지로 블록체인의 경제성과 높은 신뢰성은 

노동리스크의 데이터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윤성민, 2018).

 월마트의 경우 수백 개가 넘는 식품유통 과정

에서 소비자와 관련된 식품의 안전성에 이를 적

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유통과정 중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상품

데이터를 개별 분산된 원장(블록)에 업로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월마트는 2018년 초기 망

고 및 돼지고기 공급업체 10개와 25개 식품에 

대해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매장에서 농장까

지 추적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 7일에서 2.2초

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단순 시간뿐만 아니라 

관리 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비용 역시 감소했

을 것이며 이를 통해 유통전략을 기획하는 데에

도 블록체인이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Lucas 

Mearian, 2018).

 기부 및 사회공헌에서 블록체인의 영향을 실

증하는 곳은 KT이다. KT에서는 ‘기브스퀘어’

라는 기부 포털을 운영하며, 블록체인을 활용

해 기부된 포인트의 사용을 추적하는 데이터를 

관리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더해 블록체인

이 가지는 경제성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감소하

며 낮은 금액의 기부금도 적재적소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기부금이 집행되는 시간

을 줄이는 이점도 갖는다는 설명이 제시되고 있

다. ‘기부’ 혹은 ‘공헌 예산’의 투입 대비 효과를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다면 한정된 공헌 예산이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극

대화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황지규, 2018).

3.4. 전망과 한계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정

량적으로 표현하는 DJSI라는 지표가 있다. 

DJSI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

표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표이다. 하

지만 아이러니하게도 DJSI에서 높은 점수를 받

았던 굴지의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은 ‘디젤 게

이트’사건을 겪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조차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데이

터 개념으로 접근하여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현

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은 이런 

CSR의 생태계 상황에서 분산화 된 데이터를 통

해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탁월한 장점들에도 불구

하고 상용화 단계까지 해결해야 하는 지점들이 

남아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블록체인 서버

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유

지하는 채굴자에 대한 ‘토큰 이코노미’가 활성

화되어 암호 화폐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많은 구성원들이 블록체인에 대

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토큰의 실용성과 유동성

이 부족하다. 이 체계의 건전성이 높아져야 블



Winter 2019 vol.31    61

록체인 또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으며 기업이 

이를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 부분 감소

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정보의 양이 방대

해지는 경우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오히

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카카오 그라운드X 

한재선 대표는 이처럼 블록체인과 중앙 통제방

식의 데이터 시스템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어 

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고,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

해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윤형

중, 2018).

 그러나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더리움에서는 네트워크 유지

를 위한 새로운 보상 방식을 개발하고 있고, 샤

딩(Shading)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높은 데이터 

처리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라운드X에서

는 블록체인의 사용자 경험을 증대시키기 위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역량을 활용할 예

정이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은 기업의 CSR측

면 이외의 영역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유엔식량

계획(WFP)에서는 Building Blocks라는 시스

템을 이용해 시리아 난민 지원에 블록체인을 활

용해 빈곤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은 

자가 발전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블록체인 시스

템을 활용해 개인간 전력거래를 장려하며 전력 

과부하등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한다. 금감원

에서는 비상장 주식의 거래에 대해 높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공간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기

관 등 많은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데이

터를 통해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혁신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더 주목 받을 것으

로 기대된다.    

 

4. 결론

 데이터 필란트로피와 블록체인 개념은 그 동

안 한 조직의 자산으로만 인식되었던 데이터를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유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데이터가 공유됨으로써 데이터를 수집하

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절감되며, 데이터

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데이터 활용의 핵심 주체인 기업은 이

를 통해 사회공헌을 실행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

미지 브랜딩과 정부, NGO와의 네트워크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남아있다. 주체 별로 살펴보면 공

공조직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공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문제를 제도적 측면에서 

정비해야 하며, 데이터 융합 및 활용에 관한 산

업 및 인력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 역시 보유한 데이터를 폐쇄적인 자

산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목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고민하며, 기본

적으로 데이터의 활용 능력을 지금보다 제고해

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마이 데이터’라는 주제로 데이

터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데이터 필

란트로피의 개념과 유사하게 개인이 자신의 데

이터를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와 공유함으로써 

금융, 통신, 의료, 에너지, 유통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의 데이터가 모여 시

장의 데이터가 되고, 시장의 데이터가 모여 새

로운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면 현재의 데이터

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또한 본고에 이어 제시될 사회성과연계

채권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팬임팩트 코리아’의 

사례는 위에 언급된 블록체인과 지속가능경영

의 사례와 함께 해당 기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보

여준다.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기업

에게 있어 하나의 도전이자 성장을 위한 기회이

다.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

하는 과정에 있어 데이터 필란트로피와 블록체

인은 향후에도 많은 연구 및 시도가 필요한 분

야이다. 또한 앞으로는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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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가가 기업의 핵심 역

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와 데이터

가 모여 만들어내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습과 

이에 대한 기업의 기여형태에 주목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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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팬임팩트코리아와 함께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SIB(사회성과연계

채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운영

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의 곽제훈 대표님은 시

드니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공부하였

고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의 시스템에 스마트 컨

트랙트(Smart Contract) 프로그램을 도입하

여 SIB의 운영 방식에 또 하나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SIB는 무엇이며 블록 체인은 어떻게 이를 

혁신하는 기술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블록체인 

시스템이 기여할 또 하나의 혁신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들어보았다. 

1.  SIB(Social Impact Bond, 사회
성과연계채권)

 SIB란 공공 사업을 민간의 자본과 역량으로 

수행하여 성과를 달성하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이를 보상해주는 성격의 사업을 의미

한다. 다른 말로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고도 

한다. 최초 2010년 영국 피터버러에서 시작되

었으며 재소자들의 높은 재범률을 감소시켜 교

정시설, 범죄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동일 시기에 

영국 전역에서 10% 상승한 재범률이 피터버러 

지역에서만 11%가량 하락하는 탁월한 성과를 

입증하여 영국 내 전국 사업으로 보급되었다.

 SIB는 꽤 다양한 사업의 주체를 포괄하는 구

조를 지니고 있다. 민간투자자 - 운영기관 - 사

업수행기관 - 평가기관 - 정부가 SIB를 함께 수

행하며 각 기관의 역할이 다르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운영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운영기관은 사업의 주제를 선정하

고 SIB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을 검사한 후 정부

에 사업을 제언한다. 운영기관은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정부의 예

산 집행 가능 수준을 경제 산식을 통해 구조화

하고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기관을 공

모 받아 심사를 통해 기관을 선정한다. 예를 들

어 실업률을 10% 낮추는 목표의 사업의 경우, 

운영기관은 해당 복지 사업에 편성된 100억의 

예산을 정부에서 보상하는 계약을 맺고 민간 투

자자들로부터 약 85억을 펀딩한다. 그리고 사

람인, 잡플래닛 등과 같은 직업 소개 및 매칭 기

관으로부터 사업 수행을 공모 받아 수행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맡기는 방식이다.

23기 이영송

[Lecture]

세금으로 보상하고 코인으로 투표하기
- 팬임팩트코리아 곽제훈 대표님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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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다. 이 때 기

존의 복지 사업과 비교하면 어떤 점이 우수하여 

이같이 번거롭고 복잡한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것일까? 첫째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

기되는 도덕적 해이, 즉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로, 정부는 예산을 비

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사

용할 수 있다. SIB는 도입 원칙상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1%의 보상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될 일이 없는 것이다. 셋째로, 사후적으로 

집행되던 복지 사업이 사전적으로 집행되어 예

방적 사업으로 성격이 변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타당성 검사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에 미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회 

문제의 발생에 따른 파급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

여 이를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의 효과를 검증

하는 데 사용된다. 이에 따라 자연히 집행될 예

산의 규모 자체도 줄어든다. 마지막으로는 정부

만 사업결과에 리스크를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의 주체들이 이를 일부 헷지하며 사업의 위

험도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혁신성은 자크 아탈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45개 제안에서 언급된 바 있으며 

골드만 삭스의 부사장 Andrea Philips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얻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여당

과 야당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오바마 정부 때 

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정부 때 상원을 통과하

며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사회에 받아들

여지기도 하였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서울시에 2011년 SIB를 

제안하였고 이후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제 1호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SIB가 국내에는 

익숙한 개념이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

는 데 걸린 시간이 꽤 길었던 것이다. 초기에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였고 2013년 구체적

으로 검토되기 시작해 2014년 서울시에서는 조

례를 제정하였고 당해 시행되게 되었다. 사업의 

주제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루

며 수행 기관으로는 ‘대교’(학습지 눈높이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업)가 평가기관으로는 ‘성균관

대학교’가 선정 되었다. 웩슬러 점수 71~84점 

사이의 지능을 경계선 지능이라고 정의하는데 

그림 1. 서울시 제1호 SIB사업의 운영구조, 팬임팩트코리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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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역 지능의 대상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수급자의 

편입 비율이 15배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학생 

수의 13%인 80만명에 해당하여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간접 비용의 

지출도 막대하다. 웩슬러 아동지능검사와 함께 

사회성 지표를 보조로 하여 사업의 성과를 평

가하며 3년의 기간을 두고 성공과 실패를 판정

한다.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를 도식화 

하면 상기 표와 같다. 

 이런 혁신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SIB는 치

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 데 그것은 채권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해당 계약의 권리를 거래하

기 어려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고 리스크 역

시 분산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질

적으로 이와 같은 성격 때문에 이를 단순히 계

약의 형태로만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

나 팬임팩트코리아에서는 이에 블록체인을 접

목하여 풀어보는 시도를 하고 있다. 

2. 스마트 컨트랙트가 적용된 블록체인

 팬임팩트코리아는 기술의 사회과학적 적용을 

추구하며 사회적 임팩트와 블록체인을 결합시

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강연에 의하면 블

록체인이란 동일한 데이터를 전세계 네트워크 

시스템에 저장하는 기술이며 이는 이미 존재하

는 비트 토렌트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한다. (비

트 토렌트는 파일, MP3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

이다.) 데이터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하나의 

블록에 함께 저장되며 이 때의 데이터는 나의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 네트워크의 전세계 컴퓨

터에 저장된다. 전세계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데

이터를 동시에 지우지 않는 이상 삭제와 변조가 

불가능하여 안전성과 보안, 투명성 등이 높아 

신뢰할 만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채굴자(Miner)는 블록의 데이터가 올

바른 것인지 검증하고 시스템을 유지하며 이에 

대해 암호 화폐를 수수료로 획득한다. 이 때 암

호 화폐가 거래되는 곳이 거래소인데, 특이하게

도 암호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시

표 1. 서울시 제1호 SIB사업의 사업개요, 팬임팩트코리아 홈페이지

구   분 내    용

수  혜  집  단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 아동 100여 명

경계선 지능: 지능지수 71~84 ‘느린학습자’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일부 경증지적장애 아동 포함

사  회  문  제

경계선지능 아동의 성인 수급자 전환 비율 약 30% (일반 아동 대비 15배)

방치할 경우 지적장애가 되는 경향을 보임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

목             표 대상아동의 지능 및 사회성 향상

성 과 보 상 자 서울특별시

운  영  기  관 팬임팩트코리아

민 간 투 자 자 사단법인 PPL,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USB증권 서울지점

사업 수행기관 대교문화재단 컨소시엄

평  가  기  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사  업  기  간 3년

투  자  개  요
투자금 11.1억원 - 최대 성과 상환금 13.91억원
최대 성과기준 - 대상아동 중 42% 성공
원금 상환기준 - 대상아동 중 33%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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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단순히 거래를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

에 해킹 등에 취약한 편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은 데이터와 CSR에 더 자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블록체인의 특성을 통해 팬임팩트코리

아에서는 SIB에 크게 2가지 특성을 실험하고 

있다. 한 가지는 유동성 및 현금화에 대한 가능

성이며 또 한 가지는 성과 평가에 대한 신뢰성

이다. 먼저 블록체인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투자 계약을 분할해 증권

화 시켜 SIB의 유동성을 높인다. 스마트 컨트

랙트는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

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개념이며, 팬임팩트코리

아의 SIB사업의 경우 증권거래 시스템을 도입

하였다. SIB의 계약이 100억이라고 할 때, 이것

이 천원 단위의 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설

계 되었고 투자자들은 이를 블록체인 시스템 상

에서 거래하거나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팬임팩트코리아는 111만개의 

증권을 발행하였고 (이는 서울시 SIB사업의 민

간 투자금 11.1억원을 천 원 단위로 증권화 한 

경우) 이를 민간 투자자에게 전송하였다. 민간 

투자자들은 전자 지갑의 형태 안에 이를 보관하

며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거래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이 종료되면 보유 단위 당 

투자 수익을 산출하여 현금으로 보상하며 투자

자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계좌 정보와 거래내역, 

주당 수익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혁신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서 SIB를 선도하는 

영국에서 벤치 마킹을 시도하고자 내한하는 등

의 성과를 거두었다. 

 블록체인이 가져다 주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신뢰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를 활

용하여 성과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등의 전략적인 활용이 가능해진

다는 것이다.

 물론 이 형태가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암호 화폐에 대한 민간의 올바

른 인식과 성숙도가 필요할 것이다. 해당 개념

이 무르익기까지 국내외적으로 앞서 있는 두 가

지 영역을 아우르는 팬임팩트코리아의 탁월한 

시도가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블록체인과 정치의 결합

 팬임팩트 코리아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적용

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명명하자면 정치 신뢰 자

본 은행이다. 선거 당선자의 주요 공약을 블록

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하여 당선자 별로 ‘크레

드(Cred)’를 5천만 개(대한민국의 인구 수 혹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수 등으로 코인 개수는 

조정할 수 있다.)를 발행한다. 박원순 서울 시장  

- 코인 5천만 개와 같은 식이다. 공약이 이행되

는 정도에 따라 코인으로 평가하여 코인을 소각

하며 남은 코인이 정치인의 신뢰 자본으로 평가 

받게 되는 구조이다. 

 코인은 거래 가치는 없지만 신뢰의 단위로 사

용되며 평가가 누적될수록 정치 신뢰 자본으로

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평가자들은 공약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공약별로 점수를 기입한다. 

이때 평가자들의 평균 점수가 산출되어 공약 별

로 당선자에게는 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지게 된

다. 이는 정치에 대한 신뢰 문제가 가지는 사회

적인 비용을 상당수 해결해 줄 가능성이 높으며 

시민으로서 정치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팬임팩트코리아에서는 경계를 허무는 시도들

을 하고 있었다. 기술과 사회과학의 경계를 허

물고, 민간과 정부의 경계를 허물었다. 복지와 

투자의 개념을 혼합하였고 다양한 사업 주체들

의 역량을 한 곳에 집중시켰다. 공약을 거래 형

태로 풀어내었고 추상적인 가치를 정량적으로 

풀어내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으로

서 CSR이 추구하는 재무적인 가치와 비재무적

인 가치의 지속가능한 구조도 이런 하이브리드 

형 가치를 기반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 기대

되는 강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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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크레인 사고 중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삼

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는, 삼성중공업에게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악명을 붙여 

주었다.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

경상을 입었으며, 피해 노동자는 전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2018년의 산업재해 사망 기록을 

살펴보면, 사망자 수로 삼성중공업의 뒤를 따른 

기업은 현대엔지니어링(5명), GS건설(5명), 대

림산업(5명), STX조선해양(4명), 현대산업개발

(4명), 케이알산업(4명), 대림종합건설(4명) 등

으로 모두 중공업 산업에 속해 있다. 특히 사망

자들의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 소속이라는 사실

은 중공업 산업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

를 말해준다. 특히나 다른 산업군에 비해 노동 

강도가 강할 뿐 아니라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 소속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아 산업재해 발생 

시 권리를 보호받기가 어렵다.

 중공업은 이처럼 노동 인권 이슈로 사회

적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환경 분야에서

도 우려의 목소리가 항상 존재하는 산업이다. 

2007년 12월, 태안 기름유출사고라는 이름으

로 더 잘 알려진,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선

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충돌사고는 최

악의 기름 유출사고로 태안 일대 해안과 100여

개가 넘는 도서지역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사

건으로 꼽힌다. 검찰은 환경오염 피해액만 사고 

후 10년간 매년 1조 3천억원으로 추산했다. 10

조원이 넘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오염의 

위험을 늘 갖고 있는 산업이 바로 중공업인 것

이다. 또한 중공업의 거대한 시설은 대규모 에

너지를 소비하고 온실가스 및 이산화탄소를 과

하게 생산한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즉 중공

업은 환경 오염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산업이다.

 수많은 산업군 중에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산업인 중공업을 CSR의 측면에서 

반드시 다루어 보아야 하며, 노동인권, 지역사

회, 환경 등 다각도의 방면에서 비판하고 개선 

대책을 고안하여야 한다. 한때 대한민국의 경제

적 성장을 견인하며 급속도로 발전해 온 만큼 

기업의 과거를 돌아보고,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 아젠다를 만들어 가야 한다.

23기 강지수

23기 이소윤

23기 채수정

24기 백민석

24기 오승현

[안전환경 Report]

중공업 분야의 안전 및 환경규제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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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공업의 개념과 산업군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군 중 하나인 중공업

은 ‘경공업과 달리 부피에 비하여 무게가 무거

운 물건을 만드는 공업’이다. 주요 산업군으로

는 반제품이나 원자재를 생산하는 1차금속제조

업, 이를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금속제품제조업

이 있다. 현대에는 생산성을 이유로 이 둘을 동

시에 다루는 기업들이 많다. 기계공업은 금속공

업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으며, 산업기계공

업 및 전자기계공업, 건설기계공업, 수송기계공

업 등이 있다. 따라서 중장비,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철도, 미사일, 로켓 등을 제조하는 기업은 

모두 중공업에 속하게 된다. 화학공업에는 유기

화학공업 및 무기화학공업이 속하며, 오늘날에

는 보통 정유화학산업이 대부분이다. 넓은 범위

에서는 공장, 댐, 초고층빌딩 등 대형 건축물을 

시공하는 산업 그리고 광업도 중공업에 포함시

킬 수 있다. 

 해당 산업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언뜻 보

아도 알 수 있듯이, 중공업은 대규모의 설비가 

필요한 산업이다. 소규모의 생산설비로 충분히 

생산이 가능한 경공업과는 달리 중공업은 어마

어마한 투자가 필요하며, 물리적인 규모도 굉장

히 크다. 한국의 대표적인 중공업인 포스코, 현

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K이노

베이션 등도 곳곳에 대규모 생산설비를 두고 있

으며, 이러한 설비투자는 그 지역사회에 큰 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행보에 따라 

지역경제의 흥망이 결정될 만큼 그 영향력이 크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공업은 원재료를 가공

하고 다시 완성품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환경

적인 이슈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최근 들어 

발전하고 있는 화학산업의 경우에는 유해물질 

처리에 책임이 있으며, 대규모 철강산업,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로 산업 자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강도가 

높고 생산직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 인

권 이슈에서도 빠질 수 없다. 중공업에 속해있

는 기업들은 산업군의 특성상 사회적 책임을 준

수해야 할 의무가 막중하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존재하는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 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력을 기업 입장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

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산업인 것이다. 

3. 중공업 분야에 대한 안전/환경 규제

3.1. 국내 안전 규제

 근래에 일어난 일련의 사고들로 인해 건설기

계의 안전성과 노동자들의 위험한 근무 환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래에서

는 그와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규제가 생겼는지 

혹은 규제와 관련하여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건설기계와 관련한 규제부터 살펴보면,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될 「건설기계관리

법」이 있다. 개정안은 2018년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한 기사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이에 격렬히 반

발하고 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과잉규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근거

를 제시하며 이번 법제화가 잘못되었음을 비판

하고 있는데, 첫번째로는 국내의 타워크레인 사

고 중에서 장비 노후화로 인한 건수는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장비의 노후화보다는 운용 상의 

실수나 잘못된 부품 결합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주요 변화

-  타워크레인 연식 20년으로 제한

 (정밀진단통과할 시 3년 단위로 연장 사용 가능)

-  국토부 산하에 건설기계 검사기관을 평가하는 

위원회 설치

-  타워크레인 부품 제작 혹은 수입 시 국토부장관 

인증 의무화

-  건설기계 조종사 대상 안전교육 신설 및 정기적 

적성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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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건설현장 타워크

레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무의미하다는 비

판이다. 일례로 삼성중공업 사고 현장에 있었던 

타워크레인은 이번 개정안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이 아닌 조선소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었기 때문이다. 안전한 타

워크레인의 사용을 위한 규제라면 대상을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타워크레인에만 국한시킬 필

요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세번째는 

높은 정밀진단 비용이다. 정밀진단 비용이 타워

크레인 임대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정밀진단을 받을 유인이 낮다는 것

이다. 규제가 생기면 저렴한 임대 타워크레인의 

사용이 늘어날 것인데, 저렴한 타워크레인의 경

우 안전율 미달에 해당하는 장비가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 결

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투데이, 

2018.9.3).

 노동환경의 안전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법제

적 변화가 있었다. 주 타겟은 복잡한 하청 구조

였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사에 따르

면 9대 조선업체의 기능직 하청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 7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 대부분이 하청

업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청 구

조가 복잡해지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질 주체가 불분명해진다.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는 중공업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

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삼성중공업 사고 이

후 꾸려진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위원회’는 조선

업계의 다단계 하청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

년 11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

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

하고자 했다. 6개월 정도의 조사기간을 거친 후 

2018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조사위는 다단

계 재하도급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제한적으

로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던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에서 컨베이어 벨트 점검을 하던 하청업체 직

원 김용균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발전

소의 경우 정규직은 안전 문제로 인해 2인 1조

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청업체 직원들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

던 것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

건법」 전부개정법률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

를 통과했고, 2019년 1월 공포되었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노동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

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에 대해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도

급과 관련해서 현행법상에서는 도급 작업과 수

은, 납, 카드뮴 등의 제련 및 주입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이 가능

했으나, 이제는 해당 작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도급이 금지된다. 그리고 도급인인 원청 사업주

는 원래 사업장 내 22개의 위험장소에 대해서

만 안전과 보건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으

나, 앞으로는 원청 사업주가 관리하는 장소라면 

어디든 원청 사업주가 안전과 보건을 책임질 의

무를 갖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원청이 안전 및 

보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현행법상으

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을 부과했다면 개정안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

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

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20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노동 안전 관련 변화

-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의 작업중지 

권을 명확히 규정

-  도금 작업 등 유해성 및 위험성이 있는 작업의 

도급 원칙적 금지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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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될 예정이다.

 경영계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발의될 때부터 

공포될 때까지 ‘과잉규제’, ‘정부가 안전을 기업

에 떠넘기는 것’, ‘사업주에 책임 전가’ 등의 논

리로 반대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안

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정

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

한 조항에 대해서는 기업이 가진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사라며 비판하였다.

3.2 국제 환경 가이드라인

 중공업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패러다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산업 중 하나다. 국내 법안들도 중공업 분

야에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

라, 전세계적으로도 관련 국제기구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공업의 대표 산업 중 하

나인 조선업계에서는 높아진 환경 보호 요구에 

대응하고 강화된 국제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

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산

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국내 규제들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글

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하는 책임과 의무 또한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선박의 안전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대한 국

제 협력을 추진하는 UN 산하의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2020년부터 운항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을 

현행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할 계획

을 밝혔다. 선박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는 크게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

(CO2)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규제 변화

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 또한 더 엄격하게 규

제된다. 배출 기준량은 선박 건조 시점을 기준

으로 적용되며, 2011년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

은 더욱 엄격한 규정에 맞추어야 한다. 즉 국제

적으로도 더 친환경적인 선박을 건조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에 대한 조선업계의 대응은 친환

경 선박으로의 전환이다. 규제 강화에 따라서 조

선업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연료 자체

를 저황 고급연료를 사용하거나, 선박에 스크러

버(Scrubber)라는 탈황장치를 설치하거나 혹은 

선박 연료 자체를 LNG로 전환하는 것 등이 있

다. 그러나 저황유 고급연료의 경우에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타격이 크고, 스크러버는 그 크기가 

3층짜리 건물에 육박하여 선박에 설치할 경우에

는 공간 활용도가 크게 저하된다. 결국 LNG 추

진선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박 가격이 15~20% 정

도 비싸지만 황산화물의 99% 제거가 가능하고 

고급연료 사용보다 장기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저렴하다. 즉 비용 측면에서도, 환경 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LNG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

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IMO가 설정한 온실가스 목표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4년에 비해 30% 

수준으로 저감하라는 것이므로, 황 함유량 뿐 

아니라 전반적인 선반의 친환경화가 가속화되

어야 조선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여기에 더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결정으로 내년에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

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친환경 선박 보유 여

부가 더욱 선주사들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선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은 빠르게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있다. 규

제 강화는 기존 중고 선박의 사용이 아닌 새로

운 조선의 수요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이에 선제

적으로 대응하여 LNG 선박을 개발한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우위를 점하게 된다. 새

로운 수요를 끌어오기 위해서 친환경 선박을 개

발하게 되면, 결국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적절한 규제의 강화

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될 뿐 

아니라 이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기업들

의 성과를 높여 줄 가능성이 크다. 즉 법제화 및 

규제의 강화가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러한 법안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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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공하고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선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4.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지속가능
경영 분석

4.1.  삼성중공업의 안전 및 환경 관련 지속

가능경영 현황

4.1.1. 삼성중공업의 지속가능경영 이슈 

 삼성중공업은 자사의 2017 지속가능경영보

고서 내에,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한 25개의 

이슈를 기재하고 있다. 그 예시는 ‘고객만족 강

화, 지배구조 건전성, 윤리경영 강화, 제품 및 

서비스 책임성 강화, 시장 지배력 강화, 임직

원 다양성/인권 존중, 준법경영 실천, 환경경

영 고도화, 글로벌 CSR 이슈 대응’(삼성중공업, 

2017) 등이다. 해당 이슈들을 비즈니스 영향도

와 사회적 관심도를 기준으로 High Material, 

Medium Material, Low Material로 구분

해 매트릭스를 구성하는데, 해당 매트릭스에서 

High Material에 속하는 중요 토픽은 ‘①안전

한 작업장 조성, ②고객만족 강화, ③시장 지배

력 강화, ④제품 및 서비스 책임성 강화, ⑤혁신

활동 추진, ⑥준법경영 실천, ⑦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총 7가지이다. 

 중요 토픽의 우선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는 

안전한 작업장 조성으로부터 7순위인 협력회사

와의 동반성장까지의 순서이며, 작업장의 안전

을 가장 중요한 토픽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크레인 사고 이후 중공업 

분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

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환경경영 고도

화와 환경 보호 및 보존은 중요 토픽으로 선정

되지 않았다. 환경경영 고도화는 중대성 평가에

서 8순위를 차지하며, Medium Material에 속

한다. 환경경영 고도화가 안전한 작업장 조성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지니지만 

비즈니스 영향도가 낮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

다. 환경 보호 및 보존은 중대성 평가에서 사회

적 관심도와 비즈니스 영향도가 낮은 것으로 규

정되고 있으며, Low Material에 포함되는 하나

의 요소이다.

4.1.2.  삼성중공업의 안전이슈 및 환경이슈에 

대한 대응

 삼성중공업은 안전한 작업장 조성을 가장 중

요한 지속가능경영 토픽으로 규정하는 만큼, 

‘안전이 경영의 제1 원칙이다’를 안전경영 추진

방침으로 설정했다. 이는 크레인 사고 이후 안

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안전 로드

맵을 수립하려는 추세에 대응하는 것이다. 삼성

중공업의 안전경영 추진체계는 크게 안전경영 

인증, 안전경영 활동, 협력회사 안전관리로 구

성되고, 전 구성원의 참여와 실행력을 강조한다

(삼성중공업, 2017). 보다 구체적인 항목은 아

래 표와 같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삼성중공

업은 안전경영을 통해 안전조직을 강화하고, 새

로운 안전문화를 조성하며, 또한 크레인 충돌을 

예방하고, 잠재사고 위험을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저탄

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등으로 기업의 환경

경영의 필요성은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 최근 

삼성중공업은 강화된 온실가스 배출 국제 기준

에 대응하여, 부정적 환경영향 저감을 추진 중

이다. 이를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자원, 화

학물질 관리로 구성된 환경관리 부문과 친환경 

기술·제품의 녹색경영 부문을 구분하고 각 부

문에 해당하는 환경경영을 실시한다, 특히, 국

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을 증

대시키기 위해, 2000년 이래로 선박의 배출가

스를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를 꾸준

히 강화해왔다. 또한 2015년부터는 이산화탄

소 배출 총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는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

고 한다. 삼성중공업은 이에 대응하여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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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가스연료 추진선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

다. 해당 선박은 저유황유 사용, 탈황장치 설치, 

친환경 가스연료 사용 등으로 황산화물 배출을 

100%까지 줄일 수 있으며(삼성중공업, 2017), 

그러므로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 평가 받는다.

4.2.  현대중공업의 안전 및 환경 관련 지속

가능경영 현황

4.2.1. 현대중공업의 지속가능경영 이슈

 현대중공업은 매년 중대성 평가를 실시함으

로써,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과 

개선사항과 기업 활동에 따른 영향도를 분석하

고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선정한다. 중대성 평가

의 기준은 사회적 관심도와 비즈니스 영향도이

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경영활동에 대해 총 

27개의 이슈를 도출했으며, 해당 이슈들을 상기

한 기준에 따라 핵심이슈·상위이슈·일반이슈으

로 구분했다. 중대성 평가의 이슈 매트릭스에 따

르면 현대중공업의 핵심이슈로는 ‘①고용안정 

및 건전한 노사관계 증진, ②연구개발(R&D) 및 

신기술 확보, ③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의

식 고취, ④제품·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 ⑤변

화와 혁신을 통한 가치창출, ⑥준법경영 및 윤리

경영, ⑦친환경 기술 개발 확대를 통한 환경경영 

추진, ⑧임직원 역량 강화(인재육성), ⑨지배구

조 건전성 확보’가 있다(현대중공업, 2018). 이

삼성중공업 안전경영 활동 삼성중공업 환경경영 활동

안전경영 
인증

안전보건환경시스템
(OHSAS 18001) 인증

녹색경영 
시스템 인증

녹색경영시스템 (ISO 14001/50001) 통합 
인증

안전경영 
활동

경 영 진  안 전 활 동 으 로  안 전 실 천 
분위기 조성

환경관리

대기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억제·저감 및 
효율적 관리

안전경영본부 신설
수질관리: 수질오염물질 완벽 처리 / 폐수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극대화

전 야드 특별안전 점검단 운영
폐기물관리: 폐기물 유형별 적정 처리 / 자체 
처리율재활용 증대

컨테이너 안전점검
자원관리: 감량, 재활용, 재사용의 3R(Reduce,
Recycle, Reuse) 운동 전개

비상대응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화학물질 관리: 환경오염·환경사고 예방 / 
사용폐기 절차 철저한 준수

발주처/조선3사 안전표준화(KSSS) 
적용

녹색경영

녹색 사업장 조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인양·운반작업 (Lifting & Rigging) 
관리 강화

친환경 제품 개발: 온실가스·환경오염물질을 
최소화한 친환경 LNG 선박 개발

안전의 날 행사 및 안전결의대회 
실시

협력회사 및 해외법인 지원: 협력회사 및 
해외법인 환경경영 교육 및 점검 지원

협력회사 
안전관리

협력회사 안전지원

친환경 기술 
개발

공기윤활 시스템(SAVER Air) 및 Duct형 
연료절감장치(SAVER Stator-D)

협력회사 안전관리 점검 및 교육
선내 경제/안전운항 솔루션(S.Vessel) 및 
ABS 스마트십 기술 인증

해외법인 안전경영 지원 친환경 무용제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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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간의 우선순위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으며, 

현대중공업은 고용안정 및 건전한 노사관계 증

진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삼성중공업에 비해 임

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관계

의 진통이 심각했는데, 해당 이슈는 임단협을 둘

러싼 조선업계의 노사갈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은 핵심이슈 

중 3순위로 선정되었는데 이를 통해 현대중공업 

또한 안전경영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친환경 기술 개발 확대를 통

한 환경경영 추진을 핵심이슈의 7순위로 선정

한다. 이는 삼성중공업이 환경경영 고도화를 

High Material로 선정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

다. 하지만 상위이슈에는 환경 관련 이슈가 존

재하지 않고, 일반이슈 중 1·2·3·6순위의 온실

가스 배출 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및 오

염물질 배출 저감, 협력회사의 환경영향 저감, 

자원순환 및 재사용·재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

이 환경 관련 이슈에 속한다. 환경 관련 이슈는 

대체로 비즈니스 영향도가 낮으나 사회적 관심

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4.2.2.  현대중공업의 안전이슈 및 환경이슈에 

대한 대응

 현대중공업은 안전 최우선의 경영 방침 아래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18001) 등 글로

벌 안전경영 표준을 따르며, 현장 안정 강화를 

현대중공업 안전경영 활동 현대중공업 환경경영 활동

안전경영 
인증

안전보건환경시스템
(OHSAS 18001) 인증

국제인증
 취득

ISO 14001 취득

안전경영 
운영체계

안전보건환경 통합관리시스템 하이 
세스(HiSEs)

환경관리

에너지 절감: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효율 설비 교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대표이사 
직속 안전경영 전담조직 운영

온실가스 감축: 청정연료 LNG 사용 및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안전
친환경 

기술 개발 
경영 활동

현장점검 강화: 최고경영자와 관리 
감독자의 수시 현장 안전점검

그린팩토리: 폐기물 소각열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생산

우수 안전활동 즉시 포상: 안전활동 
에 대한 즉각적인 인센티브 제공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준치보다 50% 강화된 
내부 환경기준 설정 및 방지시설 설치

절대수칙 및 안전아카데미 운영: 
절대수칙 위반 시 안전아케데미 입소

폐수 밎 수질오염물질 관리: 배출원 중점 관리

안전교육 내실화: 전문강사 초빙 
전문 교육 및 노동조합 안전교육

폐기물 관리: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운영

안전혁신자문위원회 구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혁신자문위원회 운영

화학물질 관리: 도정설비의 화학물질 옥내 
저장소 보관 및 처리

안전백서·지침서 개발 및 보급: 공통, 
조선해양, 비조선 분야 세분화 친환경기술 

개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안전선행지수(SLI) 운영: 안전관리 
수준 점수화

친환경 LNG 추진선 개발

협 력 사  상 생 의  안 전 문 화  구 축 : 
협력회사 안전컨설팅 및 안전관리자 
선임

환경경영 
투자 및 

녹색구매

환경 투자 시행

녹색제품 구매 비율 증가: 친환경 절삭유 
윤활유 등 녹색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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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한다(현

대중공업, 2018). 현대중공업의 안전경영은 안

전경영 인증, 안전경영 운영체계, 안전경영 활

동으로 정리될 수 있다.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

전위원회, 안전지수 등의 차원에서 다양한 안전

경영을 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기업을 

목표로 설정하고, 환경법규 규제 대응, 환경경

영 제도적 기반 구축, 환경오염 예방활동, 친환

경 대외활동을 추진한다. 그러한 추진방향 아

래, 화학물질과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고, 환

경경영제체와 점검시스템 구축 등 여러 활동들

을 시행하고 있다(현대중공업, 2018). 현대중공

업의 환경경영은 국제인증 취득, 환경관리, 친

환경 기술 개발, 환경경영 투자 및 녹색구매로 

구성된다. 구체적 내용은 위의 표와 같다. 현대

중공업의 환경경영에서도 친환경 LNG 추진선 

개발과 친환경 기술 개발을 시행하고, 온실가

스·폐기물·화학물질 등 다양한 환경관리를 추

진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CNH Industrial 지속가능경영 
분석

5.1.  CNH Industrial의 DJSI 인더스트리 

리더 선정

 CNH Industrial(이하 CNH)는 2012년 11

월 피아트 인더스트리얼과 CNH 글로벌이 합

병하여 탄생한 유럽의 다국적 기업으로, 견고한 

산업 경험, 폭넓은 제품군 및 전 세계적인 입지

로 자본재 분야의 선두주자로 손꼽힌다. CNH

는 농기구, 건설 기계, 트럭, 버스, 특수 차량 및 

파워 트레인을 설계, 제조 및 판매하며 총 12개

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CNH는 66개 

제조 공장, 53개 R&D센터, 63,356 명의 인력, 

180여 개국의 상업적 입지를 갖추고 있다(CNH 

Industrial, 2018). 

 특히, CNH가 2018년 DJSI World의 IEQ 

Machinery and Electrical Equipment(기

계 및 전기설비) 인더스트리 리더로 선정되었다

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RobecoSAM(2018)

은 CNH를 IEQ Machinery and Electrical 

Equipment의 리더로 선정한 요인으로 세 가

지 지점을 제시한다. 첫째, 제품 혁신 역량이

다. 제품 혁신 역량은 경쟁력의 주요한 결정 

요인일 뿐만 아니라 고객의 생산성을 향상시

키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둘째, 전 과정 평가

(life cycle analysis)의 활용이다. 에너지와 물

을 비롯한 자원 이용 효율성에 대한 필요가 증

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비용 절감과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한 전 과정 평가를 사용해야 한

다. 셋째, 경영활동과 공급망에 대한 기업윤리 

준수이다. 그러한 기업윤리 준수는 기업의 존

속에 필수적이다. CNH는 상기한 사항들을 비

롯한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 모델과 의사결

정 과정에 훌륭하게 통합시켰다고 평가받는

다. CNH에 대한 평가표에 따르면, CNH는 환

경 관련 기준인 Operational Eco-Efficiency

와 Climate Strategy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고, Human Capital Development와 

Innovation Management에서도 그러하다. 

다만,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의 경

우 산업평균에 비해서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

으나, 환경 관련 기준에 비해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5.2. CNH Industrial의 지속가능경영 이슈

 CNH의 중대성 평가에 따라 도출된 이슈는 

총 12가지로, 자사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관계

자에 대한 중요성을 기준으로 한다. 그 우선순

위는 ①순환적 제품생명주기, ②CO₂와 기타 대

기 배출, ③임직원 참여, ④재생에너지, ⑤자립

적 식품 시스템, ⑥자율주행차 및 연결, ⑦0을 

위한 혁신, ⑧물과 폐기물의 효율성, ⑨디지털 

사업장, ⑩가치사슬 경영, ⑪무역, 규제, 공청

회, ⑫지역사회 참여 순이다(CNH Industrial, 



Winter 2019 vol.31    75

2017). CNH의 이슈 중 안전 관련 이슈로는 0

을 위한 혁신이 있으며, 환경 관련 이슈로는 순

환적 제품생명주기, CO₂와 기타 대기 배출, 재

생에너지, 물과 폐기물의 효율성이 있다. 삼성

중공업 및 현대중공업에서 환경 관련 이슈가 최

상위의 이슈로 선정되지 못한 반면, CNH는 환

경 관련 이슈를 1순위와 2순위로 선정한다. 반

면, 삼성중공업 및 현대중공업에서 안전 관련 

이슈가 크게 주목되었지만, CNH의 안전 관련 

이슈의 순위는 12개 이슈 중 7순위에 해당한다.

5.3.  CNH Industrial의 안전이슈 및 환경

이슈에 대한 대응

 CNH Industrial의 안전경영 활동과 환경경

영 활동은 아래와 같다.

6.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CNH 
Industrial의 안전·환경경영 비교 
및 제언

6.1.  안전·환경 지속가능경영 이슈의 우선

순위 비교 및 제언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각각 안전경영 

이슈를 1순위, 3순위로 높게 평가했다. 실제로 

두 기업은 안전경영을 중요한 지속가능경영 활

동 중 하나로 구성하기도 한다. 반면, CNH는 

안전경영 이슈를 12개 이슈 중 7번째 순위로 평

가하는데, 이는 삼성중공업 및 현대중공업에 비

해 안전경영의 중대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

CNH Industrial 안전경영 활동 CNH Industrial 환경경영 활동

안전교육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캠페인 진행

국제인증 
취득

ISO 14001 취득(총 54개 공장), Wisconsin 
Green Masters Program (714항목)

협력사
협력사와 공급자를 대상으로 직원 
건강과 안전규제 준수 요구 

오염물질
처리

협력사와 공급자를 대상으로 직원 건강과 
안전규제 준수 요구 오염물질처리

사업장
안전

OHSAS 18001 및
principles of WCM(World 
Class Manufacturing) 인증

Zero-impact testing: 2015년 zero 
impact를 위해 시행, 2017년 5개의 시험실이 
설치, 매해 대략 1480 톤의 CO₂ 감소

보고/검열 
시스템

SPARC 시스템: 안전 수행 추적
프랑스의 녹색공장: 공장지대 생태계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재활용 나무 
컨테이너 등을 제작

0을 위한
혁신

(장기적 계획)

사건발생 빈도를 2022년까지 
33%(2014년 대비) 감소시킬 
계획

생산 체인을 분석하여 단계별로 발생될 
쓰레기 량을 예측하여 미리 쓰레기 발생을 
제한함. 유해폐기물(2014년 대비) : -5%

장비개선

Product Improvement 
Programs (PIPS) 시행

에너지

2017년, 총 전기의 56%를 재생에너지로 
생산

에너지효율 : 집진기 효율 향상

단위 당 보증청구(농업/건설/상업 
장비) 시행

환경교육

20000명의 직원, 공급자/거래자 환경교육 
이수

Employee  engagement  in  wor ld 
environment day 시행: 교육, 캠페인, 
학교와의 협동 활동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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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안전경영 이슈는 최근 국내 크레인 사고

의 여파로 인해, 국내 중공업 기업들에게 있어 

중대한 지속가능경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환경경영 이슈의 경우,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 비해 CNH가 더욱 높은 우선순위

를 매기고 있다. CNH는 순환적 제품생명주기 

이슈를 1순위, CO₂와 기타 대기 배출 이슈를 2

순위로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및 물과 폐기물

의 효율성 이슈는 12개 이슈 중 각각 4순위와 8

순위로 매겨진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환경 관

련 이슈를 High Material에 편제시키지 않으

며, 환경경영을 Medium Material로, 환경보

호를 Low Material로 평가한다. 현대중공업은 

친환경 기술 개발을 핵심 토픽으로 꼽으나, 여

타 온실가스 배출이나 오염물질 관련 이슈를 일

반 토픽의 말단에 배치한다.

 안전·환경 지속가능경영 이슈의 우선순위 비

교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 생

애주기의 환경영향 저감을 고려할 수 있다. 삼

성중공업은 환경경영 고도화 이슈를, 현대중공

업은 친환경 기술 개발 확대를 통한 환경경영 

추진 이슈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 LNG

선 개발 등 자사 제품의 환경영향을 저감함으로

써, IMO의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함과 동시

에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당 이슈

는 제품의 환경영향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CNH의 순환적 제품 생애주기와도 일견 대응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CNH는 특정 제

품의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제품 생애주기를 순환시킴으로써, 원자재와 제

품, 그리고 재활용에 이르는 제품 전반의 환경

영향을 저감시킨다. 특히, 상기한 DJSI 인더스

트리 리더 선정 이유에서 드러나듯, CNH는 전 

과정 평가(life cycle analysis)를 활용하여 환

경영향을 줄이기도 한다. 따라서 국내 중공업 

기업은 제품 단계의 환경영향만이 아니라, 순환

적 제품 생애주기와 전 과정 평가를 통해 전체

적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다.

 둘째, 환경보호 및 관리의 중대성을 보다 고

려할 수 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대기

오염물질, 폐기물 등 환경보호 및 관리와 관련

된 이슈의 우선순위를 낮게 구성한다. 삼성중

공업의 환경보호 및 보존, 현대중공업의 온실

가스 배출 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및 오

염물질 배출 저감, 협력회사의 환경영향 저감

은 모두 후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CNH는 CO₂와 기타 대기 배출을 높은 순위에 

위치시키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및 물과 폐기

물의 효율성 또한 고려하고 있다. DJSI는 IEQ 

Machinery and Electrical Equipment 산업

과 관련하여 환경영향 저감의 중요성을 역설하

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삼성중공업과 현

대중공업은 제품 관련 환경경영에 더하여, 기업 

자체의 환경보호 및 관리 노력을 중대성 평가의 

높은 순위로 편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6.2.  안전·환경 지속가능경영 활동 비교 및 

제언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CNH는 모두 

OHSAS 18001 위주의 국제인증을 취득하고, 

언전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협력사

를 대상으로 안전지원 활동을 시행하거나 안전

규제 준수를 요구한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

업은 별도의 안전경영 조직을 설치하고 안전점

검 및 관리 방안을 상세하게 구축하며, KSSS와 

SLI 등 표준 및 지수를 적용하기도 한다. 안전경

영에 있어서 국내의 선도 중공업 기업이 다양하

고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안전경영과 관련한 제언점은 다음 두 

가지와 같다. 첫째, 장비개선의 필요성이다. 

CNH는 PIPS와 단위 당 보증청구 제도를 시행 

중이다. 반면,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장비

의 개선과 관련하여 안전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

지 않다. 사업장 임직원의 안전은 장비와 직결

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장비 개선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전경영에 대한 구체

적 목표 설정이다. CNH는 사건발생 빈도 등 안

전사고 감축 계획과 목표 연도를 구체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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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반면,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은 정량화된 안전경영의 목표를 설정하는 지점

에서 부족함을 보인다. 두 기업 역시 정량화된 

안전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안전경영 

활동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언할 수 있

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CNH는 모두 국제

인증 취득과 대기 관리, 녹색 사업장 조성, 폐

기물 관리라는 환경경영 활동을 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IMO 규제에 대응

하는 친환경 제품 및 기술 개발을 매우 상세하

게 제시하며, 화학물질 관리 또한 시행한다. 특

히, 삼성중공업은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

고, 폐기물 관리에서 3R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

이 인상적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환경 투자

를 시행하고 녹색제품 구매 비율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환경경영과 관련하여 제안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성중공업의 에너지 관리 

노력이다. CNH는 상당량의 재생에너지를 생산

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별도의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생

산한다. 한편, 삼성중공업의 경우, 에너지 관리

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삼성

중공업 역시 폐기물 소각열 등의 방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거나,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생산 체인 분석을 통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다. CNH는 폐기물을 저감

하기 위해 생산 단계별 쓰레기의 양을 예측 및 

저감하는데,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또한 생

산 단계별 폐기물을 분석하거나, 혹은 이를 화

학물질, 대기 관리 등으로 더욱 확대할 것을 고

려할 수 있다. 셋째, 직원과 협력사에 대한 환

경교육이다. CNH와 달리, 삼성중공업과 현대

중공업은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다. 삼성중공업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과 점검 등 환경지원 활동을 펼칠 뿐이고, 현대

중공업의 경우 환경교육을 언급하지 않는다. 안

전교육과 마찬가지로, 환경교육 역시 환경경영

을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 두 

기업은 임직원과 협력사, 공급처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지원활동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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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신기후체제에 대응하

여, 국내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20%로 확대

시킨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이 발

표된 후,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시장은 빠르

게 확장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통계자료

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보

급된 국내 태양광 설비용량은 각각 909MW, 

1,362MW, 2,027MW였으며 전년대비 증감률

은 49.9%, 48.8%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소

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명

절 귀향길에 심심찮게 보이는 지붕 위의 태양광 

패널들과 산등성이 너머 보이는 풍력 발전설비

들은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에너지 전환 흐름

에 빠르게 합류하고 있음을 체감하게 한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재생에너지 시

장의 양적 확대양상이 과연 지속가능한 모습인

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017

년 발표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에서 발표

한 비전은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 전

환’이었다. 특히 주체 측면에서 외지인·사업자 

중심이 아닌 지역주민과 일반국민의 참여를 유

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의 

개선을 계획하였다. 

 발전사업 측면의 제도적 장치들을 살펴보면,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는 일정규모(500MW)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

한 대형발전사들로 하여금 총 발전량의 일정 비

율(‘18년 기준 5%)이상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

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그리고 이

를 보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재

생에너지원으로 발전 시 부여하는 인증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제도를 두었는데, 재생에너지원별, 

설치유형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해 점진적으로 

폐기물, 폐목재 등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에너

지원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의 친환경 에너

 23기 이소윤

24기 김대환

24기 이상수

[SNUCSR Column]

에너지 전환의 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소고
- 이제는 함께 가야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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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위 제도들이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 시장의 기

본 원리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가격이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판매수익과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으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SMP의 가격은 전력거

래소로 공급되는 전력량에 따라 결정되며, 전력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점에 가장 비싼 발전

기의 전력생산비용이 곧 SMP의 가격이 된다. 

REC의 가격은 공급의무자로 불리는 RPS 대상

자인 대형 발전사들과의 계약 형태에 따라 달

라지는데, 입찰을 통해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

고, 장기계약을 통해 고정된 가격에 판매할 수

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

업에 사업자로 참여하는 국민은 기본 SMP가격

에 REC 판매가격을 더한 만큼을 수익으로 가져

가기 때문에 발전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생기며, 

이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지역 주민

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500kW 이상의 규

모의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해

당 발전소에 일정 금액 이상으로 참여하는 경우 

기존 REC 가중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발전

량 판매 수익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인센

티브를 제공하고 있다.(지분, 채권, 펀드의 형태

로 참여 가능하며, 자기자본의 10% 및 총 사업

비의 2% 이상 참여할 시 0.1의 추가 REC 가중

치를, 자기자본의 20% 및 총 사업비의 4% 이상 

참여시 0.2의 추가 REC 가중치를 인정)

2. 본론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실

제 발전사업은 전문 사업자 위주로 진행되는 경

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재생에너지 시장의 초

기 단계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교류조차 없는 상

태에서 발전소가 설립되는 경우도 있었고, 최

근에는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주민들에게 적정 

수준 이하의 수익금을 제공하고 사업을 진행하

는 경우도 있었다. 

 태양광 산업 전반에 대해 발전사업자들 위주

로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

과일 수 있다. 발전사업에 요구되는 각종 인허

가 절차와 금융 조달 문제 등 발전사업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진입장벽이 결코 낮지 않

으며, 발전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부분 부

지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농촌지역인데, 농촌마

을들의 고령화 현상과 대도시로의 인구 이탈현

상으로 인해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

문이다.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은 정부 정책

의 일관성이다.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초기에 많

은 자본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발전

수익을 통해 초기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

정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

다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기조에 따라 일부 정

책은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들

은 장기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이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정책변동에 대

한 리스크가 크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이

다. 일부 집단에서는 태양광 사업 자체가 친환

경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산사태 등 재해를 야

기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하지만, 또다른 집단에

서는 과학적 실험 결과 태양광 패널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며, 산사태는 초기 

설계단계에서의 문제일 뿐, 능력이 검증되지 않

은 시공업체들이 난립해 있어 발생한 문제라고 

말한다. 즉,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태양광 

산업에 대해 이야기되는 많은 논쟁들을, 신뢰 

있는 기관에서 정립하여 잠재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조정

책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생겨나면서 일부 사

업자들은 발전 사업에서 주민들을 제외한 형태

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주민들과 갈

등은 당연한 결과였으며 단양, 안성 등 일부 지

역에서는 수십 명의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

는 등,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태양광 사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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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해 좋지 않게 보는 시각들도 생기게 되

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주민 민원이 

계속되자 사업 시작의 출발 단계에서 지역 주민

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들을 만들고자 

하였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를 입법화하고자 하는 시도도 보이고 있다. 즉, 

주민수용성의 이슈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는 의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어 나가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은 앞으로도 확

대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양적 확대만이 아닌 

참여 주체 간 소통을 통한 질적인 성장이 필요

하다는 점이다. 이미 재생에너지가 주요 에너지

원으로 자리잡은 유럽 재생에너지 시장의 사례

를 통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볼 수 있다

3.  다르데스하임 신재생에너지 마을
(Dardeshe im Renewable 
Energy’s Town, 독일) 

 다르데스하임 마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일부 지분을 주민에게 판매하여 먼저 사

업에 참여하게 하고, 주정부에서는 태양광 발전

차액(FIT) 가격의 20년 유지 의무화로 주민에

게 인센티브를 주며, 나아가 주민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

성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독특한 점은 풍력단지 건설 초

기에 마을주민들이 풍력회사 에너콘(EnerCon)

을 설립하였고 발전사업자가 주민, 지방정부 공

동으로 대출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마련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 이다. 

주정부는 주민들의 단순 신재생에너지 수용

성 제고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

는 데, 특히 월간 뉴스레터인“Dardesheim 

Windletter”를 발간하여 주민들이 사업을 제대

로 이해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였고 풍력단지 내

에서 음악연주회 및 맥주파티 등을 주최함으로

써 풍력단지에 친숙해지도록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홍보하였다. 발전시

설에 투자한 주민들은 FIT 가격으로 20년 동안 

유지하는 계약으로 투자비 대비 8%의 수익률을 

보장받았고 발전사인 에너콘은 마을공동체 및 

공공시설에 투자, 신재생에너지 교육 등에 재투

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MW 터빈 28

기와 6MW급 터빈 1기 의 풍력단지에서 연간 

130,000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9개의 태양

광 발전소에서는 연간 250MWh의 전력을 생산

하고 있다. 이 결과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를 

통해 마을수요의 40배가 넘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철용 외, 2015)

 이처럼 독일을 포함한 미국, 덴마크, 영국 등 

해외에서는 주민들이 먼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특히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경우 인센

티브나 발전사의 투자보다 주민들이 자체적으

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아

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

업 참여가 돋보이며, 주정부 역시 장기적인 보

조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유럽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

훈은 소통과 관심의 중요성이다. 태양광 산업

과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

게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배경과, 그

로 인한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영향, 지역 주

민들에 대한 보조정책 등에 대해 상호간에 명확

하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능동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발전사업진행

의 과정이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

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정부정책

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주민-발전사업

자-정부 사이의 명확한 이익 공유체계를 마련하

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반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배경과 가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본인에게, 더 나아

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 맞는 방향으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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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나갈 것

이다. 

 재생에너지원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부와 

그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발전사업자, 지

역주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에 대한 원

활한 소통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하고, 이익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지

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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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2일 책임투자 자문 그룹인 서

스틴베스트의 박세원 스튜어드십 팀장님을 초

청하여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강연을 

들었다.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

책임투자펀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그룹이자, 기업의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성과와 지속가능경영수준을 평가, 분석하는 리

서치 기관이다. 책임투자의 개념에 대해 생소

한 학회원들을 위해 강의 앞부분에서 책임투자

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신 후 서스틴베스트만

의 자체적인 ESG평가 시스템 그리고 최근 논의

가 급속도로 활발해진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강연해주셨다. 다음은 강연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0. 책임투자

 책임 투자란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

여 지속가능한 투자 수익을 구현하려는 투자방

식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로 표현되기도 한

다. ESG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되는 요소로, 

기업의 행동을 바꾸어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주

는 것을 포괄한다. 책임 투자를 좀 더 자세히 이

해하기 위해서는 그 생태계가 작동하는 원리

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

인 투자생태계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는 자산 

소유주(Asset Owner)가 자산 운용사 (Asset 

Manager)에게 돈을 맡기고 수수료를 주는 대

가로 운용사는 운용수익을 소유주에게 넘기면

서 주주권 행사를 대행하게 된다. 이때 운용사

는 독립적으로 자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리

서치 기관(Research Firm)에게 기업 정보와 평

가 분석을 의뢰하여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투

자를 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투자가 아닌 책임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산 소유주가 돈을 

자산 운용사에게 넘겨줄 때부터 오너의 ‘책임투

자에 대한 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오너의 의

지에 따라 운용사는 책임투자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게 되고, 리서치 기관은 책임 투자의 관

점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분석하게 되는 것이다. 

23기 서은아

[Lecture]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
- 서스틴베스트 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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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평가

 위에서 살펴봤듯, 책임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서스틴베스트와 같은 리서치 기관의 기업의 평

가 및 분석이 필요하다. 책임 투자가 아닌 일반

적 의미에서의 투자라면 ‘재무적 성과’를 중점

적으로 살펴봤을 테지만, 책임투자에서는 ESG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장에서 

ESG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방

법론, 평가 트렌트, ESG 평가의 활용과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 방법론을 살펴 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 다음 기업 설

문을 통한 평가를 통해 기업 피드백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 ESG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반영하는 과정인 ‘ESG Controversy’ 을 거친

다. 이 단계에서 ESG의 성과 측정이 들어가게 

된다. 측정은 환경 지표 20개, 사회 지표 34개, 

지배구조 지표 41개를 각각 AA등급부터 E등급

까지 총 7개의 등급구간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

기게 되는데, 이때 ESG 세 영역 중 지배구조(G)

가 재무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배구조 지표에 더 큰 가중치를 적용하게 된

다. 

 또한 최근 ESG 평가 트렌드로 섹터 특성 고

려와 평가지표 세분화가 있다. 먼저, ESG 평가

를 할 때에는 해당 기업의 섹터 특성, 즉 산업군

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ESG요소가 각 산업 및 

산업 내 가치사슬의 위치에 따라 민감도가 다르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정도와, 에너지발전기업이 전기에너

지를 사용하는 정도가 다르게 받아들여져야 하

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

로 섹터 특성 고려 뿐만 아니라 평가 지표 세분

화 역시 ESG 평가 트렌드로 꼽을 수 있다. 평가 

지표 세분화(theme-specific)란 사회책임투자 

전략이 고도화됨에 따라 포괄적 ESG 성과를 점

검하지 않고 특정 영역 및 이슈에 집중하는 인

덱스 내지는 평가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원리로 이루어지는 ESG 평가는 책

임 투자의 다양한 전략에서 활용되는 한편 한

계점 역시 존재한다. ESG의 개념은 서로 복잡

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평가의 용이함

을 위해 거칠게 세 영역으로 나눠 평가하게 되

는 측면이 있다. 또한 비재무 성과를 평가한다

는 것 자체가 요식 행위에 그칠 위험이 있고 기

업 공시가 너무 부족하여 성과 측정에도 어려

움이 존재한다. 특히 환경과 사회 부문의 측정

이 힘들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군에서 어

떤 기업이 우수한 비재무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산업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동종 업계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 역시 

자리잡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ESG평가를 고

려한 투자가 수익이 플러스 알파를 창출하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해

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 상황을 더 특수

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이나 유럽은 20~30년 동

안 ESG 평가를 해와서 축적된 데이터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ESG 평가라는 개념 자체가 들

어 온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축적된 데이터 

양이 상당히 미약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소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ESG 

정보를 분석하는 방안 등의 움직임도 일고 있

다. 

2.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최근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이슈에서 빠지

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투

자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

아 도입한 책임 원칙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

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은 소유와 경영의 문제, 최대주주에 대한 견제 

시스템 부재 등 여러 요인으로 비정상적인 지배

구조를 보이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우리

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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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라는 말

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 수준에서도 우리나라의 

재벌 지배구조 문제는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혁

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가운데 스

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것이다 한국기업지배

구조원은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 경제, 

사회, 사업 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

로 적극적인 소통과 주주활동을 통해 회사가치

의 상승과 회사의 성창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 있다’

고 스튜어드십 코드 해설서에 설명해놓고 있다. 

자산 소유주, 자산 운용사 외에 기타 증권사에

도 이 원칙이 적용되며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들

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해야 하고, 준수하지 

않았을 시에 그 사유와 대안에 대해 충분히 설

명하여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 향

상 및 지속가능성장, 고객·수익자의 중장기 이

익 도모, 그리고 한국 자본시장 및 경제의 건전

한 성장과 발전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기업

지배구조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

다. 최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

에 따라 관련 국내기업들이 빠르게 발 맞춰 도

입하고 있는 한편, 연기금 자금을 수탁 받아야 

하는 운용사 위주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

점으로 꼽히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내에

서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입한 코드의 실

질적 이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국

민연금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가 확

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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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계 기업의 CSR 현황 

 국내에서 CSR 논의의 중심은 국내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었다. 국내 대기업들은 자산규

모와 고용의무의 측면에서 막대한 사회적 중요

성을 가지며, 국내 영업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CSR에 있어서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요구된

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이나 초국적기업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닌 현재, 국가 간 

경계는 희미해진 만큼 국내에서도 다양한 글로

벌 기업들이 활동하며 ‘외국계 기업’들의 규모

와 종류가 과거보다 훨씬 확대되었다. 이미 한

국에 지사 및 법인을 설립하여 경제 활동을 지

속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 웬만한 국내 대기

업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즐비하지만, 이들의 CSR활동은 아직까지 두드

러지지 않는다. 세계적으로는 CSR 활동을 모범

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글로벌 기업

들도 유독 국내에서는 CSR에 많은 관심을 기울

이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업 분석업체 한국 CXO에 따르면 주요 외

국계 기업의 기부금은 매출액의 0.06% 수준

(2011년 기준)으로, 한국 대기업의 3분의 1 수

준이며, 이마저도 제대로 공시가 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품이나 수입차와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군의 경우 각각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이 0.5%, 0.3%에 불과했다. 

한국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고급품

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며 이들 기업의 국내 매

출은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글로벌 본사 차원

에서 펼치는 다양한 캠페인이나 기부 활동과 비

교해 보면 국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상황

이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외국계 회사들이 진출

한 산업 중에서도 명품 업계의 현황을 살펴보

고자 한다. 외국계 기업 중에서도 본사 차원의 

CSR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며 한국에서도 사

회공헌을 실현하려는 기업이 있으며, 반대로 한

국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진정성 있는 

[SNUCSR Column]

외국계 기업의 CSR
- 해외 명품브랜드를 중심으로

 23기 강지수

23기 김   환

23기 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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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활동을 전개하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기에, 이를 분석하며 향후 외국계 회

사들이 진정성 있는 CSR 활동을 한국에서도 전

개해야 함을 논해 볼 것이다.

2. 해외 명품 기업들의 국내 CSR 현황

 2017년 한국 명품시장 규모는 14조 5000

억 원으로 세계 8위였으며, 명품가방의 경우 시

장 규모가 3조 2,353억 원으로 미국, 중국, 일

본에 이어서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

려했을 때에 굉장히 두드러지는 수치다. 명품 

가방의 브랜드별 국내시장 점유율은 루이비통

(19.4%), 프라다(9.6%), 구찌(9.5%), 에르메스

(8.9%) 등으로 해외브랜드가 대체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국 시장조사 기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유럽 

명품 브랜드들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나라"라

는 말이 유행할 만큼, 유명 명품 브랜드들이 자

국 시장을 제외하면 한국에 제일 먼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정도로 명품 업계에서 한국 시장

의 중요성은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명품기업들이 국내

에서 진행하는 CSR관련 활동은 약간의 기부 활

동에만 그쳤으며, 이조차도 점점 액수를 감소시

키거나 아예 기부를 하지 않고 배당 비중을 늘

리는 추세를 보였다. 프라다 코리아는 2016년 

3551억원의 국내매출을 보였으나 당기 순이익

(567억원)보다 높은 800억원(배당성향 128%)

을 해외 본사로 배당했다. 오메가 등 명품 시계 

브랜드를 보유한 스와치그룹코리아는 205억원

(배당성향 78.7%), 페라가모코리아는 64억원

(79.3%), 한국로렉스는 40억원(49.6%)을 각각 

본사에 송금했다.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이 

20%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

다. 매출 상위 14개 해외 브랜드 국내 법인의 5

년간(2009년~2013년) 매출은 9조 7257억원, 

순이익 8664억원을 기록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

안 기부한 금액은 15억 9000만원에 그친다. 

 브랜드별 기부금액을 살펴보면 해당 업계의 기

부추세를 엿볼 수 있다. 루이비통과 구찌, 프라

다 등을 비롯해 10개 명품업체들이 지난 2006

년부터 2011년까지 기부한 금액은 총 합계가 

10억 원에 그쳤다. 심지어 샤넬과 스와치그룹, 

시슬리, 불가리 등은 기부 내역이 전혀 없었다. 

현재까지 경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버버리코

리아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이익이 감소하였음

에도 본사 배당액 및 배당성향은 늘리고, 기부

금은 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버버리코리아 주요 실적/기부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7년 2016년 증감

매출 2358 2438 -3.3%

영업이익 152 244 -37.8%

당기순이익 127 182 -30.0%

배당금 400 300 33.3%

배당성향 313.9% 164.8% 149.1%p

기부금 0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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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해당기업들의 해외 CSR활동은 국

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구찌는 미국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진행된 'March for our lives'

를 위해 5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Schools for 

America'에 115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샤넬은 

그랑팔레 복원을 위해 4천만 달러를 기부할 예

정이다. 또한 자사의 예술과 파빌리온을 아랍협

회박물관에 기부하고 이를 홍콩, 도쿄, 뉴욕에 

제공하였다. 스와치그룹은 중국에서 아이들에

게 새롭게 디자인된 교육환경과 도서관을 제공

하는 자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콩에서는 

음악을 통한 문화적 기여를 위해 클래식 콘서트

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 시장에서만 

유독 명품 업체들이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하

는 등의 행태는 한국 시장을 사실상 '호구'로 보

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은, 대다수 해외명품기업들이 국내 법인을 유한

회사로 설립하거나 변경하여 경영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현재에는 CSR

관련 활동 정보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

다는 점이다(유한회사는 현행 ‘주식회사 등 외

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

무가 없다). 위에서 언급된 기부액의 조사 연도

가 2011년까지에 그치는 것은 루이비통코리

아가 2010년에 440억 원을 배당하고 5850만

원을 기부하여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자 2012

년 유한회사로 전환하여 경영정보 공개를 차단

했으며, 구찌그룹코리아와 프라다코리아도 각

각 2013년과 2014년에 루이비통코리아의 뒤

를 따라 유한회사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샤넬

코리아와 에르메스는 아예 한국법인을 만들 때

부터 유한회사로 설립하였다. 그 외에 휴고보스 

마이클코어스 등 상당수 명품 브랜드의 국내법

인이 유한회사다.

 이처럼 명품 브랜드들이 유한회사 제도를 일

종의 ‘꼼수’로 활용한다고 판단한 금융위원회

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식회

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新외감

법)을 2014년 입법 예고했으며 2017년에 통과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유한회사의 형태로 운

영되고 있는 샤넬코리아, 루이비통코리아, 구찌

그룹코리아, 프라다코리아 등은 외감법 시행 첫 

사업연도인 2020년부터 외부 감사를 받고 매

출, 실적, 배당금, 기부금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외감법이 명품 브랜드의 사회공헌 판도

를 일거에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

다. 여태까지 유한회사로서 경영보고서를 공개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각 브랜드의 매출, 배당액, 기부금 등은 쉽게 찾

아볼 수 있다. 명품산업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

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브

랜드들은 기부금을 감소시키고 배당금을 증가

시키는 데에만 집중하였다. 한국 시장에서의 매

출 성장세가 계속되고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명

품 선호가 계속되는 한, 해외 명품브랜드들이 

CSR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유인이 외부 

감사로 인해 증가된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3. 결론 및 제언 

 한국에 진출해 있는 수 많은 외국계 기업들

은 상당수가 한국의 중견기업들과 비슷한 규모

이다. 특히나 이들 본사의 규모는 대부분 상상

을 초월하는 수준의 초거대기업들이다. 명품업

계는 특히 한국에서 소비자들의 인기와 지지를 

받고 있는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벌어들이는 

매출액에 비해 유의미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전

개하고 있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이익창출활동을 하면서도 기업

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에 환원하려는 노력을 하

지 않는다는 것은 이윤 배반적인 행위라는 것이

다.  

 외국계 기업들이 이렇게 기부금을 잘 내지 않

고 사회공헌 활동의 정도가 낮은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기업관이 다

르다’는 이유를 꼽기도 한다. 이익을 창출해 성

실히 세금을 납부하면 그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이들이 

본국 및 다른 해외 시장에서는 많은 기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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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CSR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오히려 한국 지

사가 본사에 비해 규모가 작기에, 한국 최고 책

임자가 기부금에 대한 재량권이나 이를 추진할 

힘이 없다는 이유가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또한 외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유한회사의 형

태를 취하며, 공시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

이 핵심적 이유가 될 것이다. 정보를 공개 및 감

사 의무가 없으므로, 기부금이나 사회공헌활동

에 소홀해도 잘 알려지지 않고, CSR에 대한 요

구가 잘 반영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차원에서 외국계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과 비판을 

늘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었던 외국계 기업

의 활동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소비자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외국계 기업들의 CSR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의 장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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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움직임

▣ 연혁: 2014년 프로젝트 - 2016년 법인 설립

▣  사회인 대상(B2C) : 봉사경매파티, 비어퐁프로젝트, 하트스퀴즈 등

▣  임직원 대상(B2B) : 내부 사정으로 인해 비공개 

 볼런컬쳐는 사회 봉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주요한 고

민은 지속 가능한 봉사에 대한 지점이다. 이를 질문형식으로 옮긴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회

인들(20-40대)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다. 한국 사회에서 봉사 참여

율의 연령대 별 통계자료를 통해 볼런컬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를 살

펴보면, 10대에서 비교적 높은 참여를 보이다가 20-30대 연령의 계층에서 급격하게 참여도가 하

강하고 50대 이후 다시 높아지는 U자 형태의 곡선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 중앙 자원봉사센터,2015)

23기 이영송

[Lecture]

지속 가능한 봉사 활동을 기획하는 기업
- Volunculture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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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상 중 10대의 높은 참여의 경우 ‘의

무’ 봉사 활동 시간의 영향으로 해석되며 20대

와 30대의 경우 경제활동, 자기계발 등으로 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30대의 봉사

는 소속 집단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

고 50대의 경우 평균 참여 시간 부분도 타 연령

대에 비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볼런컬쳐는 생애 주기에 걸쳐 지속적이지 않은 

봉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고자 ‘의무’ 봉

사를 ‘자원’의 성격으로 바꾸어 감정적인 장벽

을 낮추고 우선 순위를 높이기 위해 봉사에 문

화적인 요소를 결합하였다고 한다. 다음의 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봉사에 

문화적 요소를 결합시켜 기획한 프로젝트의 대

표적인 사례들이다. 비어퐁 프로젝트의 경우 모 

케이블 TV 프로그램에서 진행되어 대중에게 소

개된 바 있다.

제목 봉사경매파티 비어퐁 프로젝트 하트 스퀴즈

BM
봉사 활동 프로젝트를 경매에 
붙이고 돈을 대신하여 시간으로 
참여함

각자 10개의 맥주 잔을 두고 
탁구공을 던져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술게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기부

기부 음료 프로젝트로 400ml 
착즙 음료를 ml단위로 기부하는 
프로젝트

특징 1회성 이벤트이며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함
공간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지역 

사회의 참여를 높임

한계 통시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구조를 유지하기가 어려움

 위와 같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볼런컬쳐

는 사회인이 봉사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것에 성공하였고 하트 스퀴즈의 경우 중

장기에 걸친 지속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

지만 동시에 재무적 측면에서의 지속성에 대한 

한계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자원 봉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고민하며 기업의 CSR 차원

에서 임직원 봉사의 형태를 자문하는 활동을 수

행하였다. 회사 내부의 직장인에게 ‘기부금으로

서의 가치’ 이상의 ‘봉사 경험’을 디자인하여 제

공하며 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무적인 구조

와 사회적인 구조의 통합을 실험하였다. 솔루션 

도출 과정에서 기업 담당자들의 진정성 있는 태

도와 재치 있는 아이디어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통합적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

친 것 중 하나는 A기업의 '기부 특약'이다. A기

업에서는 보육원을 나온 청년들을 위한 ‘기부 

특약’이라는 상품을 개발하여 보험 가입자들이 

자동 이체 시 1% 할인 받는 금액을 기부 형태로 

변경하여 매칭 그랜트 제도와 연결시켰다.  B기

업의 경우 환자들을 위한 음원 프로젝트를 진행

하며 접촉하는 환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과 

연계점을 찾고 사업 기회를 발전시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볼런컬처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

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 봉사를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 몇 가지 방향성을 두고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볼런컬처가 자원 봉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

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개별 기업들의 자원 봉사에 대한 수요

를 발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자원봉사 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 호주, 유럽국가

에서는 기업 내부에 봉사 활동을 위한 인트라

넷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

의 자원 봉사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결과물

을 차트 등의 시각화 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매하여 자원봉사자, 봉사매칭, 봉사 

결과물 등의 관리를 돕는다. 이 형식을 따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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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상부에서 결정된 봉사의 형태에 참여하

는 것을 넘어서 개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봉사활

동을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국내에도 KT의 기브 스퀘어 등의 플랫폼이 있

어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이해와 고객 경험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의 지웬후이

(zhiyuan hui) 자원봉사 플랫폼에서는 블록체

인 기술을 적용하여 봉사 시간을 관리하며 토큰

으로 보상하며 봉사의 자발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는 호주의 서비스 사례로서 자원 봉사

자와 활동을 매칭시켜주는 플랫폼을 운영하

는 것이다. 이 플랫폼에서 결제는 비영리 단체

가 감당하며 비용 측면에서 O2O(Online to 

Offline) 모델을 차용하기에 운영 상 장점이 존

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모델로서 덴마크

의 ‘비 마이 아이즈(Be My Eyes)’라는 비영리 

단체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시각 장애인

의 필요와 봉사자들의 역할을 이어주고 있다.

 셋째로, 봉사의 형태를 상품화하여 이를 판매

하는 모델도 있다. 볼런컬쳐가 진행한 프로젝트

와 사회 공헌 모델의 기획안 등이 축적되면 이

를 활용하여 봉사 프로그램을 서비스 모델로 판

매할 수 있다. 여행 지역의 봉사 기회와 여행객

의 관광 수요를 결합시켜 산업화한 볼런 투어리

즘(Voluntourism)은 이러한 모델의 실증 사례

로 볼런컬쳐도 이를 참고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

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자원 봉사라는 다소 생소하고 어

려운 고민을 단계별로 풀어나가며 한국 사회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자원 봉사의 구조를 설계하

고 있는 볼런컬쳐의 혁신적인 솔루션이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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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지속가능경영전략학회

SNUCSR NETWORK 학회 활동 후기

한 학기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새로운 기수와 함께 했던 

학기가 종료되었네요! 더 많은 사람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키워갈 

수  있 어 서  보 람  있 고  즐 거 운  학 기 였 습 니 다 .  C S R 이 라 는  주 제 는 

광범위하지만 또 깊은 논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SNUCSR도 그렇구요. 많이 배웠습니다 모두들 감사해요 ♥

23기 채수정

쉽지 않은 활동이지만 대학 생활 동안 했던 활동들 중 최고로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요일마다 만날 것만 같은데 아쉽네요 ㅠㅠ 

다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23기 김 환

길다면 당연하다고 짧다면 말도 안 된다고 할 것 같은 1년의 시간을 

마치면서 좋은 친구, 잘생긴 친구들을 많이 알아가게 되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공부를 했다는 자부심이 들고 디자인은 

다소 투박하지만 제 이름이 실린 잡지도 2권을 낳을 수 있어서 보람 

있었습니다.

23기 이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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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성하는 두 번째 SR이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SNUCSR 

지원을 고민하고 있을 때였던 작년 이맘쯤에만 해도 피상적으로 CSR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1년 동안 똑똑하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지속가능경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히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 활동이 

끝나가다니 시원섭섭하네요 ㅜㅜ

 23기, 24기 모두 고맙구 애정합니다.

23기 서은아

저번 학기에 이어 학회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주제를 다룰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더불어 CSR이라는 주제는 지금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탐구해야 할 주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회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배웠고 즐거웠습니다. 

그 동안 다들 감사했습니다 :) 

23기 강지수

CSR에 대해 배우면서 학회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 이전까지는 막연한 개념으로만 생각했던 CSR이 어떻게 

현실에 반영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3기 이정언

교육세션, 소모임, 두 번의 SR과 칼럼, 기업방문 등 2학기에 걸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추상적이었던 CSR이 조금은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열정적이고 똑똑하며 선(?)한 학회원들과 같은 고민을 갖고 공부할 수 

있던 덕분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 허전해질 것 같습니다. 

23기 이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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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SNUCSR과 함께 하면서 소중한 경험과 인연을 

얻어갑니다. 학회원들과 함께 CSR을 공부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으면서 

한 차례 성장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23기 서명윤

기업은 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 의 답을 찾기 위해 

학회에 들어와 학회원들과 여러 기업들을 리서치 해보고, 또 여러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기업의 담당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기업의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등 알아보고 고민해봐야 할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전략을 학회원들과 함께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고민은 

무엇인지, 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경영은 더이상 기업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닌, 더 적극적으로 

고민함으로써 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의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우리 사회에도 녹아들기를 희망하면서 함께 고민할 학회원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기 김대환

24기 김보경입니다. 한 학기 동안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볼 수 있어서 색다르고 즐거웠습니다. 학회원들과 실행 세션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켜본 것도 유익했어요. 남은 한 학기 활동도 

좋은 사람들과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24기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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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에 대해 막연한 관심만 있을 뿐 전문지식이 없었는데, 학회활동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해준 23, 24기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도 많은 분들과 함께 

더 배워가고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4기 박영신

학회 활동을 하는 동안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많은 것을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세션과 

훌륭한 학회원들의 도움으로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4기 박준형

CSR에 대해 막연하게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업에 

CSR 전략제안을 하면서 CSR과 기업의 이윤 사이 균형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 활동을 하면서 든든한 

학회원들과 함께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더 탐구해 보고 싶습니다!

24기 이준호

한  학 기  동 안  기 업 과  사 회 를  함 께  고 민 해  볼  수  있 어 서  뜻 깊 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함께 하니 더욱 좋았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SNUCSR에 

감사합니다. SNUCSR 파이팅!

24기 백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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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의 저에게, 지속가능경영이란 그저 ‘좋은 일’이었습니다. 한편, 그 

당위성이나 효용, 영향력은 희뿌연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던 듯합니다. 

지속가능경영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좋은 기업과 우수한 기업은 

과연 양립 가능한 것인가? 점차 복잡화•다변화되어가는 사회문제와 

각종 이슈 및 리스크로 점철된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SNUCSR과 함께한 한 학기는 바로 이러한 고민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시간이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심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교육과 발제세션, 강연, 전략제안, 

학회지 SR 발간 등 새로운 학회활동 속에서 서툴렀지만, 한편으로 서툰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23기•24기 학회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25기 학회원 여러분들과도 보람차고 

즐거운 학회활동을 꾸려나가겠습니다!

24기 오승현

사고로 수술을 받게 되어 SR 작성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반 

학기동안 학회 학우들과 서로 나누었던 지식과 열정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정말 아쉬운 여운이 남습니다. 그래도 병상에서 다른 

학회원들이 완성한 학회지를 공유할 수 있어 부족한 제게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주제에 도전한 학우들의 노력이 제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부주의한 사고로 짐이 된 것만 같아 죄송합니다. 얼른 털고 일어나 더욱 

활기찬 학회 활동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기 이상수

SNUCSR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주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값진 기회였습니다! 

24기를 잘 이끌어준 23기 학회원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24기 학회원들 

역시 한 학기 동안 함께해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24기 진유정



지속가능경영학회 SNUCSR 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내 학술동아리로 

국내 CSR 현황을 분석, 평가 및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유일의 CSR 전문 연구 동아리입니다. 

외부연계활동 

교육세션 

토론활동 

매주 금요일 6시 4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정규세션이 
진행됩니다. 초반 교육세션에서는 CSR의 다양한 분야를 
알아보고, 이후 세션에서는 기업의 CSR사례 분석 및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규세션 

기업미팅, 포럼 및 컨퍼런스, 공모전 등 
다양한 외부활동에 참여합니다. 

SR은 Sustainability Review의 약자로 매 학기 SNUCSR에서 발간하는 
잡지입니다. SR은 CSR의 각 분야와 관련하여 학회원들이 작성한 보고서, 칼럼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대기업 CSR부서 및 기타 공공 기관에 배포 전달하고 
있습니다. 

SR 발간 

3월 29-30일 엠티와 
매주 정규세션 뒤 뒤풀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친목활동 

SR Vol.30 

사회적기업 볼런컬처 
초청강연 

서스틴베스트 초청 강연 
 - 스튜어드십 코드 - 

LG전자 CSR팀 방문 

지원방법 모집일정 

snucsr.com 혹은 

cafe.naver.com/snucsrnetwork 

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3월 12일 화요일 24시 자정까지 

snucsr@gmail.com으로 제출 

3/7 
 

3/14 - 15 
 

3/16 
 

3/22  
 

3/29-30 

설명회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OT 및 첫 세션 
 

MT 

문의 회장 김대환 (010-7456-0116) 부회장 오승현 (010-5163-8332) 

Youth CSR 컨퍼런스 
공모전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