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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에는 교육세션, 케이스스터디, 전략제안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ISO26000의 핵심 주제

들을 탐구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제로 CU, FILA Holdings, KB국민은행,

KT, CJ 제일제당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지속가능경영 및 CSR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학회는 외부적으로도 여러 기업 및 단체들과 협업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공기관 경영평

가 대비 사회적 가치 전략체계 및 사업안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환경 분야 소셜벤

처 ㈜리더스오브그린소사이어티의 산학연 세미나에 참여하여 소프트웨어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CSR

청년협의체에 가입하여 CSR 관련 청년 단체 및 실무자 분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기회로 HSBC코

리아 부본부장님의 초청 강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헨켈코리아에 직접 방문하여 글로벌 기업의

CSR 이행 방식 및 장기적인 목표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Sustainability Review 35호에서는 SNUCSR이 한 학기 동안 활동하며 고민하고 깨달은 바를 최대한 녹

여내고자 했습니다. 한국 노동시장, 공정경제3법, 친환경 소비 등 CSR의 전통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 기업, 환경 관련 이슈에서부터 ESG 공시 의무화, 온투법과 P2P금융 등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등장한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들까지 모두 담아냈습니다.

현직에 계신 전문가 및 관계자 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지

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매년 체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유일의

지속가능경영학회인 SNUCSR은 지속가능성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배출하고자 지금과 같은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대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회의 지

속가능성에 대한 글이 전문가 및 관계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SNUCSR의 활동에 계속해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기업 및 기관 관계자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모든 활동을 함께한 학회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울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회

SNUCSR 27기 회장 김지후입니다. 저희 학회의

한 학기 동안의 활동과 고민을 담은 Sustainability

Review 35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7기 학회

원들과는 1년, 28기 신입회원들과는 한 학기 동안

지속가능경영에 대하여 고민하고 공부해온 결실이

맺어지는 느낌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세션

과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뜻깊은 결과를 내고

자 노력하였습니다.

5 Sustainability Review

2021년 2월,

SNUCSR 27기 회장

김지후 드림

2021



SNUCSR 활동 살펴보기
2020 가을학기

교육세션 케이스스터디 전략 제안

- 1차 교육세션-CSR일반, 관련 지표 교육
- CSR매뉴얼 숙지 확인 퀴즈
- 2차 교육세션 예시 발표
- ISO26000의 7대 핵심주제 팀별 발표

- CSR 관련 주제들을 선정해 팀별 분석, 발표
- 사모펀드, 공정무역, 엔터테이먼트, 

사외이사제도, 자율주행기술 등

- 기업군 선정 후 관련 기업을 선정해
전략 제안

- 중간발표와 기말발표
- 유통, 식품, 금융, IT, 의류

27기 석재현, 27기 조유빈

9/18 오리엔테이션
9/25 1차 교육세션

9월

10/9 2차 교육세션(1)
10/16 2차 교육세션(2)
10/30 케이스스터디(1)

10월

11/6 케이스스터디(2)
11/13 기업방문
11/20 연사초청

11/27 3차 교육세션

11월

12/11 전략제안 중간발표
12/18 전략제안 기말발표

12월

SR 작성

방학

<2020-2 SNUCSR 활동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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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 세션
2020년 가을학기 1차 교육세션에서는 CSR의 개념, 역사와 더불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활용법과 각종

평가지표들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ISO26000의 7대 핵심주제 중 ‘소비자’를 선정해 한미약품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교육세션 예시 발표를 진행했다. 2차 교육세션은 노동, 환경, 인권, 거버넌스, 지역사회의 5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각 조별로 맡은 주제와 관련된 하나의 기업을 선정해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해보고, UNGC 10대 원

칙이나 GRI G4 Index 등의 평가지표를 적용해 보았다.

나아가 본 학기 교육세션에는 많은 팀들이 주제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개선된 양상이나, 해당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에

운영중인 구체적 기관 등을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거버넌스팀에서는 SK주식회사를, 인권팀에서는 한국가스공사를, 환경팀에서는 유한킴벌리를, 지역사회팀에서는 LG

화학을, 노동팀에서는 KB금융그룹을, 공정운영팀에서는 포스코를 선정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보

고서를 통해 해당 기업의 실제 행보와 보고서 속 내용 중 괴리가 존재하는 부분을 지적해 제언을 덧붙임으로써 완성도 높은 발표

를 준비했다.

02. 케이스 스터디
교육세션을 통해 ISO26000의 7가지 핵심주제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CSR활동을 분석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익힌 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탐구하는 케이스스터디 세션을 가졌다. 케이스스터디의 주제 선정은

세션 전에 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이 간략한 설명과 함께 주제를 올리면, 해당 주제를 탐구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사모펀드의 지속가능성, SDGs와 공정무역, 엔터테인먼트의 CSR, 국내 사외이사제도,

자율주행기술과 지속가능교통의 다섯 가지 주제가 선정되었다. 특히 이번 케이스스터디에서는 단순히 주제의 현황이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해당 분야의 지속가능활동까지 제안해보며 방향성과 시사점 제시까지 나아갔다. 지속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주제를 기업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케이스스터디 세션이 진행될 수 있었다.

경제
(Economy)

사회
(Society)

환경
(Environment)

7 Sustainability Review



03. 전략 제안
전략 제안은 기업군을 먼저 선정한 후, 팀별로 해당 기업군에서 시의성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업군으로는 유통 산업, 의류 산업, 금융 산업, IT 산업, 식품 산업이 선정되었고, 다섯 개의 팀을 구성하여 각 산업에 대해 전략을

제안했다. 유통 산업 팀에서는 CU를, 의류 산업 팀에서는 FILA Holdings를, 금융 산업 팀에서는 KB국민은행을, IT 산업 팀에서는

KT를, 식품 산업 팀에서는 CJ 제일제당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전략 제안은 중간 발표와 기말 발표 두 차례로 나

누어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전략 제안에 앞서, 교육부장들이 전략 제안 교육세션 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전략 제안 프로세스를 공

유하였다. 중간 발표에서는 기업 선정 이유, 선정한 기업 분석(중대성 평가, CSR 활동 분석, SWOT분석), 비전하우스 구성, Value

Chain 확인, 제안할 전략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포함하였다. 기말 발표에서는 기업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고 중간 발표 때의 피드

백 이후 구체화된 전략을 소개하였는데, 추진할 전략에 대한 과제를 로드맵 형태로 제시하고, 제안할 전략이 중대성 평가와

Vision House의 어느 가치와 단계에 해당하는지, 기업의 WO, ST, WT 등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제안한 전략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끔 성과지표 체계를 제시하여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각 팀이 제안한 최종 전략은

아래 표와 같다.

저번 학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학기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세션과 비대면 세션이 번갈아 진행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두

번째 비대면 학기인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 없이 세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대면 세션이었을 경우 전략 제안에 대한 피드

백이 비대면 세션 때보다 훨씬 더 활발히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션

과정에 열심히 참여해 준 학회원들의 모습과 그 결과물을 보고 27기와 28기 학회원 모두가 많은 점을 배워갔기를 바란다.

산업군(선정기업) 전략제안내용

유통(CU)

• ‘가방에 쏙‘ 캠페인: CU 친환경 장바구니 제작하여 CU 앱과 연계
• ‘사랑의 물품 나누기‘ 활성화
• 아름다운가게 무상 택배 서비스 등 비대면 기부 활성화
• 편의점 내 시니어 제품 확대

의류(FILA Holdings)

• 스토리 요소가 결합된 친환경 제품 라인 론칭
• 중고신발 Resell Market
• FILA X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콜라보
• 개인 체형 맞춤 운동복 제작 서비스
• 지역커뮤니티에 공유옷장 기부

금융(KB국민은행)
• 내부 직원의 직무 전환 및 디지털 역량 강화
• 디지털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 보안 강화

IT(KT)

• 화재 및 통신 재난 대응책 활성화
• KT 신뢰도 제고
• 공급망 리스크 관리/모니터링 전담 부서 신설
• 관악S밸리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생존성 강화
•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화

식품(CJ 제일제당)

• 비건 식품 개발 및 비건 사업 확장
• 지역사회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콘테스트 개최
• 중량 미달 완제품 폐기 문제 해결
• 헬스케어 APP 개발과 밀키트 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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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동향
ESG 공시 의무화 동향과 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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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ESG경영과 ESG채권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 받는 키워드는 'ESG경영’1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글로벌 및 국내 기업이 ESG

경영을 새로운 경영원칙으로 내세움에 따라, 국내 시장의 투자 및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ESG채권 발

행과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5월 기준 국내 ESG채권 발행 잔액은 약 59조 원으로, 2018년 말 대비 65배 이상 증가

하였다.

국내 ESG채권 시장의 급격한 확대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형성된 ESG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정부의 '그린·디지털 뉴딜' 계획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내외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친환경 사업의 투자를 위한 ESG채권의 발행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위한 대규모 ESG채권의 발행이 잇따라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회적 가치 및 책임투자 강조 기조 역시 ESG투자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과 ESG채권의 수요와 공급의 증가 추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ESG채권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ESG채권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 역시 존재한다. 국내 ESG채권의

발행 주체가 공기업에서 민간 기업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사실상 공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이

다. 실제로 2020년에 발행된 국내 ESG채권 중 94%가 공기업 채권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ESG채권 발행 및 시장 현황을 민간기

업과 공공기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한국의 ESG채권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제도적 개선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본론

2.1.국내 ESG채권발행종목과민간기업의시장참여

ESG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분류에 따라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및 지속가능채권 3가지로 구분된다. 국내 채권 시장 역시 각

종목별 비중에 큰 차이가 있지만 상기된 3가지 종목을 위주로 구성된다. 본문에서는 각 채권의 특성과 대표적인 기업 예시를 소개할 것

이다. 이 때, 국내 ESG채권 시장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ESG채권의 3가지 종목별 대표적인 공공기관을 뒷부분에

추가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7기 고연지, 27기 김도완, 27기 김지후, 28기 홍지연

1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Triple Bottom Line) 역할을 하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이며, ESG경영은 기업이 환경보호, 사회공
헌, 윤리경영 측면에서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주요 고려 대상으로 삼는 경영전략을 의미한다.

국내 ESG채권 발행 및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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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공공기관의 ESG채권발행현황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ESG채권 발행 현황을 살펴보자. 공공기관에

서는 일반 기업보다 더욱 활발하게 ESG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대

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력공사, KDB산업은행을 볼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ESG채권의 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특히 사

회적채권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는 2019년 26조 원 규모의 사회적채권을 발행한 것에 이어, 향후

모든 주택저당증권(MBS)을 사회적채권 방식으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비유럽권 국가 최초로 5억 유로(약 6,725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소셜 커버드본드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발행하였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보유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이라고도 불리며,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담보자산으로 우선 변제

하고 상환 재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자산으로 채무를 갚을 상환 의

무를 포함하고 있어 비교적 채권의 안정성이 높다. 또한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사회적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에 이름을 올

린 외국계 자문기관인 ESG 평가 다국적기업 서스테널리틱스

(Sustainalytics)에서 사전검증을 받고 있다(최범준, 2019.03.0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회적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코로

나19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은, 2020.06.30).

한국전력공사는 지속가능채권 발행의 선두주자로서 앞장서고 있

다. 2019년 10월 국내 에너지 기업 최초로 2천억 원 규모의 지속

가능채권을 발행한데 이어 2020년에도 2년물 300억 원, 3년물 1

천억 원, 5년물 700억 원으로 구성된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함으로

써 2년 연속으로 원화 지속가능채권 발행에 성공하였다. 나아가

이를 국내외 신재생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재생 연계설비

확충, 중소기업ㆍ스타트업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힘으로

써 친환경 에너지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였다(한국전력 ,

2019.10.24).

ESG채권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은 바로 KDB산업은

행이다. KDB산업은행은 2017년부터 원화기반 녹색채권 관리체계

를 마련하고, 외부 검증기관(KPMG)으로부터 내부 녹색채권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사전 검증보고서를 취득하였다. 이후 2018년 국내

최초로 3,000억 원 규모, 2020년에는 2,000억 원 규모의 원화

녹색채권을 발행하였다(장영성, 2018.05.29). KDB산업은행은 녹

색채권 발행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친환경 운송 등 국내 저탄소 녹

색사업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힘으로써 그린뉴딜을 비롯한

정부의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구축정책에 이바지하는 대표 정책금

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김지영, 2020.09.29).

녹색채권은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에너지 등 환경 보

존 및 개선 등을 위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

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대체로 투자금을 녹색 프로젝트에 배

당하는 녹색 집행 채권이나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녹

색 자산 연계 채권의 형태로 발행된다. 국내 시장에서는 한국수

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을 필두로 녹색채권이

계속 발행되고 있지만, 전체 ESG채권 시장에서 녹색채권이 차

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이다. 이는 2019년 민간기업의 녹색채

권 발행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기저효과의 영향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의 경우 2019년 4월, 전세계 화학기업 중

최초로 15억 6000만달러 규모의 글로벌 녹색채권을 발행했는

데, 국내 기업이 발행한 녹색채권 기준 최대 규모이다. 달러

(USD)와 유로(EUR) 표시 채권이고, ‘4년 만기 5억 유로’, ‘5년6

개월 만기 5억 달러’, ‘10년 만기 5억 달러’의 총 3개 채권으로

구성되었다. 채권 금리는 10년 만기물의 경우 3.695% 수준인

데, 최초 제시된 금리보다 0.35% 개선된 수치이고, 녹색채권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강두순, 2019.04.09).

사회적채권은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육성 등과

같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

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던 초기

흐름과 다르게 점차 민간 금융사나 일반기업들도 발행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는 최근의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선진국의 고

령화,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확

대된 영향이다. 국내 채권 시장의 경우, 국책은행이나 공공기관

에서 사회적채권 발행을 주도하는 가운데, 민간 금융사들이 금

융지원 자금을 조달하는 차원에서 사회적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금융지주는 작년 7월 5억 달러 규모의 사회적

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5년 만기물에 채권 금리는

1.365% 수준이었다. 발행 당시 총 134개 기관에서 발행규모의

약 4.6배에 달하는 주문을 확보하였는데, 사회적채권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윤정 ,

2020.07.07).

지속가능채권은 사회적채권과 녹색채권이 결합된 형태의 특수

목적 채권으로, 환경 및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채권이나 사회적채권보다 조달 자금을 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발행사가 이를 악용하여 자

금을 발행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할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존재

한다. 국내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작년 10월 건설사 최초로 1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다. 2년 만기물이고 채권

금리는 1.58%였다. 포스코건설은 지속가능채권의 발행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달 자금을 친환경 건축물 기술 개발과 노후

주거 환경개선, 사회 인프라 확충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종진,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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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ESG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이 적합

한 사용처에 이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검토 및 주

기적인 사후보고 등이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2)민간기업의 ESG채권발행유인책마련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ESG채권 시장의 점유율은 대부분 공공

기관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의 ESG채권 발행을 증대하

기 위해서는 발행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유인책을 마련해

야 한다. 첫째, 거래비용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강윤

식, 2020). ESG채권은 일반채권 대비 발행에 있어서 상대적으

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는데, 정부에서 프로젝트 선정, 자금

관리, 사후평가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발행기업에 대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

포르에서는 정부가 ESG채권 인증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지원하

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도 채권 이자지급 시기에 맞춰 보조금을

지원한다(양일국, 2020). 이러한 금융적인 혜택은 발행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ESG채권 발행 기업들은 자본비용

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3)녹색채권의활성화

국내 ESG채권 시장에서 녹색채권 발행은 미약한 편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뉴딜 정책 마련이 범세계적인 해결과제가

되어가면서 녹색채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녹색채권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녹색채권의 적격성 확

보일 것이다(박효선, 2020). 친환경으로 위장한 그린워싱

(Green Washing)은 녹색채권의 본질을 흐리는 대표적인 사례

인데, 기업들이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그 자금으로 환경보호와 무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처벌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트랜지션 본드

(Transition Bond) 등의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은 녹색채권의 적

격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데, 조달자금이 탄소배출 감축에 사용

된다는 점에서 녹색채권과 유사하지만 발행자가 향후 녹색기업

으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적이므로 그린워

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지아, 2020). 녹색채권의 적격

성과 존재가치의 입증은 기업들로 하여금 녹색채권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며 궁극적으로는 ESG채권 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잡

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ESG 투자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전체의 발전에 기

여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들은 서로 협력하여 ESG채권 시장

을 활성화시키고 취약점을 보완시킴으로써 ‘WIN-WIN 관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내 ESG채권 시장이 본 궁극적

인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3.결론및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ESG채권과 발행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ESG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점에 주목해볼 수 있다. 첫

째, ESG채권 발행의 대부분을 공공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2020

년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8조 3,000억 원, 예금보험공사

가 1조 3,000억 원, 한국장학재단이 9,000억 원의 채권을 발행

하여, 2020년 ESG채권 전체 발행액 43조 1,000억 원의 94%

를 공공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공공기관이 ESG채권 발행

을 주도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에

는 ESG채권 발행의 관치주의적 성격 또한 큰 영향을 미친다. 현

재 기업이 ESG채권을 발행하는 주요 목적은 대부분 정부의 직

간접적 압박, 기업 홍보효과 등 비재무적ㆍ간접적 효과뿐이다.

즉 인증비용이나 컨설팅 비용과 같은 추가 비용에 대한 지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ESG채권 발행 기업에 대한 유인책이 부

족하여 실익이 없고,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공기업과 일

부 기업들만 ESG채권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양일국,

2020.12.13).

둘째, 상대적으로 녹색채권의 발행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ESG 채권 발행 규모 74.8조 원 중 사회적 채권은 61.6억 원으로

약 82% 이상을 차지하였고, 지속가능채권은 4.23조 원으로

5.65%, 녹색채권은 2.83조 원으로 3.80%를 차지하였다. 더욱

이 2018년 이후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회적채권과 지속가능채권의 신규상장 종목 수는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녹색채권의 신규상장 종목 수는

감소하고 있다(박은경, 2020.10.28).

국내에서 ESG채권과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ESG 채

권 발행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지적한 두 가지 한계에서

알 수 있듯 ESG채권이 안정적인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하

는 정책적, 실무적인 발판은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이 현 실상이

다. 이에 3가지 측면에서 국내 ESG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

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ESG채권관련절차및인프라구축

현재 ESG채권으로 인증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요건과 관련

된 공적인 규제는 부재한다. ESG채권이 일반적인 채권들처럼 안

정적으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ESG채권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과

발행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통일된 기준 및 규제의 부재로

부터 야기되는 혼란과 시장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자금 조

달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채권과 달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지닌 ESG채권은 발행 목적에

부합하게 자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사후적 평가와 정보 공시

등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역시 더욱 부각된다(강윤식,

2020). 예를 들어 ESG채권 발행 현황과 시장 동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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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SG는 투자 광풍과 함께 재조명되고 있다. 기업 사회적 가치의 추구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중요해지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안

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의사결정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1월,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이자 ‘월가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블랙록(BlackRock)은 연례서한에서 투자 시 ESG 정보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

다. 이렇듯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고려하던 전통적인 투자와 달리, 기업의 비재무적 특성까지 고려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근거를 둔 투자 방식을 ‘사회책임투자(SRI)’라고 한다.

SRI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기업 ESG 정보 공시의 중요성으로 이어진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환경 보호 및 사회 안전망에 대한 강

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주주행동주의의 강화, 세계적인 그린뉴딜 도입 추세와 같은 국제 환경과 맞물리는 부분이다. 한국 정부

역시 녹색금융 지원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ESG 정보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이제 비재무적 정보 공

시를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ESG 공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관련된 해외 최신 이슈

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ESG 정보 공시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공시 제도의 발전 전망 예측 및 제언

을 하고자 한다.

Ⅱ. ESG공시의효과및방법

기업들의 입장에서 ESG 공시가 갖는 효과는 무엇일까? 먼저 ESG 공시의 확대는 기업의 명성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무

형자산과 같은 기업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오덕교, 2017). 또한, CSR 성과 중 환경(E)과 지배구조(G) 성과가 높은 기업이 지속가

능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줄어 ‘자기자본비용’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해 기업의 ESG 정보에 대한 공

개는 전략적인 영역이 될 수 있다(장철, 2014). 일각에서는 ESG 공시가 대체적으로 기업의 직접적인 재무성과 혹은 시장가치에 유의

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하지만, ESG 지수가 우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자기자본 이익률(Return On

Equity, ROE)와 총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s, ROA)가 높다(손호철·박성규, 2015)는 연구 역시 발견할 수 있다.

27기 김지후
28기 백승우
28기 엄상원
28기 이석범
28기 최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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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과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익’과 ‘효율’만을 기업 경영의 원칙

으로 여겼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져, 이제 사회와의 관계는 기업들에게 있어 단순한

경쟁력을 넘어선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CSR

의 범주 역시 점차 확장되었다. 초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주

로 자선의 형태로 인식되었다면, 오늘날에는 기업의 행동이 환

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화해 지표로 나타내는 수준까

지 도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최근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ESG’이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nvironment(환경), Social(사

회), Governance(지배구조)를 뜻한다. ‘환경’에 대한 평가 지표

로는 화학물질 및 오염사고, 기후변화, 자원 낭비, 생물 다양성

침해 등이 있고, ‘사회’의 평가 구성 요소는 근무환경, 불공정 관

행, 지역사회 문제, 소비자 문제 등을 포함한다. ‘지배구조’는 주

로 임원의 보상문제, 리스크 관리,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을 고려해 평가가 이루어진다(지속가능발전소, 2019).

ESG 공시 의무화

동향과제도에대한검토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 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ESG 공시의 주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응

은 국가에서 지정한 ‘ESG 관련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령 환경 정보의 경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환경경영 추진체계,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

조도 이와 유사하게 2018년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활용해, 원칙준수 예외설명의 방식으로 10

개 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이고 잘 알려진 방법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업이 CSR의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

할 목적으로 발간하는 자료로, 대부분이 ESG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기업 이념과 활동 내용, 성과에 관한 수치를 공개하고 있다. 해당 보

고서는 기업이 상세하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으며 외부 검증이 이루어져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나,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보고서 제작이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혹은 재무적인 성과를 기록하는 사업보고서나 홈페이지 등에 비재무 정보를 추가하는 ‘통합 보고서’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상장기업

및 외감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시장 내 전

반적인 ESG 공시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재무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

공받는 것과 동시에 전통적인 재무보고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기업의 전략, 전망, 사회적 책임, 장기적인 가치창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이준희, 2018). 일부 전문가들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방법들을 연계시켜 국가 정책에

대응해 작성된 ESG 정보나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사업보고서에 추가하는 식으로 보다 효과적인 공시가 가능하

다고 바라보기도 한다.

Ⅲ. ESG정보공시의최근이슈

EU 비재무정보공시의무제도(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

2014년 유럽연합(Europeon Union, 이하 EU)은 비재무정보의무공시제도(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를 도입하여 기

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업공시 의무를 법제화하였다. 이 제도는 2018년 효력을 발휘하여 EU 권역 내 약 6,000개에 해당하는

500인 이상 직원을 둔 상장기업과 은행 및 보험을 포함한 공익법인 등에게 연차보고서 또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비재무정보를 의무

적으로 공시를 의무로 부과하였다(김한조, 2020). NFRD는 환경, 사회 노동, 인권 반부패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내용으로 하며,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자국법 안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각 회원국이 정한 규정에 따라 각 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여 비재무정보를 의무공시해야 한다.

EU는 기존 공시 규정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비교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비재무정보의무공시 지침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의무기준과 자율기준을 정하고 있다. EU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보고내용의 검증 및 페널티 규정은 없으며 회원국에서 자율적으로 도

입여부 및 정도를 규정할 수 있다. 대상기업은 기업의 연차보고서 또는 별도보고서를 통해 ESG 이슈와 관련된 정책, 이행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 리스크 및 대응 프로세스를 공시해야 한다(사회책임투자포럼, 2017).

그러나 비재무정보공개의무공시 대상 기업만 이 제도의 직접적 영향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 권역 내 대규모 법인을 둔 역외

기업은 직접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며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

는 6,000여개이지만 그 영향 범위 안에 들어갈 기업의 수는 6,000여개를 훨씬 상회한다. EU를 선두로 하여 ESG 공시 제도는 전세계

로 뻗어나가고 있다. 2017년 전 세계적으로 64개에 불과하였던 ESG 정보 공시 제도는 2018년 175개로 급증하였는데, 다수가 EU 지역

에서 이루어진 증가이다(MSCI, 2019). NFRD 이후로도 지속가능 금융에 대한 논의는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금융부문공시에관한 EU 규정

2020년 3월 공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금융 부문의 서비스 기관들에게 추가적인 공시 의무가 부과되었다. 나아가 2021년 3월부터

금융상품 및 금융시장 참가자들에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투자 프로세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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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서 최종 투자자가 ESG 이슈와 관련하여 정보들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ESG

공시 규정의 정책 목표이다. 공시 규정이 적용되는 공시요건은 '금융시장 참여자(Finanacial Market Participants)'로 매우 광범위한데, 대

부분의 유럽 지역 내 금융회사 외에도 유럽에 펀드를 판매하는 비EU 금융회사가 포함된다 또한, ESG 공시 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의무는

다음의 세 가지 범위의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ESG 공시 규정에 따라 ESG 이슈를 투자 프로세스에 통합하여 고려하는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 수준에서 상세한 ESG 공시의무를 갖는다.

반면 EU 내의 기타 일반적인 회사는 어느 정도의 추가 공시 수준이 요구된다. EU의 ESG 공시 규제는 EU 내 대부분의 금융회사 외에 유럽

에서 영업하는 비EU 금융회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지속가능 금융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글로벌 리더로서 굳건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ESG 공시 규정이 그 최소 기준이 될 수

있다(심수연, 2020). 이러한 선두주자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 분류체계(Taxonomy)

EU 분류체계(Taxonomy)는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지속가능한 금융에 관한 액션 플랜 중 하나로(2018.3월), 2020년 4월, 유럽연합집행

위원회(EC)는 EU 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 TR)을 채택, 2020년 6월에 공식적으로 공개하였다. EU 분류체계는 환경적으

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 판별하는 수단으로, 투자자와 기업이 환경 친화적인 경제 활동 투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원시현, 2020). EU 분류체계 규정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조건과 환경목표 등을 설정하고 있는데 경

제활동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판단은1 기술선별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 TSC)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 조건을 만

족하는 경우에 EU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판단 조건 환경목표

1)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environmental objectives)를

달성하는 데 상당 수준 기여하고, 

2)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Do no 

significant harm, DNSH),

3)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social safeguards)를

준수하며,

4) 기술선별기준(TSC)에 부합하여야 함.

1) 기후변화 완화

2) 기후변화 적응

3) 수자원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4) 순환경제로의 전환

5) 오염 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2019년 12월 합의문 기준)

[표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조건과 환경목표 – 출처: 임선영(2020)

1 기술선별기준: 각 환경목표에 상당히 기여하는 경제활동들을 유럽표준산업분류(NACE)기준으로 나열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검토함
(TEG, Taxonomy: Final report, 2020.3월, Summary tables)(임수빈, 2020).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는 금융상품: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설계된 상품으로 특정 지수를

레퍼런스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상품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을 촉진하는 금융상품: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설계된 것은 아니나 투자

프로세스에서 여러 요소 중 하나로 ESG 기준을 고려한 상품

 기타: 어떤 종류의 ESG 사항도 투자 과정에서 홍보되지 않은 상품으로, 모든 금융회사는 어느 정도

추가 공시요건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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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분류체계는 EU 회원국들이 금융상품이나 회사채가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규제할 때 적용하거나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금융상품 개발

시 투자자가 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TR은 대규모 공공기관들이 재무제표의 비재무정도 공시에 지속가능

한 활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 있어 분류체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임소영, 2020).

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개전담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CFD) 권고안

ESG 공시와 관련하여 주목해볼 두 번째 이슈는 2020년 TCFD를 의무화한 영국의 사례이다. 기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 NGO,

투자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투자자의 경우, 기후변화 리스크가 기업의 장기 수

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의사를 결정할 때에 기후변화 대응 행위를 중요한 요소로 주목하고 있다. 이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기후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 및 금융권의 대응에 관하여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에 자료 공개 가이드라인을 요청하였고, 2015년 12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CFD)가 설립되었다(박지영A, 2020.06.22). TCFD는 2017년 기업의 재무보고서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 설정의 네 가지 영역과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자산 소유자 등 금융 부문과 에너지 원자재, 건축, 교통, 농산물‧식품‧임산물 등

비금융 부문에 대한 추가 지침도 제공하고 있다. 권고안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

무보고서를 통해 표준화된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한다.

영국의 TCFD 기준적용의무화

그동안 영국 기업들의 기후관련 정보 및 ESG 관련 공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과 EU 법률, 영국 기업지배구조 코드, 영국 기업법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런던 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LSE) 상장기업들 사이에서도 기후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가 각각 달랐다. 영국 프리미엄 상장기업 480개 중

100개 기업을 표본으로 진행한 LSE의 조사에 따르면, 프리미엄 상장회사들은 이미 TCFD 권고안과 일치하는 기후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 대상 기업 중 3분의 1만이 TCFD가 제시한 11개 권장 항목을 모두 공개하고 있었다. 나아가 산업별로도 기후관련 정

보 공개의 범위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에너지, 의료, 공공요금, 부동산 분야 회사들의 기후관련 정보 공개가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2020년 3월, FCA는 LSE 프리미엄 부분에 상장된 기업들이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사업 영향 등을 평가하고

이를 재무보고서 등에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20년 8월 영국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DWP)는 영국 연금법(UK pensions law)에 TCFD 권고안을 의무화하는 법안 초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

후 위기로 인한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파악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연금펀드의 수탁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TCFD를 의무화해야

하고, 이에 따라 연금수탁자들은 TCFD 권고안을 이행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022년까지는 TCFD 공시가 가능한 500만

파운드(78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곳을 우선적용대상으로 하고, 향후 100만 파운드(15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곳까지 확대될 예

정이다. FCA는 연금수탁자가 TCFD 권고안을 따르지 못할 때의 처벌 또한 규정하였는데, TCFD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개인 수탁자는 2500~5000파운드(400만~780만 원), 법인 수탁자는 5만 파운드(7,8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현

[그림1] 권고안에 따른 기후변화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의 핵심 요소(WW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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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기업마다 TCFD 권고 준수 역량이 상이하기 때문에,

원칙 준수, 예외 설명 방식을 적용하여 권고안에 따라 기후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기업은 2023년 말까지 그 이유를 소명

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두고 있다(자본시장연구원, 2020). 또한

FCA는 초반에는 강제적인 정보 공개보다 TCFD 권고안에 따른

자발적 정보 공개를 권장하였고, 2025년부터는 공시 대상을 확

장하고 공시 정보의 수준 또한 더 엄격하게 하여 TCFD 권고안

에 따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영국의 사례는 TCFD 공시를 의무화한 첫 번째 정부

의 사례로 시장 및 다른 정부에 큰 귀감이 된다. 기업별로 상이했

던 공시 항목 및 기준을 TCFD 기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기후관

련 정보에 대한 기업간, 국가간 비교가 용이해지고, 기업분석 및

가치평가에 곧바로 활용하기 용이해 곧바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기대된다(박지영B, 2020.11.12). 이해관계자

들의 새로운 요구로 시작된 영국에서의 변화의 흐름은 더 많은

국가 및 기업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국 외에도

프랑스, 캐나다, 칠레, 일본 등 7개 정부 기관이 지지를 선언하며

그 흐름은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그 영향을 무

시할 수 없다. 이러한 선두주자의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ESG공시에관한우리나라의법과제도

현재 한국에서 ESG 공시는 기업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며, 다만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의 공시 또는 공개

가 의무화되어 있다. 우선 지난 2019년부터는 대규모법인인 유

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전년도의 기업지배구조(G) 보고서를

매해 5월까지 공시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전년도 말 기준으

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며, 한국거래소에 주권(주식 등)을

상장한 기업에게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이때 기

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을 준수하였는지의 현황과 함께 미준수 시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은 총 10가지가

있는데, 각각 ①주주의 권리 ②주주의 공평한 대우 ③이사회 기

능 ④이사회 구성 ⑤사외이사의 책임 ⑥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⑦이사회 운영 ⑧이사회 내 위원회 ⑨내부감사기구 ⑩외부감사

인에 대한 원칙이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211개사가 기업지

배구조보고 대상이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공시 의

무를 지게 될 것이다. 2022년부터는 1조원 이상, 2024년부터는

5천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2026년에 모든 코스피(KOSPI) 상장사

가 기업지배구조를 매해 공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요 공공기관, 녹색기업,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은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에 관련 정보(E)를 의무적으로 공개해

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주요 관공서, 공기업,

국공립대학 및 병원 등을 포함한다. 녹색기업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은 규모에 따라 다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으로 나뉜다. 이 중 전자의 선정 기준이 후자의 기준을 포함하여 더

욱 엄격하다. 후자의 선정 기준은 연평균 50,000 CO2-eq.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200TJ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또는

연평균 15,000 CO2-eq.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80TJ 이상

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개별 사업장이다.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에서는 총 54개의 항목을 공개할 수 있는

데, 업종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항목과 자율적으로 공개

할 수 있는 항목이 나뉜다. 녹색기업과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경

우 제조업인지의 여부에 따라 공개항목이 달라진다. 공공기관의 경

우에도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등 분야에 따라 공개항목이 달

라진다. 그러나 모든 기업 및 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항목도 존재하

는데, ①기업개요 중 사업현황 ②녹색경영 시스템 전담조직·교육훈

련·내부심사 ③자원/에너지 용수 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 ④에너

지 사용량·원단위 ⑤폐기물 발생량·원단위·재활용량이다. 환경 정

보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 기업은 앞으로 더욱 늘 전망이며, 공개 범

위도 기후리스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년

부터는 대규모법인에 대해,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환경 분야의 공시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거버넌스(G)와 환경

(E)에서 공시 의무화의 시기가 조금 다른데, ESG 전체의 공시 의무

화는 환경 분야의 타임라인을 따르게 된다.

앞선 거버넌스, 환경 분야와는 다르게, 사회(S) 분야에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 또는 공개해야 하는 부분은 없었다. 최근 발표된

일련의 전략에서는 앞으로의 큰 그림을 그리고 기존의 정책을 어떻

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다루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전까

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회 분야의 전략은 빈약하다. 대신 정부에

서 ESG 경영과 공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한 여러 가이드로부

터 사회 분야의 공시에 대한 간단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정부가 ESG 경영과 공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

례로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ESG 정보 가이던스’를 찾을 수 있

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경우,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인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K-Taxonomy)와 연계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

색채권 가이드라인에서는 주로 환경 분야를 다루지만, 사회 분야에

대해서도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노동인권과 기본원칙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문을 준수하

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

제적 지표는 ESG 경영뿐 아니라,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ESG 공시

에서도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ESG 정보 가이던스에서는 사회

분야의 지표로 임직원현황, 보건안전, 정보보안, 공정경쟁에 대한

지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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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및제언

앞서 살펴보았듯 유럽의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흐름은 ESG

전방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원화 및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발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규제는 그 효력이 유럽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유럽

권 국가와 기업들에게도 파급효과를 지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4장에서 보았

듯 우리나라의 ESG 공시 제도는 지배구조나 온실가스 감축 등

의 주제에 대해서 부분적인 규제에 국한되어 있고, 특히 사회(S)

분야에서의 공시 의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럽의 선제적인 ESG 공시 의무화 규제에 대비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유럽의 ESG 공시 의무

화는 新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사실상 타 권역

국가들에게는 그 기준이 가혹한 것이다. 더불어 올해 3월부터

EU에서 실시되는 금융사의 ESG 정보 공시 의무화는 국내 금융

업계에도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SG 보고서를

발간하는 국내 상장법인은 약 80개 정도로, 발간율이 78% 정도

에 그치고 있다. 유럽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당국과 기업

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해외의 ESG 공시 의무화 동향에 대응해 올해 1월, 금융

위원회는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게 ESG 정보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녹색금융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현

재까지는 그 청사진만 발표되었기에 일부분 기대와 우려가 공존

하는 듯하다. 특히나 의무 규정을 이행해야 할 당사자인 기업들

에게는 고충이 예상된다. 지난 12월 15일 개최된 한국공인회계

사회 주관 ‘비재무보고 동향과 대응 방안 심포지엄’은 유럽발

ESG공시 의무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의 일환이라

고 볼 수 있다. 본 심포지엄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가 여전히 산적

해 있음을 확인했다. 그 중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비판은 법률개

정을 통한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이전에 공시에 대한 합리적

인 기준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현재 각 기업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재무정보 공시의 신뢰

성과 통일성, 비교가능성 등은 담보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SRI

시장에 부정확한 시그널을 보낼 뿐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혼란스

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심포지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기

업의 입장은 현재 ESG 공시 규정으로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환경부 등 다수 규정이 이미 산재되어 있고 중복이 있기 때문에

공시 부담이 크다는 것이었다. 한편, 투자자들의 입장은 기업마

다 자율적으로 ESG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정보의 범위와 품질

이 달라 평가의 정확성을 저해한다는 것이었다(박지영C,

2020.12.16). 우리나라의 ESG정보 공시 기준 표준화 혹은

일원화 노력은 거의 전례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지난 1월 17일

한국거래소가 ESG 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해 가이던스를 제정했지

만 그 마저도 이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ESG 정보 공개 문화가 자리

잡도록 유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통일된 원칙을 제시한 것이

아니며 한국거래소도 이 점을 고려하여 기업이 가이던스를 참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고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SRI가 뿌리내릴 수

있기 위해선 ESG 공시 기준에 대한 합의된 표준화 방안이 우선 제

시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기준은 정보 공개의 목적성에 충실하

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목적이 없는 정보 공개는 비효율적이며 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비재무정보의 공시가 단순히 어떠한 항목

을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되려 공시의 목적성을 흐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비재무정보 공시의 실효적인 기준 설정

을 위해선 정책당국의 많은 사례 연구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와 검

증의 주체인 기업과 회계업계의 공동 대응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

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보자면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과의

연계나 현행 지표들의 통합 노력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미 국제

기준이 확립된 재무정보 공개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비재무정보 공

개를 통합보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 혹은 현재

기업들이 발간하는 지속가능보고서의 보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GRI, SASB 등의 기준을 통합 반영하는 공시 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2020년 말에 글로벌 표준 기구 빅5인 GRI,

SASB, CDSB, IIRC, CDP가 협업을 한 전례가 있으며, 공통 프로토

타입 보고서를 발간한 사례가 있다. 정책 당국은 이러한 노력과 더

불어 EU와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및 모니터링하여 기업들에게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의 ESG 정보공시 의무에 대한 이행 의지와 노력 역시 간과

할 수 없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2019년 2월,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공시 점검에 따르면 공

시 대상 125개 사 대부분이 미흡한 수준의 지배구조 정보를 공시하

고 있는 실정이었다(송지혜, 2019). 전세계적으로 책임투자가 확대

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ESG 요소 제고는

새로운 투자자를 유인하는 기회다. 유럽의 ESG정보 공시 의무화

흐름은 준비된 기업에게는 분명한 호재인 것이다. 최근 환경부와

한국거래소 외에도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포스코, SK 이노베

이션 등 상장기업들의 TCFD의 정보 공개 권고안에 대한 지지선언

이 일면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기업의 자율적 동기와 정부

의 외적 규제가 동시에 견인하는 ESG 공시 문화와 제도가 정착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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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과 기업의 미래
27기 강현진, 27기 정수민, 28기 김오정, 28기 이정민

#들어가며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축이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공정경제의 근간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9일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공정경제 3법은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

장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이에 본고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의 주요내용, 기대효과 및 재계의 비판을 살펴보고, 공정경제를 위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상법

#감사위원분리선출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1이다. 현행 상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이사를 먼저 선출한 다음 이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는 방식인 일괄선출방식을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이때,

‘3% 의결권 제한2’이 이사 선임단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선임된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하는 단계에서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분리선

출 방식이 도입될 경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시 적어도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

원이 되는 이사’로 선출되어야 한다(안 제542조의12 제2항). 감사위원 중 1명은 이사선임 단계에서부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로 선출되는 방식이기에, 기존 상법에서 규정한 바와 달리 이사선임 단계에서부터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된다.

1 감사위원회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내부의 소위원회로, 내부감사 기능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의 비율을 2/3 이상으로 하여 경영진
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감사(監査) 관련 제도이며, 상법에 근거하고 있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05).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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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지적들에 대한 반박의 목소리도 높다. 기존 주주대표

소송제만 살펴보아도 활용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1997~2012년 사이 판결 내려진 현행 주주대표소송은 어림잡아

한 해 2건 꼴이다(송채경화, 2020.11.13). 따라서 다중대표소송제

가 도입되어도 이것이 소송 남발로 이어질지는 현 단계에서는 누

구도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를 상대로 승

소하더라도 승소한 판결 금액이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판결 금액은 모회사에 귀속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

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가 남용되거나 악

용될 우려 또한 매우 적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이 고려되어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한 건설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다

중대표소송제의 도입이 본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활용되어 경영진

과 소수주주 사이에 건강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기업들이 소송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준법 경영에 나서는 등 경제 주체의 행태에도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먼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ㆍ

비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

열사, 또는 이들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로 확대한다. 두 번째, 신규 지주회사 설립 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의 의무 지분율을 상장 자회사의 지분 30%, 비상장자회사의 지분

50% 이상으로 높인다. 세 번째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

피털의 제한적 보유를 허용하는 동시에 일반지주회사가 100% 소

유하도록 하여 펀드 내 외부자금을 제한하고 부채비율도 제한한다

(박문각, 2020.12.15). 마지막으로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개편

한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행

위를 금지 및 예방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

고,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이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

원회, 2020.12.22).

해당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총수일가에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규

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확대를 통해 지

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자회사 및 손자회사들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 법안을 통해서는 기업

유보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효과

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고 집행수단

을 제도화하면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

원회, 2020). 물론 비판도 존재한다. 먼저, 재벌 기업집단이 사익

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분율은 20%에 미달하지만 여전히 영

향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

3 주주대표소송제: 회사가 문제를 일으킨 이사에 대해 책임 추궁을
게을리 할 때, 주주들이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해당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출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

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리선출 방식

이 도입되어 이사 선임단계부터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된다면

감사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치지 않고 본연의 기능인 감사

기능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

고 있다.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증대하여 투기 자본

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해당 개정안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이미란, 2020).

재계의 우려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감사위원 선출

방식의 특성상 감사위원회가 충분한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기능

을 수행하는 장치의 구실을 다하기 어려웠던 것은 명백한 사실

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전횡을 저지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제도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견제가 이루어져야

감사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계가 우려하는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역시 전례 없는

사안이 아니기에,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함

께 모색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연출되리라 본다.

#다중대표소송제

상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사항 중에는 기존 주주대표소송제

3를 보완한 다중대표소송제가 있다. 기존 주주대표소송제에서

는 자회사의 비상식적 경영에 대해 모회사는 대표소송을 진행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재벌들이 자회사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익을 빼돌리는 경우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 다중대표소송제로, 자회사의 이사가 손

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 주식을 가

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

도록 한다.

이러한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은 그동안 거대하고 강력한 대기

업에 맞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던 모회사 소수주

주들의 경영감독권을 제고시켰다. 더불어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를 견제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재계는 다중대

표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각종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첫째로, 기업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재계

는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재보다 소송리스크가 4배가량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홍석, 2020.12.15). 다음으

로 악용의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업체들이 작은 금액

으로 고의적,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실추

는 물론 심각한 경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해외 투기자본이 다중대표소송제를 이용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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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한

다(강한, 2020). 불필요한 추가적인 규제는 규제가 이미 존재하

는 현 상황에서 과중 규제가 되어 부담을 줄 수 있고, 규제의 필

요성과 규제로 인한 효과 역시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계속해서 업

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비판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존 개별업계를 대상으

로 이행하던 규제와 그룹차원을 규제하는 이번 규제는 다른 것이

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표 금융사는

각종 제반 업무를 정리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소속 금융

사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조직하여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상하고 재무정보 시장공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금융그룹감

독법'이 과연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마치며

앞서 살펴보았듯 공정경제 3법은 기업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공정경제 3법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법안

으로, 여러 한계 속에서도 기업들은 이번 재개정을 계기로 어떻

게 하면 기업 경영을 공정하게 유지하고 강자로서 약자인 중소기

업들과 공생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기업 경영

의 투명성·책임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본 법안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잘 함으로써 건강한 기업 지배구

조와 공정거래질서가 본질적으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임을 보여

주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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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또한 재계에서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

이 더 증가한다는 점에 반발한다. 더불어,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가 강화되고 과징금 상한이 2배로 오르는 것은 경영진들에게는

기업 운영 면에서 부담을 준다는 비판도 제시되고 있다 (강한,

2020.12.3).

그럼에도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에

서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늘리는 방식은 바람직한

변화의 초석이다. 공정경제 3법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회사 및 손

자회사의 지분율이 더 높아지고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된다. 벤처캐피털의 경우, 현재에도 기업집단에서 벤처기업 투자

를 통한 기술 혁신을 추진했기에 이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집행절차를 강화하

는 과정을 통해 과징금과 손해배상소송을 인지한 기업들이 건전

하고 적법한 경쟁을 통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클 것

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소송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정한 경쟁

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3.금융그룹감독법

'공정경제 3법' 의 마지막은 '금융그룹감독법'이다. 정식 명칭은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며, 동일한 기업집단

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해당 법에 따

라 지정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의한다. 삼성, 현대

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의 6개 그룹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으며, 2020년 12월 9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

격적으로 금융당국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다.

금융그룹감독법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개별업권별 감독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의 위험을 효과적으

로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위험관리 및 건전성 관리 등을 규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

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0) 것이다. 개정 전 법안에 따르면 개별 금융회사별로 감독

이 이뤄졌는데, 이는 산업리스크 및 금융 리스크간 전이를 판단

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예를 들면 현대차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현대캐피탈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룹자체를 규제 및 감독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

만 이에 대한 업계의 비판과 반대가 심상치 않다. 가장 먼저 제기

되는 문제는 이중규제 및 과중 규제의 문제이다. 업계에서는 금

융 업권별로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

은 규제는 이중 규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문재인 정

부의 100대 국정과제 차원에서 2018년 7월부터 금융그룹감독

에 관한 모범규정을 제정, 시범운영해왔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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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기 강현진
27기 고연지
27기 조유빈
28기 김현서
28기 이나연

TCFD권고안에 따른

국내외의대응과전망
1.서론

지난 2020년은 ‘재난의 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들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급격한 기후위기는 전례 없는 코

로나 사태로 인해 비교적 큰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극심한 지구 온난화 문제의 가속화와 함께 세계 각지에서 산불, 홍수,

폭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줄지어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2020년 여름 내내 계속된 태풍으로 33년만에 장마가 가장 늦게까지 이

어진 해로 기록되었다(고은지, 2020.08.10). 이는 기후위기가 더는 먼 나라 일이 아닌 우리 일상생활, 산업활동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2015년 12월, 전세계 196개국은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

화 이전 대비 2°C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 폭을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

였으며, 이를 기점으로 기후변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본격화 되었다. 더불어, 기후변화 리스크가 경제적 의사결정

및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하지만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추상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표준화된 틀의 부재는 투자자들과 여타 이해

관계자들이 기후변화가 불러올 잠재적 기회 및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다. 이에 따라 기후

변화가 기업체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이해하고 관련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요구되었고, G20의 재무장관들과 중

앙은행 총재는 금융안정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2015년 12월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

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가 설립되었고, TCFD는 2017년 ‘기후 관련 재무적 영향

에 대한 정보공개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관해 보다 명확하고, 비교 가능하며, 일관된 정

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본고는 기후변화 관련 금융 정보 공개를 위한 TCFD 권고안에 따른 국내외의 대응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TCFD 권고안

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국내의 환경 관련 공시 법령 및 국제 표준인 GRI 스탠다드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국외 및 국내

에서의 TCFD 권고안 이행 현황을 서술하였다. 끝으로, TCFD 권고안의 의의와 더불어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언을 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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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CFD가 한국기업에갖는의미

2.1. TCFD 권고안과지침

이처럼 TCFD는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재무정보 공개

제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조직 운영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4가지 영역에 대한 권고안과 지침을 구축하였다. 이

4가지 영역은 지배구조 , 경영전략 , 위험관리 , 지표·목표

설정이다(PwC, 2017).

우선, (1)지배구조와 관련하여 TCFD는 한 조직의 경영진 혹은

이사진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TCFD는 조직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에 관련된

경영진의 역할 및 이사회의 감독에 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WWF Report, 2018).

다음으로, TCFD는 기후변화의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는

조직의 (2)경영전략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단기, 중기, 장기에 거친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가 향후

조직의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재무계획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의 유연한 경영전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앞의 글).

또한, (3)위험관리와 관련하여 TCFD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감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구축한 절차를 공개할 것과 이러한 기후변화 위험 관리 절차가

어떻게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 과정에 통합되는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앞의 글).

마지막으로, TCFD는 조직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4)지표와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는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조직이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목표 달성도 관리를 위하여

조직 내부에서 어떤 목표를 채택하였는지를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앞의 글).

2.2. TCFD 권고안과국내공시제도, GRI와의차이

기존에 국내 기업들은 기후변화 및 환경에 관한 정보를 공시

또는 공개할 때 주로 국내의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공시

법령이나 GRI(Global Reporting Initative) 기준에 의거하였다.

그런데, 2015년에 정립된 TCFD 권고안은 기존의 국내 법령과

GRI 기준에 비교하였을 때 정보 공개의 범위와 통일성의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 국 내의 기 후변화 및 환경 관련 공시 법령으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법령들은 녹색경영정보와 관련된

사항,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량 등을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 등의

공시 매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이러한 기존의 법률과 규정 등은 TCFD

권고안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가령,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 세칙은 의무

공시가 아닌 자율 공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 건수가 적을 뿐더러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세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홈페이지).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공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만으로는 기업의 리스크

규모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반면(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TCFD 권고안은 3가지 측정범위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Scope 1, Scope 2 및 Scope 3로 구분하고 관련 위험을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WWF Report, 2018). 그리고 TCFD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보 공개 프레임워크를 공시매체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법규에서 지정하는 공시매체에 비하여

국내외적으로 더 폭넓은 재무공시정보 이용자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국제적 기준을 지향하는 국내 기업들 중 대다수는 이러한

국 내 공 시 규 정 과 법 령 외 에 도 GRI 기 준 에 의 거 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추세를 보인다. GRI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이해가

용이하며,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소개한 국내 법령의 기후변화 공시 규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TCFD의 권고안은 이러한 GRI 기준에 의거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한층 나아가, 조직의 이사회의 감독에

관한 설명을 비롯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직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WWF Report, 2018).

또한, TCFD 권고안과 GRI 기준은 평가 지표의 선정과 공개

범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원재료, 에너지, 생물다양성 등 평가

지표를 구성함에 있어서 GRI 기준은 기업마다 지표의 선정 및 공개

범위가 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간 비교가 쉽지 않다. 반면,

TCFD 권고안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통일된 공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구체적인 정보 공시를 바탕으로 기업 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박지영,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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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250은 2019년 포춘(Fortune)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 매출액 기준 상위 250개의 기업을 의미한다.

이처럼 TCFD 권고안은 각종 국내 공시 규정과 GRI 기준을 통해 작성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비해 정보 공개의 범위와

통일성에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국내외의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의 법규와 GRI 기준만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WWF

Report, 2018). 그러나 이는 비단 GRI 기준이나 국내의 공시 규정이 자체적으로 갖는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현실적으로 환경 및 기후변화에 접근하고 대응하는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는 지적 역시 존재한다.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은 기후변화나

환경에 관련된 사안을 두고 장기적, 전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신, 조직 내부의 환경 부서 등에서 단기 프로젝트의 성격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앞의 글).

3.1.국외 TCFD 이행현황

2020년을 기준으로 G250 기업 중 37%, N100 기업 중 18%가 TCFD 권고에 따라 기업 정보를 공개할 만큼 TCFD는 전 세계 기업들

의 주요 공시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다(KPMG, 2020). 이러한 상황 속에서 TCFD 권고안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 역시 전 세계적으로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TCFD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핵심 보고 항목(사업 모델, 정책 및 실

사 프로세스, 결과, 주요 위험 요소 및 관리 방안, 주요 성과 지표)으로 구성된 ‘기후 관련 정보 보고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Reporting Climate-Related Information)’을 발표하였으며(박지영, 2020.6.22), 이는 TCFD 권고안의 개념과 핵심 내용을 중점적으

로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TCFD 2020 현황 보고서에서 5개 지역(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내 기업들의 정보 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럽은 11개의 TCFD 관련 정보 공시 항목 중 10개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백분율을 기록하

기도 하였다(TCFD, 2020). 다음으로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해 기후변화 관련 지배 구조, 리스크 관리, 기후 영향 완화 전략 등에 대하

여 주요 금융기관들이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신규 법안을 제출하였는데, 만약 법안이 시행될 경우 TCFD의 권고안에 따라 공시를 의

무화한 세계 최초 사례가 된다(박란희, 2020.9.16). 영국 역시 런던 증권거래소(LSE)에 상장된 기업들의 ESG 관련 공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률과 규정이 산재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후 관련 금융 공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더 나아가

2025년부터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위험 공시를 의무화하는 안을 발표하였다(박지영, 2020.11.12).

TCFD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을 살펴볼 수 있다.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일본의 276개 기관

이 TCFD 서포터로 가입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도요타, 소니, 미츠비시 중공업 등 많은 대기업들이 TCFD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일

본 환경부가 TCFD 연구단을 발족한 것, 일본 경제산업성이 TCFD 컨소시엄을 발족하고 제 1회 TCFD 서밋을 개최한 것과 같이 일본

정부 또한 TCFD 참여를 독려하면서 TCFD 관련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박지영, 2020.6.22).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적극

적인 지원의 영향으로, 지구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 리스크 분석을 공개한 전 세계 G250 기업 중 50%가 일본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준영, 2021.1.11). 향후 일본 정부는 TCFD 기준을 참고하여 각 기업의 ESG 대응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공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와 유사하게 홍콩 역시 지속가능한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까지 홍콩 내 금융

기관과 상장기업들이 TCFD 기준에 맞춰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박지영, 2020.12.22).

3.2.국내 TCFD 이행현황

다음으로 국내에서 TCFD 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국내에서는 2017년 TCFD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2020년

에 들어서 해당 권고안을 지지하는 기관과 기업들이 점차 등장하는 추세이다. 이들은 TCFD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관련 정보를 다

른 CSR 지표들과 함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0년 5월 환경부가 정부부처 최초로 지지를

선언한 이후, 현재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포스코,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상장기업 위주로 15개 기관만이 TCFD 관련 정보 공시에

참여하고 있다. 즉 국내 기업 중 소수만이 TCFD 권고안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환

경 분야 공시에 있어서 국제보고 기준인 GRI 스탠다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의 TCFD 지지선언 및 정보 공시 현황

은, 앞서 상술한 국외 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제시하는 국제 표준으로서 TCFD 권고안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

소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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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연합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FI)는 녹색금융을 1) 환경 개선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을 지원하는 활동, 2)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자금 공급을 차단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의 공시 측면에서 TCFD의 국내 위상이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 기관과 대기업은 기후변화 및 ESG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TCFD 관련 정보 공개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거래소는 국내 증권유

관기관 최초로 TCFD 서포터즈에 가입하고, TCFD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는데, 이는 기업, 시장, 경제 전반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및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안건을 보고 받고 있으

며, TCFD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온실가스 사용량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표1]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TCFD 대조표' (출처 : 삼성전자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2.1.국내금융기관에서의 TCFD 이행현황

앞서 살펴본 국내의 TCFD 권고안 이행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군은 바로 '금융'이다. 현

재 여러 금융기관은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TCFD 관련 정보 공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자산

과 기업의 가치 측정, 위험과 기회 평가 등 기후 요소를 고려한 투자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업계에서의 TCFD에 대한 큰

관심은 최근 '녹색금융'이 금융부문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과도 관련 있다. 녹색금융은 환경 개선과 관련된 금융

상품 및 금융활동을 종합적으로 의미한다. 국내 금융권이 녹색금융을 추진하고, 친환경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그린본드와 ESG채권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TCFD 권고안을 바탕으로 기후환경 관련 정보공시체계를 구축하는 금융기관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TCFD 가입 및 정보 공시를 통해 국내 ESG투자 시장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TCFD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ESG금융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의 사

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KB금융그룹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TCFD 권고안에 따른 중장기 로드맵을 수

립하였다. 해당 로드맵은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세부 이행 과제와 프로세스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뿐

만 아니라 KB금융그룹은 매년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TCFD 권고안 이행 현황을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이사회 이사 전원(9인)이 참여하는 ESG위원회를 신설하여 기

후변화 관련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전략 측면에서는 기후변화가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이

를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B금융그룹의 CEO는 ESG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기후변

화의 위험 및 기회를 평가·관리한다.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지주 및 은행의 ESG 유관부서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기후

변화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

리 체계에 통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표 및 목표 측면에서는, 매년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

해 사용된 지표와 탄소배출량 수치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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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한금융그룹은 2019년 TCFD 권고안에 따른 내용을 국내

금융사 최초로 공개하였고, UNEP FI3를 중심으로 TCFD 이행을

위한 금융사 대상 2차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영향이 큰 프로젝트의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기후변화 관련 위험 요인을 반영한 투자 포트폴리오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국

내 금융기관에서 TCFD 권고안의 이행 및 관련 정보 공시는 비교

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자본시

장에서의 TCFD 권고안 도입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2.2.국내에너지및원자재·건축기관에서의 TCFD 이행현황

TCFD는 비금융 부문 중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물 사

용량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에너지, 교통,

원자재·건축, 농산물·식품·임산물의 네 산업을 선정하였다. 그 중

에서도 에너지 산업은 탄소배출량 감축 의무에 따른 재무적 영향

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2017년 기준 영업이익 대비 2018년

의 영업이익률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 감소율이 -35%로 분석되

었다. 즉, 탄소배출량 감축의무만으로도 에너지 산업은 상당한

재무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탄소배출 규제가 점

차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한다면, 향후 재무적 영

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에너지 산업은 다른 산업

들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다른 산업들에

미칠 재무적 파급효과도 클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윤세웅,

2018). TCFD의 2020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기업과 자

재 및 건축 기업이 공시를 주도하고 있으며, 2019년 회계연도의

TCFD를 따른 평균 공시 수준은 에너지 기업이 40%를, 자재 및

건축 기업이 30%를 기록하며 산업별 기준 가장 높은 공시 비율

을 기록했는데(한익재, 2020.11.04), 이는 두 산업이 기후 변화

관련 위험에 노출이 많은 산업이기 때문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이시은, 2020.11.09).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 기관인 한국전력공사(KEPO, 이하 한전)

은 ESG 글로벌 트렌드와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

항을 반영하여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TCFD 권고

안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다 (이재용 ,

2020.10.20). 해당 보고서에서는 TCFD 권고안에서 구분하고

있는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 설정’의 네 가

지 차원에서의 한전의 대응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지배구조 측

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이슈가 중장기 경영목표와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 구조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기후위기 위험과 기회 요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역할은 사업

총괄본부장(CBO)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조직을 사

업총괄본부장 산하에 설치하여 경영진의 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

다. 경영전략 차원에서 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력그룹사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력그룹사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계획’, ‘전력그룹사 RE3020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주요 위

험 및 기회 요인도 분석하였는데, 배출권 구입비용의 증가,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입 비용의 증가, 친환경 R&D 예산 증가

등을 위험 요인으로 뽑았으며 그린본드 발행으로 인한 인프라 구축

확대를 기회 요인으로 뽑았다. 위험관리 차원에서는 한전은 단계별

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투

자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탄소 경영활동에 따른

위험과 기회 요인을 재무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탄소 배출 관련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와 연계한 체계적인 대

응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

전력 ‘위험관리’의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지표·목표 설정 차원에서

는 ‘전력그룹사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

중 제고 등 다양한 신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하는 감축목표까지 제

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또한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

템(NGMS) 기준에 따라 제시하고 있으며 직간접 배출량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한국전력공사,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

서).

원자재·건축 분야 중 포스코(POSCO)는 ‘2019년 기업시민보고서’

를 발간하며 주요 성과를 ESG관점에서 종합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포스코는 국내 제조업 최초로 TCFD 지지를 선언하며 보고서에도

TCFD 권고안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포스코

는 마찬가지로 TCFD 권고안에서 구분하고 있는 ‘지배구조’, ‘경영

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 설정’의 네 가지 차원에서 각각 포스코

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는 철강부문장 직속 안전환경기획실을 중심으로 전사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 및 탄소·에너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관련 재무적 이슈는 이사회와 경영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사업장에

서 발견된 환경 리스크는 최고경영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되는 구

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환경·에너지 통합경영 방침을 수립하여 사

업 전략과 투자 결정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

도록 하며, 이사회 외에도 CEO의 직속 자문기구인 기업시민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전략 차원에서는 파리협정 체결로 인한 세

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리스크 영

향,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시 받게 되는 OECD 및 국제통화기

금(IMF)의 경고 등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경영 전략

의 유연성을 설명하고 있다.

3 유엔 환경 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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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 관리 프로세

스를 구체적으로 분석 및 제시하여 리스크 분석뿐 아니라

해결방안까지 도출해냈다. 포스코가 도출해낸 구체적인 리

스크로는 기상이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저

탄소 고효율 철강재 요구 증가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리스

크 분석을 토대로 포스코는 전기차 위주의 생산체제 전환,

신재생 에너지 중 풍력발전, 탈황설비 및 LNG연료 추진선

으로 변화하는 선박사업을 신사업 기회로 도출해냈다. 마지

막으로 지표·목표 설정 측면에서는 중장기 목표인 ‘2050 탄

소중립’와 3대 분야(Process, Product, Partnership) 각각

에 대응되는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

하여, 포스코는 IPCC WBSCD(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위원회)

와 WRI(World Resources Institute, 세계자원연구소), ISO

14044 등을 참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및 실적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박지영 , 2020.07.02 ;

POSCO, 2019년 기업시민보고서).

4. 결론및제언

지금까지 TCFD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국내외에서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TCFD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

이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 방식과 수준

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투자기업은 자사

의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공개할

것이 요구되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BlackRock의

CEO는 지난 2월 서한을 통해 “앞으로 투자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부각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지속가능성에 높은

리스크를 가진 기업들에게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

였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는 아직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소수의 기업만이 TCFD 권고

안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적용하고 있다. TCFD를 적용

하고 있지 않은 일부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현재 공시하는

정보는 자발성이 강하고 공개 범위가 좁으며, 통일되지 않

아 이해관계자들이 위험을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일부 기

업은 비표준화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위험 및 기회의 객

관적 판단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이 아직 한 두 부서 차원의 대응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충분한 이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WWF

Report, 2018).

그러나 글로벌 기후변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TCFD 권고안에

적절히 대응하는 일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필요조건이 되었으며,

기후변화로 파생되는 사업 리스크 및 기회 요소는 이해관계자에게

하나의 중대한 의사결정 기준이 된다(KCGS Report, 2019). 따라

서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목표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TCFD 권고안을 적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내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과거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 기업들은 관련 경

험이 많은 TCFD 글로벌 전문가들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각 기업의

지역, 업종 및 특성에 맞게 TCFD 권고안을 맞춤 적용해야 한다. 셋

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고, 전사적 관점에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실무 부서별 업무분장 및 사내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성과와 보상이 적절히 연계된다면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직원을 교육시킴

으로써 외부환경 및 이해관계자 요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WWF Report, 2018). 상술한 제언이 각 기업의 상황

에 맞게 적절히 실행된다면 기업 가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TDFD 권고안의 성공 여부는 광범위한 금융 및 비금융 조직들의 빠

른 권고안 추진 여부에 달려있다. 다수의 조직들이 해당 권고안을

채택한다면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 위험과 기회는 조직

의 위험관리 및 전략 기획 프로세스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것이

다(TCFD Final Report, 2017). 이처럼 기후변화 이슈는 이제 정부

가 주도하는 단계에서 기업이 스스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단순한 규제 대응의 문제가 아

닌 생존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걸린 경영전략의 문제이다. 앞으

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TCFD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기

업가치를 제고하고, 동시에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

를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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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ESS)로의

전기차폐배터리

재활용동향

1.전기차시장의팽창과폐배터리활용방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 역시 급격히

커지고 있다. 2020년 10월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13만 7천여

대에 달하며 2019년에는 21%, 2020년에는 17%에 달하는 판매량 증가

율을 기록하고 있다. 2030년에는 전기차 시장이 전체 자동차 시장의

30%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기

차 보급 확산에 따라 핵심부품인 배터리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

는 가운데, 폐배터리의 처리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기존

의 배터리들보다 압도적으로 크기와 용량이 크다는 점에서 심한 환경오

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오염 우려와 더불어 배터리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여러 노

력이 진행되고 있다. 선두주자인 테슬라의 경우, 배터리와 차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차량 관리

컨설팅, 배터리 유지관리, 운행 습관별 연비 비교 등의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데에 사용된다. 한편 전기차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

리는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폐배터리 자체를 재활용하는 방

안들도 연구되고 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혹

독한 사용 환경을 고려해 설계되기 때문에 높은 재활용 효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리스, 소형배터리로의 재활용 등이 배터리 자체의 재사

용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다. 본 글에서는 이들 중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폐배터리의 ESS로의 재활용 기술과 방안에 대해 살펴보며 현행 기업들의 행보를 통해 그 가능성과 현재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한

계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2.폐배터리를재활용한 ESS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완성차에 탑재된 이후 약 20만 km 이상 주행하면 서서히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교

체 시기가 도래한다.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막대한 양의 폐배터리 중 약 70~80%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평가되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내외 여러 유수 기업들은 ESS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있다. ESS란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 시 에너지를 공

급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현재 기업들은 특히 ‘폐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용’ ESS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SS 충전

소는 전기요금이 저렴한 야간 시간대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낮에 방전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데, 성능 저하 후에도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 폐배터리를 활용하여 ESS 충전소에서 활용되는 충전기의 출력을 대폭 향상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 핵심이다(LG

화학, 2020.06.10).

이를 통해 소비자는 폐배터리의 잔존가치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역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 하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출력을 높이려면 재공사를 통해 충전

시스템을 설치해야만 했다. 그러나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ESS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공사비용만을 투입하고도 충전

기의 출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앞의 글).

또한 리튬, 니켈, 망간 등을 함유한 전기차 배터리는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외부 노출 시 화재와 감전 등의 위험이 뒤따르는데, 이를 처

분하는 대신 다른 소재로 재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과 함께 폐기 시의 안전 문제 극복이라는 장점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무

엇보다도 환경 문제가 전 지구적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정책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 전기

차 배터리를 활용한 ESS는 환경과 안전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이훈, 2019).

27기 정윤재
28기 이나연
28기 이석범
28기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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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외기업사례

상술한 바와 같이 폐배터리를 ESS 저장장치로 재활용하는

사업은 잠재력이 높다.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 자동

차를 판매함에 따라 수월하게 중고 배터리를 확보할 수 있

기 때문에 폐배터리 재활용의 사업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ESS 저장장치로의 전환을 이루기는 어

렵기 때문에 설계 및 제작, 수요관리 등의 기술적 부분을 보

충하고자 유관 기업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박수

항, 2016).

Nissan의 경우 배터리 교체 시 배터리 반납을 조건으로 하

며 각 배터리에 대해 1000달러의 가치를 인정해 중고 배터

리를 확보하였다. 2016년에는 1세대 Leaf의 배터리 모듈 12

개를 재가공하여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력 관리 기업인 Eaton Energy와의 협

력을 통해 가정용 ESS인 ‘xStorage’를 제작·판매하는 사업

을 시작하였다. 또한 암스테르담 Johan Cruijff Arena 지하

에 같은 종류의 폐배터리 148개를 모아 만든 ESS로 태양광

패널로 만든 전력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Steve

McLennan, 2018.06.29).

또한 ‘BMW’ 그룹은 중고 배터리 700개를 재활용하여 독일

공장에 15MWh 규모의 ESS를 구축한 바 있다. 이어 BMW

그룹 코리아는 국내 최초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구축한

충전소인 ‘e-고팡’을 제주도에 선보였다(Jaeyoon Chung,

2019.08.12). e-고팡은 중고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해 신재

생 에너지를 저장·공급하는 국내 최초의 충전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시설은 국내 출시되었던 i3 모델의 중고 배

터리를 이용해 풍력 발전으로 얻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

해당 충전소는 기존 배터리의 사용 연한을 5년 이상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는 2019년 6월 ESS관

련 기술과 사업 역량을 갖춘 에너지기업인 바르질라와 파트

너십 협약을 맺었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ESS

를 한국의 공주시와 미국의 텍사스주 태양광발전소에 설치

하고 OCI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증 분석과 사업성 검증을

함께하고 있다(이훈, 2019).

위와 같은 자동차사와 더불어 배터리 재활용의 기술적 숙제

를 풀어나가는 기업들도 존재한다. ‘파워로직스’는 현대차그

룹과 공동으로 연 10MWh 규모의 파일럿 생산라인을 구축

했다(설성인, 2019.10.01). 생산라인에서는 전기차에서 배

터리 팩을 수거해 분해하고 상태 진단을 통해 동일한 성능

을 내는 배터리끼리 분류한다. 이후 ESS용 트레이로 재가공

하여 전기차 200대의 폐배터리를 1000대 분량의 배터리

트레이로 제작할 예정이다.

.

폐배터리는 활용가치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제조사 혹은 적용 차

량에 따라 출력특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폐배터리를

모아 ESS로 제조하면 제 성능을 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한 기술의 특허를 출원 중인 ‘다츠에너지’는 전기차

에서 교체된 배터리팩의 모듈화를 통한 ESS로의 재활용을 최초로

시도하였다(이상복, 2021.01.01). 즉, 각 출력특성이 다른 폐배터리

들을 이용해 ESS를 만들더라도 항상 균일한 출력을 내는 안정적인

팩 단위 출력조절 운용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제조사 간의 폐배터리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배터

리팩 중 일부가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로 출력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시사점및제언

국내외 여러 기업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ESS로 재활용하려는 노

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기차 폐배터리가 원활하게 ESS로 재사용

되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 첫째, 배터리 규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현대차 관계자에 따

르면 전기차 배터리는 자동차 세그먼트, 크기, 주행 특성 등에 따라

모양과 탑재 위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ESS로 재활용할 때 설계

적인 제약이 존재한다(이훈, 2019). 즉, 현재는 제조사별로 각자의

전기차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배터리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각

배터리는 모두 상이한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화와 부피의 단편화가 어려워 재가공 과정이 복잡하다.

판매량이 높은 전기차 제조사는 ESS 제조에도 유리하겠지만, 시장

점유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폐배터리를 ESS로 재활용하는 것에 대

한 비용이 막대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둘째, 전기차의 폐배터리가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

가 존재한다. 리튬이온 전지의 일종인 전기차 폐배터리는 그 특성

상 발화 및 폭발의 위험성, 낮은 내충격성 등 안전성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최정덕 외, 2017). 이에 따라 폐배터리는 재사용 및 재

가공뿐만 아니라 수거 및 관리의 과정에서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

지만 현재 「폐기물관리법」 상 리튬이온 폐배터리의 처리를 다루는

내용은 부재한다. 그렇기에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의 안전 관리 지침이 마련되고 안전하게 재사용하는 기술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규제나 가이드라인 및 국제 표준이 부재하다.

전기차 산업 자체가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장에서 소비자 가전에 대한 재사용이나 재가공에 대한 규제는 마

련되어 있지만, 전기차 폐배터리에 특정된 규제는 부족하다. 이는

OEM, 재활용 배터리 제조사, 잠재적 고객 등에게 불확실성을 가져

다주고 국가, 지역, 기업마다 다른 길을 걷게 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Hauke Engel 외,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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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폐배터리를 ESS로 재활용하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ESS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당장 기업의 입장에서는 통일되지 않은 배터리 규격과 안전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R&D 투자금으로 인해 개발을 망설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장기적

으로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지연시킨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는 선행 사례를 따라 ESS로의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당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제조 단계에서 미리 배터리가 재사용 될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폐배터리 ESS 제조

산업 자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업 관계자들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기준과 규제 마련이 선결되

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로 정부가 폐배터리 반납 의무 규정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민간의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사업 활성화

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는 없애고,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과 안전

성 기준, 제작된 ESS에 대한 기준과 검사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폐배터리의 처리 문제는 필연적으

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과 ESS 개발에

박차가 가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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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기 조유빈
28기 백승우
28기 엄상원

1.그린워싱의개념및현황

최근 녹색산업의 성장과 국가적인 그린뉴딜 정책 발표로 저탄

소·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몇몇 기업들

은 자사의 제품 및 생산구조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구

축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허위 또는 과장 홍보를 하기도 하

는데, 이러한 행태를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한다(김

정임, 2013). 그린워싱은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빈번히 발생하

는 문제이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우리나라 에

너지 집약 기업들의 경우, 내세우는 친환경 슬로건이 저탄소·친

환경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산업의 생산 구조와 배치되기 때문

에 그린워싱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린워싱의 개념과 국내 에너지 제도 현황을 살펴

본 뒤, 에너지 집약 산업의 환경 경영이 그린워싱으로 비판 받

은 사례를 분석해보며 그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

구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에너지전환 시대에 그린워싱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 노력을 표면적으로 비판하기 보

다는 그 배경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있다.

2.에너지현황:환경경영을저해하는구조적장애물

국내 주요 에너지기업들의 환경경영은 유럽 또는 미국을 기반

으로 활동하는 동종 업계에 비해 더딘 편인데, 무엇보다도 친환

경 행보를 위한 에너지전환에 드는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2020년 상반기 기준 국내의 태양광 LCOE(균등화발전비용)는

116.6원/kWh, 육상풍력은 115.5원/kWh으로 각각의 세계 평균

인 50원/kWh, 44원/kWh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LCOE는

발전시설의 건설에서 유지보수(O&M), 폐쇄까지 모든 단계에

서 발생하는 평균 연 비용을 현재의 가치로 나타낸 값으로써,

간단하게는 발전에 필요한 원가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북미와

서유럽, 북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LCOE가 화석연료 및

원자력 발전의 LCOE보다 낮은 ‘그리드 패리티’에 이미 도달하

였다. 즉 가장 싼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곧 친환경 행보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재생에

너지 발전의 비용이 kWh당 20% 이상 더 비싸며, 한국의 그리드패

리티 도달 시점은 2025년경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LCOE가 이렇게

높은 것은 발전 프로젝트가 주로 소규모로 진행되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했고, 토지 가격이 높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재생가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작년까지 없었던 것도 장애물로 지적되었다. 글로벌 RE100 켐페인

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했음을 인증하도록 요구하

는데, 우리나라는 한전의 전력판매시장 독점으로 인해 모든 전력원

과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정산체계 아래 놓이므로 소비자가 재생가

능에너지만을 선택하여 요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안 정

책은 2021년 올해 처음 시행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전력

판매시장 독점을 인정하면서도 글로벌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RE100 이행수단 5가지를 제안하였다. 이들 수단은 K-RE100의 이

행수단으로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발전 원가가 비싸다 보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받

기 위해서도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가장 저렴한 이행 수단인

녹색 프리미엄제는 기존 전기가격에 10.000원/kWh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다른 이행 수단인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정

서) 구매는 그보다 비싸다. REC는 재생에너지발전량(단위: MWh)에

발전조건 별 가중치를 곱하여 발급되는 인증서이고, 현재 가격은

1REC 기준 40,000원 수준이다. RE100 시장 하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기준(1MWh 당)으로만 인증이 가능하므로, REC에 곱해졌던

가중치를 상쇄하여 REC의 가격 효과를 구할 수 있다. 태양광의 경우

REC 가중치가 0.7(임야)~1.7(수상(水上)태양광, 주민참여형사업 우

대가중치 최대치(0.2) 적용)임을 고려했을 때, 1kWh당 REC 가격 효

과는 28~68원이다. 풍력의 경우 REC 가중치가 1.0 이상이므로

1kWh당 가격은 40원 이상이다. 미국의 REC 가격이 1.1원/kWh 미

만(2020.07.이전)~1.7원/kWh(2020.08.)임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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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의 순배출을 0으로 상쇄시키는 활동을 의미한
다(김익, 2020).

2 2100MW의 규모로 2018년 착공했으며 2024년 완공 예정. 예상 폐쇄
시기인 2054년까지 예정대로 운영된다면 최악의 경우 536명의 주민이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기후솔루션, 2020).

3 탄소 배출의 단계로, Scope 1, 2, 3으로 나뉜다. Scope 1은 직접적인 온
실가스 배출을, Sopce 2는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Scope 3는 기업 전
주기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데, 소비자에 의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
스 배출이며 전체 탄소 배출량의 85%를 차지한다.

3.포스코의탄소중립선언과석탄화력발전소건설

포스코는 대표적인 탄소집약 산업의 그린워싱 사례이다. 고로

(용광로)를 사용하는 철강사들은 주원료로 탄소 덩어리인 석탄

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코

크스는 철광석을 녹이는 환원제로 이용되는데 코크스를 생성하

는 과정에서 ‘FeO + C’ → ‘Fe + CO2’의 환원반응으로 이산화

탄소가 필연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포스코는

2019년 연간 8148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국내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기록했다(김국헌, 2020.10.07). 2018

년에는 약 7300만톤을 배출하여(김동수, 2020.03.27) 온실가

스 배출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에너지 사용량

과 미세먼지 배출량 역시 포스코가 국내 1위를 차지하면서(기

후변화센터, 2019) 여러 환경 단체들과 지역 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12월 포스코는 환경책임을 다하고자 2050년까지 1 탄

소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포스코는 ESG 경영 강화 전략

을 추진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

고 석탄과 관련된 신규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포스

코 뉴스룸, 2020. 12.11). 그러나 이러한 선언과 상반되게, 포스

코 그룹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는 강원도 삼척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2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삼척블루파워의 원래

사명은 '포스파워'인데 지역친화적 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2020년 3월 '삼척블루파워'라는 새로운 사명으로 변경했다(배

지원, 2020.09.08). 삼척블루파워의 파란색 CI는 삼척의 청정

한 바다처럼 맑고 깨끗한 발전회사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실천의지를 담았다

고 설명하고 있다(홍춘봉, 2020.04.15). 그러나 지역주민의 건

강과 기후변화에 치명적인 “석탄발전”과 "청정한 바다처럼 맑

고 깨끗한"이라는 설명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이 포스코가 그린워싱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

한 부분이다.

포스코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밝혀지 않았는데 이대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포스코의 녹색경영 선포와 상반되는 실질 경영 활동이 이뤄지

는 것으로,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에 그대로 직면하게 된다. 이미

온실가스, 미세먼지, 에너지사용량 모두 1위를 기록하는 포스코

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황

에서 현재 진행 중인 탄소집약적인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

할지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4. 넷제로(Net-zero),탄소중립선언과그린워싱

‘넷 제로(Net-zero)’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대 온실가스의

순 증가량을 제로(0)로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과 동등한 수준의 감축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

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이다(박지영, 2020.07.26).

비슷한 개념으로는 ‘탄소중립’이 있으나 탄소중립은 다른 온실가

스는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이산화탄소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업들은 대부분 넷 제로

가 아닌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는데, IPCC 1.5℃ 보고서에 제시된 온

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업들

도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다른 온실가스의 감축 활동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넷 제로 자체가 모호한 개념이며 넷 제로의 계산 값이 눈속

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온실가스를 아무리 많이

배출해도 탄소포집기술이나 나무심기 등으로 그만큼의 상쇄량을

맞추면 넷 제로는 달성되기 때문에 순 배출량 자체를 제로로 만들

려는 넷 제로 본연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박지영, 2020.07.28).

마찬가지로, 나무를 심는 등의 온실가스 상쇄 활동을 탄소 배출 활

동과 완벽히 대응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채효정,

2020.09.07).

영국의 카본 트래커(Carbon Tracker)가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9

곳의 넷 제로 전략을 분석한 결과 순 배출량 감소를 약속한 기업은

Eni, 렙솔, BP 3개 기업뿐이었다. 이 기업들 중에서도 BP는 직접

적인 배출량 감축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전체 사업장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6개 기업이 탄소배출의 Scope 3 범위3의 탄소배출

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감축목표를 세워 기업들의 넷

제로 선언이 그린워싱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해당 평가에

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이탈리아 에너지기업인 ‘Eni’는 탄소

순 배출량을 80% 감축하겠다고 밝혀 완벽한 넷 제로는 아니지만,

다른 기업들과 달리 탄소배출 중간 목표치를 밝혀 진정성 있는 탄

소배출 전략을 보여주기도 했다(박지영, 2020.07.28).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또한 선언 자체가 단순히 정부 지

침을 따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나 환경 측면의 비판을 막

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감축 목표가 동

반될 필요가 있다. 전체 사업장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 범위에 고려

하고,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뿐 아니라 사업 전반의 가치사슬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까지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한

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감축 목표가 배출량은 그대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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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량으로 이를 무마하겠다는 것이 아닌, 순 배출량 자체를 감

소하겠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론 순 배출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현재 공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불

가능하다. 따라서 에너지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식 공정 구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해(변국영, 2020.12.23) 순 배출량 감

소를 약속한다면, 더 진정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

여 그린워싱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집약 산업은 자동

차, 조선, 반도체 등의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 지대한 전･후방

효과를 가지는 기초산업이다.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대표

적으로 철강 산업의 기여도는 약 14%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석탄, 석회석 등을 가공

하는 공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학반응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공정에서 쓰이는 연료를 절감하는 기존의 감축 수단으

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변

국영, 2021.01.01).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소화, 바이오매

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S)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

하여야 한다. 그런데 친환경 수소로 만든 저탄소 철강의 경우

석탄의 단가보다 현재 수소의 단가가 4배에 달하는 등 경제성

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상용화되기 불가능하다(정

민하, 2020.12.14).

앞서 설명했듯 현재 에너지 집약 산업들의 친환경 경영을 저해

하는 국내 에너지 제도상의 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장벽들이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기업에게 도덕적 무결성을 요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에너지 집약 산업의 공정을 친환경적

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국내 산업의 석탄 의

존도를 낮추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이러한 시급성 아래 환경경

영을 기업이 선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한다. 동시

에, 기업에게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직된 현행 에너지 제도

와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한 에너지 집약 산업의 특성을 고려

하면 그들의 정책을 무조건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실적인 환경과 제도, 그 모든 것에 대한 고려가 결

여된 비판이 우리가 함께 꿈꾸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길잡이일지는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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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패션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27기 김송민, 27기 석재현, 27기 정윤재, 28기 정영인

I.서론

패션 제품 소비를 통한 자기표현 및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패션 상품의 유행주기는 날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한태

임 외, 2010).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의류를 빠르게 제작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인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 전세계적으로 확산

되고 있다. 주문을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fast food)’처럼 패스트 패션은 기존의 생산 및 유통주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

로 회전한다(김인규, 2017). 일반적인 의류업체들이 1년에 4~5회씩 계절별로 신상품을 내놓는 것과 달리, ‘SPA 브랜드’라고도 불리는

패스트 패션 업체들은 1~2주일 단위로 신상품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소비자 측에서는 최신 유행의 옷을 즉각 접할 수 있

고 업체 측에서는 소량의 재고를 빠른 회전율로 판매함으로써 재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을 얻으면서 패스트 패션은 패션 산업

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패스트 패션이 성행한 가장 큰 이유를 ‘시장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저렴한 가격’으로 꼽는다(문소연, 2017).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상품 기획부터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주도하며 판매현장에서 획득한 소비자 반응과 판매 데이터 등을 활

용해 소비자의 요구를 빠르게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다수 브랜드들은 본격적인 제품 출시 전에 작은 상점인 ‘안테나

샵’을 운영하여 예비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와 반응을 빠르게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유행에 맞는 제품을 생산한다. 또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생산·유통·판매를 일원화해 마진을 낮추고 대규모로 옷을 생산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여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

그러나 이러한 패스트 패션의 인기의 이면에는 어두운 단면도 존재하므로 패스트 패션은 ‘지속 가능성’에 반하는 움직임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옷을 만들고 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의류 폐기물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 제3세계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일삼고 있으며, 짧은 생산 주기에 맞추

려고 제품에 필요한 재료들을 빠르게 얻고자 상당수의 동물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가 많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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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썩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메

탄을 방출한다. 그 중에서도 원사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폴리에스터

의 경우 분해에 최소 500년이 소요되며 톨루엔(toluene), 스타이렌

(styrene)과 같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방출하여 환경오염의 주범

으로 꼽힌다. 합성섬유로 구성된 폐의류가 바다로 유입되기도 하여

매년 생수병 500억개와 맞먹는 양의 플라스틱을 배출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패션 산업은 원료 생산부터 의류 폐기까지 광

범위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이 문제화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가 생

겨나며 지난 몇 년 간 의류 업계 또한 환경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처지

가 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패션(Sustainable Fashion)’이 대

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패션은 환경 및 사회 경제적 측면

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조, 판매, 사용되는

의류, 신발, 액세서리로 정의되는데, 환경적 관점에서는 제품 수명

주기 내의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천연 자원을 이용하며, 모든 단계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선택하고, 재생, 재사용 및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Henninger

et al., 2016).

이처럼 의류업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화두가 던져지며 2018년 12

월에는 ‘기후 행동을 위한 패션산업헌장(FICCA, Fashion Industry

Charter for Climate Action)’이 출범하기도 하였다. 해당 헌장은 패

션 산업의 탈탄소화 경로를 분석·설정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

출을 제로화하도록 유도한다는 사명을 가진다. 아디다스(Adidas),

버버리(Burberry), H&M, GAP 등 유수의 패션 회사들은 이 내용을

후원하며 지속 가능한 관행을 약속했다(I. P. G., 2019.12.09.).

나아가 2019년 8월에는 32개 글로벌 패션기업의 150개 브랜드가

커링 그룹의 주도 하에 지속가능성 ‘G7 패션협약(Fashion Pact G7)’

에 서명했다(장웅순, 2019.09.02.). 이 협약에는 샤넬(Chanel), 조르

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와 같은 럭셔리 브랜드와 H&M, 인

디텍스(Inditex), GAP과 같은 SPA 브랜드가 함께 참여했다. 이 협약

에는 SBT(Science-Based Targets)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여 온

실가스 감소, 해양 보호, 생태계 복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 원료

를 소싱하는 과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주요 제조공정에 재생에

너지를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하여금 무분별한 소비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등 패스트 패션에

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패스트 패션을 둘러싼 주요 이슈별로 문제점을 살피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이

를 통해 패스트 패션 열풍에서 놓치고 있는 어두운 이면을 조명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도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들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

명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II.본론

i.환경

패스트 패션은 의류업계 밸류 체인 상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의류 산업은 그 특성상 공급망이 길고 생산이

에너지 집약적이기 때문에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꼽힌다. 특히

패스트 패션은 매년 최대 50번의 사이클을 필요로 하여 이러한

환경 영향을 가속화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패션업계의 탄소 배출량

은 2018년 기준 연간 12억톤으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GGE’s)

의 약 10%를 차지하는데, 이는 항공업과 선박업을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이다. 대부분의 의류 제조 기업들은 인건비가 싸고 화

력발전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에 공장을 건설한다. 천연자원보호

협의회(NRDC)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의류의 50% 이

상이 중국 섬유공장에서 만들어지며 해당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석탄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화석연료 에너지

원 사용으로 인해 약 30억 톤의 그을음이 배출되어 대기오염을

유발한다(유재부, 2019.04.24.).

뿐만 아니라 섬유 공정은 전세계 공업용수 오염의 20%를 발생

시킨다. 해당 공정은 2만여 개의 인체 유독성 화학 물질을 이용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폐수에는 염료 , 보조 화학물질 ,

PVA(polyvinyl alcohol), CMC, 전분, wax 등이 포함되고, 그로

인해 하천의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오염도가 증가된다(손

은총 외, 2008). 그 중에서도 염색 공정은 대규모의 용수를 사

용하고 그에 따라 많은 양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다. 세계자원연

구소는 직물 염색에 매년 5조 리터, 즉 수영장 200만 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 사용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도 칸푸르에서는 매

일 5천만 리터의 오염 폐수가 만들어지고, 이 중 80%는 특별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갠지스 강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패스트 패션이 의류 폐기를 촉진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6년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현황’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섬유류는 284톤으로 2012년 186톤에 비

해 급증했다. 이렇게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 중 65%가량은 합성

섬유를 이용한다. 대부분의 합성섬유는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이 흐름에 맞추어 일부 패스트 패션 브랜

드는 친환경 패션 지향을 선언하였다. 여

성용 홈웨어와 속옷을 판매하는 스페인 패

스트 패션 브랜드오이쇼(Oysho) 또한 G7

패션협약에 서명한 브랜드 중 하나이다.

오이쇼는 모회사인 인디텍스의 기조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소재로 제조되는 Join Life 컬렉션을 선보였다.

해당 컬렉션에 이용되는 면 소재는 천연 비료로 유전자 조작이 이루

어지지 않은 종자를 재배하여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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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노동

패스트 패션에 대한 논의에서 노동 착취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상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대다수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노동

력이 싼 나라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열악한 환경 아래 노동 착

취를 일삼는다.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노동 착취의 심각성은 지난

2013년 4월 ‘ZARA’, ‘Mango’ 등의 SPA 브랜드 옷을 생산하던 방

글라데시의 라나 플라자 의류공장이 붕괴되는 사고로 주목받기 시

작했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조사 결과 부실시공과 불법 설치물이

원인이었는데, 건물의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주가

의류 업체와 정한 마감 기간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모른 체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그 결과 노동자 1,129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사고의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중국 최저임

금의 불과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월 38달러에 불과한 임금을 지

불 받으면서도 하루 11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음이 밝

혀지면서 패스트 패션 업계의 노동 착취 문제가 세상에 적나라하

게 폭로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5월에는 캄보디아 공장이 부

분 붕괴되어 23명이 다쳤는데, 현장에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

H&M의 의류가 발견되어 패스트 패션 업체의 무리한 원가절감에

의한 인재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김문구, 2014).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한 패스트 패션에 대한 비난

이 더욱 거세졌다. 홍콩 노동단체 ‘기업 횡포에 맞서는 학생, 교직

원 연합’(SACOM)의 2014년 잠입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유명

SPA 브랜드인 ‘유니클로’도 중국의 하청 공장 노동자들을 전혀 배

려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났다. 노동자들의 매월 평균 노동 시간은

모두 300시간에 달하고 시간 외 노동은 100시간을 초과하여 중

국 노동법을 어겼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일하고도 이들이

받는 돈은 연간 1백 20만엔(약 1천7백만원)에 불과했다(문소연,

2017). 이처럼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에서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고

려하지 않고 비윤리적인 구조로 경영하는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에서 노동 착취 문제를 방

지하기 위한 ‘착한’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국제 노동자단체인 ‘IndustriAll’은 ‘안전협약(Accord on Factory 

and Building Safety in Bangladesh)’을 제정하였는데, 스페인 의

류기업 ‘인디텍스’는 패스트 패션을 둘러싼 노동 착취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당 안전협약에 가입했다. 

TENCEL과 REFIBRA 소재는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숲에서

공급되는 면화와 목재로 만들며, 폐회로 방식을 이용하여 제조

과정에 이용한 물의 100%, 화학물질의 95%를 재사용하고 있

다.

원료의 지속가능한 소싱과 더불어 재활용 및 재생 원단 이용에

대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면과 양모로 만들어진 의류는 그

조각을 갈아 새로운 섬유와 혼합하는 방식으로 쉽게 재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오이쇼는 더 나아가 플라스틱 병을 폴리에스터

원사로, 오래된 어망과 카펫 조각을 폴리아마이드로 재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재활용된 소재는 ‘Weare the Change’로 출시되

었다. 현재는 적십자사 및 MIT와의 협력으로 더 다양한 직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오이쇼는 유통과 판매의 친환경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

인다. 오이쇼가 보유한 대부분의 매장은 에너지 효율적이라고

평가받는다. 매장의 설계 및 시공, 관리 상의 물과 에너지 소비

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 매장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하였

다. 그 결과 에너지 소비의 20%, 물 소비의 50%를 감소하는 시

스템을 구축하여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일 수 있었다. 나아가 플

라스틱 옷걸이 사용을 피하고 포장 최적화 프로그램을 구현하

여 153,000kg의 플라스틱을 절약하였다.

오이쇼의 모회사인 인디텍스는 2년 연속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에서 지속 가능한 소매 기업으로 선정되

었으며, 오이쇼 브랜드 역시 지속가능한 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유수의 패스트 패션 기업들 역시 오이쇼처럼 앞

다투어 지속가능성을 표방하며 다양한 친환경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전략 시행의 투명성 여부이다. 유니클로(Uniqlo)를

제외하고는 브랜드 단위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

고 있어 전략 시행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H&M의 경우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의상발표회를 매년 진행하

면서도 유독물질을 방출하는 섬유를 납품 받는 사실이 드러나

기도 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한정적인 정보만 공개되다 보

니 그린 워싱(Green Washing)에 대한 우려도 나타난다. 친환경

성을 고려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만큼 전략

의 지엽적인 적용, 실효성 없는 실행 규모 등에 대한 의문이 제

기되기도 한다(Parisi, 2021.01.08.). 그럼에도 환경파괴의 주범

으로 지목되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최근의 소비심리를 실

감하고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것은 분명 진전이다. 의류기업이

지금처럼 적극적인 환경영향 개선 노력을 지속함과 더불어 투

명성까지 확보한다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오명

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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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억지로 몸집을 키우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취지 하에 시행되

고 있다. 국내 다운소재 전문업체 태평양물산에 따르면, RDS 인

증을 받은 다운 패딩의 수요는 2019년 기준 536톤으로, 2016년

168톤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

하고 있다.

또한 ‘뮬싱프리 울’과 같이 윤리적으로 채취한 울만을 사용하겠

다고 선언하는 패스트 패션 기업이 늘고 있다. ‘메리노 양’의 털은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스웨터나 양복 생산에 사용되곤 한다. 그

러나 얇은 메리노 양털은 기생충의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양에

게 뮬싱(Mulesing)이라는 강제시술이 가해지곤 한다. 뮬싱은 양

털이 기생충이나 구더기 등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 보다 질 좋은

털을 얻기 위해 양의 엉덩이 부분 살을 도려내는 과정을 의미한

다. 이는 양들의 건강이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보

다 질 좋은 털’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뮬싱 과정에서 양들은 마

취나 진통제도 없이 엄청난 고통에 노출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뉴질랜드의 ‘지속가능 울 조합(ZQ)’은 뉴질

랜드, 호주, 남미의 양 농장들과 협업해 메리노 울 생산 공장마다

트래킹넘버를 부여해 해당 울이 뮬싱을 거치지 않은 것임을 인증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ZQ는 2021년 FW 전까지 모든 메리

노 울 제품이 완벽하게 추적가능해지는 것을 목표로 공급망 추적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대체 가죽을 개발하려는 노

력도 활발하다 . 대표적으로 파인애플을 활용한 피냐텍스

(Pinatex)와 버섯 가죽을 활용한 마일로(Mylo) 등이 있다. 피냐

텍스는 버려지는 파인애플 줄기에서 추출되는 고강도의 섬유질

을 이용해 생산된다. 피냐텍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파인애플 줄기

를 수거해 외피를 벗겨 섬유화한 다음, 끈적이는 성분을 제거하

고 고압력을 가해 가죽화한다. 숙성 후 압축하는 과정에서 그 강

도가 점차 강해지기 때문에 동물에게서 얻은 가죽보다 방화, 방

수, 내구성 등의 기능이 뛰어나다. 마일로는 미국의 바이오기업

볼트 스레드(Bolt Threads)가 버섯을 이용해 생산한 대체 가죽

이다.옥수수 줄기 위에 버섯의 균사체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섬유

질이 서로 얽히며 꼬임에 따라 강도 높은 섬유를 얻을 수 있는 원

리를 활용했다. 3주 정도 배양된 섬유는 마무리 공정과 염색 공

정을 거쳐 대체섬유로 완성된다.

안전협약은 5년간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외업체들이 하청

업체인 의류 공장들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크게 지

배구조, 감독체계, 개선방안, 교육, 고충처리, 재정적 지원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엄격한 노동 기준을 만들어 공장을 검

사하고, 필수 안전시설을 반드시 지닌 곳과 거래하도록 하며, 노

동자가 공장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노동자의 발언을 존

중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배윤정, 2013). 이를 통해 하청

공장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합당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 외에도 공장과 계

약을 할 시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노동 환경을 보장하

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헌 옷을 받아 기부하

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수익 일부를 공장 노동자들의 교육지원

금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노력들이 병행되고 있다.

나아가 일부 나라에서는 제도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홍콩은 패션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직물 방적 공장을 신설해

재활용 기술로 의류 폐기물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있으며, 유럽

은 제조업체가 의류에 사용된 화학성분을 수치화하고 엄격히 검

사하는 ‘REACH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우수정, 2020). 이처럼

패스트 패션 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적

인 해결책이 지속적으로 병행된다면,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윤리적인 패션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iii.동물복지

패스트 패션의 유행이 동물복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도 꾸

준히 제기되어왔다. 동물복지자선단체 페타(Peta)는 전세계적으

로 의류 생산을 위해 소, 송아지, 물소, 말, 양, 오리 등 연간 10억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

다. 또한 생산 및 유통의 주기가 빠른 패스트 패션의 특성상, 패

스트 패션의 유행으로 앞으로 더 많은 수의 동물들이 죽임을 당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동물복지에 대한 경각심이 의류 산업 내

에도 점차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점차 패스트 패션 업

계에도 패션산업과 동물복지의 공존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

해지고 있다.

먼저 패스트 패션 산업에서 윤리적 다운인증(RDS, Responsible

Down Standard)을 받은 제품의 판매와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

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윤리적 다운인증은 글로벌 의류기업

노스페이스가 미국의 비영리단체 텍스타일 익스체인지(Textile

exchange), 친환경 인증전문업체 컨트롤 유니온(Control union)

과 함께 고안한 인증이다. . 본 인증은 다운(Down, 새의 솜털)의

생산부터 유통 전체 과정에 걸쳐 거위나 오리를 학대하지 않고,

동물 복지를 고려한 제품에만 부여된다. RDS는 살아있는 조류

의 털을 뽑는 라이브 플러킹(live plucking)이나 강제 급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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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먼저, 현대 소비자들은 소비는 가장 최신의

것, 유행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패스트 패션은 소비자들

의 이런 욕구를 매우 잘 반영해 대중의 소비를 유도한다. 또한 소비

자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강조하고 타인과 자기를 구별 지

으려 한다. 유행하는 디자인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패스트 패

션은 소비자들의 ‘차이의 욕구’를 해소함과 동시에 강화하여 의류 소

비를 이어가도록 한다. 더 나아가, 패스트 패션은 소수만 누릴 수 있

었던 고급스러운 패션을 매우 흡사한 형태로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싼 가격에 ‘고급스러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윤태영

외, 2014). 이와 같은 패스트 패션의 특징들은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대중의 소비를 유도한 것으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적 관점에서 패스트 패션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적화한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찬사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패스트 패션은 지속 가능성

추구의 관점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유행에 뒤처진다

는 느낌을 받게 하고, 몇 번만 입어도 금방 망가지는 낮은 질의 옷을

판매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옷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한 것이며, 지속 가능한 소비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만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

산되면서 소비 트렌드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특히 주력 소비 세대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소비

성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들의 구매 패턴에서 뚜렷하게 발견되는

키워드는 바로 “가치소비”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지속가능한 패

션과 관련된 가치소비로는 컨셔스(conscious) 패션, 슬로우(slow)

패션, 그리고 업사이클링(upcycling) 패션이 있다. 먼저 컨셔스 패션

은 의류의 소재 사용과 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친환경적이면서 윤리

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의류를 소비하는 트렌드를 의미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소비자들은 환경파괴범으

로 지목되는 패스트 패션보다는 컨셔스 패션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대중에 인기를 끌었던 패스트 패션과는 대비되는 슬로

우 패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슬로우 패션이란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패션을 뜻하는데 이러한 패션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윤리적 가치를 담은 패션이라는 점에서 MZ세대 소비자의 소비 성향

과 잘 맞닿아 있어 새로운 패션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마지

막으로, 업사이클링 패션은 환경 문제와 직결된 개념이다. 업사이클

링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링(recycling)의 합성어로, 버

려지는 물건을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리사

이클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자원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특히 패션 업계에

서는 폐기되는 쓰레기를 의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업사이클링 패션은 컨셔스 패션 트렌드

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삼정·KPMG 경제

연구원, 2019).

패스트 패션 기업 중 동물복지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으로 H&M이 있다. 글로벌 SPA 브랜드 H&M은 ‘동물복지’를 경

영의 핵심 요소로 지정할 만큼 동물복지와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다.

H&M은 2018년 5월부터 모든 모헤어(앙고라 산양에서 채취한

고급 모섬유) 제품의 판매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모헤어 채취

를 위해 한 달에 2만여 마리의 산양이 낮은 기온에도 털을 깎일

뿐 아니라, 모질이 나빠져 쓸모 없어진 산양들은 곧장 죽임을 당

하기도 한다. H&M은 2020년까지 전 세계 4700여개의 매장

에서 모헤어 제품을 전부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H&M은 또한 ‘에코 가죽’이라는 이름으로 인조가죽 상품 카테고

리를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카테고리에서 피냐텍

스를 활용한 자켓과 치마를 선보였다. 또한 친환경 소재와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컨셔스 익스클루시브 (Conscious

Exclusive) 라인을 출시해 오렌지 섬유나 와인의 포도찌꺼기를

활용한 가죽 등 동물가죽을 사용하지 않은 소재를 활용한 제품

들을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H&M은 화장품을 비롯한 자체생산물의 원료에 동

물실험 금지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H&M은 의류와 화장품 생산

에서의 동물실험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HSI(Humane

Society International)와 함께 ‘비 크루얼티 프리(Be Cruelty

Free) 캠페인’을 개최했으며, 해당 캠페인에 동물복지를 주제로

한 소비자 인식 확산, 교육, 트레이닝 등에 파트너 기업으로 직

접 참여하기도 했다. 해당 캠페인에서 H&M은 윤리적인 울과 구

스다운 생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

여했고, 잔인한 양모 생산 방법으로 알려진 뮬싱(mulesing) 금

지, 라이브 플러킹(live plucking)금지 법제화를 위한 정책 캠페

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H&M은 동물보호단체(PETA)에서 선정하는 ‘리비

어워드(Libby Awards) 2015’에서 ‘베스트 동물 친화적인 의류

회사’ 부문을 수상하는 등 패션과 동물복지가 충분히 양립가능

함을 증명하고 있다.

iv.소비

패스트 패션이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소비습관을 형성하고 있다

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패스트 패션의 여러 특징은 현대

소비사회 소비자의 내적 작동원리를 반영하여 소비자들의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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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많은 의류업계들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들을 출시하는 등 환경 보호에 참여하고, 제품 생

산, 출시 및 마케팅 과정에 소비자들의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는 컨셔스

패션, 슬로우 패션, 그리고 업사이클링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기업이다.

노스페이스는 지난 몇 년간 재활용한 소재로 만든 제품 컬렉션을 출시하였다. 특히 스테디셀러 제품에 재활용 소재를 적용해 친환경적

이며 윤리적인 패션 아이템들을 선보여 왔다. 2019년에는 처음으로 페트병 약 370만 개를 재활용한 에코 플리스 컬렉션을 선보였는

데, 해당 컬렉션에서 노스페이스는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공정을 통해 에너지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도 기여하였다(강슬예, 2020.10.22). 또한 재작년에 이어 2020년도에는 페트병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더 다양한 대표 제품에 재활

용 소재 원단과 지퍼 테이프를 적용하는 등 윤리적 패션 생산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스페이스는 약 1080만 개의 페트병을 재활

용해 만든 플리스 제품과 윤리적 다운 인증(RDS), 국제 친환경 인증(Global Recycled Standard)를 받은 패딩과 자켓을 출시하였다(김

승수, 2020.12.23). 또한 소비자들의 페트병 재활용을 독려하고 플라스틱병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 제품 택에 재

활용 비율을 표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스페이스는 전속모델들과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공하고 관련

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마케팅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의 가치소비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스페이스의 친환경적, 윤

리적 활동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노스페이스가 브랜드의 스테디셀러를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인 플리스와 숏패딩 제품을 친환경 아이템으로 진화했다. 이를 통해 노스페이스는 소비자의 가치소비와 스타일

에 대한 니즈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패스트 패션이 형성한 의류 과소비 습관과는 상반되는 윤리적 소비 습관을 소비자

에게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과 업계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앞서 본고에서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노동, 그리고 동물복지 측면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의

제품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문제 해결은 패션기업들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져 왔

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의 무분별한 소비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업의

책임만이 전부가 될 수는 없으며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또한 지속가능한 소비를 지향할 책임이 있다. 특히 패스트 패션이 유

도하는 무분별한 소비는 환경과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 스스

로 올바른 소비를 지향할 소비자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이들이 MZ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새로

운 소비 트렌드를 반기고 있으며 실제로 대중의 윤리적 소비가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패션의 지속가능

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III.결론

지금까지 패스트 패션이 환경, 노동, 동물복지, 소비습관에 미치는 영향과 패스트 패션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의 현

황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패스트 패션과 환경, 노동, 동물복지, 지속가능한 소비는 양립할 수 없다는 부정적 여론과는 달리 다양한

패스트 패션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류업체에 적합한 지속가능경영 모델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대형 의류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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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대기업들이 산업 내에 미치는 파급력이 무척 크다는 점에서, 점차 패스트 패션 산업 내에서도 지속가능성

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패스트 패션 업계의 지속가능경영 논의가 환경적 측면에 치우쳐 있어 노동, 동물복지, 지속가능한 소비 등에 대한 논의

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박선양, 2020).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지표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분야를 통합적으로 논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Korea, 2008). 실제로 위에서 다룬 네 가지 주제들에 대한 평가 지표나 가이드라인은 각 주제별로 산

발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하나의 가이드라인은 한 주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패스트 패션 업계 내에도 경제적, 사

회적, 환경적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한 의류산업 가치사슬의 전 과정, 즉 재료의 공급, 자재의 선택,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과정의 기업운영 측면에서 전사적으로 지속가

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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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기 김송민, 28기 김현서, 28기 문가빈, 28기 정영인

1.서론

2021년의 경영 화두로 주목받고 있는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세 가지 개념을 포괄한다(윤형준, 2020. 09. 20). 과거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해당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컸으나, 최근에는 매출액이나 순수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ESG가 더욱 빠르게 투자의 주류로 급부상하고 있다(윤형준, 2020. 09. 20). 특히 환경(E)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 트렌드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의 가격과 질만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대신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가치를 따르는 소비 행위를 한다(전채리, 2020. 03. 20). MZ세대는 친환경·비건 등의 가치에 맞는 다양한 소비 활동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전혜진, 2021. 01. 05).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ESG의 중심 가치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에서도 환경 부문에

주목하고, 주요한 환경 친화적 소비 트렌드인 제로웨이스트, 플로깅, 클린뷰티의 다양한 사례 및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본론

2.1제로웨이스트

지구 온난화 현상과 공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보호 운동이 진행되며

많은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하고 있다. 특히 최근 쓰레기 없는 삶을 지향하는 라이프 트렌드인 ‘제로웨이스트(zero-waste)’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제로웨이스트란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와 잉여원을 최소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일컫는

신조어로, 하나의 친환경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았다(전채리, 2020. 12. 03). 제로웨이스트 운동은 2000년대 초, 미국을 중심으로

실천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경부터는 SNS와 미국의 주요 언론, 유통기업들이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하며 전세계

대중에게 전파되었다(김지윤, 2019. 11. 15). 또한, 2014년 독일에서는 빈 용기나 봉투를 가져와 제품을 타 매장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숍과 포장지 없는 카페 및 레스토랑이 유명세를 끌면서 제로웨이스트 문화는 더욱 주목받았다(이한, 2020. 07. 14).

이후 제로웨이스트는 미국과 유럽을 거쳐, 국내에도 상륙하여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 문화를 바꾸고 있다. 국내

제로웨이스트 문화의 경우 2018년부터 환경 운동가들과 개인 브랜드들을 통해 캠페인처럼 퍼졌고,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김동호, 2020. 12. 07). 이에 국내 기업들도 MZ세대의 소비 트렌드 흐름에 발맞추고자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제로웨이스트 실천 사례는 아모레퍼시픽과 이마트로, 필요한 만큼만 리필할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이 있다.

ESG 경영 확대에따른친환경소비트렌드

- 제로웨이스트, 플로깅, 클린뷰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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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의 리필스테이션에서는 샴푸와 바디워시 제품 내용물을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리필용 용기에 담아 본품보다 50% 정도 저

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마트 또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전용 용기를 가지고 리필매장을 방문하면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를 기존

가격보다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리필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풀무원 올가홀푸드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소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포장재로는 친환경 포장재가 사용되었으며 개인 용기

로 반찬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를 장려하고 있다(전채리, 2020. 12.

03). 이처럼 여러 업계에서 제로웨이스트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 쉽게 친환경 소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 더 다양한 업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패키징

간소화와 재활용 가능한 포장 포장재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김지윤, 2019. 11. 15). 현재 식품과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패키징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업계에서는 이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의 경우, 기업의 제로웨이스트 실천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제로웨이스트 상점 및 매장 정착을 지원하며, 기업의 플라스틱, 비닐 용기 및 포장재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만큼 유럽국가 보다 제로웨이스트 소비 비율이 매우 낮고, 기업의 제로웨이스트

서비스는 소규모 캠페인에만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제로웨이스트에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설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과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과 소비자들의 동참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국내 플라스틱 소비량이 줄고 제로웨이스트 소비가 국내에도 제대로 정착하여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2플로깅

소비자들은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환경보호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 중 ‘플로깅(plogging)’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

웨덴어 ‘plocka upp(pick up)’과 ‘조깅(jogging)’을 합친 신조어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의미한다. 이때 플로깅을 통해 수

거된 쓰레기는 대개 재활용센터로 보내지거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되는 업사이클링의 용도로 사용된다. 플로깅은 2016년 스웨덴에서 처

음 시작하여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플로깅을 하는 사람들인

‘플로거(plogger)’들은 SNS에 플로깅 경험담을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동참하기를 권유함으로써 현재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가고

있다(이진연, 2018. 07. 14).

이러한 플로깅은 단지 쓰레기를 줍는다는 환경 보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줍는 것을 하나의 운동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점

이 특징적이다. 쓰레기를 줍는 자세가 ‘스쿼트’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플로깅은 일반적인 조깅보다 운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효과적인 운동

법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플로깅은 하나의 활동으로 둘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양상을 보인다.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활동과 환경을 지키

는 활동을 복합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각각의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 트렌드인 것이다. 나아가 플로깅은 자신이 과거 소비했

던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를 소비자 스스로가 수거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친환경 소비 트렌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플로깅이 2018년쯤 늦게 상륙하였기에 아직까지 활동이 미미한 수준인데, 그럼에도 일부 기업들에서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

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패션기업 ‘안다르’는 ‘친환경’을 테마로 한 사회환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7월과 9월 두차례 용산과 노

들섬 일대에서 ‘안다르 에코플로깅’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거리청소를 위한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안다르는 친환경소재를 생산하

는 파트너 기업 ‘텐셀’과 협업하여 플로깅 온라인 챌린지를 추진하였다. 해당 캠페인은 1인당 2020m 플로깅을 온라인으로 인증한 후에 다

음 챌린저를 지목하는 방식을 통해 20일간 103명이 236km를 플로깅으로 유도하기도 했다(조정희, 2020. 12. 31). 이 외에도 ‘광주 플로

깅 동호회’, ‘울산 플로깅운동연합공동체’, ‘제주 플로깅 캠페인’ 등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플로깅을 실천하고 있다(이진연, 2018. 07. 14).

그러나 플로깅은 환경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는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쌓이는 특수한 환경을 가정한 활동이기에 어

디서나 쉽게 실천하기 어려우며, 운동 특성상 대규모의 사람들이 참여하기에는 부적절한 활동이다. 또한, 기업 측에서 플로깅을 진행할 때

는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플로깅은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환경보호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색다른 운동 방법이자 자신의 소비로 인한 쓰레기를 스스로 수거하는 실천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앞으

로 주목할 만한 상당한 가치를 지닌 친환경 소비 트렌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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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클린뷰티 제품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기관이 설립된다면,

클린뷰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도 증가하고 클린뷰티 시장

또한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결론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ESG

경영 확대에 속도를 높이는 기업들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

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친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

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

기와 잉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의 대표적 사례

인 아모레퍼시픽과 이마트의 리필 스테이션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플로깅의 사례와 그 효

과에 대해서 탐구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성

분으로 구성되거나 친환경 활동, 동물 보호, 공정 무역 등에 기여하

는 클린뷰티의 다양한 제품을 분석해보았다. 세 트렌드 모두 환경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일정 정도의 한계가 존재하

지만, ESG의 가치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소비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하다. 친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는 점차 늘어나

는 ESG 경영과 더불어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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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클린뷰티

소비 활동에 있어서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는 ‘그린 컨슈머

(Green Consumer)’들이 증가하고 특히 화장품의 경우 성분, 환

경, 윤리성 등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클린뷰티’가

새로운 친환경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다. 클린뷰티란 ‘인

체에 유해하지 않은 성분으로 구성된 화장품’, 더 나아가 ‘친환경

활동, 동물 보호, 공정 무역 등에 기여하는 화장품’을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 클린뷰티를 규정하는 성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

니지만, 일반적으로 파라벤, 실리콘, 폴리에틸렌 등 인체에 유해

한 화학성분들을 배제한 제품들이 클린뷰티 제품으로 여겨지고

있다(전채리, 2020.07.22). 후자의 경우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화장품 용기의 사용을 줄인 제품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의 대

표적인 사례로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레스 플라스틱(Less

Plastic)’ 제품이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화장품 용기를 사용한 제품들을 출시하였고, 내용물을

펌핑할 때 사용되었던 기존의 금속 스프링을 없앤 ‘메탈 제로 펌

프’를 도입하였다(곽은영, 2020. 11. 10). 또한 제품 배송 시 파손

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던 에어캡을 대신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

은 종이 포장재를 사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포장 방식을 사용하

는 제품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거나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비건 화장품

역시 클린뷰티 업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

례로 화장품 브랜드 ‘아떼’는 프랑스 비건 화장품 인증회사 이브

(EVE)로부터 비건 인증을 받은 ‘어센틱 립밤’을 출시하여 소비자

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윤경희, 2020. 07. 10.). 더 나

아가 우리나라 헬스·뷰티 스토어의 선두 주자인 ‘올리브영’은 ‘착

한 성분’, ‘동물 보호’, ‘친환경’에 부합하는 제품 혹은 브랜드에 클

린뷰티 엠블럼을 부여하는 ‘올리브영 클린뷰티’ 인증 제도를 도

입하였다(전채리, 2020. 07. 22). 이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성분

사용, 환경 보전, 동물 보호까지 생각하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클린뷰티 트렌드가 소비, 생산, 유통 분야에 미치

는 영향 역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클린뷰티 제품을 규정하는 공식 인증 기

관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클린뷰티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클린뷰티를 규정하

는 성분 역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 브랜드들

은 각기 다른 성분을 기준으로 하여 자사 제품을 클린뷰티 제품

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비건인증원과 같이 원재료와 제

조 공정의 비건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무

해 성분, 친환경 활동, 동물 보호 등 클린뷰티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준들을 모두 평가하는 기관은 아직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클린뷰티에서 다루는 성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더불어, 클

린뷰티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화장품 업계의 혼란을 덜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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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기 김도완, 27기 최우진, 28기 문가빈, 28기 이정민, 28기 홍지연

온투법시행 이후 P2P 업계의 반응과

P2P 금융의 지속 가능성

1.서론

금융과 IT 기술이 융합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은 금융 시장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가운데 P2P 금융이 금

융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2005년 영국의 핀테크 업체 Zopa에서 P2P 금융을 처음 선

보인 이후, P2P 금융은 다양한 국가와 기업들에 의해 발전하

면서 대안금융의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잡았다(박보란, 2020).

국내 금융업 역시 P2P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2015년 이후

P2P 금융업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시장규모가 확대됨

에 따라 관련 법ㆍ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P2P 금융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장치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대립하였다. 금융당국은 2017년에 P2P 금융에 관한 가이드라

인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하였

다(박보란, 2020). 마침내 2019년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

회를 통과하여 세계 최초 P2P 금융 관련 개별법이라는 타이

틀을 가지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P2P 금융이란 무엇인지, 온

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하 온투법)은 왜 등장했으며 그 내용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차례로 다룸으로써 궁극적으로 P2P 금

융시장의 전망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 P2P금융

2.1 P2P금융의정의

P2P 금융이란 전통적 의미의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

랫폼을 통해 연결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이 직접적인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n.d.). 기존의 대출은 은

행, 저축은행, 대부업자 등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을 통

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차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P2P 플랫폼에 공개하고 투자자들은 자율적으로

그 정보들을 평가하여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직접금융이 가능해

진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

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Pmg 지식엔진연구소, n.d.)과 P2P

금융의 맥락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주로

지분참여형 플랫폼 투자를 의미하는 반면 P2P 금융은 대출 형식

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조달 프로세스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두 개

념은 구별될 수 있다.

2.2 P2P금융의영업구조

P2P 금융의 영업방식에는 직접중개방식과 간접중개방식이 있다

(이성복, 2018). 직접중개방식은 투자자와 차입자의 계약만을 중

개하는 구조인 반면 간접중개방식은 P2P 플랫폼이 여신업이 가

능한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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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중개방식에서는 투자자가 직접적인 채권자가 되지만 간

접중개방식에서 직접적인 채권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된다(박

보란, 2020). 대부분의 국내 P2P 금융은 대부업체를 자회사

로 두거나 은행을 거치는 간접중개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간접중개방식 중 대부업 자회사 P2P 모델은 자체적으로 대출

의 기능을 할 수 없는 P2P 금융 플랫폼이 대부업 자회사를 통

해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때 P2P 금융 플랫폼은 통신

판매업으로 등록되며 실질적인 여신 기능은 자회사 대부업체

가 담당하게 된다. 차입자가 P2P 금융 플랫폼을 통해 대출신

청을 하면 해당 플랫폼은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목적, 자금사

용처 등 다양한 재무적ㆍ비재무적 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심사

를 진행한다. 대출 심사에 통과한 차입자의 정보는 플랫폼에

상품으로 공시되며 투자자는 공시정보를 토대로 투자의 결정

을 내린다. 거래가 성사되면 해당 P2P 금융 플랫폼과 연계된

대부업체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된 투

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송금한다. 그 후 대부업체는 수수

료 등을 정산한 후 상환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간접중개방식의 또 다른 형태는 금융기관 연계형 P2P 모델이

다. 금융기관 연계형 P2P 모델은P2P 금융 플랫폼이 차입자

정보를 플랫폼에 공시한다는 점에서 대부업 자회사 P2P 모델

과 동일하지만 은행을 통해 실행된 대출은 기본적으로 ‘은행

대출’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차입자에게

투자자의 자금을 예금 형태로 예치하여 ‘제3자 예금담보대출’

을 해주는 것이다.

2.3 P2P금융의특징

P2P 금융은 투자자(자금공급자)와 차입자(자금수요자)를 직

접 연결시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

거래 시 자금공급자인 개인이 자금수요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즉, 투자자와

차입자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을 예측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투자자와 차입

자 사이에 은행과 대부업체 등의 금융기관이 개입한다. 하지

만 이러한 구조 역시 투자자가 금융기관이 자신의 투자금을

어떤 사용처에 이용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불투명

성을 지닌다. P2P 금융은 이러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개인

투자자가 자신의 자금을 누구에게 대출할지 직접적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P2P 플랫폼이 은행

처럼 차입자의 신용도, 사업 전망 등을 측정해주는 역할을 하

지만 근본적으로 투자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 개인의

몫이다. 이는 차입자의 신용위험 및 책임은 금융 거래에 개입

한 금융기관이 아닌 최종적인 결정을 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는 점으로 직결된다(박보란, 2020). 뿐만 아니라 P2P 금융업

의 수익 발생 구조 측면에서도 기존 은행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존 금융거래 프로세스에서는 금융 거래에서 나타나는 예대

금리차가 금융기관의 주요 수익원이지만, P2P 금융은 투자자 및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중개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창출한다.

2.4 P2P금융의순기능

새롭게 등장한 P2P 금융은 다양한 측면에서 순기능을 하며 기존

금융거래의 한계점을 보완한다. 첫째, P2P 금융은 중소기업 혹은

저신용자 대출을 가능하게 한다. 제1금융권은 주로 고신용자를 대

상으로 대출을 해주므로 저신용자들은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새

롭게 등장한 P2P 금융이 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해줌으로

써 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P2P 금융은 기존 은행업에 비해 금리 측면에서 투자자와 차

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P2P 금융을 통한 투자는 고위

험 투자 상품보다는 리스크가 적은 동시에 은행의 예금 및 적금보

다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준다. 더 나아가 차입자는 P2P 금융을 통해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셋째, 투자자, 즉 자금공급자는 금융 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차입자

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투자자가 직접

공시된 정보를 통해 차입자의 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금

융 거래의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가 자율성을 보장

받음으로써 인도주의적 대출도 가능해진다.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상관없이 투자자의 의지에 따라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덕적으로 자

금을 사용하는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넷째, P2P 금융이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먼저, 플랫폼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며 차입자 및 상품

들에 대한 정보, 대출 조건 등을 알기 쉽게 공시하므로 편리하고 효

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해준다.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은 커뮤

니티로 활용될 수 있다. P2P 금융 이용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포럼

을 통해 각종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3.온투법

3.1온투법시행배경

한편, 앞서 살펴본 순기능과는 달리 P2P 금융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

로 불거져 왔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점들

에 대해 살펴보며, 온투법 시행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P2P 금융에서 대두된 문제점 중 하나는 사기대출 및 횡령 피해가 발

생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폴라리스 펀딩 피해 사례'를 살

펴볼 수 있다. 30대 회사원 A씨는 2018년 4월 P2P 대출업체인 폴

라리스 펀딩의 골드바 담보대출 상품에 200만 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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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펀딩 측은 2개월만 투자하면 연 20%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금의 3%를 즉시 돌려준다고 말하며 투자를 유도

했고, 1kg짜리 골드바 123개를 담보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며

골드바 금고 사진과 한국금거래소 보증서를 홈페이지와 유튜

브에 게시하기도 했다. 또한 폴라리스 펀딩은 버스나 택시 전

면 광고를 내세우는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해당 업체는 135억 원의

투자금을 모았지만, 이 골드바와 보증서는 모두 가짜였음이 밝

혀졌고, A씨는 결국 투자한 돈을 모두 잃게 됐다. 이러한 폴라

리스 펀딩의 사기 대출 행각으로 인한 피해자는 약 2천 명 정

도로 추정되며, 투자금 미상환 규모는 70억 원 정도이다(서대

웅, 2018. 07. 22).

또한 과도한 리워드를 내세워 2년 만에 1100억원대의 투자금

을 모집한 중개회사 아나리츠의 경우 역시 대표적인 P2P 사기

사례 중 하나이다. 2016년 9월쯤 등장해 무서운 기세로 몸집

을 불린 아나리츠는 대부분의 상품에 투자 금액의 2%를 백화

점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리워드를 내걸었고, 원리금도 정

해진 날짜에 지급했기 때문에 한때는 ‘신의 손 아나리츠'라는

의미에서 ‘갓(GOD)나리츠’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아나리츠의 자금 운용 방식이 먼저 투자했던 사람에게 나중에

모집한 자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 신화가 무너졌다. 아나리츠는 부동산 건축 자금

명목으로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1138억 원을 모집했지만,

138개의 대출 상품 중 10건만 약정대로 차주에게 돈을 전달했

고, 나머지 966억 원 규모의 모집 자금은 마음대로 운용했다

(이민아, 2018. 08. 13).

뿐만 아니라 장기 연체로 인한 피해 사례도 있었는데, P2P업

체 ‘펀듀’의 사례이다. 펀듀는 홈쇼핑 납품을 위해 돈이 필요한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했는데, 대출 상환까지 6개월이 걸린다

는 점을 알고도 2~3 개월짜리 단기계약을 맺도록 했다. 추가

적인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단기 상품을 팔아야 많은 돈을 끌어

모으기가 쉽다는 점을 노려 무리수를 범한 것이다. 결국 추가

투자가 멈추자 도미노 연체가 발생하였고, 0%이던 연체율이

95%까지 치솟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200명이 넘었고, 이자 혹은 원금마저 상실할 위험에 처한 자

금의 규모는 약 225억 원에 달했다(김용갑, 2017. 11. 16).

앞서 폴라리스 펀딩, 아나리츠, 펀듀의 사례를 통해 P2P 업체

와 관련된 금융사고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P2P

금융에 대한 기존 가이드라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었다.

3.2온투법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020년 8월 27일 시행된 법으로, 줄

여서 ‘온투법’이라 부른다(박문각, 2020.9.11). 본 법안의 시행 목적

은 다음과 같은데, 해당 법 1조에서는 해당 법령은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온투법의 등장으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등록의무와 그에 따른 요

건들이 제시된다는 점이다. P2P금융이 기존에는 대부업법의 적용

을 받았다면, 이제는 P2P 금융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정식 신고절차가 필수적이게 되었다. 미등록으로 영업하면 3년 이

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등록 요건

은 온투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주요 요건으로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여야 하며,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있다.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 미

만인 경우 5억 원, 300억 이상 1000억 미만인 경우 10억 원,

1000억 이상인 경우 30억 원의 자기자본 요건이 필요하다(금융위

원회, 2020). 한편 이러한 자기자본 요건이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는 제시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온투법을 통해

P2P 대출의 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보호장치를 도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장치에는 P2P업체 정보공시, 투

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고위험 상품 취급제한, 손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금지 등이 존재한다(금융위원회, 2020.06.24).

영업 중인 P2P 업체들에게는 등록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제공된

다. 금융위원회는 업체들이 2020년 8월부터 1년간 실시되는 유예

기간 동안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상품정보를 공개하는 요건을 강화했다. 두 번째로는, 투

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과 이를 통한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

액을 일치시키도록 하였다. 이는 많은 사모펀드 및 P2P 금융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논란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돌려막기

의 문제점은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하는 P2P상품은 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되어 투자자 모집이 제한되었다. 더불어, P2P 금융업체가 아

닌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이 금지되었다. 타 플랫폼의 예시

로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이 있다. 이곳에서 투자광

고를 진행할 시 투자자가 P2P업체에서 투자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P2P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확인할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업체당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특히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는 1000만 원에

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 특징이다(김도엽 ,

2020.7.20). P2P업체 역시 동일 차입자에 대해 대출할 수 있는 금

액이 대출잔액의 7%로 또는 70억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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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P2P 업체들이 소수의 프로젝트 파이넌싱에 집중 투자한

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P2P 금융의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 건전성 문제 역시 강화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해

당 법안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온투법 시행 이전 부실 P2P 업체를 가려내는 작

업의 일환으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P2P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회계법인에서 적정 의

견을 받은 업체를 심사해 등록하는 과정이다. 총 240개 업체

들 중 약 60개 업체들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었고(이새하,

2020.8.26), 실제로는 78개 업체들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

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P2P 제도화가 소형, 대형

P2P 업체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대형

P2P 업체들은 현재 소송 등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업체들이 대출자에게서 이자와 플랫폼 수수료를 합치면

연간 24% 이상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는 대부업법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시 등록에

문제가 생기게 되며 운영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소

형 P2P 업체들에게는 준법감시인, 자기자본과 같은 요건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금융의 안정성

을 위한 P2P 제도화라는 측면의 주장도 팽팽하다(박현,

2020.9.2).

3.3온투법시행에따른한계점

이렇듯 온투법은 대부업체로 운영되었던 P2P 금융을 제도권

으로 진입시킴으로써 시장에 대한 신뢰와 건전성을 회복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온투법

에는 P2P 업계와 P2P 시장에 투자한 투자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P2P 업계의 측면에서는,

온투법에서 명시한 자기자본 요건 등의 새로운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자진 폐업을 선택하게 되는 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한다. 금융당국이 부적격 업체로 하여금 폐업을 하도록 유

도하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P2P 기업의 줄폐업이 불가피해

지는 것이다(공병선, 2020. 12. 23). 금융당국은 P2P 금융업

등록 사전 단계로 모든 P2P 기업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실제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극소수

에 불과하다(이충우, 2020. 08. 27). 2020년 8월 27일 온투

법 시행 이후 총 41개사가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이는 금융당

국의 1차 전수조사 대상이었던 237개사 중 17%에 육박하는

비율이다(공병선, 2020. 12. 23). 폐업을 택하는 P2P 기업이

증가할수록 기존 투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

가 커진다(이충우, 2020. 08. 27)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P2P 기업 폐업의 문제는 투자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대출 회수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과 대

출 부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온투법에 P2P 업체 영업 중단 시 법무

법인에 대출채권 회수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명시

되어 있기는 하나, 폐업이 우려되는 P2P 기업의 경우 대출 회수 업

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공병선, 2020. 12. 23).

향후 폐업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온투법 시행의 영향으로 부동산 부문에서 P2P 기업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의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

로 낮아지면서 부동산 업계에서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

다.

3.4온투법시행의기대효과

P2P금융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온투법의 시행은 앞서 살펴본

영세 업체의 도산이나 시장 전체의 사장 가능성과 같은 한계를 감

안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이다. 이는 온투법 시행

을 계기로 P2P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고, 전체 시장의 파

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 P2P업체에 대한 투자자들

의 판단을 돕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다. 이같이 온투법 시행이 P2P

금융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부실 P2P업체들을 제도적 차원에서 걸러낼 수 있다. 금융 당

국이 P2P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업체들은 등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7월 온투법 시행에 앞서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 수는 230여 곳

에서 183곳으로 줄었고, 그 중 적정 수준의 대출 채권 감사보고서

를 제출한 업체는 91곳에 불과했다. 대다수 업체들이 온투법 기준

을 충족하기 어려워 온투법 업체 등록하기를 주저하는 것으로 보

인다. P2P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연체율만 보더라

도 이를 알 수 있다. 온투법에서는 연체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새

로운 대출을 제한하고, 15% 초과 시 경영 공시, 20% 초과 시 리스

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P2P

금융 통계업체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34개 사의

평균 연체율은 16.7%에 달한다. 그동안 P2P업체들이 기존 투자자

들에게 배당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사용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식의 운영으로 연체율을 관리

해왔던 것이 이번 온투법 등록 신청을 계기로 드러난 것이다. 온투

법의 시행을 계기로 이러한 부실 업체들을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

하여 P2P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P2P금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온투법에 등록한 업체들은 기존 P2P업체들에 비해 10% 이

상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기존 P2P금융 투자에 대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으로

분류되어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27.5%의

세금이 원천 징수되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온투법을

Winter 2021 52



준비하면서 한시적으로 P2P금융 투자에 대해 기타 금융상품

과 같은 15.4%의 세금1을 부과하였고, 이어 아예 소득세법을

개정해 온투법 등록 업체에 한해 원천징수세율을 15.4%로 인

하하였다. 투자 세율이 낮아지면서 절세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P2P금융에 참여할 유인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순 계

산으로도 투자자가 연 10%의 이자를 약속하는 대출 채권에

1000만 원을 투자해 정상 상환 받는다면, 세금은 27만 5000

원에서 15만 4000원으로 줄어든다. 온투법 등록 업체를 중심

으로 절세 효과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활발히 유입되고,

시장이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

다.

또한 기관들의 투자가 허용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유치되어 시

장 규모를 키워 나갈 수 있다. 온투법에서는 국내외 대형 금융

기관의 투자를 허용하는데, 기관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이 전

체 시장의 파이를 빠르게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P2P 금융 기업 소파이

(SoFi)는 2015년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 달러를 투자 받았고,

현재는 기업 가치 43억 달러의 유니콘 기업이 되었다. 국내

P2P 시장에서도 한정된 개인 투자자 자금에 비해 막대한 규

모를 자랑하는 기관의 자금 유입이 가능해지면서 전체적인 시

장의 크기가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는 P2P업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판

단을 도우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자산검증

을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전문 조직을 갖추고 있고, 전문가

의 시선에서 P2P업체들의 건전성을 분석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P2P업체가 공시하는 정보만을 활용하여 투

자처를 결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면, 기관들의 시장 참여

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기관들이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서

투자할 업체를 결정하면 그 결과가 곧 개인 투자자들에게 해

당 업체의 건전성에 대한 일종의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 부

실이 의심되는 P2P업체들에 대해 기관이 걸러내는 역할을 수

행해주는 셈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투자환경

이 만들어질 수 있고, P2P금융에 대한 개인의 참여 촉진은 물

론 시장 전반의 신뢰를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4. P2P금융의지속가능성에관한제언

온투법의 시행으로 P2P금융이 제도권 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온투법이 그간 P2P금융

과 관련하여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만병

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업계 내부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악한 관행은 근절하고, 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1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15.4%의
세금이 산정된다.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온투법 시행에 발맞춰 P2P업체들에게 요구

되는 사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허황된

마케팅을 자제해야 한다. 온투법 시행 전까지 적지 않은 P2P업체

들이 0%대의 연체율을 내세워 자사의 안전성을 홍보했다. 실제로

해당 업체들이 관리하는 대출 채권의 연체율은 0%였지만 이는 리

파이낸싱을 통해 새로 유입된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여 기존의 채무

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능했다. 혹은 업체가 투자자들의 이자수익

일부와 자사가 출자한 자금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운영하면서 연

체된 대출금을 기금 적립금을 통해 메꾸기도 하였다. 그러나 온투

법에서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P2P업체가 투자손실이

나 투자이익을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업체가 작위적으로 연체

율을 낮추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된 것이다. 1금융

권에서도 성립되지 않는 0%의 연체율이 이제는 P2P금융에서도

가능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자사의 연체율, 대출잔액, 상환율 등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허황된 마케팅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P2P금융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P2P금융이 1금융권에서

배제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중금리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

록 대안금융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것과 달리, 현재 시장에서

는 부동산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 기준 부동산대

출은 전체 누적대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62.5%에 달한다. 가장

선진적으로 꼽히는 미국 P2P시장의 부동산대출 비중이 2.7% 수준

인 것과 대비된다. P2P금융 상품이 부동산 위주로 구성되고, 투자

금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되면서 부동산 경기 하향이 곧 P2P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부동산 상

품은 또한 투자한도가 낮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배가될

수 있다. 다양한 상품군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부

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P2P금융에 본래 기대되는 순기능

을 살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부동산을 대체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나이스

abc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자금의 채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호

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금호산업 협력사들에 매출채권 유동

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력사들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공사

대금을 ‘나이스abc’를 통해 미리 정산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소상

공인 대상 대출 채권을 주로 취급하는 ‘펀다’나 대학생들에게 상대

적으로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캠퍼스펀드’ 등 다변화된 상품

을 통해 P2P금융에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야 할 것이다.

5. 결론

금융과 IT 기술이 융합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은 P2P 금융이라는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개인과 기업

이 직접 거래를 수행하는 방식의 P2P 금융은 기존의 금융기관이

53 Sustainability Review



지니고 있던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고, 개인 투자자가 자신의

자금을 어떤 경제 주체에 대출할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P2P 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및 온투법이 시

행된 맥락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온투법의 한계점 및 기대 효

과와 P2P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고찰해보기도 하였다.

P2P 금융은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의 편리한 대출, 금리 측면에서

투자자와 차입자의 이득, 차입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투자자

의 자율성 보장 등 여러 측면의 순기능을 지닌다. 그러나 여러 가

지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하였는데, 본 글에서는 사기대출 및 횡

령으로 인한 피해와 장기 연체로 인한 피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

았다. 또한 이러한 P2P금융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온투법이 시행된 맥락을 검토해보고, 이

에 따라 P2P 금융업계에서 발생하게 된 가장 큰 변화인 기업의

등록 의무와 자격 요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온투법은 P2P 기업 중 자기자본 요건 등을 만족시키지 못해 자

진 폐업을 선택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그 영향으로 인해 투

자자의 입장에서 대출 회수 절차 중단과 대출 부실 가능성이 커

지는 문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온투법에 이러한 한계점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시행이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 효

과는 주목해볼 만하다. 부실 P2P 기업을 제도적 차원에서 걸러

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기관들의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대규

모 자금이 유치되어 시장 규모를 건전하게 키워나갈 수 있게 된

다. 본 글에서는 P2P 금융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

며 허황된 마케팅의 지양, P2P 금융 상품의 다양화 등의 방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P2P 금융 기

업이 다수 등장해 P2P 금융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예고하고 있

다. 재생에너지 전문 커뮤니티 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루

트에너지는 시민과 함께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문

P2P 금융 플랫폼을 운영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신재생 발전소

시공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전력 판매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원리다. 현재까지 114건이 넘는 투자가 진행되어, 대출

자들이 상환을 완료해 투자자들이 돌려받은 누적 상환액은 약

224억 원에 육박한다(박미리, 2020.08.18). 영국의 P2P 금융

기업 Crowdestates과 같이 지역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건설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주최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P2P 금융 업계는 산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양

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형태로도 발전하고 있다.

온투법이 시행됨으로써 P2P 금융업계에서는 해당 금융권의 건

전화가 촉진되고, 제도권 내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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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ILO는 국제노동기준 수립 및 이행 감독, 양질의 고용 확산을 위한 회원국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는데(주제네바대표부, 2007), 이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국제노동기준 수립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ILO 핵심협약이다.

ILO 핵심협약은 세계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ILO에서 규정한 국제노동기준으로, 어느 노동자라도 최소한의 권리

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국제 규범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해당 협약이 국제 규범에 해당하는 만큼, 협약 미비준 국가는

국제무역이나 투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EU는 한-EU FTA 체결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

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된 바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아직 일부 핵심협약에 미비준한 것을 FTA 이행 위반으로 간주하여 협약 비준을 촉

구하고 있다.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의 4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분야당 2개의 협

약, 총 8개의 협약으로 구성된다.

분야 협약번호 협약명칭 한국비준여부

결사의자유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X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X

강제노동금지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X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X

차별금지
제100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O

아동노동금지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O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 O

[표1] ILO 핵심협약의 주요 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차별금지와 아동노동금지에 해당하는 4개 협약은 비준했으나,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4개 협약은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EU에서 미비준 협약의 비준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 및 시민단체에서도 노동권 개선을 위해

신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4개

의 미비준 협약 중 3개 협약─제87호, 제98호, 제29호─을 비준하겠다고 밝혔다1. 반면, 경영계에서는 “협약 비준에 따른 경영권의

1 제105호 협약은 국내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으로 인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제외되었다.

27기 정수민
27기 류장환
28기 김오정
28기 이유림

ILO 핵심협약비준관련쟁점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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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

서 협약 비준만을 진행하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불리한 처사”라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협약 비준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시도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2018

년 11월 노동자·사용자·정부의 세 주체가 노동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

하였고, ILO 핵심협약 비준 및 현행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

했다. 그러나 노사 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경사노위

차원에서의 논의는 종료되었고, 정부가 협약 비준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ILO 협약 비준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비준된 협

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미비준 협약의 내

용에는 현행 국내법 및 관행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에 협약 비

준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 개정이 필요한데, 해

당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신

중을 기해야 한다.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협약의 경우 국내

보충역 제도, 특히 사회복무제도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비준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왔으나, 해당 협약은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

의 의무병역”을 강제노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신동윤, 2020).

따라서, 정부 입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비군사적 성격의 사회

복무와 현역 복무 중에서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협약은 추가적인 논쟁 없이 비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비준 여부 및 현행법 개정과 관련하여 큰 논란이 없었던

제29호와는 달리 결사의 자유 분야에 해당하는 제87호와 제98

호 협약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국

내법과 충돌한다. 해당 협약의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

고, 이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었다. 노조법 개정안에 따

르면 실업자나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조

의 임원 자격은 노동조합 내부 규약에 따라 자율 결정되고2, 노

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조항은 삭제된다. 또한 개별교섭 진행

시 사용자는 모든 노조에 대해 차별금지와 성실 교섭의 의무를

가지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등의 변화가 생긴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노조 가입대상

의 범위 확대, 효율적 교섭 진행을 위한 교원노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 마련,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개별학교 단

위 노조 설립 및 교섭 가능을 내용으로 한다. 공무원노조법 개

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2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한다(고용노동부, 2019).

직급 기준 삭제3, 소방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이다(고용노동부, 2019).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주로 다루어지는 사안은 노사 간

의 대립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ILO 협약이 비준되기 어려운 근

본적 이유로 유럽과 우리나라 간 노조 체제의 차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유럽의 국가들은 직종·산업별 노조 중심 체제를 가지고 있

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가 중심이기에 유럽에서 채택하

고 있는 원칙들을 우리나라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

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87호와 제98호 협약과 관련하여 상술

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노동관행과 해당 협약들이 어떻게 충

돌하는지를 노조 형태의 차이에 초점을 두어 서술할 것이다. 이어,

ILO 협약과 같은 저명한 국제기관의 규정이 절대 선(善)인지에 대

해 고찰하려 한다. ILO 협약 비준 이슈를 단순히 노사 간의 갈등

요인 등으로 바라보지 않고 제도의 본질을 살피고자 한다는 점에

서 유의미한 논의가 될 것이다.

2.주요쟁점및논의

2.1.실업자및해고자의노조가입가능여부

첫 번째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 가입 및

활동 여부'이다. 개정 전 「노동조합법」의 제2조제4호라목4에 따

르면 실업자 및 해고자가 노조원으로 활동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판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단서가 기업별

노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5. 구직 활동을 하

고 있는 자나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머무르는 자 역시 노동권의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초기업별 노조, 즉 산업·업종·지역별

노조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해당 단서는 ILO 비준을 앞두고 논란이 되었다. ILO 제 87

호 제2조와 제3조 2항에서 특히 충돌이 두드러졌다. ILO 협약에

서는 노동자가 노조 가입에 있어 차별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또한 노동자는 자신의 선택을 따라 해당 노조의 규칙에 맞게 노조

에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공권력은 이에 대해 어떠한 간섭이나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ILO의 규정은 기존의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의 제2조제4호라목과 대치된다.

3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제한은 유지된다.

4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제4호라목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
여서는 아니된다.

5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57 Sustainability Review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 가입에 대해서 경영계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ILO 비준을 앞두고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되

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실업자 및 해고

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될 경우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될 수 있

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였다.

대립적인 노사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고,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업자 및 해고자가 노조 활동을 과격하게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권희원, 2020). 반면 노동계는 노동

자가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 없이 보장받

아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라목의 완전한 삭제를 요

구하였다(선정수, 2020).

해외 사례를 보면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인

정하는 사례가 종종 보인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6. 한국은 라

목에도 불구하고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산업·업종·지역별 노

조의 경우 실업자와 해고자의 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으나, 기업별 노조가 많은 한국의 상황에서 해당 단서

는 상당 수의 노조 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다. 국회는

ILO 비준을 위해 2020년 1월 5일 본회의에서 라목 단서를 삭

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

한 정부의 조치는 기업별 노조를 포함해서 실업자 및 해고자

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

지로 파악된다.

2.2.노동조합의임원자격조건

다음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노동 조합의 임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관련 조항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제

23조제1항7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ILO 제87호 제3조 1항

과 마찰을 일으켰다. ILO에서 노조 임원의 선출은 노조의 규

율과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임원의 자격 역시 노조가 규정하

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전 법은 ILO의 조항을 위배하

는 셈이다. 노동계는 해당 항에 대해 노조의 권한을 침해한다

는 비판을 제기해 왔으며, 해당 조항은 ILO 협약 비준을 앞두

고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다.

민주노총에서는 '회사가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경영진을 구성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듯, 노조도 외부의 유능한 인사를

영업하여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조

항이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노조의 임원을 선정하는 일은 노

조의 자율에 맡길 일이지 법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6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된 실직자는 조합원으
로 인정되지만, 일반적인 실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신동윤, 2020).

7 「노동조합법」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
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의견도 표출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조 임원의 자격에 제한을 없애

는 것이 사안을 잘 모르는 외부 인사의 개입을 야기할 수 있고 원할

한 노사 교섭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선정수, 2020).

해외 주요국 입법례의 경우, 노조의 임원의 자격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모두 임원 선출을 노조의 자유에

맡기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노조의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직원이 아닌 자까지 조합 임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논란이 된 위 조항에 대해, 노조의 임원 자격을 노

조의 규정에 따라 정의하되, 기업별 노조의 임원이나 대임원은 기업

종사자인 조합원에 한정한다는 대안책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ILO

협약을 여전히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으

로 보인다.

2.3.노조전임자의급여지금문제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금 문제 역시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다. 회사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고 노조 내부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 전

임자는 개정전 「노동조합법」제24조제2항8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동일 조 5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이는 ILO의

제98호제2조와 제87호제3조제2항을 위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

다. ILO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 기능, 운영 등에서 간섭을 받지 않도

록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어떠한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당

연한 권리로 보장된다. 즉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여부는 노조 차

원에서 정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ILO와 개정전의 법이 상충한다.

하지만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노조의 업무에만 전념하는 노

조 전임자의 급여를 사측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그것이 정당한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경영계는 노조에 전임하는 자의 급여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일에 직

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노

동계에서는 노조의 보호 차원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찾기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노조

가 급여를 부담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경비원

조를 받는 단체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 전임

자의 임금 청구권 역시 금하고 있다. 급여는 노조에서 부담하는 것으

로 규정한다.

8 「노동조합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
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
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동시에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
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통해 급여지금 요구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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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통과된 정부입법안은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과 제

5항을 삭제하였다. 다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

약이나 합의는 무효로 한다(신동윤, 2020). 노조전임자가 사

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될 수

있으나, ILO의 비준과 노조 보호의 차원에서 해당과 같은 절충

안을 제시하였다.

2.4.교섭창구단일화제도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9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여러 개의 노조가

교섭을 시도할 경우 오직 하나의 대표 노조만을 선정하여 진행

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해당 조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복수노조가 인정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단체교섭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 동

일한 사항에 대해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의 비효

율성 및 비용이 감소할 것이고 동일한 내용에 대해 노조간 상

이한 적용에서 오는 불합리성과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박기영, 2015).

그러나 이 제도는 ILO 협약 비준과 더불어 단체교섭권과 관련

하여 헌법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헌법상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있

기 때문이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관련한 ILO 협약에는 제

98호에서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서로 간섭행위에 대하

여 보호를 받을 것과 각국의 상황에 맞게 고용조건과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자발적인 단체교섭의 개발 및 이용을 격려하고

촉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제87호에

따르면 정부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의 업무 및 활동 조직

과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의 합법적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

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2011년부터 시행된 노

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친 후에 사

용자와 교섭을 하게 된다면 단체교섭에서 배제되는 소수 노동

조합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는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노동

조합이나 노동자가 생기게 된다면 노동자의 자기결정 및 대등

교섭의 확보가 어려워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법익균형성

9 「노동조합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
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
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의 관점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대응하는 어떤 권리

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하여 제한되는

근로자단체의 권리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기에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위의 글,2015). 이에 따라 ILO는 대표노조를 정하는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교섭을 시도하고자 하는 노동

조합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우리나라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개선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해외 국가에서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복수노조도 허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국가로부터 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게 되면 산업별·

기업별 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자유롭게 단체교

섭을 진행할 수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단체교섭창구가

단일화 되어있지만, 단체교섭권의 주체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뿐

만 아니라 교섭단위의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다는 점과 절차, 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장영석, 2020).

2.5.공무원의노동조합가입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이다. 「공무원노조법」 제6

조10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 이하의 일반

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공

무원은 직급과 직종 및 직무에 따라 노조 가입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ILO 협약 제87호제2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어

떠한 차별이나 사전 허가 없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한을 가진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8호제6조에서는 국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

원의 지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권리 또는 지위를 침해하는 것으

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나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소방관으로 대표되는 특정직 공무

원의 단결권과 교섭권 등이 저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공무원이 노조에 가

입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장영석,2020).

그러나 이 문제는 지난달 9월,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에 따라 어느 정도 비준되었다. 6급 이하의 제한이 없어지고 소방관

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의 단결권 행사를 더 큰 정도로

보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공무원의 특수성을 근거로 반대하

는 입장과 단체 행동권의 인정 여부 등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서는 앞

으로 어떻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10 「공무원노조법」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
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
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
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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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해직및퇴직교원의노동조합가입

마지막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있다. 「교원노조법」 제2조11는 노조가입 대상에 해직 및 퇴직 교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가입에서 살펴본 것처럼 ILO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을 보호하고 있는 제87

호제2조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이나 사전 허가 없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에 위배된다. 해당 조항

에 따라 노동조합원이 자주적으로 누가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 의해 박탈당하여 결사의 자유 원칙에 상충

된다.

이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이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관련이 되어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을 재직중인 교원으로 한정하였고 이에 2013년 해직 교원 9명이 포함되

어 있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다. 그러나 불과 지난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

데 이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최유경, 2021.01.20). 따라서 현재는 전교조 역시

단체 협약 체결과 같은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ILO 협약을 비준한다고 하더라도 전교조에 한에서는 더 이상의 마찰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판결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과 마찬가지로 ILO 비준에는 한발 더 가까워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교조가 차지하는 위치나 정치적 입장은 노동조합 그 이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노조 가입 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OECD 회원국 중 해고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뿐이다. 미국의 양대 교원노조는 모두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영국에서는 퇴직자나 학생에게도 가입을 허용한다. 독일의 교원노조는 초·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외에도

유아 교사나 사회교육자, 어학교육기관이나 연구소, 대학 등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등 폭넓은 대상을 가지고 있다(강영구, 2016). .

2.7.추가논의

이처럼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 왔던 것은 국내 실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EU가 한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조항을 삽입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 EU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

이다. EU는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국가가 낮은 인건비로 값싼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자국 경제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FTA 과정에서 그와 같은 조항을 넣은 것이다. 그러나 ‘소셜 덤핑’12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이 조항은 대부분의 노조가 기업별

노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실정이 철저하게 간과된 상태로 강요되었고, 한국은 유럽 시장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ILO 핵

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매우 부담스러운 조항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결국 한국은 8년 동안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에 관한 4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미뤄왔고, EU는 2018년 FTA 상대국 중 최초로

한국에 분쟁해결 절차를 요청하였다. EU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EU와의 FTA에서 같은 조항이 있었고 2개 협약을 미비준한 상태인데, 일본을 압박하기 앞서 한국을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이동수, 2019). 외국인직접투자(FDI) 중단 등 다양한 경제적 보복 조치가 시행된다면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난감한 상태에 빠지 된 것이다.

나아가 노동계와 경영계는 EU의 압력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관철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자주

를 외치던 민주노총은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EU라는 외세를 빌려 국내 이슈를 해결하려고 하고, 경영계는 이에 맞서 과도한 수준의 경

영 방어권을 요구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자체가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거니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한국

정부, EU가 제각각 명분과 실리를 앞세우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가는 중이다(최현묵, 2019).

11 「교원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
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12 저임금, 장시간 노동 따위를 통하여 생산비를 적게 들여 생산한 상품을 해외에 싸게 파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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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으로 세계 각국이 체결하는 FTA에 노동 기준이 들어갈 것이므로 이번 기회에 전 세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해결하여 한국의 노동 관행을 국제적인 기준과 부합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주장도 존재한

다(이영재, 2019). EU가 2018년 12월 반덤핑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덤핑 여부 판단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사회적 기준을 고려

하기 시작했고, 이를 근거로 2019년 5월 초 실제로 중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을 보면 이 주장은 상당

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 관행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며, 핵심 협약 8개 가운데 2개만 비준하고 있는 미국과 6

개만 비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내 사정에 맞게 협약을 비준하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접

근법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으로 남는다.

3.결론

지금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 노사관계 현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ILO 핵심협약은 세계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

기 위해 ILO에서 규정한 국제노동기준인 만큼, 한국 정부가 현재 비준을 망설이고 있는 것은 얼핏 보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간과하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ILO 핵심협약은 애초에 한국의 노사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결된 것이다. 유

럽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노조 방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러 쟁점의 충돌이 발생한다.

먼저,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가 이슈가 되었다. 산별노조가 지배적인 유럽의 경우 실업자 및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

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인 한국의 경우에 실업자 및 해고자를 특정 기업의 노조에 가입시키는 것은 실정과 맞지

않다. 두 번째로, 노동 조합의 임원 자격 조건이 논쟁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는 노동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었고, 이는

기업별 노조의 상황에서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반면 ILO 핵심협약은 노조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

에 충돌이 발생한다. 세 번째로,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금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이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을 경우 사

용자에게 예속될 것을 우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인데, 산별노조가 지배적인 유럽의 경우 노조 전임자에게 노조 차원에서 임금을 지급하

는데 문제가 없지만, 기업별 노조의 경우 사용자의 도움 없이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쟁점이 되었다.

그 밖에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단체교섭에서 배제되는 소수 노동조합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이슈는 공

무원은 공익을 최우선시 해야한다는 한국의 전통적인 관념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해직 및 퇴직 교원의 노

동조합 가입이 논란이 되었다. 이는 시행될 경우 대법원의 판결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여, 한국 법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EU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제하고자 하는 상황이며, 이

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한국 정부가 뒤엉켜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

하여 한국의 노사 관행을 국제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ILO 분담금의 절반을 내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는 별다른 제제 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는 주장인지 의문으로 남는다.

아직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추세이다. 노동계는 한국 사회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여 노동계의 힘을 키우고자 하고 있고, 반대로 경영계는 대체근로 등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을 경영 방

어권으로 내세우며 노동계에 맞서 힘겨루기를 진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철학적이거나 관념적인 시각은 잠시 뒤로 미뤄둔 채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어 새롭게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산별 노조가 아

닌 ‘기업별 노조’의 조합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회사, 나아가 그 나라의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ILO 핵심협약을 준수하면 선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EU가 ILO 핵심협

약 비준 규정을 삽입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소셜덤핑과 관련한 강대국들의 경제적 유인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최근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강요되고 있는 여러가지 국제적인 기준들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그 정책

이 왜 시행되어야 하고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항상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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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격차

27기 류장환

1.서론

노동시장 불평등 중에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남녀 임금격차’ 이슈일 것이다. OECD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OECD 소속 37개국의 남녀 임금격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18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도 한국은 남녀 임금격차가

32.5%로 OECD 국가 중 가장 컸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3%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였다(Table 1). 반면, 세계경제포럼(WEF)과 유엔개

발계획(UNDP)이 매년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에서 항상 상위권에 올라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남녀 임금격차는 10% 이하로 양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양정우, 2019.12.18).

[표1] OECD 주요 국가별 성별 임금격차 (단위: %, 2020년 기준) 출처: OECD Gender Wage Gap (2020)

한국 사회에서 유독 남녀 임금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원인과 이와 관련하여 노동 분야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이 수행해

야 하는 역할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에서 언급한 통계 자료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OECD에서 발표한 남녀 임금격차 자

료는 동종 업계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임금격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업은 이윤을 추

구하는 집단이므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여성만 고용하고 남성은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노동시장에서

남성 근로자의 공급 과잉이 해소되며 남녀 임금격차가 감소할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불행히도 동일 직종에서 여성의 고용 비율

이 남성에 비해 높지도 않고, 남녀 임금격차도 저절로 줄어들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일부 사람들

은 남녀가 동일 업종에 종사할 경우에 임금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임금격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

을 제기한다. 이는 임금격차의 범위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축소하여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이다. 즉, 한국이 OECD

소속 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업종에 대한 수치적 비교가 아니라, 본론에서 설명할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았을 때의 결과이다. 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남녀 임금격차는 매우 크기 때문에 현존하는 사회적 문제이며

시급히 처리해야할 현안이 된다. 올바른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는 남녀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

다. 이에 본문에서는 남녀 임금격차의 원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세 가지인 차별이론, 성별직종분리논의, 인적자본이론을 차례로 소

개한 후에 해결 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한국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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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론

2.1.임금격차의원인을설명하는 3가지이론

차별이론(Phelps, 1972)은 남녀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고전적인 모델이다. 고용주가 인사 평가 과정에서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

는 개인의 특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용이나 승진과 같은 인사 결정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최세림, 2020.08.03).

한국에서는 여성이 출산 이후 일과 양육을 병행하다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을 교육

시키는데 상당한 양의 재화를 투입해야 하므로 역량이 비슷하다면 남성 신입사원을 선택할 경제적 유인이 발생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 신입사원을 많이 뽑을수록 더 많은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고, 경쟁 기업에게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18년 사업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남녀 성비는 81: 19로 매우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전민제, 2019.04.05). 이들 기업들은 공공기관 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남성의 임금 수준을 높여 자

연스럽게 남성 임금 대비 남녀 임금 차액의 비율을 가리키는 남녀 임금격차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성별직종분리논의는 정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 요인으로 노동시장 내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여성이 미혼이거

나 자녀가 없어도 여전히 남성에 비해 임금이 적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성별직종분리논의에 따르면 남성들은 공학, 금융과 같은 고임금

노동을 선호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교육, 서비스 등 시간과 자본이 비교적 저평가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이동선, 2019). 여성이 이러한 종류의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한국과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 여성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출산과 양육 등과 같은 가족적 가치에 투자할 시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실제로 여성이 출산과 육

아를 포기하더라도, 그리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며 경력단절을 경험하더라도, 애초에 선택하고 교육받은 직종이 상이하기 때문에 남녀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적자본이론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은 교육과 직업훈련, 전공 등을 통해 축적된 지식, 기술, 역량과 같은 개인

의 인적자본이며, 인적자본의 축적량이 적은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생산량이 낮기 때문에 저임금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한다. 인적

자본의 중요한 특징은 감가상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계 설비가 해마다 재투자가 필요한 것처럼, 인적 자본의 경우에도 지식을 잊어

버리거나 새로운 이론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투자해야 한다. 남성 노동자들은 직업훈련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임금

을 높여가는데 반해,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을 경험하면서 인적자본 축적에 실패하게 된다. 결국 여성들이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을 떠안

게 되고, ‘마미트랙1’으로 진입하게 되어 임금수준이 정체되게 된다.

미국의 여성 근로자들을 상대로 출생 시점과 소득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Miller,

2009). 자녀를 낳고 경력단절을 경험하였던 여성은 복직을 하여도 원래의 임금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인적자본이론에서

설명하는 것과 일치한다. 누적 소득액을 살펴보면 아이를 20대 초반에 낳는 것보다는 30대 초반에 낳는 것이, 그리고 낳는 것보다 아예

안 낳는 것이 더 많은 액수를 기록하였다(Fig. 1). 심지어 이 자료는 복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경우 인구보

건복지협회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여성 근로자의 복직률은 81.0%에 불과해 더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서한기,

2018.01.10).

1 마미트랙(mommy track)은 육아 등의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승진의 기회가 적은 여성의 취업 형태를 말한다.

[표2] 여성의 출산 시점 나이에 따른 소득 출처: Miller, Amalia 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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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론, 성별직종분리 및 인적자본이론 모두 표면적으로는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합리적인 행위자인 남성과 여성의 자

율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임금격차 현상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사

회구조적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써 발생하였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차별이론에서 여성이 출산 이후에 남성에 비해

직장에서 많이 이탈하는 것, 성별직종분리 이론에서 여성이 가

족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저임금 직종을 선택하는 것, 인적자

본이론에서 여성이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을 떠안게 되는 것 모

두 여성에게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한국 문

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속가능경영, 그 중에서도 조직 구성원

에 대한 성차별 금지를 표방하는 기업들은 동일 업종일 경우 동

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적

극적으로 움직여 여성에게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과중하게 쏠

려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2.2.임금격차개선방안

한국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가 있다. 앞서 말했듯 임금격차는

여성에게 양육의 부담이 과도하게 쏠려있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서 기인한 것이다. 여성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근무

지에서 이탈해 있는 동안 남성 노동자들은 근무지에서 경력을

쌓으며 인적자본을 축적하게 되는데,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통해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 된다면 임

금격차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채용 어플리케이션 알

바콜이 2019년 9월 20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육아휴직’을

주제로 회원 11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아

휴직을 사용해 본 남성 직장인은 5명 중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배, 2019.10.02).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 이유로

는 ‘회사 사람 대부분 육아휴직을 안 쓰는 분위기’라고 답한 경

우가 27.2%로 가장 높았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에 관해 남녀를 구별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 등의 이

유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은 남

성 육아휴직 사용이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

하고 적극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여성 임원을 가산점, 쿼터제 등의 적극적 우대 조

치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선발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 경영성

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의 2020년 3월의 조사 결과에 따르

면 국내 200대 상장사의 등기임원(1444명) 중 여성 등기임원

은 총 39명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심지어 국내 200대

상장사 중 여성 등기임원이 1명도 없는 상장사는 168곳으로 전체

의 84%에 달했다. 성 유사성(gender similarity)이 높을수록 조직

내의 근로자들은 유사한 가치와 선호도를 공유하며 이성의 상사-

부하 관계보다 양적, 질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임원 비율의 증가는 곧 여성 근로자의 역량 발휘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Jackson and Joshi, 2004). 인적

자본이론에 따르면 근로자의 역량 강화는 곧 임금의 상승으로 이

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

게 된다(최부경, 2020).

3.결론

지금까지 한국 노동시장 내 성별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다양한 기제

들을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라는 것은 어느 한 이론으

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차별이론, 성별직종분리 및 인적자본이론

모두 나름대로의 설명력을 가지고 한국 남녀 임금격차에 대한 근

거를 제시하고 있다. 여러 이론들 속에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던

논거는 결국 출산 및 양육을 여성에게 부담시키는 한국 사회의 문

화적 특성이 임금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성차별 문

화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방안으로는 본문에서 제안한 남성 육

아휴직 의무화, 여성 임원 쿼터제 등의 방법 외에도 유연근무제,

경력단절 여성 자기계발 교육 등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한국

기업들은 현재의 성차별 개선 노력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한국 문

화를 개선하는 것까지 도달할 필요가 있다. 맥킨지 연구소에 따르

면 2018년 12개국의 1,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성

연구를 통해 경영진의 다양성과 기업의 수익성, 가치 창출 사이에

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한다. 기업은 현재의 소극적인 태

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면, 장기

적으로 기업 스스로에게도 이익이 되어 진정한 지속가능경영을 실

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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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
활동을 돌아보며

한국에너지공단 X SNUCSR 사회적 가치 전략체계 수립 프로젝트

㈜리더스오브그린소사이어티 산학연 세미나 참여 후기

[CSR고 싶니?] CSR Youth Forum 참석 후기

[금융과 CSR의 만남: HSBC 의 CSR전략] SNUCSR 연사 초청 후기

[Living our responsibility, shaping our future] 헨켈 코리아 기업 방문

2020년도 2학기 SNUCSR 학회원 활동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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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기 김지후 28기 백승우

한국에너지공단(Korea Energy Agency, KEA)은 국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산업화·보급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에너지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

도록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한국판 뉴딜의 등장으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한국에너지공

단(KEA)은 SNUCSR을 통해 기존 사회적 가치 전략을 수정하고자 하였다. SNUCSR 팀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 전략체계 수립을 위해

우선 한국에너지공단의 기존 경영전략과 사업영역을 분석하였다. 주로 공단의 경영전략체계도, 2020년도의 사업계획서, 그리고 당

해 년도의 BP(Best Practice) 사례를 모은 자료를 기반으로 공단의 가치 체계와 사업의 근거, 목적, 영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

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정부정책 기조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생협력 평가 등으로부터

공단이 요구 받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찾아봄으로써 이번 전략제안에서 더욱 강조해야 할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고, 보완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 이후 공단의 사업영역과 연계되는 에너지기본계획 및 그 하위에 놓이는 여러 수요·공급

측면에서의 에너지정책 흐름을 파악하였다. 많은 팀원들이 에너지분야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

단의 사업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에너지전환의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부정책을 분석함

으로써 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고 있음을 배울 수 있었다.

한국에너지공단 X SNU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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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SNUCSR 팀은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이해하고, 새로운 경영전략을 제안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위주의 기존 사회활동에 제약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었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단이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활동, 내부 정책 정비, 긴급금융지원, 중소기업의 사업 프로세스 및 제반비용 일시 간소화 등을 통해 단기적

인 대응에 앞장서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고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지와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에너지산업을 다시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 창업지원 등의 전략을 취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

한 한국판 뉴딜 추진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그린뉴딜을 통해 기 설치 인프라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등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디지털뉴딜을 통해 디지털화, 데이터 구축에 앞장서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전략적 중요도가 높고, 정부정책 대응성이 높은 환경보전, 일자리, 상생협력,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체

계를 다시 도출하고, 기존의 실행사업을 강화하도록 제안함과 동시에 새로운 실행사업을 다수 제시한 바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사회적 가치 전략체계 수립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점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첫째로 기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용어나 업무

프로세스 등의 실무적인 부분까지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 또한 필수적임을 배울 수 있었다. 일례로 SNUCSR 팀은 공단으로부터

공단의 BP 사업을 설명한 자료만 제공받고 공단의 ‘실행사업’ 관련 자료는 받지 못하였다. 이에 SNUCSR 팀은 주어진 BP사업 관

련 자료만으로 중간 보고를 위한 사업 분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사업 체계에서 BP사업이 아닌 실행사업을 사용하

고 있었으며, 최종 보고를 위한 작업을 진행할 때에 기존과 동일하게 BP사업으로 사업 체계를 구성할 경우 공단의 ‘세부추진활동’

과 잘 연결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최종 보고를 위한 작업에서 사업 분류를 실행사업으로 모두 바꾸는 등 두 번의 수고로

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대상 기업과 그 사업 체계에 대한 이해에서 그치지 않고 세부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까

지 나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를 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기업의 모든 운영에는 논리적 짜임새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SNUCSR 팀은

중간 보고를 진행할 때에 전체 프로세스 내에서 특정 부분이 어떠한 위치와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공단

에서 요구한 일만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했고, 중간 보고에 대해서도 “한 눈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평가

를 받았다. 그래서 최종 보고를 준비하며 본 프로젝트의 전체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이를 드러내고자 하였고, 전체적인 Summary

와 프로세스 각 부분에서의 Summary를 모두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Summary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

는 부분을 찾아내어 허점이 없도록 탄탄하게 보충하였다. 기업을 분석하고, 전략체계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관련 사업을 도출하

는 것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관통하는 탄탄한 논리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몸소 배울 수 있었다.

2020년 2학기 SNUCSR의 커다란 일부가 된 한국에너지공단 사회적 가치 전략체계 수립 프로젝트는 SNUCSR 팀의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이 투입된 프로젝트였다. 치열한 고민과 소통, 노력으로 채워진 한국에너지공단 프로젝트 경험은 우리 SNUCSR 팀이

앞으로 어떠한 조직에서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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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기 최우진

㈜리더스오브그린소사이어티(Leaders of Green Society, LGS)는 환경 분야 소셜벤처로서, “우리 패션 상품과 플랫폼 서비스를 통

해 일상을 만끽하며, 자연에 기여하는 문화를 만든다”는 비전 하에 업을 영위하는 친환경 IT 패션 기업이다. LGS는 비닐봉지 과소비

와 미세플라스틱이 끼치는 환경 악영향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QR코드가 융합된 패션 가방을 판매하고, 일회용 비닐봉지가 아

닌 가방 사용을 인증하면 각종 보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자연에 기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LGS 환경 캠페인의 하나로서 시작된 이번 산학연 세미나는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학회가 참여하였고, SNUCSR에서도 7명(강현진,

김오정, 김지후, 김현서, 이석범, 조유빈, 최우진)으로 팀을 구성하여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세미나는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논의를 진행한 후, 최종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SNUCSR 팀은 ‘LGS의 소프트웨어

개선 방안’으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주제를 선정한 첫 번째 이유는 당장의 하드웨어에 신경 써야 하고 소프트웨어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LGS의 내부적인 실정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LGS의 가방을 1회용 봉투 대신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소

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후 주제를 구체화하고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매주 토요일 오전에 정기 회의 일정을 잡았고,

필요 시 대표님과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약 두 달의 시간 동안 발전시켜온 것들을 바탕으로 최종 발표를 진행

하며 산학연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주)리더스오브그린소사이어티(LGS) 

산학연 세미나 참여 후기

LGS와 함께한 본 산학연 세미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기존에 우리 팀이 보유하고 있었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도 있었다. 세미나를 통해 배운 것들을 종합하자면, ‘경영전략’은 ‘현실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먼저, 투입 대비 산출량을 계산해봐야 한다. 만약 경영전략으로서 어떤 캠페인을 제안한다고 하면 아이디어를 단순히 심화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나 비용 등의 투입을 계산하고 이를 통한 산출량을 투입량과 비교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사업인지를 검증해야 한다. 만일 투입량과 산출량 계산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동종 업계 혹은 경

쟁사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자료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정치를 설정 및 계산함으로써 최대한 현실성을 갖추려 노력

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관점에서 해당 사업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

는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LGS에게 소프트웨어 개선 방안에 대한 경영전략을 제안한다면, 다수의 소비자들이 모바일 채널을 통해

가방을 구입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 기반 전략 제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우리 팀은 본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경영전략을 제안하고 수립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것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깨달은 현실성의 중요성은 앞으로 어떠한 조직에서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어 줄 것이다. 글을 마무리

하기에 앞서, 약 두 달 간 산학연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고생한 우리 팀원들과, 이런 소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LGS 임관섭 대

표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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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은 국내 최대의 CSR 실무자 커뮤니티인 CSR Forum 산하의 청년 단체 CSR Youth Forum(CYFO)의 제안으로 CSR에 관심

있는 여러 청년 단체들과 협의체를 결성할 기회를 얻었다. 지난 11월 14일, ‘CSR고 싶니?’ 행사를 통해 협의체의 첫 발을 떼게 되었다.

행사 1부를 통해 SNUCSR, CYFO를 포함, 총 11개의 청년 단체가 서로 소개하고 CSR 협의체 참여 동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한 청년 단체들은 소셜 벤처, 환경, 교육, 의료, 문화예술, 사회공헌,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

년들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SNUCSR의 소개에서는 주로 학회 활동과 외부 연계 프로젝트, Sustainability Review(SR)

작성을 중심으로 단체를 간단히 소개하였다.

행사 2부에서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에서 실행까지’를 주제로 한 전창훈 CJ제일제당 사회공헌추진단 과장님의 강연이 있었다.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던지는 질문들을 공유해 주심으로써 청년 단체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상황에

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조언해주신 자리였다. 과장님께서는 만나보신 여러 단체들이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 ‘무엇

(What)’을 ‘어떻게(How)’ 할 지에 대해서만 고민함을 언급하셨다. 그렇게 할 경우 눈 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어려움

이 없지만, 이번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이 급격한 내·외부적인 변화에 취약할 수 있음을 지적하셨다. 변화에 따라 ‘무엇(What)’과 ‘어떻

게(How)’는 쉽게 바뀔 수 있고, 또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요소가 필요한데, 바로 ‘Who’, ‘Where’,

‘Why’에 대한 물음이 이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Who’는 프로그램 담당자인 나는 누구인지, 나아가 우리 단체는 누구인지 고민하는 단계이다. 사회공헌은 책임감과 뚝심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러한 ‘Who’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다. ‘Where’는 사회공헌 전략이 어떤 수준에 영향을 주는지, 그

사이에 내·외부 이해당사자는 어디에 놓이는지 고민하는 단계이다. ‘Why’는 해당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에 대한 물음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물음에 대한 통찰은 모든 개인에게도, 또 SNUCSR에도 충분히 울림을 주었다. SNUCSR 역시 전략

제안, 외부 프로젝트 등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수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이전에 Who,

Where, Why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듯하다.

CSR Youth Forum 참석 후기

'CSR고 싶니?'
28기 백승우

본 ‘CSR고 싶니?’ 행사를 통해 협의체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협의체의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 2~3월 중 발대식 이후에 시작될 것

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체별로 한두 명의 대표자만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나머지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참여할

수 있었던 자리이기에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과 충분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코로나19의 종식

과 함께 협의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CSR에 대해 고민해보는, 그런 플랫폼으로써 협의체가 기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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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0일, HSBC코리아에서 CSR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이승훈 부본부장님의 강연을 통해 CSR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원론적인 CSR의 의미와 최근 CSR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슈들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다뤄 주셨고, 특히 CSR과 배치된다고 흔히 생각되는 금융업이라는 분야에서 어떠한 CSR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소중

한 시간이었다. 강연은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HSBC그룹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CSR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해 주셨고,

HSBC코리아에서의 CSR 활동과 금융권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CSR의 방향성에 대해 소개해 주셨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대학(원)생 신분으로 학회원들이 가지는 물음에 대해 현업자의 입장에서 답변해주시는 시간이 이어졌다.

HSBC그룹은 CSR전략을 기획하는 데 있어 전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도시화’, ‘세계화’의 4가지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CSR전략을 수립하고 자사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HSBC그룹의 CSR전략은 3가지 테마로 구분되는데, ‘Future skills’, ‘Sustainable network and

entrepreneurship’, ‘Sustainable finance’을 세 축으로 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Future skills’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고객, 지역사회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금융 및 직무 역량 교육 관련 활동

을 포함한다. 금융의 경우, 사회 구성원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전연령대에 맞

는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직무 역량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맞춰 내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을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지원한다.

‘Sustainable network and entrepreneurship’는 고객, 비정부 기구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글로벌 공

급망에 책임 있는 비즈니스 운영을 촉구, 지원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Sustainable finance’는 HSBC그룹이 저탄소 경제 전환에 앞

장서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사들이 관련 산업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을 의미한다. 일례로 HSBC그룹은 내부 리서치센터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해 조사하고, 리포트를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

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거래 고객사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저탄소 전환과 연계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사가 저탄소 경제 체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메가 트렌

드를 반영하면서 고객사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HSBC그룹 자사의 비즈니스에서도 새로운 상품 시장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진

정한 의미의 CSR전략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HSBC그룹의 CSR전략에 대한 연사님의 총체적인 강연을 통해 현재 글로벌 CSR의 주요 흐름과 금융권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금융과 CSR의 접점으로 논의되는 ESG,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Environment 부문의 CSR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 금요일 저녁 시간대에 직접 서울대입구역까지 SNUCSR을 위해 오셔서 실무자의 인사이트를 제

공해주신 연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금융과 CSR의 만남: HSBC 의 CSR전략

- SNUCSR 연사초청후기 -

27기 김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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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our responsibility, shaping our future’

27기 김지후, 28기 최명진

활동요약

2020년 11월 13일, SNUCSR 학회원들과 함께 마포구에 있는 헨켈 코리아 본사에 방문해 글로벌 CSR 선도기업인 헨켈 코리아의

이념과 경영 방침, CSR 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헨켈 코리아 김영미 사장 및 대표이사님과

HR 전창표 부사장님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 환영사와 기업 소개를 해주셨으며, 김나연 상무님의 헨켈 코리아 CSR 활동 소개 및

Q&A 시간이 뒤를 이었다. 이후 기업 분위기 체험을 위해 직접 사무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헨켈은 일찍이 지속가능성장 이슈를 기업 철학과 전체 가치 사슬에 통합함으로써 CSR을 넘어선 전사적 차원의 CSV를 추구해왔

다. 기업의 모든 부문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중요 고려사항으로 두고 전략을 수립하는 헨켈의 노력은 헨켈이 지속가능경영의 선

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동력을 보여준다. 헨켈 코리아 기업 방문은 기업이 실제 CSR을 수행하는 방식과 적극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 나아가 CSR이 기업 경쟁력에 기여하는 방식까지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헨켈기업소개

헨켈은 1876년 설립된 독일의 글로벌 기업으로 세제&홈

케어, 뷰티 케어, 접착 테크놀러지스 세 가지 사업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1989년 한국에 설립된 헨켈 코리아는 산

업에서 활용되는 접착제, 방음제, 제진제 등으로 업계 선두

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홈키파, 홈매트,

퍼실과 같은 생활용품 제조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헨켈은 또한 지속가능경영의 글로벌 우수 사례이기도 하

다. 1992년 최초로 연간환경보고서를 발간했으며 DJSI,

ECPI Index, Global Challenges Index 등 여러 글로벌

CSR 지표에서 상위권의 자리를 지켜왔다. 이제 헨켈은 기

업 전체 가치 사슬 내에서 ‘더 적은 것을 통해 더 많은 가치’

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진보’, ‘성

과’, ‘건강&안전’에서의 더 높은 가치 전달, ‘에너지&기후’,

‘소재&폐기물’, ‘물&폐수’에서의 환경 발자국 감소를 핵심

지표로 설정해, 2030년까지 사업 활동을 통해 환경 발자

국 대비 창출 가치를 3배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헨켈과 CSR

(1) 가치망전단계에걸친사회적책임구현

헨켈이 추구하는 CSR의 중요한 특징은 지속가능성을 ‘원재료부터

처리·재활용 단계까지’,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가치사슬

의 전 단계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헨켈은

먼저 ‘책임감 있는 원료 및 원자재 관리’를 위해 친환경적인 팜(커

넬) 오일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적·사회적 책임의

영역을 공급자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기업 내부 공급망의 책임성

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재료 단계에서부터 시작된 헨켈의

노력은 ‘생산’, ‘물류’, ‘산업 및 상업’의 효율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장까지 이어진다. ‘소비’와 ‘처리·재활용’ 단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헨켈은 소비자의 물 사용 절약을 위

해 물을 적게 사용하는 뷰티 제품이나 차가운 물로도 세탁이 가능

한 세제 제품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헨켈 제품

패키지 100%를 재활용, 재사용 또는 자연 분해 소재로 대체하겠

다는 목표 하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률을 늘렸다. 또한 친환경적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패키지에 coldwash 라벨을 부착하고, 소비

자들이 스스로 자원 낭비 정도를 확인해볼 수 있도록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 헨켈 코리아 기업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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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Gs이행노력

헨켈은 17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필요성에 공감해 SDGs를 기업 목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체 지속가능성장 접근방식

내에서 목표와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하고자 노력한다. 우선 헨켈은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여성과 청소년의 교육 및

미래 교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 팜(커넬) 오일 생산’을 위해 생산자들에게 친환경 영농 기법을 전수하거나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등의 협력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여’를 중요한 가치로 두어 가치사슬 전체에서 이산화탄소

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폐기물을 기회로’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캐나다의 사회적 기업, 플라스틱 뱅크와 협력해 아이티 주민

들에게 폐기물 수거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도록 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막고 빈곤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일석이조

의 효과를 달성한 것이다.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소비 장려’에 초점을 맞추어 제품을 만들고, ‘삶의 질 개선’ 이슈에

대응해 빈곤국의 사회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 역시 헨켈 기업 문화의 일부이다.

Q&A

Q. 독일본사의지속가능경영 방침을 헨켈코리아가 따르며 우리나라에서활동할때에, 우리나라의정서나산업현황 등을 고려

하는방식으로진행되나요?

A. 독일 본사에서 지속가능경영 매뉴얼과 같은 큰 틀을 지정하고 그 아래에서 지사가 움직이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하지

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거나 헨켈 코리아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역으로 제안하기도 합니다. 즉 글로벌과 로

컬을 모두 포용하는 ‘글로컬’의 방식으로 국내 실정에 맞추어 지속가능경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터넷 강

국이라는 점을 활용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이나, 2020년의 발 빠른 코로나19 물품 지원 등이 있습니다.

Q. 세탁 제품, 미용 제품 등은 환경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대중적인데,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거나 친환경 원재료를 사용한다는

점을알리는홍보전략등을실시하고있는것이있나요?

A. 헨켈은 기본적으로 환경과 관련하여 EU가 지정한 기준과 국내 기준을 모두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고법상 ‘친환경’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고, 마케팅보다는 제품의 성능과 효율을 개선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찬 물에서도 세탁이 가능하도록 성능을 개선하거나, 더 적은 양으로도 세탁이 가능하도록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생

분해 가능 원료로 샤워젤을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에 많은 독일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헨켈을 포함하여 이들이 함께 진행하는 CSR 활동 또는 CSR 활동에 대해 논의하

는논의의장이있나요?

A. 헨켈 코리아는 현재 한독상공회의소(KGCCI)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속한 기업들은 매해 어떤 CSR

활동을 했는지 발표하기도 하고, 분기별로 만나 바자회를 진행하기도 하며 CSR과 관련된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Q. 팜 오일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 생산자들이 정해진 양만 생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거나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문제가발생하는경우는없나요?

A. 생산성이나 의욕이 저하되기보다 오히려 팜 오일을 무리하게 재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헨켈 코리아와 이미 계약을 했음에

도 다른 업체와도 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하고, 이를 위해 팜 오일을 무리하게 재배하여 토지나 산림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헨켈 코리아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생산자들에 대한 스크리닝을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핸드폰 어플을 통해 생산 상황을 관리

하고 기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73 Sustainability Review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세션을 대면으로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 외부연계활동도 많이 하고 일부 세션은 대면

으로 진행하여 학회원분들과 많이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보람찬 학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과 기업의 CSR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것을 배웠던 한 학기였습니다. 이제 학회를 떠나지만, 남아있는 28

기 분들과 앞으로 새롭게 들어오게 되실 29기 분들 모두 SNUCSR에서 많이 배워가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한 학기동안 27기, 28기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7기 조유빈

1년간의 SNUCSR 활동을 마무리할 시기가 벌써 다가왔네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학기에는 모든 세

션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고, 2학기에는 일부 세션만 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쉬웠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은 정말 범위가 넓고 발전 가능

성이 매우 높은 분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를 공부하고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감사했고, 그

런 분야를 다루는 학회의 회장을 맡아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진 학회가

되도록 SNUCSR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지만, 그만큼 부족한 점도 많은 회장이었습니다. 그만큼

27기 김지후

27기 김도완

안녕하세요! 27기 교육부장 석재현입니다. 벌써 두 학기 동안의 학회활동이 끝난다는게 실감이 잘 나지 않

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세션을 진행한 회차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었지만, 그럼에도 정

말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교육부장을 맡아 교육세션을 준비하고 학회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이전학기보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얻어가는 것 같아요. SNUCSR에서의 활동은 CSR에

대한 학회원들의 지적 호기심과 열정, 신선한 아이디어 등을 접하며 저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학문적 자극을

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졸업 전 마지막 두 학기를 SNUCSR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자주 만

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학회활동 한 모든 학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학기를 이끌어갈 28기

분들, 그리고 새로 활동을 시작하실 29기분들 모두모두 화이팅입니다!

27기 석재현

SNUCSR에서의 1년은 저에게 여러모로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흐름에 기반하여, 제가 관심 있는 세부 분야에서 어떤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을까 학회원들과 고민하고 의견을 나

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회원들이 업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며

스스로 자극도 받고 배움도 많이 얻었습니다. 저만큼이나 27기, 28기 학회원들 모두 많은 걸 느끼고, 각자가 원하

는 바를 이룬 한 학기 학회 활동이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규 세션 진행은 물론 외부 프로

젝트를 해나가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습니 다. 그러나 오히려 서로를 더 격려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

고, 돌이켜보았을 때 의미 있는 성취를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를 알차게 채워준 27기, 28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앞으

로 SNUCSR 활동을 해나갈 모든 분들이 각자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동시에 함께 발전된 SNUCSR 만들어 가시기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옆에서 조언해주고 함께해준 학회원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27기 분들에게는 1년 동안, 28기 분들에게는 한 학기 동안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

니다. 일년간의 SNUCSR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Alumni로서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2학기 SNUCSR

학회원 활동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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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기 고연지

지난 학기에 이어서 이번 학기 역시SNUCSR 덕분에 보람차고 뿌듯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세

션도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27기와 28기분들과 함께 정규세션과 외부 활동을 진

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SNUCSR의 학회원으

로 활동한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그동안 훌륭한 학회원분들과 함께 활동하

고,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SNUCSR에서 보냈던 시간은 저의 대학생활 중에서 가장 의미있었

던 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8기 분들이 새롭게 이끌어나가실 SNUCSR의 활동도 기대하

겠습니다!

2020년을 SNUCSR 학회 활동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기업들과 함께한 외부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더욱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학회원들과 함께

긴 밤을 보내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학회 활동이 끝난

다는 것이 정말 아쉽기도 하지만, SNUCSR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노력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기 최우진

안녕하세요! SNUCSR 27기 김송민입니다. 1년 동안 SNUCSR에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다양한 세션들을

진행하면서 경영학과 관련된 새로운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회원

들과 CSR에 대해 깊이 논의해보고 고민해보면서 옆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덕분에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

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고생한 27기와 28기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7기 김송민

안녕하세요 SNUCSR 27기 정윤재입니다. 학회 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되어 마지막 SR 발간을 앞

두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벅찹니다. 막연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학회에서 CSR의 중요성과 미래에 대해 구

체적으로 접하고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코로나19

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한 상황 속에서 CSR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수 있어 오히려

뜻깊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낯선 상황 속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열정적이고 따

뜻한 모습을 보여준 학회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SNUCSR의 활동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27기 정윤재

27기 강현진

2020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학생활 중 가장 빠르게 지나간 1년인 것 같습니다. 세션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1년 동안 SNUCSR과 함께 많은 성장을 이룬 것 같아

서 뿌듯합니다. 항상 관심이 컸던 분야에 대해 많은 지식을 채울 수 있었고 훌륭한 학회원들과 재미있

게 활동하며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앞으로 SNUCSR의 의미

있는 발전들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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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 27기 홍보부장 류장환입니다. 먼저 학회원분들께 비대면으로 세션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들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1년간의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

었지만,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학회 구성원들 모두 지속가능성과 공익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 되

었으면 합니다. 모두들 한 학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7기 류장환

1년동안 활동했던 학회의 끝이 다가왔다는 게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0년 가장 의미있던 활동을

꼽으라고 한다면 SNU CSR을 꼭 넣을 것 같습니다. 특히 2학기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연계 활동, 현직자 특

강 등도 진행되어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1학기 때 CSR 관련 이슈와 관한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었다면, 2학기

에는 현장과 관련된 일이나 강의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중간 중간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학회원들과 함

께했기에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CSR을 하기 전에는 기업의 비즈니스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나

로 엮어내는 것에 다소 회의적이었지만, 학회를 마친 지금 그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나름의 결론을 얻었네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사

27기 정수민

람들이 SNU CSR에서 의미있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네요!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회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던 한 학기였습니다. 특히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

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과 함께했던 경험들이 값졌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이 차츰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한 학기 동안 학회원들과 너무 즐거웠고 다음 학기도 기대됩니다!

28기 이석범

SNUCSR에서 보낸 지난 한 학기는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지속가능경영’의 다방면을 탐구하며 어렴풋이나마 그

실질을 구체화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회 활동 전, 저는 ‘이윤 창출을 최고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CSR 활

동이 실효성을 갖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 주로 살펴본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세션들을 통해 알게 된 많은 기업들의 흥망 사례는 이제 CSR이 산업 전반에 걸쳐 ‘선택’이 아닌 ‘전략’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학술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업에 방문해 CSR이 가치사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사업을 진행하며 보다 실무적인 일을 경험해 봄으로써 스스

로의 인사이트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ESG 공시 의무화, SRI, 그린뉴딜 등 전 세계적으로 CSR의 중요성이 커지

28기 최명진

고 있는 지금, 알차고도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모든 학회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이번 학기도 의미 있는 시간 함께 만들어나

가기를 기대합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진 채 SNUCSR 활동을 시작했는데, 한 학기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 기업들을 분석하고 이를 다른 팀원들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

을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정규세션과 더불어 외부연계 활동 역시 너무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열심히 학회 활동을 꾸려 나간 27기, 28기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학기에도 SNU CSR

에서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28기 홍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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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세션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아쉽기는 했지만, 학회원들과 함께 많은 것을 배웠던 학기였습

니다. CSR의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면서 CSR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넓힐 수 있어서 여러모로 보람찼

고, 다음 학기에도 더 많은 배움의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학기 동안 같이 애쓰신 27기 28기 모

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8기 김오정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으로 시작했던 SNUCSR 학회 활동은 한 학기 동안 저를 크게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만큼의, 혹은 그보다도 더 큰 사회

적 가치를 지닌 CSR 영역에 대해 공부하고 그를 바탕으로 여러 케이스를 분석해 보며 저의 시선을 다각

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전략 제안 세션에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기업에 최적화된 CSR 전

략을 고민해보며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면 세

션이 제한되고 학회 선배님들과의 홈커밍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아쉬움이 크지만, 다음 학기에는

상황이 개선되기를 희망해봅니다. 27, 28기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 학기도 힘차게 나아갑시다!

28기 문가빈

제가 사랑하는 분야인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 학우분들과 함께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

이었습니다. 교육세션, 한국에너지공단 기업연계활동 모두 기억에 많이 남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

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었던 엠티와 뒷풀이 시간도 매우 즐거웠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주신

27기 선배님들과 함께해준 28기 동기분들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추억 알차게 쌓고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남은 학기도 화이팅!!

28기 엄상원

SNUCSR에서의 첫 학기를 되돌아보며, 학회를 들어오기 이전 CSR에 대해서는 환경 분야의 몇몇 이슈밖에 알지 못했던 제

가 다양한 주제를 접하며 사회나 거버넌스 이슈에도 조금씩 앎을 넓혀갈 수 있어 뜻깊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2020-2

학기 SNUCSR 활동은 코로나19라는 여전히 낯선, 그러나 이제는 조금은 익숙하기도 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

나19 유행세가 점차 잦아들며 마스크를 쓰더라도 조심하며 대면으로 만나 CSR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기업을 방

문하고, 금융계에 계신 연사님을 초청하여 강연도 듣고, 또 간단하게나마 친목을 다질 수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다시금 비대면으로 세션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유로운 네트워킹은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조금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지만, 열정적인 학회원들이 있어 서로 CSR에 대해 가지는 관점을 공유하고 생각을 쌓아나갈 수 있었

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E, S, G에 걸친 다양한 주제로부터의새로운 물음과, 지식과, 아이디어를 여럿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외부활동을

하면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한국판 뉴딜에 공공기관이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나가야 하는지 전략을 제안해보

는 과정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본인의 관심사를 CSR과 연결 지어 한층 더 깊이 생각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평소 세션 활동

을 통해, 또한 SR을 작성하며 학회원들과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SR을 준비하며 다음 2021-1학기에 학회원들과 더욱 깊이 다

루어 보고 싶은 주제들도 조금 떠올랐던 만큼, 또 새로운 학기에는 CSR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를 더 나누어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28기 백승우

이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저에게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었지만, 케이스스터디, 전략제안 등 다양한 학회 활동

을 통해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기업의 활동들을 직접 알아갈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신 없이 한 학기가 흘러갔지만, 학회원분들과 대면, 비대면 활동을 병행하며 많은 지식과 견해를 공

유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한 학기동안 학회를 열심히 이끌어준 27기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고, 앞으로 28

기분들과 더욱 알찬 학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8기 김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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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NUCSR 28기 이나연입니다. 졸업전에 꼭 한번 교내 학회에서 활동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

었는데, 평소 관심있던 분야인 지속가능경영과 CSR에 대해 공부할 수 있어서 즐거운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9월에 학회 면접 준비를 하면서 SR 34호를 읽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제가 35호

발간에 참여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

행되어 아쉬움도 남았지만 27기, 28기 학회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전략을

논의해보았던 시간들이 참 즐거웠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새로운 학회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더 넓은

인사이트를 키워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8기 이나연

28기 이정민

SNUCSR에서 활동하면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맹목

적인 이윤 추구와 재무지표로만 환산되는 기업의 가치에 의문이 생겼고, 한 학기 간의 학회 활동은 답을 알

아가는 과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학회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나타내는 지표와 기업들의 보고서에 대해 알아

보았고 CSR 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해 탐구하며 국내외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CSR이라는 것이 다소 생소하고 기업의 경영 목표에 부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학회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만이 고유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의 의미에 대해 생각

해볼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의 학회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경영이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방

식을 알아갈 수 있었고 폭넓은 사고를 기르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사초청과 기업방문 및 각종 협력 프로젝트 등 학술적 연구를 넘어

실무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활동의 제약이 있었고, 비대면으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최적의 활동 환경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시기 위해 노력해주신 임원분들과 학회 구성원분들 모

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학기 동안 소중한 경험이었고, 다음 학기에도 즐거운 활동이 기대됩니다. 이론을 배우고 실전

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경험하고 싶거나, 경영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학회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

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NUCSR 28기 정영인입니다. SNUCSR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보람찼던 한 학기 활동이었습

니다! 특히 교육 세션, 케이스스터디, 전략제안과 같은 다양한 활동은 지속가능성, CSR, ESG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SR 발간을 통해서는 ESG경영, CSR과 노동권, 소비, 환경 등 다양한 분

야를 깊이 있게 조사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학회 활동을 통해 쌓은 지식과 학회원

들과 함께한 고민들은 미래 저의 삶과 사회생활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세션과 회의에 열

정적으로 임하는 27기, 28기분들과 함께 해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SR 발간까지 모두 수

고 많으셨고, 다음 학기도 함께 열심히 활동해보아요! 감사합니다:)

28기 정영인

벌써 한 학기가 지나고 SR 발간을 앞두고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으로

학회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움과 걱정이 한가득이었는데 훌륭한 학회원분들 덕

분에 무사히 한 학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는 다양한 주제로 세션을 해나가며 CSR과 지속

가능경영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좋은 추억을 쌓

아가는 SNUCSR 활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학회를 이끌어주신 27기와 앞

으로도 함께 수고해 줄 28기 학회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8기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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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학기 SNUCSR 활동이 마무리된다는 것도 실감이 안

나는데 제가 참여한 SR까지 발간되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아마 SNUCSR에 지원하고자 했던 분들이라면 이전 기수분

들이 만드신 SR을 읽어봤을 겁니다. 저 또한 SNUCSR 활

동 전 SR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높은 수준의 글과 구성,

디자인이 매우 인상깊었는데 제가 이렇게 SR Vol. 35 편집

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ㅎㅎ 방학 동안 열심히

회의하고 멋진 글들 써준 학회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특히 편집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 편

집부장 현진이 너무 고생 많았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

28기정영인

이미지 출처
Free Vectors, Stock Photos & PSD Downloads. https://www.freepik.com/

Beautiful Free Images & Pictures. https://unsplash.com/
1.9 million + Stunning Free Images to Use Anywhere - Pixabay. https://pixabay.com/

27기강현진

편집부장으로서 SR 발간을 하며 1년간의 SNUCSR 활동

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집을 하며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온 순간들을 정리해볼 수 있었고,

완성도 높은 멋진 글을 작성해준 학회원들로부터 많은 배

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CSR이란 정말 광범위

하고 발전 가능성이 큰 거대한 분야라는 것을 또 한번 실

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회 활동을 하며 지속가능경영

에 대한 지식을 체계화할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었

습니다. SR Vol.35호를 보시는 분들 또한 학회지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지식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생해준 모

든 학회원분들과 차기 편집부장 영인언니에게 감사의 인

사를 전하고 싶고 앞으로 새롭게 들어올 29기와의 활동

들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
집

자
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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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등록사항

소속 학교 서울대학교

소속 학과 경영대학

소속 형태 학술연구동아리

단체명 지속가능경영학회 SNUCSR Network

창립 년도 2006년 3월

대표 학생 28기 이석범 (14 역사교육과)

대표 연락처 010-4802-5658 / snucsr@gmail.com

지도교수 이동기 교수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연구분야 지속가능경영 / 환경경영 / 기업의 사회공헌 / 윤리경영 / 사회책임투자

참여인원 현재 활동인원 : 23명 (27기 및 28기) (누적 계 288명)

활동시간 학기 중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학술토론 진행

2020년

2학기

주요활동

1. 교육세션, 케이스스터디, 전략제안, Sustainability Review 발간

2. 연사초청강연 : 2020.11.20. HSBC 코리아 이승훈 부본부장님

3. 기업 CSR 전략제안 : CU / FILA Holdings / KB국민은행 / KT / CJ 제일제당

4. 기업 방문 : 2020.11.13. 헨켈코리아 (김나연 상무님)

5. 산학 연계 활동 : 한국에너지공단 사회적가치 전략체계 수립 / 

㈜리더스오브그린소사이어티 전략제안

6. 외부 네트워크 : CSR 포럼 ‘CSR고 싶니?’ (2020.11.14) / CSR 협의체 가입

SNUCSR 학회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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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 TO

이번 SR 발간에 도움을 주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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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기
신입부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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