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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회 25기 회장 김대환입니다.

SNUCSR 학회원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담긴 Sustainability Review

3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단어가 그리 낯설지만

은 않은 요즘 학회원들과 한 학기 동안 나누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

한 고민들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19년 1학기의 첫 활

동은 SK 이노베이션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향한

실험적인 도전들을 보여주고 있는 SK 그룹에 대한 궁금증과 에너지 산업

분야 CSR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학기 중

활동주간에는 산업별/주제별로 CSR 주요 현황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4개 기업 및 기관에

CSR 활동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피드백 등 많은 도

움을 주신 기업 및 기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Sustainability Review 32호에서는 그 동안 SNUCSR이 달려왔던 길

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학회원들 사이

에서 많이 다뤄졌던 주제와 키워드는 무엇인지, 어떤 기업(기관)들을 만나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CSR 동향 분야에서는 점차 강화되어가는 CSR의

사회적, 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다루었으며,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

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대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고민들이 현장의

많은 관계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

하며, 저희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기업 및 기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많은 활

동들을 함께한 학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9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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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최초의 Sustainability Review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어느덧 Vol.32 발간을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는 SR Vol.32 특집을 맞이하여,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SNUCSR이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기로 하였다.

<CSR NETWORK>는 Sustainability Review의 초창기 이름이다. 2007년 CSR관련 많은 기관들의 관심과 기대 속

에 창간된 CSR NETWORK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주요 주제 및 이슈들을 다양한 방식들로 다루기 위해 노

력해왔다. 매 학기 진행되는 기업탐방, 국내외 CSR 주요 동향에 대한 리포트, 사회적 이슈에 대한 칼럼, 전문가 인터

뷰 등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Sustainability Review의 방향성은 큰 틀에서 창간 당시와 많이 다르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SR Vol.1부터 Vol.32까지 다뤄졌던 글들을 주제와 키워드를 세분화하여 정리하고 시각화하여 나

타내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SNUCSR 내에서 CSR관련 주제들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변화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했다. 이후 SR을 발간할 후배 기수들에게는 그 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 혹은 산업군은 무엇인

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한 눈에 보는

SNUCSR
활동 발자취

24기 김대환, 25기 김시연, 25기 김우중

Summer 2019 vol.3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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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 주요 활동 연혁

Vol.22
포스코 환경에너지실
초청 강연

Vol.19
UNGC Y-CSR 
컨퍼런스 참가

Vol.18
포스코 대학생
이해관계자
대화 참석

Vol.17
정유업체

환경공헌활동 제안

Vol.12
CJ CSR팀 방문

Vol.9
현대자동차
CSR 전략제안

Vol.1
신세계
윤리실천사무국 방문

Vol.23
아시아나항공 사회공헌팀 초청 강연
S-Oil, 루트임팩트 선배 초청 강연 Vol.25

삼성증권 CSR팀 방문

Vol.27
하나금융그룹 기업문화팀 방문
UNGC 기업 CSR 전략 공모전 수상
2016 대한민국 좋은기업 컨퍼런스 참가
THE CSR 방문

Vol.29
201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컨퍼런스 참가
현대자동차 CSV 경영팀 방문

Vol.30
LG화학 CSR팀 방문
다음 카카오 방문
사회적기업 베어베터 방문

Vol.31
팬임팩트코리아(SIB) 초청강연
서스틴베스트 스튜어드십 코드 초청강연
사회적기업 볼런컬쳐 초청강연
LG전자 CSR팀 방문

Vol.32
SK이노베이션 CSR팀 방문

6 Sustainabilit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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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통합경영 Vol.11

플랫폼 노동자 Vol.31

주 52시간 유연근무제 Vol.31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34%

2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

금융

27%

환경

24%

CSR 지표 및 전략

12%

키워드로 보는 INDEX

통계로 보는 SR
발간된글의주제별, 산업군별비중

산업군별 주제별

지배구조
장하성 펀드 (기업지배구조 펀드) Vol.1

스튜어드십 코드 Vol.30, 31

금융
사회책임투자(SRIG) Vol.1, 13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Vol.6

사회성과연계채권(SIB) Vol.23

노동/인권

탄소감사보고서 Vol.9

탄소배출권 펀드 Vol.11

Green Wash Vol.24

탄소배출권거래제 Vol.15

기후변화협약 Vol.4

환경
ISO 26000

(국제 표준화기구 CSR 표준 가이드라인) Vol.18

동반성장지수 Vol.19

다우존수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Vol.31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Vol.31

지수(Index)

Data Philanthropy Vol.3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Vol.30, 31

기타

기업, 기관 방문 및 인터뷰 약 50 곳

총 발간된 글 약 350편

총 발간 부호 Vol.1 ~ Vol.32 

전달되고 있는 기업 약 120 곳

SNUCSR 활동 누적 인원 약 182명

Summer 2019 vol.3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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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의 다양성을 지향하며 by시연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묻는다면 과연 몇 명이나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 CSR은 나에게도 그런 존재였다. 내가 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고는

자주 가는 의류 브랜드에서 헌 옷을 가져오면 할인 쿠폰을 준다는 것 그 정도였다. 학회에 들어오

고 나서 CSR과 관련된 수많은 종류의 활동들이 있으며, 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하

는지에 대해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현재까지 발행된 SR을 되돌아보고 정리

해보자 하였을 때, 나는 나와 비슷한 과거의 선배들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는지 매우 궁금

해졌다. 또한 1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사회의 흐름에 따라 SR 글들 또한 많은 변화를 겪었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 비록, 전체 사회 문제가 아닌 CSR 관련 이슈 만을 다루지만 그 속에 유연하게

그 시대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글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런 예상은

다소 빗나갔다.

우리는 SR에 수록된 모든 글들을 주제별, 산업군별로 분류하였다. 주제별 분류는 크게 9가지 분

류 기준(환경, 금융, 노동/인권, 지역사회, 문화예술, CSR지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윤리경영,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였다. 산업군별 분류는 기업활동 실태 조사용 산업분류표에 기재된 21가

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조사결과 주제별 분류에서 금융 및 환경 관련 글이 약 50%에 달하는 등 SR 주제가 다소 편향되

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토록 편향된 이유가 무엇인지 나름의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

SNUCSR이 경영학회라는 점에서 오는 편향성이다. 경영학회의 특성상 학회 구성원 다수의 관심

이 금융 분야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CSR내 중요 이슈에

대한 치우침이다. 물론 CSR 모든 영역이 중요하다. 그러나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미세먼

지 등 CSR내 환경에 대한 이슈가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SNUCSR이 조금 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다. 앞만 보고 달리는 기차는 자신이 일직선으로 달린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온 기찻길은 굽이굽

이 구부러져 있다는 일화가 떠올랐다. 지난 10여 년간 SNUCSR은 열심히 달려왔다. 그러나 우리

는 다소 구부러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앞으로 SNUCSR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기 위해 잠시나

마 숨을 고르고, 주변 환경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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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작은 변화들 by대환

Sustainability Review는 Vol.32가 발간되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약 350편의 길고 짧은 글

들이 작성되었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약 120개의 기업 및 기관들에 전달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와 관련된 주요 동향 및 이슈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SNUCSR의 작은 소망에 걸맞게 우리는 그

동안 CSR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을 다루고 소개해왔다.

주요 키워드들을 금융, 환경, 지배구조, 노동/인권, 지수(INDEX) 등으로 구분하여 그 동안 다뤄온 주요 주제

들을 해당 기준을 근거로 분류해 보았다. 비교적 최근 호로 올수록 사회성과 연계채권, 플랫폼 노동자, 스튜어

드십 코드 등 새로운 키워드들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지속가능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화

두가 점차 대중들에게 더 알려지고 기업들이 이에 반응하여 나타난 시대적 분위기의 변화라 생각된다.

SNUCSR은 올해 초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하여 그동안 약 50 곳 이상의 많은 기업, 기관들을 방문하여 CSR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비전을 어떻게 구현하

고자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다.

오늘 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CSR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을 시도하고 있다. 상품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제작과정에서의 사회적 책임 여부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더 움직

이고, 상품의 편리성보다는 CEO의 경영철학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신의 가치관

과 경험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Z세대들의 움직임이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SNUCSR

은 앞으로도 이들의 움직임을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소비자들과 이에 동

참하는 기업들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SR을 통해 짐작해본 CSR에 대한 인식 변화 by우중

SR잡지 발간 초기엔 CSR 전반에 대한 소개 글이 많았다. CSR이 현재처럼 주목받지 않아

생소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또한 CSR에 관련한 행사 참여 후기 글이나 인터뷰 양식의 글이

많았는데, 이러한 글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CSR을 알리고 CSR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의 SR에서는 초기에 비해 CSR 내 세부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심도 있게 분석한 칼럼 글의 비중이 높아졌다. CSR이 점차 주목받고 그 중요성이 증대하기

시작하면서 CSR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글을 쓰기보단, 깊이 있는 분석 글의 비중을

높였다고 생각된다.

발간 초기와 최근의 SR 주제를 비교하다 보면, 학회원의 CSR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발간 초기에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주제가 많았고, CSR

활동은 ‘기업이 소비자 혹은 국민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내재했음이 느껴졌다.

그러나 최근 SR에서는 노동/인권, 윤리경영과 같은 주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점차

CSR은 기업이 제공해 주는 것만이 아닌 당연히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것 혹은 소비자가 누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듯 하다.

초기와 후기 SR 주제의 차이는 국민의 CSR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 그리고 CSR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닐까? 비록 표본은 적으며 SR은 국민이 아닌 학회원의

글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지난 SR을 살펴보며, CSR을 둘러싼 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생각보다

빨랐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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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동향
- 사회적 ‘책임’에서 ‘책무’로... CSR의 확대와 제도화

- 환경회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 사회책임경영의 선두주자 SK이노베이션 기업방문

< 산업이슈 PICK > 

- 분쟁광물규제 현황과 트렌드 : 광물 조달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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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전략 및 CSR 이슈

‘기업가 정신’, ‘기업윤리’, ‘기업의 사회공헌’과 같은 전통적인 CSR 개념은 기업이 모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한다. 이는 CSR 활동이 기업의 사회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에서 나와야 한다는 CSR의 본질을 말할지는 모르나, 최근 번져가는 ‘지속가능발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흐름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CSR이라는 개념도 없던 과거 단순히

기업의 ‘착한’, ‘자선’ 활동 정도로 여겨졌던 것과는 달리, 최근 지속가능발전과 CSR의 개

념은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책무’ 혹은 ‘의무’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CSR은 ‘착한 활동’이 아니라 소홀히 할 시 기업 경영에 큰 리스크를 야기하는 기업 경영의

기본 요소이며, 더 이상 기업의 ‘자발적인 책임’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국가적 차원의 정책

에서 기본적인 원칙으로 작용하는 ‘책무’이자 ‘의무’이다. 본 글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 영향 및 이의 국가 정책에의 반영을 보여주는 최근의 이슈들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CSR

의 필수화, 전략화, 정책화, 의무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4기 이준호, 25기 김동현, 25기 손혜윤, 25기 시창선

사회적 ‘책임’에서 ‘책무’로... 
CSR의 확대와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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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이스북의 S&P ESG 지수 퇴출로 보는 국내 기업 프라이

버시 보호에 대한 비판

페이스북은 더 이상 ‘착한기업’이 아니다. 지난 6월 페이스북

의 S&P ESG 지수 퇴출로 언론이 떠들썩했다. 페이스북이

S&P ESG에서 퇴출된 이유는 지난 2년간 페이스북이 보인 개

인정보 관련 이슈 때문이다. 150개가 넘는 기업이 페이스북 사

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고, 지난해 3월 영국 데이터 분

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의해 사용자 8,700만 명

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끊임없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Reid Steadman S&P ESG 부문 글로

벌 책임자는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노력과 회사

위기관리의 효율성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성됐다”면서 “이런

이슈들이 ESG 측면에서 페이스북을 다른 경쟁 기업들보다 뒤

처지게 했다”고 지적했다(김민정, 2019). 이 때문에 페이스북

은 환경 문제에서 100점 만점에 82점을 받았지만, 사회와 지배

구조에서는 각각 22점, 6점을 얻는 데 그쳤다(Reid

Steadman, 2019).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실패와 S&P 500 ESG 지수에서의

퇴출은 단순한 기업이미지 타격과 이용자 감소, 그 이상의 영향

을 야기하였다.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1월 미국 연방 규제

기관이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도용될 때까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나,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

선 일부 후보들이 최근 페이스북을 포함한 정보통신(IT) 공룡

기업들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김민정, 2019.06.14)은 페

이스북의 경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도 고객정보 보호 이슈에 대해 자유롭지

않을 뿐더러 정보 유출 민감도 역시 현저히 낮다. 하나투어, 토

스, 여기어때, KB 국민카드 등 일상 생활에서 너무나도 쉽게 접

근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기사는 이제 전혀 놀랍지 않다. 빗썸에서는 3만 1000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고객 243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70억 원어치,

여기어때에서는 개인정보 330만 건, 하나투어에서는 개인정보

49만 건이 유출됐다(김성우, 2019.06.19). 이러한 개인정보 유

출은 돌이킬 수 없으며 이차 피해를 초래한다. 기업은 ESG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하고 고

객은 감시자로서 기업이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도록 재

정적, 금전적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구성된 K-SDGs는 UN SDGs와 17개 목표를 가졌

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UNSDGs의 169개의 세부목표와

232개의 지표와는 다른 122개 세부목표 및 214개 지표를 가

진다. 가령, 문맹률이나 영아사망에 대한 UN SDGs의 세부목표

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맞지 않으니 삭제되었고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된 내용 등이 세부목표로 추가되었다.

또한 이행지표들 역시 한국의 상황에 맞는 통계지표들로 대체

되었다(환경부지속가능전략담당관, 2018).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K-SDGs는 발전 초기로 아직 개선점이

많아 보인다. 이번 K-SDGs의 수립은 9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급하게 진행되었고 관련 이해관계자 그룹(MGoS)의

구성이 포괄적이지 못하여 지속가능발전 및 혁신의 주요 행위

자인 기업 및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설정된 지표 역시 해당 세부 목표와의 타당

성이 떨어지거나 해당 목표를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목표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의 세부목표인

‘[8-3] 및 해당 지표’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증진이라는

[목표12]의 세부목표인 [12-2] 및 그 지표와 동일하였다. 또한

‘[3-4]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세부목표

에 대한 지표로 우리나라에 대해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

는 ‘연간 천명 당 말라리아 발병률’이라는 지표를 채택하거나,

‘[3-8]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라

는 세부목표에 대해 ‘치매안심센터 개소,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노인 일자리’라는 지표만을 설정함에 따라 ‘저출산’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 및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2.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개발

2018년 12월,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를 수립하여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 214

개 지표 도출을 통해 구체적인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

했다’고 발표하였다(환경부, 2018.12). K-SDGs는 UN SDGs

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수준과 사회문제를 고려하여 수립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이다(환경부, 2018.12). K-SDGs는

2018년 2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이 마련되며 본격적으로 그 구

상이 시작되었다. 이에 K-SDGs의 구상을 위해 노동자, 여성,

기업 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MGoS, Major Group and

other Stakeholders)을 통한 여론수렴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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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경영진의 물의, 이른바 오너리스크가 한진그룹

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지배구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관련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를 받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간접적 의무가 생겼다. 이

에 이어 상장기업이 윤리경영, 직원 복지 등 사회적 책임 내역

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

정안이 재추진 되면서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또한 기존 기업지배구조 자율공시를 규정했던 한국거

래소는 2021년까지 코스피 상장사에게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산업정책연구원, 2018: 11).

EU는 2014년 비재무정보 공개 지침 통과 이후 회원국 내 국

가 차원에서 이를 법제화하고 있다.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

용한 기업, 자산총계가 2,000만 유로 이상이거나 순매출액이

4,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인권, 부패 및 뇌

물 수수 방지 실천, 이사회의 다양성과 관련된 기업의 정책과

전략, 성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유럽 기업

뿐 아니라 유럽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을 설립한 기업

에게도 적용된다(이건묵, 2014: 2-3). 2018년 4월 기준 EU

회원국의 2/3가 해당 지침의 규정을 채택하거나 논의하고 있

다(산업정책연구원, 2018: 3).

동아시아에서도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경향이 두드러진다. 

대만증권거래소는 2010년 ESG 보고 원칙을 발표하고 성과가

미미하자 2014년 9월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ESG 공

시 의무화를 시작했다. 그 결과 2017년 9월 블룸버그 ESG 공

시 점수에서 호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기업 중 가장 높

은 점수를 받았다. 싱가포르거래소 역시 자발적 비재무정보 공

시율이 저조하자 2016년 6월 새로운 시행 지침을 발표하고 전

체 상장 기업에게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했다(산업정책

연구원, 2018: 8-1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자율에 맡겼던 비재무정

보 공시를 법제화 및 의무화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 UN 지

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SEI)는 비재무정보 공개로

기업이 투명성과 효율성 입증을 통한 자본조달, 기업 명성과 브

랜드 창출, 투자자와의 관계 개선 등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이종오, 2015). 그러나 정보의 의미, 이해관계자의 요

구에 대한 이해 없이 세계의 비재무정보 공시 법제화 흐름에 떠

밀려 공개하는 정보는 투자자의 이목을 끌 수 없다. 법제화 경

향에 대응하면서도 정보 공시의 편익도 누릴 수 있도록 효율적

공시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3.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및 법제화

2014년 EU가 「대기업 비재무 정보와 다양성 정보에 관한 공

개 지침」(비재무정보 공개지침)을 채택하며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 요구 흐름이 본격화됨에 따라, 2018년 11월 금융감독원

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 의무화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헌, 2018).

비재무정보란 기업의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기업의 무형자산에는 지배구조, 공정거래 관행, 노동 환

경 등이 있으며 기업이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CSR) 관련 자산

이자 창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무형자산을 투자자

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라

고 부르기도 한다(이종오, 2015).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문제는 K-SDGs보다 위에 있

다. 이번 K-SDGs의 수립은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국가의 ‘지속가능발

전’은 환경부의 업무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이슈이고,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실질적 정책 수립 및 집행 리더십을 가

지고 있지 못하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으로 기존

‘지속가능발전법’의 의의가 약화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

령 직속 위원회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체하였기 때문이

다. 이에 K-SDGs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일관적인 정책 수립 및

이행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러나 이번 K-SDGs는 UN SDGs의

2030 발전 목표를 국가 수준에서 내재화하고, 국가의 지속가능

한 발전과 세계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

표 및 지표를 마련하려는 시도였다는 의의가 있다. 기업 및 기관

의 입장에서도 막 발표된 K-SDGs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지

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SDGs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SDGs

를 기업전략에 반영하고있다는 점에서 국가단위의 SDGs의 수

립은 기업의 신CSR 전략 수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K-SDGs의 목표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연동될 것으로 발표되어 기업과 공공

기관의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전략 수립 및 기업 지속가능목표

수립을 위해 K-SDGs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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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측정

사회적 가치 및 안전 부문 비중 확대

공공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법적인 의미에서의 공공기관은 정부기관 외에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

공기관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창출은 공익을 추구해

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목표이다. 현 정부는 ‘사회적 가

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 중 12번째로

선정했고, 2018년 3월에는 사회적 가치를 정부혁신 3대 전략

중 하나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처음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부문을 명시해 공공기관에

는 100점 중 22점, 준정부기관에는 20점을 배정했다. 2017년

까지 경영전략과 사회공헌이라는 항목 하에 10점도 되지 않던

사회적 가치 부문의 비중이 대폭 커진 것이다. 2019년에 실시

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안전, 일자리, 윤

리경영,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했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에 반영했다(이종재, 2019).

비계량 배점비중 확대와 혁신성장 가점

한편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서 평가위원의 주관에 의존하는 비

계량 항목이 확대되기도 했다. 2018년 50점이었던 비계량점수

는 2019년 56점으로 늘었다. 경영관리, 주요사업부문 영역에

서 비계량점수가 3점씩 늘었다. 또한 ‘혁신성장 수요 창출, 혁

신기술 융합,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라

는 혁신성장 가점은 2018년에 이어 유지되었다. 공기업에는 2

점, 준정부기관에는 1점의 가점이 있었다. 그러나 혁신성장의

정의부터 애매하고, 공공성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이 민간 부

문이 전담해야 할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성인지

여부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공공기관들이 지방이

전을 한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해, 가점 대상으

로 지역 관련 사회가치 구현을 선정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도 있

다(이종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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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 모범 사례

한국남부발전의 경우 제주도 폐비닐 쓰레기에서 나온

정제유를 발전용으로 활용해 폐비닐 수출량의 56%, 4,200만

톤을 발전연료로 전환해서 5억 2천만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도로공사의 전문가 검증을 통해 인증 받고 상품화될 수

있도록 돕는 오픈 플랫폼 '도공기술마켓'을 개설하고 SOC

공공기관 10개 기관으로 확대해서, 중소기업들의 판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구윤철, 2019).

이렇게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필요가 커지며 기존 ‘사회공헌’ 측면의 방어적 CSR 전략에서

탈피하여 선제적 사회 및 환경적 가치 실현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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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
상 선
택이
아닌
필수

1 들어가며

북해 대구(North Sea cod)는 유럽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먹거리 중

하나이다. 이윤극대화를 갈구하는 기업들에게 북해 대구는 바다 속 금

은보화와도 같았다. 기업들이 북해 대구를 잔뜩 잡아다가 진열대에 내

놓으면 먹성 좋은 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생선들을 먹어 치웠다. 북

해 대구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은 불타올랐고 소

비자들의 식탁은 어느 때보다도 풍족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기업들은 전성기에서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과도한 어획량은 북해 대구의 자연번식력을 한참 넘어섰고, 얼마 지나

지 않아 북해 대구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기 시작했다. 많이 잡아다 팔수록 이익이 된다는

소비시장의 논리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었다. 이제는 생산과 판매를

줄여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식품기업들은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

다. 과도한 어획으로 인해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북해 대구 생산은 점점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비용은 더욱 늘어났다. 그러나 식품기업들은

이러한 환경파괴를 회계장부 속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남획은

쌓이고 쌓여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왔다.

24기
박준형, 24

기 이상수, 25
기 김범규

환경
회계
, 

이는 기업이 합리적인 경영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더 이상 선택

이 아닌 필수임을 보여준다. 환경회계는 이러한 의식에서 등장하였

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환경에 어떠한 작용을 가하면 이는 다시 반작

용으로 기업에게 돌아온다. 즉, 기업과 환경은 상호작용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의 경영활동이 과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환경회계는 기업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비용편익 계산에 포함시켜 생산활동의 진정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합리적 의사결정은 정확한 비용편익 계산

하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용편익에 기업활동

으로 생긴 환경적 영향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을 둘러싼 물

리적, 사회적 조건이 나날이 바뀌어 가면서 환경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회계에서 환경을 제외한다면

이것은 반쪽 회계에 불과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

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환경회계는 합리적인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개념이

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환경회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머뭇거리고 있다. 환경회계가 아직까지는 기업들에게

낯선 주제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환경회계에 선도적인 후지쯔(Fujitsu)와 도시바(Toshiba)의 사례를

통해서 환경회계의 개념과 적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사례들을

통해 시사점과 한계점을 검토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분석해 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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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후지쯔 (Fujitsu)

2.1.1 개요

일본 정보통신기업 후지쯔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9

년 3월(회계연도기준) 환경회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환경회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후지쯔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바로 회

사의 입장을 이해당사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지속적인 환경 보존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해 환경보호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높

이는 것이다(Fujitsu, 2002). 후지쯔의 환경회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내부적으로 개발된 환경회계 시스템의 약점인 신뢰성과 투명

성을 평가받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 인증을 취득했다는 점이다(Fujitsu, 2000). 또한 후지쯔는 환경회계를 도입한 1999년부터 현

재까지 회사 내부의 관계자들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지속해서 사내 환경회계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Fujitsu, 2000).

2.1.2 환경회계 요소

그렇다면 일반회계와 환경회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지쯔가 정의한 환경회계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경회계요소는 크게 환경보호비용과 환경보호이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환경보호비용은 환경보호조치에 소요되

는 일련의 비용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환경설비자산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환경보호비용과 기타비용이 합쳐진 복합비가 있다. 환경

보호이익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사업활동에서 자원 사용과 관련된 환경영향감소, 둘째,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부

하 및 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환경영향감소, 셋째, 사업활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영향감소, 넷째, 운송 및 기

타활동과 관련된 환경영향감소이다. 또한 후지쯔는 관련한 근거들을 명시해 놓았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활동이 회사의 생산활동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에 기여할 경우, 부가가치 X (환경보호시설 유지비 및 운영비)/ (총 설비비용)의 식과 같이 기여분을 계

산한다. 또한 친환경 제품(Green Product) 혹은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R&D의 경우 그 기여분 만큼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아

R&D를 통한 이윤(R&D benefit)으로서 인식한다(Fujitsu, 2017). 이렇게 후지쯔는 회사 자체적으로 환경회계 요소의 근거를 마

련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회계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정보는 외부의 이해당사자에게는 조금 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를 제공하고 내부의 관리자에게는 환경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후지쯔 그룹의 환경회계에서 또 하나 주

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환경부채이다. 후지쯔 그룹은 예상되는 미래의 환경 부채를 적절히 예측한 후 인식해 다음 회계연도에

적절히 관련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환경부채를 유보하지 않겠다는 후지쯔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Fujitsu, 2017).

2.1.3 시사점

후지쯔의 환경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는 환경성과와 환경원가를 함께 대응시켜 표현하고 있으며 환경성과와 환경원가

의 항목을 세분화시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후지쯔는 환경회계가 반영된 재무제표를 환경보고서(Fujitsu Group

Environmental Report)를 통해 매 년 공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환경보호조치와 리스크 관리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

아 Dow jones Sustainability World의 Industry Group Leader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후지쯔가 환경관리부문에 있어서 세계

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2019년 현재 후지쯔는 환경회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CSR활동과

사업에도 힘쓰고 있는 것을 후지쯔 그룹의 CSR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후지쯔의 세계적인 CSR활동의 기반과 그 이

미지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유지해온 환경회계 시스템을 통해 형성될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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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는 환경회계에 관해 비용과 편익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비용에 관해서는 사업영역, R&D, 환경피해복구 등의 범주로 나누

어 투자량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편익에 관해서는 크게 4가지의 개념을 제시하고, 개념들의 조합에 따라 편익을 4가지의 범

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우선 개념은 경쟁적 이점, 잠재적인 환경 리스크의 방지, 외부이익, 내부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상정

하고 있다. 그리고 편익은 개념의 조합에 따라 추정 경제적 편익, 소비자편익, 리스크 예방 편익, 실제 경제적 편익으로 나누고 있다.

소비자 편익의 경우 제품의 에너지효율향상에 따른 전력 사용 절감량 등을 포함하며, 이는 (기존모델대비 신모델의 절감량x판매

대수x전력표준단가)와 같이 계산된다. 실제 경제적 편익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전력, 폐기물 등의 감축을 통해 발생하며, 기준년도

대비 실제 절감액을 통해 나타낸다. 추정 경제적 편익은 환경부하의 감소로 인한 사고비용의 절감량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기준 및

인체 영향지수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카드뮴으로 기준으로 환산하는 (환경부하저감량x환산지수x단위카드뮴 사고배상액)의 식으

로 계산한다. 리스크 예방편익은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편익을 뜻하며, (화학물질저장량x오염복구 및

정화에 필요한 표준비용x발생계수x영향계수)의 계산방법을 통해 산출하고 있다(환경부, 2006). 도시바는 이와 같은 환경회계 계산

이 환경개선효과를 쉽게 파악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표준과 비교가 용이하며, 부정적 외부효과를 반영하여 환경 대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기에 용이하다고 말하고 있다(Toshiba, 2000).

2.2.2. 환경회계 요소

도시바의 환경회계 구성 모식도(Toshiba, 2017)

2.2. 도시바

2.2.1 개요

환경회계를 기업 운영의 주된 요소로 도입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는 도시바(Toshiba)이다. 도시바는 일본의 전기기기제조 회사로,

2000년 환경회계를 처음 도입해 이를 바탕으로 환경보고서를 작성해오고 있다. 도시바는 환경회계를 환경경영의 실현을 위한 도구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도시바는 환경에 대한 전체 영향을 크게 자연자본회계와 환경회계로 구분하고, 이 중 기업이 노력에 의해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환

경회계로 정의하고 있다(Toshiba, 2018). 방법론적 측면에서 환경회계는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환경보전 이니셔티브에 필요

한 투자 효과와 비용편익을 산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도시바의 환경회계는 일본 환경성이 2005년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최초 제작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것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Toshiba, 2017).

도시바는 대부분의 다른 일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2003년까지는 외부의 경제적효과까지 포함한 추정효과를 산출하여 공개해왔

다. 하지만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는 밖에서도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인 수익과

비용절감부분만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총 추정효과는 산출하여 여전히 내부 의사결정에 사용하고 있다(환경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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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적 제고와 제도적 규제는 환경파괴를 자행한 기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친환경기술의

발전을 따라 개선 노력을 취하지 않는 기업을 도태시킬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점차 환경경영을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요소로 인식해 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회계는 환경경영을 위한 주요 도구이며, 합리적 경영활동의 기반이다. 후지쯔,

도시바와 같이 환경회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환경적 영향을 비용편익 계산에 포함해 경영인들이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있다. 물론 아직은 환경회계의 선도기업들조차 환경회계를 완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환경

을 둘러싸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환경회계는 분명 기업이 맞닥뜨릴 수 있는 거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하나

의 전략이다. 그렇기에 기업에게 있어 바로 지금이, 가치를 더욱 머금어갈 환경회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용 및 완성하기 위

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할 시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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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시사점 및 한계

도시바는 환경회계를 처음 제시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환경회계를 반영한 환경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에 따르

면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총 환경비용이 527억 엔에서 187억 엔으로 감소, 편익은 828억 엔에서 4042억 엔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바가 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회계를 반영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바는 2015년 1조

5천억 원대의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던 전력이 있다. 이는 거버넌스 혁명을 통해 가장 빠르게 건강한 거버넌스를 이뤄낸 기업이라는

도시바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한 순간에 뒤집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도시바의 과거를 생각할 때 도시바의 환경회계 역시 외부에 드

러나는 모습만으로는 결코 신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시바가 환경회계를 기업 내부적으로도 진정 의미있게

산출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노력이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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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경영의 선두주자

24기 박영신

SK이노베이션 기업방문

SK이노베이션의 주요 성과

2018년, SK 이노베이션은 DJSI Oil & Refinery 환경영역 평가 1위, 6년 연속 동반

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선정,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 등의 수상실적

을 거두었다. 또한 친환경 분야에서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 Green

Innovation Challenge 도입, 협력회사 동반성장 영역에서 임금공유 상생협력 모델

도입, 협력회사 대상 220억 금융지원, 사회공헌 활동 영역에서 발달장애 아동 교육 지

원,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있다.

2019년 4월 19일, SNUCSR 학회원들과 함께 종로 SK 본사를 방문하여 SK

이노베이션의 CSR활동 및 경영방침에 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

는 CSR 팀장님께서 SK 이노베이션의 연혁, 주요 성과 및 지속가능경영활동

을 소개해주시는 시간과 학회원들의 간단한 질의응답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SK 이노베이션은 지속경영기획 UNIT을 통해 2003년부터 지속가능경

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오고 있으며, 이사회 산하 사회공헌위원회를 두어 기

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프

로그램을 기획,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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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과 CSR

1. 지속가능경영 framework

SK 이노베이션(이하 이노베이션)은 지속가능경영체계를 공급망관리, 사회공헌, 인권, 안전,

환경, 보건, 이해관계자 소통, 리스크 관리의 6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

노베이션이 에너지, 화학기업인만큼 리스크 부문에서는 원유 및 환율 리스크 및 정부규제, 조

세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협력회사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임금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탄탄한 공급망 체계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에서 주목

할 만한 점에는 베트남 맹그로브 숲 육성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화학기업인만큼 기업의 특색

을 살린 CSR 전략보다 환경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 사업을 진행하는 듯 했다.

3.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이노베이션은 5명의 사외이사, 2명의 사내이사, 1명의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성되어있다. 2019년부터 이

사회 의장에 사회이사를 선임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는 6

개의 분야로 분리되어있는데, 각각 위원회에 최소 2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노베이션이 추구하는 조직문화는 크게 'Caring professional'과 '할 말 하는 문화'로 나눌 수 있다.

Caring Professional은 최고수준의 역량으로 성장을 창출해내는 professionalism에 구성원들 간 서로

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할 말 하는 문화는 기존의 사내 구성원들간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하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통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일하는 방식에서의 혁신은 회

사의 발전을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DBL의 추구

DBL(Double Bottom Line)은 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SK 전 그룹 차원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방

향성을 상징한다. 경제적 가치만을 투자 결정의 기준 및 성과로 삼았던 기존 Bottome Line적 사고

에서 벗어나, 비지니스 모델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합으로 정의함으로써 사회적 가

치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루어내었다. 특히 Double Bottom Line형 비지니스모델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가치를 유보해서라도 사회적가치를 높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가치도 높이는 의사결정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다. 즉, DBL은 비지니스 모델 혁신 및 기업가치 제고의 출발점이자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SK의 경영전략으로 볼 수 있다.

4. 통합환경 initiative

이노베이션은 환경 이슈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 initiative를 추진하여 환경문제 해결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는 '사업장 내 친환경 설비투자 확대, 친환경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확대, 제품 생산을 통한 긍정적 환경 영향 확대'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전략들은 규제 범위 내

에서만 환경 이슈를 관리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화학기업으로 거

듭나고자 하는 이노베이션의 장기적 비전이 담겨있다. 또한 이노베이션은 모든 비지니스 활동을 통해 발

생하는 환경영향을 화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환경 영역 사회적 총량 목표를 zero로 세

우고, 구체적 추진사항을 수립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을 한 단계씩 밟아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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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인터뷰 후 학회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선별하여 2가지만 작성하였다.

Q)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택해야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A) 사실 기업차원에선 윤리적, 도덕적 이유보단 현실적 이유가 가장 크다. ESG 측면에서 선진국들

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사업 기회 자체를 아예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특

히 해외 연기금의 압박이 크기 때문에 CSR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Q) 지속가능경영팀에 들어가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은 무엇인가?

A) 지속가능경영이란 사업의 전단계, 모든 부서에서 고려되어야 할 개념이므로

다른 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수하면 좋다. 또한

가령 GRI Standard 중 어느 하나라도 미스되면 큰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꼼꼼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팀장님의 말씀처럼 현시대의 CSR은 윤리적, 사회책임적 차원을 넘어 필수불가

결한 경영의 요소로 변모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경제, 기술적 환경에 맞춰 적

절한 CSR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심도있는 고찰이 있을 때,

소비자, 협력사,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22 Sustainabilit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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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규제 현황과 트렌드: 
광물 조달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중심으로
24기 오승현, 25기 김시연, 25기 박도영, 25기 시창선, 25기 최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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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광물규제

1.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대

과거 기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창출된 이윤을 주주에게 배분하고 관련 제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했다. 하

지만 오늘날 기업은 이윤 획득을 넘어 소비자, 지역사회, 나아가 글로벌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CSR 활동, 공유가치창출 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도로 분업화된

현재의 기업환경에서 한 기업이 모든 공급망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란 쉽지 않으며, 특히 중간재나 가공재가 아닌 원자재의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과거 공급망에 대한 적극적인 CSR 활동을 하는 기업은 찾기 힘들었으며, 정부 또한 그 책임이행을

권고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법 제정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면서, 공급망 속 인권침해의 문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과 의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김병태, 2016).

1.2. 도드 프랭크법 1502조

2002년 킴벌리 프로세스1 가 구축된 이후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정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분쟁

광물 규제란 아프리카 분쟁지역(콩고민주공화국2 등 10개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3TG: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이의 사용을 관리하고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를 뜻한다. 분쟁광물은 그 채굴 및 판매과정에서 인권유린, 아동노동착취, 성

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담고 있으며 또한 채굴자금이 반군의 군자금3 으로 유입되어 사용되므로 그 제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

다(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2017).

이에 미국은 2010년 도드 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

하 도드 프랭크법)에 분쟁광물 조항인 1502조를 포함시키면서 최초로 분쟁광물 규제를 법제화하였다. 해당 법안은 LCD, 반도체 등

IT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전자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다. 이러한 규제의 움직임은 국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

조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이윤추구 이외에도 사회적·윤리적인 공급망 관리를 통해 국제적 차원의 인권보호에도 힘쓰도록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3TG는 전세계 산업 전반에 두루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탄탈륨은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핵심재료로 쓰

이는 만큼 관련 기업의 적절한 공급망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제조업 분야 분쟁광물 사용 비율(SEC, 2015)

아프리카 분쟁지역 및 분쟁광물 매장량(Philips, 2012; IBM, 2011)

1 UN이 다이아몬드 공정거래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Blood Diamond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이하 DRC

3콩고무장단체들은 2008년에 분쟁 광물로 약 1억 8천 5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Project Team and the Grassroots Reconciliation Group,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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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도드 프랭크법에 의한 분쟁광물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법인과 이들 상장

사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해당 법안은 전자제품 등의 對미 수출이 활발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밖

에 없다. 또한 EU에서도 분쟁광물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관

계자는 "무기자금·인권유린 등과 관련한 광물의 거래를 차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광물만 거래하도록 하는 ‘공급사슬 경영’이

기업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언급하면서,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가 글로벌 경영시대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지적하였다.

이에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은 인증 제련소에서 제련된 광물을 사용하고 해당 계열사와 협력사까지 분쟁광물 관리를 확대하

는 등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국내 중소 협력기업은 분쟁광물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시스템 개발, 기업 컨설팅뿐만 아니라 분쟁광물 관련 교육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분쟁광물 규제의 기업 영향(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2017)

완제품 제조업체

OEM
제조업체 A

OEM
제조업체 B

OEM
제조업체 C

OEM
제조업체 D

부품
제조업체 A

부품
제조업체 B

부품
제조업체 C

SOR

중개업체 A 중개업체 B

광산 A 
(DRC conflict free)

광산 B
(DRC conflict)

광산 C
(중국)

분쟁광물 공급망 체계(삼일회계법인, 2014)

에 달하고, 그 외 공급망에 있는 부품회사들까지 포함한다면 해당 규제의 영향을 받는 회사는 278,0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분쟁광물 사용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경우, 관련 규제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이 30~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급사슬에 포함된 부품회사들의 경우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데 12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추가

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위 그림은 많은 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분쟁광물 공급망의 복잡함을 보여준다.

중국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 채굴된 광물과 DRC의 비분쟁광물 및 분쟁광물이 공급망에 뒤섞이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 분쟁광물 조달 프로세스 및 트렌드

2.1. 분쟁광물 조달 문제

도드 프랭크법 1502조 시행 이후 미국 증시에 등록된 주

요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에 분쟁광물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법과 규제의 측면을 떠나, 최근 글로

벌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조달(Responsible 

Procurement)’이 가치 사슬의 리스크 관리 및 CSR의 중

대한 요소로 떠오르게 되면서 기업들은 실질적인 고민에 당

면하였다. 생산 공장과 본사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DRC와 그 주변의 수없이 많은 채굴지를 어떻게 감독할 것

인가? 광물의 유통과정에서 분쟁광물이 섞이지 않았는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또 광물을 녹이고 재가공하는 제련

소 및 정제소(SOR, smelter or refiner)에서 분쟁광물이

비분쟁광물과 섞여서 가공되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책임의 영역을 넘어 수많은 기업들

의 재무적인 비용으로까지 이어진다. 삼일회계법인(2014)

에 따르면 분쟁광물 사용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600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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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쟁광물 조달 관련 조직

상기한 문제는 제3자 감독 및 인증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NGOs 및 사업체의 탄생을 불러왔다.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산하의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는 광물의 조달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 기구이다.

RMI(2019)는 2008년 설립된 이후 독립된 제3자 검증을 수행

하며 글로벌 기준을 확립하고 조달∙감독∙인증 가이드라인을 제

공하며, 특히 수많은 기업이 참고하는 분쟁광물 미사용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인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를 담당한다. 3TG의 주요 사용자인 전자부문 주요 기

업들(애플, IBM, HP, 삼성, LG 등)이 전자산업계 내의 지속가능

성과 윤리성을 위하여 조직한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전자산업시민연대)는 전자부문 기업

들의 분쟁광물 관련 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분쟁광물 미사

용 제련소 인증을 통해 분쟁광물 식별 및 추적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 할지라도, 분쟁광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직접 분쟁지역에서 채굴

지를 감독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광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기록할 현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

개 외부 기업을 통한 아웃소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International Tin Association의 iTSCi(ITRI Tin Supply

Chain Initiative)는 분쟁광물 리스크가 존재하는 현장에서 개

별 채굴지에 대한 실사, 필드 데이터 수집 및 제공, 리스크 매니

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Assent Compliance와

iPoint 등의 업체나 BSP(Better Sourcing Program)와 같은

기관에 해당 리스크 관리를 아웃소싱하기도 한다.

2.3. 분쟁광물의 기존 조달 프로세스

이와 같은 조직은 광물 채굴 직후 광물들을 용기에 담아 밀봉

한 뒤 채굴지의 정보, 무게, 태그 번호 등을 기록한다. 뿐만 아니

라 광물은 그 조달 과정에서 수많은 손을 거치게 되며 각 집적지

마다 무게와 태그 번호 및 담당자, 위치, 시간 등을 재확인하고

기록한다.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SOR과 수출 현장이다. 제련

및 정제과정에서 광물의 형태 및 무게가 변화하고 수출을 위한

집적 과정에서 분쟁광물이 비분쟁광물과 섞일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이로 인해 Midstream∙Downstream에서 원자재의 분

쟁광물 포함 여부는 사실상 해당 SOR이 분쟁광물 관련 인증을

받았는지의 여부로 결정된다. SOR을 거치며 본래의 형태를 잃

은 광물들은 기초 부품 제조업체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생산된

부품은 OEM 업체 및 최종 제품 생산업체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iTSCi 같은 프로그램이 분쟁광물 리스크를 완벽히 해

소하고 있다고 보기엔 힘들다. 분쟁광물의 감독과 인증 자체가

상품화되었고, 현장 관리자의 부패나 정치적, 군사적 집단의 개

입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분쟁광물 조달 정

보의 기록은 여전히 현장 관리자의 수기로 된 서류에 기반한 경

우가 많다. Archaic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정보 관리 또한

엑셀파일의 전송과 유사한 단순 디지털화에 그치곤 한다. 최근

에는 바코드가 부여된 태그의 태깅을 통해 자동으로 관련 정보

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클라우드 정보망에 업로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현장 정보 수집 과정과 온라인 클라우드 및 서버

업로드를 통한 데이터 관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

를 가진다.

먼저, 위와 같은 데이터 저장 및 공시 방식은 완벽(foolproof)

하지 않다(Brugger, F., 2018.11.4).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더라도 제한된 사람만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완벽하게 신뢰하기 어렵다. 두 번째 문제는 해당 광

물들을 사용하여 부품 및 완제품을 생산하는 Downstream 기

업들의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

회적 책임과 규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광물 조달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Downstream

기업들은 정작 서류 무더기와 복잡한 데이터, 그리고 불완전한

정보 제공 때문에 효과적으로 조달 과정을 인지 및 추적할 수

없다(Brugger, F., 201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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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광물 대응 기업 사례: 외부 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도드 프랭크법이 제정된 2010년 이래로 국제 기업들의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대응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실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아프리카 분쟁지역 군벌들이 분쟁광물 밀거래로 얻는 수익은 기존 대비 35%로 줄어들었다. 분쟁광물에 가장 큰 영향

을 받는 전자업계 기업들을 위주로 실제 분쟁광물 관련 대응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쟁광물 관련 기업 대응 사례

*PPA: Public-Private Alliance for Responsible Minerals Trade
*RMAP: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GeSI: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EPRM: European Partnership for Responsible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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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 살펴볼 기업은 애플, 화웨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이다. 위 기업들은 RMI에서 시행하는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인증을 받아가는 단계에 있다. RMAP 인증이란 협력업체는 물론 제련소까지 분쟁광물을 사용하

지 않았음을 인증하는 분쟁광물 규제 프로그램이다. 또한 각 기업들은 분쟁광물 규제를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임광물 공급망

까지도 개선하고 있다. 책임 광물이란 주석, 탄탈륨 등 현재 규정된 분쟁광물뿐 아니라 코발트 등 비인권적 착취와 아동노동으로 인

한 문제가 제기되는 광물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2017년 11월 발표한 <목숨

을 건 코발트 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보고서에 따르면, 29개 기업의 분쟁광물 공급망

개선 정도 평가에서 삼성SDI와 애플이 조사 대상 기업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아 분쟁광물 관련 선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각 기업들의 분쟁광물 관련 활동 단체 및 책임광물 대응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두 기업이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를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애플은 RMI, EPRM, PPA 등의 광물 공급망 관련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Artisanal Gold Due Diligence Toolkit,

CRAFT Code 등 업계 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삼성 또한 RMI, GeSI, EPRM에서 활동하며

Cobalt for Development와 같은 책임광물 관련 사항에 대응하고 있다. LG도 이에 뒤지지 않고 코발트, 운모의 원산지를 추적하

고 있으나 화웨이의 경우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였을 뿐 실제 대응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힌 바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기반한 실사 프로그램 운영절차를 비교해보면, 이 경우도 역시 선도 기업들의 활

동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애플과, 삼성, LG의 경우 협력업체들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프로그램을 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화웨이의 경우는 이와 관련된 운영절차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각 기업은 글로

벌 커뮤니케이션, 광물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쟁광물 관련 활동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기업이 선도 기업으로

서 다양한 책임 활동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달 과정의 한계점인 신뢰성과 정보접근성 및 활용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

지는 못하였다. 이에 기존 분쟁광물 조달 프로세스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4. 분쟁광물 투명성의 새로운 트렌드

4.1. 블록체인 도입에 따른 분쟁광물 투명성 및 추적성 제고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주된 이슈 중 하나이다. 블록체인이란 '블록'이라고 일컬어지는 소규모 데이터들을 P2P(Peer 2

Peer)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에 연결하고, 수많은 이용자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원장(ledger) 관리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형 서버에 정보를 보관하지 않으며, 모든 정보가 참여자들에게 공유된다.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데이터를 위조 및 변조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정보가 암호화되어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블록체인은 최근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향후 집단 간 다양한 자산(asset)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

수단이 될 잠재력을 지닌다(WEF, 2018).

위∙변조 불가능성이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은 기업 공급망 관리에 적용될 수 있다. 공급망 전반의 거래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원산지에서부터 상점에 도달하기까지의 제품 투명성(transparency)과 추적성(traceability)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WEF, 2018). 이에 따라 블록체인은 분쟁광물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기업이 수많은 광산과 제련소

등으로 구성된 복잡한 공급망을 지니더라도, 블록체인을 통해 제품의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다. 실제로 RMI는 분쟁광물 관리에 있어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블록체인 가이드라인(RMI, 2018)을 수립하기도 했다.

한편, 블록체인이 분쟁광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라도 기업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방대한 양의 원료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하고 이 정보를 다시 블록체인 내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많은 공급자를 지닌 글로벌 기업의 경우

개별 광물의 유통 과정을 추적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과 GPS, 블록체인 기술이 분쟁광물 관리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oT와 GPS의 활용이 분쟁광물 조달 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세 가지 기술을

통합하여 활용할 때 블록체인 내 정보의 입력과 저장 및 업로드를 자동화할 수 있다. 이는 '사물 블록체인(Blockchain of Things,

이하 BoT)'이라 칭해진다. 블록체인은 모든 유형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으므로 광물 조달과 관련된 기존 B2B 거래 정보와 더불어

IoT 센서 정보 또한 보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광물이 채굴되고 제품에 활용되며 종국적으로 고객에게 완제품으로 전달되는 각

단계에서 블록체인은 B2B 거래 정보 및 IoT 센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 결과, 광물의 조달과정은 각 태그와 연동된 GPS에

의해 실시간으로 블록체인망에 저장(Morley, M., 2018)되며 관련 담당자들은 해당 정보에 상시 접근할 수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을 통해 수정이 불가능하며, 자동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쟁광물 정보의 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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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Text사의 Trading Grid는 매년 242억 건 이상의 B2B 거래 정보를 처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이며, BoT를 활용하여 분쟁광물

거래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BoT를 통해 아프리카 광산에서 영국의 금 커넥터(gold connector) 제

조업체, 그리고 미국의 차량 제조업체까지 금(Gold)의 운송 정보를 투명하게 추적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쟁광물

과 관련하여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첫 번째 단계는 광산의 ID 번호와 위치, 즉 3TG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다. 초기 구매 주문 시 광물

의 출처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이 정보는 공급망 상 다음 단계에 있는 광물 제공 업체로 전송된다. 다음으로, 제3자 물류업체

(3PL)가 광물을 현지 항구의 컨테이너와 선박에 운송한다. 운송차량, 컨테이너, 선박에는 위치 센서가 부착되어 있으며, GPS 기술을

통해 각 단계를 추적할 수 있다. 광물은 영국 항구와 세관을 통과하고, 버밍엄 인근의 금 커넥터(gold connector) 제조업체로 운송된

다. 또한 금 커넥터는 공항을 거쳐 미국의 차량 제조업체로 전달된다. 이처럼 모든 센서 정보는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을 통해 광물 및 완제품의 개별 이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심지어, 차량이 판매업체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커넥터가 장착된 차

량의 식별 번호(VIN) 또한 블록체인 속에 기록된다(Morley, M., 2018).

결국, 블록체인은 아프리카의 광산에서 영국의 커넥터 제조업체를 거쳐 미국의 차량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로까지 전달되는 광물의 정

보를 투명하게 기록 및 전달할 수 있다. 비단 차량용 커넥터만이 아니다. 배터리, 노트북, 휴대폰 등 수많은 제품이 광물 원료를 사용한

다. 블록체인은 3TG의 채굴, 운송, 제조, 판매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분쟁광물 보고를 자동화함으로

써, 더욱 효율적으로 분쟁광물 투명성과 추적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OpenText와 BlockEX의 분쟁광물 BoT 활용 프로세스(Morley, M., 2018)

4.2. 실제 기업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 IBM

컴퓨터 운영체제 리눅스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리눅스 재단은 하이퍼레저라는 블록체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주

관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들은 금융, 물류, 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를 받는

다. 그 프로젝트 중 하나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기초 코드는 IBM이 제공한다. 이러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적극 활용되는 분야는

기업의 광물 산지 추적이다. 실제로 IBM은 올해 1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코발트 공급을 추

적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Lee, Daniel., 2019. 1. 17)”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LG화학, 미국의 포드자동차, 독일

의 폭스바겐, 중국의 화유코발트 등의 기업들이 참여한다. 종전에는 기업, 광산업체, 제련업체의 OECD ‘책임 있는 광물 자원 조달

원칙’ 준수 여부를 외부 감사에 의존하여 확인하였다면, 이제는 접근 권한이 허가된 기업들이 자의로 변경할 수 없는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공급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길재식,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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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투자에

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다. 과거 금융투자의 핵심

은 이윤추구에 있었다. 기업은 이익추구의 수단으로만 존재했고

언제나 투자의 방향은 수익률 높은 기업들을 향해 있었고 비재

무적 성과는 투자의 고려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투자자들

이 생각하는 기업의 역할은 얼마의 돈을 집어 넣으면 여기에 수

익률을 덧붙여 토해내는 데 있었고 경영활동에서 생긴 환경피

해나 인권침해는 이윤추구라는 대의 앞에 가려졌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투자에서 비재무적 성과들

이 갖는 위상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업을

이익추구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기업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구성원 공존과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

는 존재이다. 이윤만을 추구한 나머지 환경문제 또는 인권문제

에 소홀한 기업들은 더 이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선택 받을 수

없다. 사회가 요구하는 비재무적 역량을 갖춘 기업만이 변화한

시장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ESG투자는 재무적 성과와 동시에 비재무적 성과를 함께 고려

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다. ESG투자에서 비재무적 성과는 환경(Environment)과 사

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를 세 가지 중심 축

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ESG투자는 현대사회를 이끌어 갈 핵

심적인 투자전략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실제 규모에 있어 매년

두 자리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ESG펀드는 ESG투자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ESG펀드는 투자대상이 되는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터 기업의 ESG요소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에 소

홀한 기업들을 투자로부터 배제하는 반면 사회적 책임에 충실

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집중한다. 현재 ESG펀드는 국내외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펀드시장의 커다란 지각변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ESG펀드가 갖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우선 표준화

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ESG펀드에 대한 상이한 해석들이 범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비재무적 역량을 비교하기 어렵

다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몇몇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무늬만 ESG펀드인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

직까지 대부분의 ESG펀드가 초기의 낮은 수익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많은 평가기관들은 장기적인 관점

에서 ESG펀드의 안정성을 높이 사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ESG

펀드가 BM(Benchmark) 이하의 저조한 수익률을 결국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ESG펀드들이 충

분한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ESG 펀드가 핵심적인 투자

전략으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내 ESG펀드들은 아직 초기 계발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국제

사회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의 성장가능성은 무궁무진하

다. 그렇기에 ESG펀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은 미래의 투

자시장을 파악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본고는 이

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ESG 펀드의 개념과 현황을 파악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대표적인 펀드상품들을 골라 상품

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어서 사례들을 바

탕으로 ESG 펀드의 한계점과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ESG 펀드의 개념과 현황
24기 박준형 24기 이상수 25기 이준호
25기 김우중 25기 문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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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SG투자의 개념과 발전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이 또 한번 터트렸

다. 2017년 버핏이 투자한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자동차 업체

BYD 주가가 급성장했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소개되었다(James K. 2017, Sept 4) 이는 2011년에도 버핏

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꽤나 흥미로운 보도거리였는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대부분의 언론에서 Buffett이 BYD 투자를 머지않아

후회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이진석, 2011.3.3). 실제로

2011년 BYD 상황은 암울했고 버핏이 투자한 이후에도 BYD의

실적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은 반전되었다. 화석연료를 둘러싼 자원고갈과 자

원갈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전기자동

차 시장에 새로운 물결이 생겨난 것이다. 많은 국가들로부터 전

기자동차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주목 받기 시작했고 각

국 정부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전기자동차 시장을 육성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전기자

동차 산업을 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기술임을 공식화하였고

BYD 또한 정책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그 결과 불과 몇 년 사이 BYD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대표적

전기자동차 업체 Tesla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버핏의 BYD 성공스토리는 전통적인 투자원칙에 새로운 항목

이 추가되었음을 시사한다. 바로 친환경이다. 친환경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다. 친환경을 지향하

는 기술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산업으로서 주목을 받기 시

작하였다. 반대로 친환경으로부터 역행하는 산업들은 자원고갈

과 같은 물리적 상황이나 제도규제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부딪

혀 성장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친환경 시대의 투자자에게 친환경은 투자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되었다.

투자는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렇

다면 어떠한 기업이 미래사회에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ESG

투자는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한다. ESG투자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적 성과와 함께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한다. 이때 비재무적 역량은 크게 세 가지 중심 축인 환경

(Environment) 과 사 회 (Social) 그 리 고 지 배 구 조

(Governance)로 평가할 수 있다. ESG투자는 비재무적 역량

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미래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시장으로부터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

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왜 비재무적 역량에 주목해야 하는가?

이는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과거 기업은 이익추구의 수단으로만 존재했다. 그러

나 최근 기업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구성원 공존과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는 존재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윤만을 추구한 나머지 환경문제 또는 인권문제에 소홀

한 기업들은 더 이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선택 받을 수 없다. 기

업의 비재무적 역량을 보여주는 이슈들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ESG투자는 국제사회의 많은 기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주

제이다. 2006년 Kofi Annan UN 전 사무총장의 주도로 설립

되어 국제사회 속 ESG투자 논의를 주도해 오고 있는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는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투자 시 기업의 비재무적 이슈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외에도 ESG투자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 ESG 투자의 개념에 대한 논

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유럽 금융시장에 ESG투자를 뿌리내려

미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실천할 것을 주요 미션으로 하는

Eurosif는 투자자들의 장기적 수익 및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

모하기 위해서 경영과 투자에 있어 ESG요소들을 결합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의 US SIF는 미국 내 ESG투자의 현황과 발전을

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ESG투자가 미국 국내에서 어떻게 유

통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오고 있다.

현재 ESG투자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 ESG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

관들마다 성장세에 대한 분석이 상이하나 기관을 불문하고 공

통적으로 ESG투자가 미래에 주요 투자전략 중 하나로 자리잡

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재계에서 ESG 투자의 전세계적 현황을

살펴볼 때 주로 인용하고 있는 자료는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이

다. GSIA는 2018년 말 세계 ESG투자의 총액은 30.7조 달러

이며 이는 2016년 말에 비해 34퍼센트 증가한 것이라 분석했

다. 이어서 GSIA(2018)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ESG투자가 전

체 투자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유럽

과 캐나다의 경우 전체 투자액 중 ESG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ANZ(Australia and

New Zealand)의 경우, ESG투자가 전체의 63.2%이었다. 금

융시장 전체적으로도 ESG의 비중은 가속도가 붙으며 높은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2.2. ESG펀드의 개념과 발전

특히 ESG펀드는 ESG투자의 주요 축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

다(박영석 2018). 국제적인 리서치회사인 Morningstar(2018)

는 ESG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을 추적하

는 연구에서 최근 ESG 투자 펀드의 높은 성장세에 주목한다.

Morningstar는 세계 ESG 펀드의 자산규모가 2012년 말

6550억달러에서 2018년 말 1조 500억달러로 약 60% 가까

이 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ESG펀드가 일반 펀드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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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장기적 관점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ESG펀드가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만

머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국내 역시 다양한 ESG펀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은 ESG펀드 시장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공경신 2019). 또한 2017년

기준 국내 ESG펀드 순자산은 약 8조원 규모로 전체 공모펀드

순자산 약 218조원에 비교해보면 매우 적은 수치이다. 또한 상

위 10개 규모의 펀드 중 BM(Benchmark) 수익률을 초과한 곳

이 2곳에 불과하므로 수익률 역시 탁월하다고 평가하기에 무리

가 있다.

그러나 ESG 펀드의 성장세는 세계적 흐름이며 국내 금융시장

역시도 이러한 변화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

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윤리경영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한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도적으로 마련

되면서 투자와 경영에 ESG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핵심적인 투자전략으로 성장

하고 있는 ESG 펀드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와 분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고는 국내외 유통되고 있는 주요 ESG펀드 3가지를 분석하

고 이를 통해 펀드시장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살펴보고자 한

다 . 3 가지 ESG 펀드는 각각 JP Morgan Intrepid

Sustainable Equity Fund 와 Parvest Global

Environment Fund-C, classic 그리고 신한BNPPTops아름

다운SRI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C-i)이다. 해당펀드들은

각각 미국과 유럽과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 펀드 상품

들로 주목할 필요가 있어 선정했다. 우선 JP Morgan Intrepid

Sustainable Equity Fund는 미국의 종합금융투자회사인 JP

Morgan이 내놓은 상품으로 2003년 2월 28일(Class L

Launch 기준)에서부터 오랫동안 운용되어 온 ESG펀드상품이

다. 다음으로 Parvest Global Environment Fund는 영국의

책임투자전문 자산운용사 Impax Asset Management

Group에 의해서 운용되는 글로벌주식형 펀드인데, 이는 ‘책임

투자전문’ 자산운용사에 의해 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규모가

큰 인기 펀드이다. 마지막으로 신한BNPPTops아름다운SRI증

권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C-i)의 경우 신한금융과 BNP의 합

작 자산운용 회사인 신한BNPP가 내놓은 ESG상품인데 신한금

융과 BNP 모두 DJSI(2019)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신한BNPP가 만든 ESG펀드 역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

다.

3.1 JP Morgan Intrepid Sustainable Equity Fund

3.1.1 개요

JP Morgan Intrepid Sustainable Equity Fund는 미국의

종합금융 투자은행인 J.P모건 체이스 앤드 컴퍼니의 주식형펀

드이다. 해당 펀드는 투자기금을 미국계 대기업의 주식에 투자

하 며 그 과 정 에 서 비 재 무 적 인 요 소 인 ESG

(Environment·Social·Governance)성과를 고려한다. 또

한 인간의 비합리성에 기반한 행동재무학(Behavioral

finance)을 투자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행동재

무학에서는 인간의 심리가 투자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시장비효율성과 다양

한 시장이례현상(market anomaly)을 만들게 된다고 보았다.

해당 펀드는 이러한 시장이례현상과 시장비효율성을 이용하려

고 하며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라고 볼 수 있다.

3.1.2 전략

펀드운용 과정에 있어서 고려하는 사항은 크게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인 비재무적 요소는 환

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이다.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J.P. Morgan Asset Management, 2018)에서는

ESG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환경(Environment) - 사업 운영과정에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를 기

준으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다. 해당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

후 변화의 영향, 천연 자원 사용여부, 오염 및 청정 기술의 사용

유무와 같은 요소들을 활용한다.

2) 사회(Social) -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적 영향을 기업이 고려하는지를 기준으로 사회적 요소를 판단

한다. 해당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노동자 안전문제, 제품 안전

및 무결성, 지역사회 및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

3) 지배구조(Governance) - 기업지배 원칙을 수용하는 기업

을 검토한다. 거버넌스 특성을 검토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항에

는 이사의 책임과 다양성, 주주 권리, 임원 보상, 기업 윤리, 공

공 정책 등이 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기업가치, 이익의 질, Momentum을 포

함한 재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Momentum은 Business

fundamentals를 향상시키는지 그 여부와 분석 기업이 활동하

는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함께 고려한 특성이다(J.P.

Morgan Asset Management, 2018). 전체적인 고려사항들

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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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무적요소

환경(Environment) 기후 변화의 영향, 천연 자원 사용여부, 오염 및 청정기술의 사용여부 등

사회(Social) 노동자 안전문제, 제품 안정성 및 무결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지배구조(Governance) 주주권리, 기업윤리 등

재무적요소

기업가치

이익의 질

Momentum Business fundamentals의 향상, 시장에서의 평가를 함께 고려

표 1 JP Morgan Intrepid Sustainable Equity Fund가 운용과정에서 고려하는 항목

Calendar year returns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A Shares 29.84 14.99 -0.10 18.98 35.11 13.03 0.25 9.67 20.99 -5.03

C Shares 29.19 14.43 -0.57 18.35 34.45 12.48 -0.25 9.11 20.38 -5.50

I shares 30.23 15.25 0.21 19.21 35.47 13.33 0.48 9.94 21.28 -4.78

S&P 500 Index 26.46 15.06 2.11 16.00 32.39 13.69 1.38 11.96 21.83 -4.38

Share Class 1month(%) 3months(%) YTD(%) 1yr(%) 3yrs(%) 5yrs(%) 10yrs(%)

A Shares
With max 5.25% sales charge

0.88

-4.42

12.66

6.74

12.66

6.74

7.82

2.16

12.30

10.30

9.73

8.56

15.69

15.07

C Shares
With max 1.00% CDSC

0.87

-0.13

12.55

11.55

12.55

11.55

7.30

6.30

11.75

11.75

9.19

9.19

15.12

15.12

I Shares 0.92 12.75 12.75 8.10 12.59 10.01 15.99

S&P 500 index 1.94 13.65 13.65 9.50 13.51 10.91 15.92

표 2 Average Annual Total returns (JPMorgan Funds statistic Report, 2019.03.31) 

3.1.3 세부사항

3.1.3.1 수익성

해당 펀드는 세분화된 class가 존재하며 A shares, C shares, I shares 로 분류할 수 있다. A shares는 판매수수료(load)가

존재하며 그 수치는 최대 매도인지정가격(offering price)의 5.25%이다(J.P. Morgan Asset Management, 2018). 이에 반해

B shares는 판매수수료(load)는 없지만 이연판매수수료† (Deferred Sales Charge)가 존재하며 그 수치는 최대 Shares 구매

원가의 1%이다. 따라서 지정된 기간 이전에 해당 주식을 판매하게 될 경우 최대 1%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I shares의 경우 판매

수수료와 이연판매수수료가 모두 없는 Class이다. 이처럼 Class마다 부과되는 수수료와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펀드의 경우

각 투자자의 상황에 맞추어 어떤 클래스에 투자해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해당 펀드의 누적수익률의 경우 Share Class에 상관없이

S&P 500 index보다 대체로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예를 들면 5년 누적수익률과 3년 누적수익률 그리고

1년 누적수익률은 3개의 Class 모두 S&P 500 index보다 수익률이 낮다. 이러한 양상은 연간수익률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2012년, 2013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의 수익률은 S&P 500 index의 수익률보다 낮다. 해당 펀드가 주식에 주로 투

자하며 active investing 전략을 취하는 펀드라는 점에서 펀드의 benchmark인 S&P 500 index보다 대체로 낮은 수익률을 보

인다는 것은 적어도 수익성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1.3.2 투자방식 및 보유종목

표 3 Top Holdings (JPMorgan Funds statistic report, 2019.03.31)

†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중개인에게 지불되는 수수료로 “back-end-load”로 알려져 있다. 우발이연판매수수료(CDSC)로 주로 불리며 펀드의 주식을 소유

하는 연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할인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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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펀드는 미국 대형주(보통주) 혹은 중형주(보통주)에 대해서 자체적인 ESG 평가 방법론에 기반한 기준을 통해 선별된 기업에

한하여 순자산의 80% 이상을 투자한다. 하지만 해당 펀드의 ESG 평가 방법론의 경우 투자자문인력의 주관적인 판단과 질적요소에

기반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ESG 평가 방법이 특정 투자자의 환경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

며, 기업의 ESG 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부정확하게 평가될 위험 즉 Sustainability (ESG)

Strategy Risk가 존재한다(J.P. Morgan Asset Management, 2018). 또한 2019년 3월 31일 기준 보유종목의 경우, 대부분 미

국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선별된 해당 기업들이 진정으로 친환경적인 활동에 중점에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더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그림 1 Carbon Footprint Scale (BNPP Carbon Footprint Report, 2017.10)

이러한 탄소발자국은 GHG(Green House Gas) Protocol에 의해서 산출된다. GHG Protocol은 탄소발자국을 산출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도구이다. 기업의 탄소발자국을 계산할 때 직접적인 배출량만이 아니라 회사의 에너지 소비 관련, 기업의 상품

사용과 관련한 간접적인 배출량 또한 고려한다. 이는 지구온난화가 장기적으로 투자 자산의 가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며,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두 번째로, 이 펀드는 책임감 있는 스튜어드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연차총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발행자들의 전략과 관련하여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투자자들의 자산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이 펀드는 투명성과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펀드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투자자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제고한다. 이러한 전략들은 모두 BNPP AM의 책임감 있는 투자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이 펀드는 재무보고서뿐만 아니라 추가로

Extra-Financial Report(비재무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실제로 이 펀드가 얼마만큼 환경에 기여하며,

책임감 있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3.2 Parvest Global Environment Fund-C, classic

3.2.1 개요

Parvest Global Environment Fund는 프랑스 자산운용사인 BNPP AM의 환경 섹터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 파트너인 영

국의 책임투자전문 자산운용사 Impax Asset Management Group에 의해서 운용되는 글로벌주식형 펀드이다. 이 펀드의 총 운

용 규모(AUM)는 2019년 6월 28일 기준 1,048M Euro로,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운용이 되고 있는 BNPP AM의 인기 펀드 중 하

나이다.

해당 펀드는 투자기금을 BNPP AM의 ESG기준에 부합하고,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

들에 투자한다. 따라서 MSCI WORLD 지수를 참조 지수로 하고 있지만 이 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증권에도 투자하고있다. 이

펀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2.2 전략

이 펀드는 크게 세가지 운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로, 이 펀드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가지는 기후변

화 리스크를 고려하고 이를 측정한다. 즉, 탄소배출이 투자자산가치에 미칠 영향력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수학적으로 측정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펀드는 운용보고서에 더해 해당 펀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인 탄소

발자국 보고서(Carbon Footprint Report)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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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세부사항

3.2.3.1 수익성

그림 2 Performance-cumulative over 5 years(BNPP AM fact sheet, 2019.06.28)

해당 펀드의 최근 5년간의 누적 수익률 변화는 위와 같다. 해당 펀드의 누적 수익률 곡선은 참조 지수인 MSCI World 지수의 수

익률 곡선을 밑돌지만, 최근 1년 평균수익률은 20.01%를 기록하며 참조 지수를 상회한다. 이 지표로 속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펀드인 Parvest Global Environment 펀드의 유망성을 보여준다.

3.2.3.2 투자방식 및 보유종목

그림 3 Top Holdings (BNPP AM fact sheet, 2019.06.28)

이 펀드는 적어도 20%의 수입을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성, 물, 오염 제어, 쓰레기 처리, 환경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해내

는 기업들 중에서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50-65개의 기업을 선

별하여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이다. 이 펀드를 구성하는 포트폴

리오의 섹터별 비중을 살펴보면 35%의 자산이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되고 있으며, 28%의 자산은

물 인프라 구축과 물과 관련된 테크놀로지 개발에 힘쓰는 기업

에 투자되고 있다. (Parvest Global Environment 비재무보

고서, 2015)

해당 펀드의 비재무보고서는 투자 기업들이 어떤 환경 섹터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들의 수입에서 환경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비중

을 차지하는지 또한 공시하고 있다. 투자 비중 상위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은

에너지 효율성 방면으로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으로, 총 수입의 20%-49%를 환경 서비스와 관련하여 창출하고 있다.

린드(Linde Plc)는 여러가지 섹터에서 다방면으로 환경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독일 기업으로, 이 또한 총 수입의 20%-49%를 환

경 서비스와 관련하여 창출하고 있다. 한편 수에즈 인바이론먼트(Suez Sa)는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들은

총 수입의 76%-100%를 환경 관련 서비스를 통해 창출한다.

이와 같이 이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살펴보면, 이 펀드는 단순히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통해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을 제외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환경분야에서 활동을 하며 환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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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한BNPPTops아름다운SRI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C-i)]

3.3.1. 개요

해당 펀드는 집합투자증권이다.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기업의 재무적 요인은 물론,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및 경제의 질적

경영 등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한다. 그 결과 지속가능성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조 제 2항 제 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한다.

납입금액 및 자신이 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품 종류를 택할 수 있으며, 상품종류는 종류A, 종류 A-ch, 종류 A-ds,

종류 S로 구분된다. 상품별로 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에게 돌아가는 보수가 다소 상이하게 산정된다.

3.3.2. 전략

주요 투자 전략은 환경, 사회,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 주식(이하 SRI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심사와 재무적 판단 분석을 통해 종목군을 평가·엄선하여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3.3. 세부사항

3.3.3.1. 수익률 변화

투자 실적 추이는 위의 표와 같다. 최근 5년차 수익률은 비교지수에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종류 A-ch를 제외하고,

최근 4년차, 최근 3년차, 최근 2년차에서 해당 상품의 수익률이 비교지수 수익률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최근 1년차 모든 종

류에서 음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비교지수보다 그 손실이 컸음을 알 수 있다.

3.3.3.2. 위험 관리 방식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시장위험(Market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등을 최소화하

기 위해, 사전적으로 검증된 투자 Universe(종목후보군) 종목 투자여부 점검, 펀드별 추적오차(Tracking Error)점검, 종목별 보유

한도준수여부 점검, 펀드별 유동성 점검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

분하며,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12.80%로 3등급으로 분류된다.회계감사법인의 감사의견에 의하면 해당 투자신탁의

운용자산은 2016.11.14일 5,166,787,573원, 2017.11.14일 4,656,433,898원, 2018.11.14일 2,838,501,672원으로 감소하

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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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SG펀드의 한계 및 시사점

미국, 유럽, 국내의 대표적인 ESG펀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선

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전체 투자 중 비중이 늘고 있는 ESG 투

자는 장기적으로 분명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투자

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국내외 ESG 투자의 한계와 과제 또한

분석 과정에서 볼 수 있었다.

먼저 ESG 투자에서 ESG 요소를 고려할 때 통일된 기준이 존

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MSCI, S&P, Dow Jones

등 글로벌 지수개발 업체들이 ESG 관련 지수를 다양하게 개발

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각 지수마다 평가기준이 상이해 일관성

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기업 Tesla의 경우,

MSCI로부터는 최상위권 ESG 등급을 받았으나 다른 지수개발

업체 FTSE로부터는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다. 이는 MSCI는 환

경 평가에서 완성된 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청정기술 활용

등을 중요시한 반면, FTSE는 자동차 생산 공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이은재, 이혁균, 2019).

이렇게 ESG 관련 통일된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가의 일관

성이 떨어지면 ESG 투자자는 평가기준에 의구심을 가지고

ESG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

또한 비재무정보 공시 관련 법령이 없는 지역에서는 ESG평가

가 개별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는 한계가 존재한다. EU에서는 2014년 비재무정보 공개 지침

통과 이후 500인 이상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비재무정보를 공시

하게 되었다(이건묵, 2014).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비재

무정보 공시 법안 제정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

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업이 선별적으로

공개한 비재무정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런 한계점들은 앞서 살펴본 JP Morgan과 신한BNPP자산

운용 펀드에서 볼 수 있듯이, ESG펀드가 객관적 기준보다는 투

자자문인력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ESG펀드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ESG 요소 개선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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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국내에서도 기업의 비

재무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

기금 등 공적연기금들이 공동으로 신뢰성과 객관성을 가진

ESG 지수 및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기금운용에 활용한다면

투자자들이 ESG 투자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이지언,

2018). 비재무정보 공개와 ESG 평가기준 명시가 이루어진 상

태에서 공적연기금이 ESG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한다면, 일반

투자자들도 ESG 투자의 장기적 수익성에 신뢰를 갖고 ESG 투

자를 늘릴 것이다. 이렇게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통일된 ESG 평가기준 하에 투자한다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가

치 실현에 도움이 되면서 비재무적 요인의 하방리스크까지 최소

화해 장기 수익률까지 챙길 수 있는 ESG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Summer 2019 vol.32    39



Summer 2019 vol.32 40

2018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래로 국민연금의 행보는 사회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5일 제 6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은 장기 수익성을 위해 사회책임투자(SRI)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창호, 2019.07.05).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비롯한 비재무적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

는 최근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글로벌 ESG 공모펀드 자산규모는 $5,100억이며 지난 3년간 연 평균 15%가 증가

했다(이은재·이혁균, 2019.03.08). 국내 역시 ESG 공모펀드 출시가 활발해지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기금의 참여 하에

추후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ESG 관심도가 높은 유럽의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자율 공시를 권고하는 수준에 미

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늘어가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회책임투자의 약 90%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ESG 평가의 정확성이 요구됨은 자명한 사실이나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이 SRI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자체적으로 ESG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객관성과 정확성에 더욱 민감히 반응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를 비롯하여 사회책임투자에 주목하는 투자자가 많아지고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비재무적 요소는 재무적 요소에 비해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표

측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의 비계량적 특성에 수반되는 사회적책임

투자의 문제점, 특히 그 주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비재무적 요소 정보의 비표준화, 평가기관

마다 다른 평가 기준으로 인한 일관성 결여, 그린 워시(Green Wash)의 가능성 등(이은재·이혁균, 2019.03.08)의 문제점과

더불어 비재무적 요소 평가에 대한 국내의 새로운 시도들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다루고자 한다.

비재무적요소 평가를 둘러싼 이슈와

새로운 시도들 24기 김대환
24기 김보경
25기 김범규
25기 손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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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주요 비판과 문제점

1.1 비표준화에 대한 비판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없다”는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말은, 사회책임투자에

있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갖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사

회책임투자의 개념과 그 가치가 주목받은 이래로, 비재무적 요

소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했다. 투자자들이 기존의 기업 가치

측정을 보완하기 위해 비재무적 요소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공

시의 의무가 없다면 기업에서 선별적인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

이 높아지고, 기업에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평가 기관마다 다

른 기준으로 같은 기업이 상이한 등급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사회책임투자의 정의 자체가 재무적 정보 이외에도 비재무적

정보를 반영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재무적 정

보는 전자에 비해 계량화와 표준화가 어렵다. 물론 ESG 정보는

재무 정보로는 파악하기 힘든 영역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

는 데 도움을 주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용지물

이 될 위험이 있다. 유럽과 달리 한국은 ESG 정보 공시가 의무

가 아니며 자율적인 공시를 권장하는 정도이다. 이와 같은 공시

의 자율성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만 공개할 유인책이 되고, 판단을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편

향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할 리스크를 수반하게 한다.

평가 기관마다 기준이 비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

점이다. 이러한 다양한 기관의 자료 간 상관 관계가 낮을 경우

정보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미국 전기차 회사 Tesla의 사례

는 위의 문제점을 잘 드러낸다. MSCI는 글로벌 자동차들 중

Tesla에게 최상위 ESG 등급을 부여한 반면 FTSE는 최하위권

으로, Sustainalytics는 중위권으로 선정하였다. 이 같은 편차

는 기관별 ESG 평가기준이 상이한 데에서 기인한다. MSCI는

환경(E) 평가에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청정기술 활용기

회 등을 중요시하는 반면, FTSE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량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이은재·이혁균,

2019). 기관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이는 투자자가 다양한 측면을

보고, 자신의 투자 철학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다만 비표준화로 인한 혼란과 일관성 부족이 개인투자자의 영

역보다 사회책임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은 사회책임투자의 약 90%를 국민연금이 주관하고 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향후 책임투자

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정슬기·박의명,

2019.07.05). 국민연금이 ESG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거액의 금액이 오고 가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

가 요구된다. 그러나 2014년 자국 국민연금 책임투자 벤치마

크를 전문업체에 공모 받은 일본과 달리 국민연금은 시장에서

검증 받지 않아 이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최영민

·최희정, 2018).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사회책임투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다른 투자자들의 기준이 되는 상황

에서 이러한 ESG 평가의 비표준화는 사회책임투자의 본질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1.2 문제점: 그린 워시(Green Wash)

환경을 의미하는 색은 녹색이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녹색 또

는 그린(Green)이 붙은 단어들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이 붙은 단어 중 환경에 대한 부

정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것들도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바

로 그린워시이다. 그린워시(또는 그린워싱; Green-Washing)

는 조직의 제품, 목표 또는 정책이 환경친화적이라는 인식을 촉

진하기 위해 친환경 마케팅을 사용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뜻하

며(Corpwatch, 2001.03.22), 더러운 곳을 가리는 행위의 뜻

을 가진 화이트워싱(White Washing)에서 환경에 대한 의미

가 추가 및 변형되어 유래된 개념이다. 한마디로 ‘친환경이 아

님에도 친환경인 것처럼 보여주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린워시는 친환경에 대한 요구를 교묘한 방식으로 빠져나가

는 행위로, 기업의 사회적경영 활동을 판단하는 ESG평가에 있

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 동안 해당 이슈에 대한 일반

적인 평가는 ESG평가가 그린워시를 저지하는 데 있어 긍정적

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존 기업 평가방식은 복합적

인 요소들을 뭉뚱그려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ESG평

가를 통해 기업을 세 가지의 요소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항목

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다양한 측면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기업이 그린워시를 저지를 기회를 가질 가능성을 줄였다는 것

이 일반적인 평가이다(Linda-Eling Lee et al, 2019).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 ESG평가는 오히려 그린

워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도피처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ESG

평가가 본질적으로 매우 주관적인 평가라는 속성에서 기인한다.

ESG평가는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야하기 때문에 평가자는 정

량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기준을 포함해 평가를 내리

게 된다. 정성적인 기준은 평가 기준의 표준화를 어렵게 만들고,

여기에 정량적인 수치마저 국가 간 정보 공개 방식의 차이와 정

도를 반영하지 않아 객관성을 떨어뜨린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서 발생하는 주관성으로 인해 ESG평가에는 다양한 지수와 방

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같은 대상을 평가하더라도 지수나 방식

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또한 평가가 일관

성이 없거나 불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왜곡된 결과

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ESG등급은 신용등급과 달리 평

가기관마다 상관계수가 낮은데, 이는 기관마다 평가결과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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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경우가 매우 적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ESG평가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그린워시를 제대로 잡아내기보다 이에 속아넘어가는 모습을 보

이 기 도 한 다 (Ross Kerber, Michael Flasherty,

2017.06.26).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미국의

전력회사 PG&E라고 할 수 있다. PG&E는 산불 사고로 인해 파

산 에 이 르 기 전 , ESG 평 가 기 관 인 RobecoSAM,

Sustainalytics 등으로 부터 평균 이상의 안정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그 결과 PG&E는 다양한 ESG펀드 상품에 포함되

었고, 많은 사람이 PG&E에 투자하게 만드는 비극을 낳았다. 하

지만 사고후 PG&E는 평소 환경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경시해

데이터를 조작, 건조한 토양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

러나기 시작했다. 그 예로 Sustainalytics와 같은 기관에서는

탄소배출량, 원료물질, 기후변화취약성 등을 기반으로 하는 환

경부문의 평가에서 2018년 11월까지 PG&E를 상위 10%의 기

업으로 평가했었다(Rob Curran, 2019.02.14). 또한 앞서 제

시되었던 긍정적인 평가결과와 달리 몇몇 평가기관으로부터는

2017년부터 최소 17건 이상의 대형 산불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적되었다는 것이 사고 후 알려지기도 했다(Gitterman

Wealth Management, 2019.02.13). 따라서 몇몇의 평가기

관이 내렸떤 긍정적 평가는 결국 PG&E가 지닌 부정적 요소를

숨기는 그린워시로서 작용했던 것이다.

ESG평가와 인증에 있어 절차의 복잡성과 위탁 운영이 그린워

시의 사례를 만들기도 한다. 미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아 판매

되던 콩이 사실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

(Peter Whroiskey, 2017.05.12). 이는 일반 콩이 수입 과정

을 단계별로 거치면서, 유기농 콩으로 둔갑하였고 미국 농무부

가 이를 잡아내지 못한 결과였다. 이와 같이 농산물의 경우 복잡

한 수입과정으로 인해 정확한 평가와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재배과정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

더라도 세척, 손질, 운반, 포장 등의 과정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

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으면 이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제품이 친

환경제품으로 판매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ESG평가가 본질적으로 그린워시로 대표되

는 숨은 위험요소를 색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ESG평가가 보여주고 있는 한계는 주

관성뿐만 아니라 ES의 비중이 높은 편중성으로 인해 나타나기

도 한다. 거버넌스(G)의 경우 기업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워

서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만을 이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ESG평가의 요소 중 ES의 경우 전체 정보의 80%를 파악

할 수 있지만, G의 경우 겨우 20%의 정보만을 파악(80/20

Rule)할 수 있게 된다(Gillbert S. Hedstrom, 2019). 이로 인

해 많은 평가기관은 ESG 평가의 결과를 기업의 환경, 사회 요

소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되고, 그 결과 비재무적 요소의 전체적

인 모습이 아닌 일부분만을 통해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는 결국

기업이 내재적으로 지닌 위험을 놓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따라서 정확한 ESG평가를 위해서는 ES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G)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요소 간에

있어 실질적인 평가 비중이 유사하도록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기업이 공개하기를 꺼리는 부분에 관한 정보를 파

악할 수 있도록 검증방안과 절차를 강화해 평가의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SG평가가 표준 평가 중 하나

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기관에 상관없이 객관성을 보일

수 있도록 공동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지점

이다. 하지만 이 때 객관성을 위해 오직 객관적인 수치만을 반영

하는 것은 지양하고, ESG를 위한 기업의 미래지향적인 움직임

등의 무형적 요소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요소들이 반영되었을 때서야 ESG평가가 정말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1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 

– “영리기업이 아닌 비영리조직도 평가해보자”

한편, ESG평가에 대한 비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로 SK그룹의 사회성과인센티브

(Social Progress Credit, 이하 SPC)가 있다. SPC는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스타트업 등이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화폐 단위로 측정해 그 성과에 따라 금전적인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총 318개의 사회적기업이 SPC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거둔

사회적 성과는 1,078억원, 지급된 인센티브는 235억원에 달하

고 있다.

2. 비재무적요소 평가에 대한 국내의 다양한 시도들

<SPC 사회성과 측정지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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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는 큰 틀에서는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측정지표 체계와 평가 기준

을 두고 있다. SPC는 사회성과유형을 서비스, 고용, 사회생태

계, 환경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징에 맞는 표준식을 개발하

여 적용하고 있다. 해당 표준식에 적용이 어려운 사회적 기업의

경우, 표준식의 원리는 유지하되 일부 응용된 산식을 별도로 두

고 있다.† ‘성과’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SPC는 사회적 기

업이 만들어 낸 ‘결과’에 주목하는데, 다음과 같은 3가지 측정

원칙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한다.

1) 이해관계자 회계 원리 : 기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자

의 편익과 비용을 측정한다.

2) 보수성의 원칙 :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회성과

만을 인정한다.

3) 준거시장 기준의 원칙 : 현실적인 시장가격을 추정하여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

첫 번째 원칙에 따르면, 사회성과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이해관계자(환경을 포함)들의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값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별로 발생한 편

익과 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합산해야 한다. 단, 사회적 기업의

활동이 이미 시장화가 진행되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

격화되어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 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원칙에서는 측정의 주관성을 가능한 배제하기 위해 최

소한의 수준을 평가의 기준으로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영

리기업이 대신하여 할 수 있는 활동은 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이

추가적으로 발생시킨 효과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등 보수적인 입

장을 취하고 있다.

세 번째 원칙에서는 철저히 현실 시장에서의 가격과 비용에 기

반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효용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기존

시장 가격기구의 왜곡과 교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SPC의 ESG평가 기법은 기존 ESG평가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

례는 아니지만, 위와 같이 평가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

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ESG평가를 필요로 하는 분야를 확장시

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기존의 ESG평가들은 주로 사회책임

투자(SRI)의 목적으로 영리적 기업들의 사회적책임 이행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에 주목하였지만, 사회적 문제 해결 자체

에 목적을 두는 비영리 조직들에 대한 평가는 부족했기 때문이

다.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비영리 조직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

나는 이들의 활동이 정부 지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자

생력이 약하고,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가 제

대로 갖춰지지 않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 각 유형별 세부 표준식 및 예시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 측정(2016, 라준영 외 2인)을 참고

었다. 따라서 SPC의 이러한 시도는 비영리 조직의 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들로 하여금 유의미

한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자체를 확장시키는 등 긍정적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SK그룹은 올해부터 그룹내 모든 계열사에서 한해 동안 각각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DBL(Double bottom line)‡ 방식으로

평가하고, 기업 KPI(핵심평가지표)에 50%를 반영하며 이를 민

간에 공개하기로 공표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연말 성과급,

인사평가에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정도로 사

회적 가치의 측정 및 생태계 확산에 선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

다. 지난 SR Vol.31에서 소개되었던 사회성과연계채권(SIB)과

같이 최근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노

력들이 주목받고 있는 바, SK그룹의 사회적가치 측정에 대한 이

와 같은 시도는 추후 공공기관, NGO 등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

적 경영에 대한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 ‘Find a good company’, 후즈굿(who`s good)

– “AI·빅데이터를 활용한 평가 시도”

ESG평가의 한계성 중 하나인 주관성 및 기업이 제공하는 정

보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기술인 AI와 빅데이터

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사회적 책임

투자 컨설팅사이자 ESG평가 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

표 역시 “사회가 성숙하고 자본시장이 고도화됨에 따라 환경경

영, 이해관계자 관리 역량도 중요해진다”며 “이와 관련된 지표

인 사건∙사고 등 이슈는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

다(임미나, 2019.06.26).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 ESG평

가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Who’s Good(이하 후

즈굿)’을 소개한다.

후즈굿은 2014년 설립된 소셜 핀테크 스타트업 지속가능발전

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속가능발전소는 AI를 활용해 기업의

ESG를 분석하는 전세계 4개 회사 중 하나이자 유일한 아시아

스타트업으로, ESG에 기반해 비재무 리스크를 분석한 데이터를

금융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전세계

18개국 184개 자산운용사가 지속가능발전소의 ESG 분석 보고

서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소는 2016년부터 네이버

금융, 2018년부터 한화투자증권의 어플 ‘STEPS’에서도 비재

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도 ‘착한 투자,

착한 소비’를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 경제적 가치(first bottom line)와 사회적 가치(second bottom line)

를 동시에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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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제작한 인공지능(AI)기반 ESG 로보애널리스트 후즈굿

은 자체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공공 및 뉴스 빅데이터를 활

용해 기업의 비재무 성과와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제공

하는 서비스다. 일반적으로는 기업 공시자료를 확인하여 ESG

성과를 평가한다.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사외이사 비율, 최대

주주 지분율, 사내 등기임원 평균 보수 등의 지표를, 사회(S) 영

역에서는 직원 평균 연봉, 비정규직 고용률, 매출액 대비 기부금

등의 지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환경(E)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

출량, 에너지 사용량, 미세 먼지 배출량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김경하, 2018.03.27). 하지만 이렇게 기업에서 공시된 정

보는 가공된 정보로, 주관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왜곡되어 있거

나 일부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후즈굿

은 객관적인 기업 정보를 수집하고자 14개 정부기관의 53종의

공공데이터 및 뉴스 빅데이터 등을 분석한다.

후즈굿이 활용하는 공공데이터에는 환경부의 기업환경데이터,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배출자료, 산업부의 온실가스 관련

자료,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데이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분 관련 데이터 등이 있다. 이들 데이터를 분석

한 후 시각화한 형태로 보여준다. 나아가 후즈굿에서는 평판(R:

Reputation) 정보를 더해 제공한다. 공시되지 않는 다양한 사

건들이 기업의 평판과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

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활용되는 기술은 ‘인공지능

기반 텍스트 마이닝 기술’로, 인공지능이 기업의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오염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하게 한다. 사람의 주관

을 배제하고 인공지능의 객관성을 가져와 데이터의 신뢰성 및

공공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바로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준이다. 후즈굿은 단순히 메인 언론사에서 많이 다

뤄진 이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리스크를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

다. 지역 언론사 기사도 중요하게 수집하여 사건과 사고의 맥락

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린다. 짧은 기간동안 지역 공장에

서의 배출규정 위반 문제 혹은 노동자 사건 등이 집중적으로 다

뤄지고, 이후 같은 내용의 기사가 등장했다면 리스크를 크게 평

가하는 식이다.

이들은 현재 2천여개 국내 상장사의 비재무 리스크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 및 평가된 자료들은 그들의 서

비스 플랫폼(ESG Performance Analysis) 및 제휴 사이트에

서 확인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회사 내의 직원, 소비자, 지역사

회와 환경까지 생각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알 수 있다.

나아가 지속가능발전소는 재무성과는 다소 부족하나 환경, 사

회, 지배구조 리스크를 잘 관리해온 중소기업에게 금융 지원 길

을 열어 주기도 했다. 그들의 ‘인공지능-비재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서비스’로 인한 변화다.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의 여신심사는 회계정보에 크게 의존해 혁신벤처 등 기업의 미

래 성장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비재무평가도 일정한 기준

이 없어 일관성이 부족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소는 그들의 인공지능 기술력으로 중소기

업의 비재무 정보를 분석해 기업의 부도가능성이나 지속가능성

을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신용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내 최초의

중소기업 여신에 적용하는 지속가능성 평가모델이라는 점, 단

순한 ESG평가가 아닌 기업 부도율과 관련된 비재무 요소를 추

출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아

2018년 6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기도 하

였다(이효상,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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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최근 ESG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관

심과 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적 기금을 운용하

는 국민연금이 선도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고,

국내 주요 투자기관들 역시 ESG 펀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높아지는 관심에 비례하여 비판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요 비판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재무적요소

(ESG) 평가의 객관성 결여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

린워시와 같은 문제점을 다루었다.

현재 ESG평가가 지닌 한계는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

이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국내 기업인 SK

그룹의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움직임과 지속가능발전소의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후즈굿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

도들은 비재무적요소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ESG평가가 자리를 잡고 완성되기까지 아직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보다 완전한 ESG평가를 위

해 작지만 새로운 움직임이 점차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움직임이 모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과 그에 대한 평가가 기업경영의 중요한 화

두로 점점 더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지속가능한 사

회를 향한 이들의 작은 날갯짓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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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연현황 및 담배업계의 CSR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9’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년이나 길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율은 2007년 24.0%,

2012년 21.6%, 2017년 17.5%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아직 남성의 흡연율(31.6%)은 OECD 국가 중에서 가

장 높은 편에 속한다(보건복지부, 2019). 이에 더하여 줄어들고

있던 청소년 흡연율도 2016년 6.3%에서 2018년 6.7%로 상

승세를 타고 있으며, 최근 美 청소년 흡연율을 두 배 가량 높인 '

쥴(JUUL: 액상형 전자담배)' 또한 국내에 상륙하면서 이러한 상

승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자담배의 등장과 함께 보건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같은 금연 종합대책을

세우며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기업은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이것이 궁금하다

담배업계 CSR 활동의 현황과
비판적 소고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장원수, 2019.05.23)을

실행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하 CSR)과 지속가능경

영(sustainable management)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담배기업인 KT&G 역시 장학·지역사회·문

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

고 있다. 코스리(KOSRIㆍ한국SR전략연구소)가 2014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CSR 현황 및 이슈' 설문조사에 따르

면, CSR 활동의 기대 효과로 ‘기업 평판제고’(92%)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 기업의 CSR 활동이 공통적으로 기

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려는 목적에서 기

인함을 의미하며, 담배기업의 CSR 또한 이러한 연장선상 중 하

나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담배업계 CSR 활동의 목적은 일반 기업과 다른 몇 가

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담배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마케팅이

24기 오승현
25기 박도영
25기 최다훈
25기 최은빈

유해산업의 CSR

46 Sustainability Review



Summer 2019 vol.32 47

일부 제한되기 때문에, 담배기업의 CSR 활동은 타 기업의 CSR

활동에 비해 간접적인 마케팅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둘째, 담배

기업은 정부의 규제와 금연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정부의

신뢰를 얻고 그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CSR을 활용하

고,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 긍정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셋

째, 청소년들에게 우호적으로 접근하여 그 취향을 점검하고 미

래 수요 계층을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담배기업

의 CSR활동은 담배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소송을 대비하기 위

함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 소송 중 담배기업에 대한 책임의 문제

가 제기될 경우, 그간 수행해온 사회공헌활동들이 책임활동으로

일정 부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유현재·이성규, 2016). 이하

에서는 담배기업 CSR 활동의 실제 사례와 관련 규제를 살펴보

고, 그 한계점인 ‘목표와 활동 간의 양면성’을 논의할 것이다.

분류
KT&G

(KT&G, 2019)

HM Sampoerna

(Friedman, 2009; Tandilittin & Lutge, 2015)

교육 사업 •사회배려계층 가정 Total-care 시스템
•Putera Sampoera Foundation을 통한 장학금 지급

•Sampoera Academy를 통한 고등 교육 실시

환경 사업
•KT&G 복지재단 몽골 임농업교육센터

•대학생 해외봉사단: 생태복원 및 환경미화 활동

•수라바야 해변의 맹그로브 숲 보전 프로그램

•나무 10억 그루 심기 프로그램 후원

지역사회

공헌 사업
•동남아 주거환경 개선 및 의료 활동 지원 •인도네시아 재난 피해 구호 및 빈곤 퇴치 활동

문화 사업
•순수 예술 문화 지원

•상상마당∙상상유니브등문화공간및커뮤니티제공
•유망 언론인 시상식: Sampoerna Adiwarta Award (SAA)

2. 담배업계 CSR 분석: KT&G와 HM Sampoerna를 중심으로

KT&G는 1988년 첫 수출 이후 중동, 러시아, 미주, 유럽 등 전 세계 50여 개국에 담배를 판매하는 글로벌 5위 담배 기업이다. HM

Sampoerna는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Philip Morris International, 이하 PMI)에 인수된 인도네시아 최대 담배 제조사로, 세계

담배시장의 40%(노정동, 2019.04.23)를 장악하고 있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18.08.29). 두 기업은 교육, 환경, 지역사회 공

헌, 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CSR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담배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주

입시켜 이들을 잠재적인 흡연자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교육 사업

KT&G와 HM Sampoerna는 장학 사업을 위주로 교육 사

업을 실행하고 있다. KT&G는 학업 능력이 우수한 사회배려

계층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대학

진학까지 Total-care 시스템을 통해 학습에 관련된 비용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2017년

기준 중학교 235명, 고등학교 898명, 대학교 80명의 학생

들이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더 나아가 HM Sampoerna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아우르는 넓은 범주의 집단에

게 교육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1년 Putera

Sampoerna Foundation(PSF)을 세워 초중등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Sampoerna Academy를 통해

교사, 교장과 같은 교직원에게도 고등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장학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금연 관련 국가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사업

은 대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들은 향후 높은 사회적 위치에 올라 담배에 대해 긍정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환경 사업

KT&G는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몽골에서 생태복

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파괴로 발생한 난민의

자립을 돕고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영농실습장, 양묘장, 유

실수 단지 등을 갖춘 ‘KT&G 복지재단 몽골 임농업교육센터’

를 준공했다. 이외에도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꾸려 생태복원

활동 및 환경미화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HM Sampoerna는 식수(植樹)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2008년 인도네시아 자와 섬에

위치하는 수라바야 해변의 맹그로브 숲 보전 프로그램에 참

여하여 7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인도네시아 산림부 주

관의 ‘나무 10억 그루 심기 프로그램(One Billion Trees

Reforestation Program)’을 후원했다. HM Sampoerna

는 이러한 지속적인 공헌을 인정 받아, 2010년 인도네시아

산림부의 지속가능성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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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헌 사업

KT&G의 지역사회 공헌 사업은 크게 주거 개선과 의료 지원

으로 나눌 수 있다. KT&G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36차례

에 걸쳐 캄보디아에 봉사단을 파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정부

기구와 함께 수상 유치원, 도서관 등 시설물 건립, 보수, 보건

위생 교육 등의 활동을 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상상빌리지와 현지 학교 리모델링, 그리고 안전, 금

융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지에서는 의료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현지 의사들을 수술에

참관시키는 등 의료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다.

HM Sampoerna 또한 빈약한 정부 자금으로 인해 정부가 보

살피지 못하는 지역들에 개입하여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펼치

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

나는 지역 중 하나인데, HM Sampoerna는 재난 발생 시

Sampoerna Rescue를 지역사회에 파견한다. 더불어 빈곤퇴

치 프로그램인 Sampoerna Entrepreneurship Training

Center를 운영했고, 2003년에는 3000개 이상의 가구가 창업

에 성공하는 성과를 낳았다. 그 결과 HM Samporena는 2011

년 Corporate Forum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Indonesian Social Affairs Ministry에서 CSR 상을 수상했

다. 이러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은 정부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

들에게도 매우 환영 받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기업은 유해

산업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다.

문화 사업

KT&G의 CSR 활동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다. 뉴욕 필 내한공연, 서울공연예술제, 오페라 ‘리골레

토’ 등 순수 문화 공연을 지원했으며, 상상유니브를 비롯한 커

뮤니티를 통해 문화, 예술, 진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학생들

이 배움과 교류, 나눔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상

마당과 같은 복합문화공간도 제공하여 문화예술산업에 기여하

고 있다.

한편, HM Sampoerna는 유망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Sampoerna Adiwarta Award(SAA)를 수여한다. 이는 인도

네시아 교육문화부 장관, 유명 언론인이 시상식에 참여할 정도

로 저명한 상이며, 이를 통해 HM Sampoerna는 언론의 중요

성에 대한 자사의 관심을 드러냈다.

3. 담배업계 CSR 활동의 규제 및 한계

“꿈, 모험, 그리고 사랑.” 젊은 층이 선호할 법한 문구를 브랜

드 전면에 내세운 기업이 있다. 바로 미국계 담배업체 PMI이다.

해당 기업은 젊은 연령층의 말보로(Marlboro) 제품 사용을 촉

진하기 위해 “말보로가 되어라(Be Marlboro)!”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비단 PMI의 캠페인만이 아니

다. 상기했듯, 담배기업의 후원활동은 문화, 스포츠, 지역사회

공헌 활동, 언론방송,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후원방식에 있어서도 직접적 후원 방식뿐만 아니라 독자

적인 기구를 설립하여 후원하는 방식, 제3의 기관을 통하여 간

접적으로 후원하는 방식 등 사회공헌 활동의 차원에서 광범위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특정 기업이 브랜드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제품군을 홍보 및

판촉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

만 담배기업의 CSR 활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담배기업

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친화력을 형성시키거나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흡연자 집단과 비흡연자 집단 모

두 담배기업 사회공헌 활동 인식이 담배기업 이미지와 담배기

업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흡연자 집단의 인식이 이미지(β＝.67)와 태도(β＝.17)에 미치는

영향은, 비흡연자 집단의 인식이 이미지(β＝.53)와 태도(β＝.15)

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오미영, 2010). 즉, 담

배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담배에 대한 거부감 및 비판적 인식

을 잠식시켜, 흡연을 직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

형오, 2007).

오늘날 전 세계 담배규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WHO 담배

규제기본협약(FCTC)의 경우, 제13조에 따라 협약의 모든 당사

국들로 하여금 발효 5년 이내에 모든 종류의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포괄적인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의 금지에는 위에서 언급한 담배업계의

마케팅 전략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해당 조항은 비담배제품을

통한 브랜드 홍보와 담배제품 판촉, 그리고 사회행사 후원을 통

한 판촉까지도 근절할 수 있는 자국 내 조치를 마련하고, 국가간

협력을 통해 인터넷 상 초국경 광고 및 판촉활동을 규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이러한 국제협약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가들은 청년층의 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영국은 2015년부터

모든 상점에서 담배제품 진열 금지를 실시했으며, 미국 시카고

시(市)는 학교 주변 500피트 내에서의 가향 담배제품 판매 금

지를 조례로 제정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앨버타 주는 미성년

자 담배 판매 금지 및 미성년자 차량 동승 시 흡연 금지를 골자

로 하는 담배 규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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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는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

명 및 특징을 알리는 광고,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담배업계 CSR 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담배

업계가 젊은 성인층을 잠재적 흡연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현혹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담배업계는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젊은 성인층을 공략했다. 담배광고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던

이 시기에는 지면광고에 노골적으로 대학생과 캠퍼스 생활 등

을 보여주며, 당시에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20대의 모습을 담배

와 함께 제시했다. 이는 18-24세의 젊은 성인층이 미래 담배산

업을 대표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R. J.

Reynolds Tobacco Company의 창립자 R. J. Reynolds가

“흡연자의 95% 이상이 24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다. 현재의

흡연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바로 젊은 성인층이

다.”라고 말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매일흡연자(Daily

smokers: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흡연하는 인구)의 65%가

흡연을 18세 이전에 시작하였고, 96%가 26세 이전에 시작을

하였다는 연구결과는 담배업계가 20대 인구에 대한 마케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한편, 담배규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담배광고가 제한

또는 금지되기에 이르자, 담배기업은 청소년 및 젊은 성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CSR 활동을 다수 시작했다. 담배업계는 콘서트,

대중문화 공연, 오락행사를 비롯해 젊은 성인층을 대상으로 하

는 행사를 직접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

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CSR 활동은 위험

요소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담배 브랜드 및 기업명의 노

출은 신규 흡연자의 흡연 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Henriksen, 2010).

지속가능경영, 혹은 CSR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나, 핵심 특성 중 하나를 사회∙환경에 대한 긍정

적 영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담배업계가 활발하게 펼치는

CSR 활동들은 표면적으로 사회와 환경의 긍정적 변화를 내용

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CSR의 본질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활동의 이면에는 청년층의 흡연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 제고, 더 나아가 흡연인구의 증가라는 목표가 놓여있

을 것이라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선을 보낼 수 있다. PMI는 자

사의 비전을 ‘담배연기 없는 세상’으로 설정하고, 사회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든다. 하지만 사회가

담배업계에 요구하는 진정한 책임이란 과연 무엇일까. 담배업

계의 CSR 활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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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노동계에서는 노동 형태의 다양화라는 흐름에 따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다소 소외된

집단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특수고용노동자, 유사근로자, 준근

로자 등으로도 불리는데, 그 개념이 매우 애매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특고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힌 후에, 특고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

고 특고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태와 개선 방안
24기 백민석
25기 김동현
25기 정준우
25기 최은빈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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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1.1 근로자

노동법의 범주에 속한 법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근로기

준법(이하 ‘근기법’)이다. 근기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으로서,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

다. 근기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

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정의만으로는 개별적인 사례에

직접 적용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구체

적인 기준들은 판례를 통해 생겨나게 되는데, 현재 근로자 여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리는 2006년 대법원의 ‘부산학원’

판결(2004다29736)을 통해 정립되었다.

해당 판결문에서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 속에서 사용자에

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라고 보

았고, 종속적 관계를 판단하는 데에 총 여덟 가지 기준을 제시했

다.† 하지만 근로자가 되기 위해 꼭 해당 기준들이 모두 만족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특성을 지닌 기준을 만족한

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자영업자의

특성을 지닌 기준을 만족하면 그 확률은 낮아진다. 근로자로 인

정받기 위해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에 의해 ‘지휘 및 감

독’을 받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즉 사법부에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발생하는 ‘종속성’을 근로자성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렇다면 근로자와 특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장 큰 차이

는 종속성이다. 쉽게 말해 근로자는 종속성이 있는 노무제공자

인 반면, 특고는 종속성이 없거나 그 정도가 미약한 노무제공자

이다. 근로자는 근기법과 판례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지지만 특

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 의해 정의된다. 산

재법 제125조에 따르면 특고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

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

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이다. 근로

자와 특고는 이처럼 서로 별개의 법적 개념으로, 특정 노무제공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살펴 판단하게 되는데,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

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
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

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정해진 기

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7)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全屬性)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1), 2), 5), 6), 7), 

8)의 기준은 근로자의 특성을, 반대로 3), 4)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보여준

다. 다만 6)과 8)에 대한 구체적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
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해당 기준들이 만족되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는 법적으로 근로자이면서 특고일 수는 없다. 따라서 특고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기법

의 보호 또한 받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는 이들 역시 업무 도중

상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상 등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

다고 판단하여, 산재법에서 특고라는 개념을 따로 규정함으로

써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노무제공자가 특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

요하다. (1)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다. (2) 주로 하나

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

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3)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

용하지 않는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여야 한

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근로자성 판단에서와는 달리, 특고 여

부 판단의 경우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특고로 인정받을 수 없다.

조건 (1)은 일단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만이

특고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특고의 경우 종속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특고는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

에 끼인 중간적 존재가 된다. 조건 (2)는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만 노무를

제공해야 특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건 (3)

은 제3자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사용자가 시키는 일

을 노무제공자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제3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일의 완성’을 제

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근로계약보

다는 민법상 도급계약 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져, 특고로 인정받

기 어려워진다. 마지막으로 조건 (4)는 특고로 인정받기 위해서

법에서 지정하는 특정 직종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특수형태고용을 이용하는 이유

특고가 확대된 배경은 비정규직 증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경영 전략 측면과 비전형적 고용 형태

‡ 의 확산이다. 인권위의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

사》는 ‘오늘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기업들의 고정비 절감 전

략 하에서 기존의 경직성 인건비들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기업

지출의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

가 있다’고 언급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시장경제체제 내

에서 기업은 고정적인 성격의 경비 또는 지출을 줄이고 유동적

이고 일시적인 지출이나 사업비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

† 현재 산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사, 학습지교

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달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

인, 대리운전기사 이렇게 총 아홉 가지 직종에 종사해야만 특고가 될 수

있다.
‡ 비전형근로자란 전형적이지 않은 고용 형태를 취하는 근로자로, 파견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이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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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주로 정규 고용을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나타난다. 이

전략에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하나는 정규 고용을 비정규

고용, 즉 직접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직접고용 비정

규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직접 고용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다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기존의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또 다른 사업자나 고용주를 끼워 넣는 소위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방법과, 사업자와 노동자와의 관계를 일종의

하도급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고가 바로 마지막의

경우로, 노동자를 근로자처럼 일하게 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도

급계약 형태를 취함으로써 기존에 인건비로 지출되던 내역을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입장에서

는 특고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을 의무화하는 것 역시 지출 항목

이 달라짐은 물론 지금까지 전혀 할 필요가 없었던 보험금 부담

까지 해야 하니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 외 개인이 특고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고연봉 특

고의 경우이다. 이는 특고가 근로소득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한 예로 특고의 한 종류인 보험설계

사의 경우 최근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대해 일부 불만을 드러내

기도 했다.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회사 내 수수료 체계 자체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업한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

다는 보험설계사의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주부나 경력

단절여성의 경우에도 특고로 남아있을 시 시간관리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사업자 신분으로 남아있길 원하기도 한다.

더불어 특고를 유지하는 데에는 법적 문제 또한 무관하지 않다.

특고를 근로자의 개념 안에 포함시킬 경우 인적 종속성에 기초

하여 형성되었던 기존의 노동법 개념과 역사가 흔들림으로 말

미암아 노동법 보호 수준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 특고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법

개정은 노사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고가 근로자에 포함

될 경우 그 성격 상 기존의 법규와 충돌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문제점

3.1. 근로기준법상 문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

성 여부 및 도급계약의 강요

앞서 개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 특고는 기존의 도급·위임

계약자들과 달리 완전히 독립된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기

업 경영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조직에 다소 편입된 채로 존재한

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이후송, 2011). 이는 특고가 노동법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인 ‘인격적 종속성(인적 종속성, 사용종속성)’에 해당되지

않는 주요 근거가 되었고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도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쳤다. 여기서 ‘인격적 종속성’이란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경영조직 속에서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지배, 지휘 또는 명령에 의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

다.

이렇듯 인격적 종속성의 부재로 인해 특고가 근로자로 인정되

지 않는 판례들이 꽤 있다. 실제로 대법원의 ‘2005다20910 판

결’과 ‘2005다39136 판결’에서는 특고인 레미콘 기사와 학습

지 교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판결들

로 인해 특고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무사

용자가 노무제공자와 계약할 때 노동법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위 갑의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자영인 형태를 강요하는

이른바 ‘위장자영인’ 논란을 야기했다. 실제로 방송계의 노동인

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는 “방송사는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위장 자영인’으로

둔갑시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

다.”라고 주장했다(미디어 오늘, 2018). 이는 특고를 고용하는

노무사용자들이 노동법을 준수할 경우 발생하는 부가급여 등

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도급계약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결국 특고는 노동

법적으로 ‘근로자’에 속하지 않아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여러

법령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를

악용하여 노무사용자가 노무제공자에게 도급계약을 강요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문제: 협소하고 모호한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정의

특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영역

에서 또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특고가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영역은 산재법뿐인데† 그러한 산

재법마저도 일련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째, 산재법에서 보호

를 받을 수 있다고 정의한 특고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점이

다. 특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

야 할 뿐만 아니라 시행령으로 특정된 직종에 속해야 한다. 문제

는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특고

라는 개념이 근로자에 포함되지 못하여 근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에도 불구하

고, 특고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오히려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

보다 특고로 인정받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근로자

개념과의 혼란이 생긴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판단했을 때 근

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노무종사자도 특고로 정의된 아홉 가지

직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특고가 될 수 있

†정부는 2008년 개정 법률에서 처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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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노무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근기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해당 직종 노무

제공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특고로 간주함으로써 그들이 받게

될 법의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즉 유일하게 특고를 보호하는 산재법이 오히려 특고의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거나, 특정 노무제공자가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

정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

원회, 2015).

3.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환경

앞에서는 특고의 노동법상 위치를 검토했고, ‘위장자영인’ 논

란과 산재법의 문제점까지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소득, 근속시

간 등 특고가 처한 노동환경 및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고

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무사용자는 근

로조건의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이는 곧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1을 살펴 보면 특고의 근로시간 관련 지표는 잠정적 수치라고 판단하여 –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월평균급여액은 259만 8천

원으로 정규근로자에 비해 50만 원 가량 적고 비정규근로자에 비해 100만 원 가량 많으며, 전체근로자의 평균에 비해서는 10만 원

가량 적다. 이는 특고는 정규근로자보다는 임금을 적게 받고 비정규근로자보다는 임금을 많이 받지만 전체근로자의 평균에 비해서

는 임금을 약간 적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표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 (통계청, 2018.08)

근로형태별 국민연금(직장가입) 건강보험(직장가입) 고용보험 근로형태별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퇴직급여

임금근로자 69.8 75.5 71.6 임금근로자 70.4 48.1 62.8 73.9

정규직 86.2 90.1 87.0 정규직 86.4 59.7 77.9 89.9

비정규직 36.6 45.9 43.6 비정규직 37.8 24.6 32.1 41.5

한시적 50.6 62.9 57.9 한시적 48.5 32.3 46.1 56.9

기간제 51.3 65.3 58.8 기간제 48.8 33.3 47.8 57.8

비기간제 48.0 54.2 54.6 비기간제 47.2 28.8 39.8 53.5

시간제 18.6 25.0 24.8 시간제 22.6 13.0 12.7 21.4

비전형 19.8 32.1 24.9 비전형 27.8 16.6 20.8 29.9

표 2 비전형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자 비율 (통계청, 2018.08) 표 3 비전형 근로자의 근로복지수혜자 비율 (통계청, 2018.08)

표2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속해 있는 비전형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자 비율을 나타낸다. 비전형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비정

규직근로자에 비해 사회보험가입자 비율이 낮고 특히 임금근로자 및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저히 낮

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특고를 포함한 비전형근로자들이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의 가입 비율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사

회보험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특고의 사회보험가입자 비율이 낮은 것일까? 이는 현재 특고의 사

회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표3은 비전형 근로자의 근로복지수혜자 비율을 나타낸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비전형근로자가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

직근로자에 비해 상여금과 시간외 수당 등 여러 부가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자료에서 주의 깊게 볼 항목은

시간 외 수당이다. 근기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



Summer 2019 vol.32 55

다음은 특고의 고용안정성을 확인해볼 것이다. 표5를 살펴

보면 비전형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32개월로서 임금근로

자와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절반도 안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근

속기간별로 분석을 하면 1년 미만의 비전형근로자의 구성비

율은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보다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3년 이상 근속하는 비전형근로자 역시 시간

제근로자를 제외하면 다른 근로자들보다 그 비율이 낮다. 이

는 비전형근로자 또한 비정규직만큼이나 고용 안정성이 부족

함을 보여준다.

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기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는 시간 외 노동을 하더라도

이에 응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 결과 표3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특고를 포함한 비전형근로자들은 시간 외 수당 지급 비율

이 임금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고를 포함한 비전형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자 및 근로복지수혜자 비율이 낮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앞서 특고는 비

정규근로자보다는 많은 월평균급여액을 받는다고 언급하였으나, 특고의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사회보험 가입과 상여금 및 시간외수

당과 같은 부가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그들의 임금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고용형태 월임금총액(천원) 월급여액(천원) 정액급여 (천원) 초과급여 (천원)

전체근로자 3,028 2,702 2,542 160

정규근로자 3,510 3,086 2,894 191

비정규근로자 1,588 1,554 1,487 6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601 2,598 2,598 -

재택/가내근로자 1,569 1,514 1,500 14

파견/용역근로자 1,908 1,864 1,757 107

일일근로자 1,562 1,562 1,551 11

단시간근로자 898 886 874 12

기간제근로자 2,435 2,339 2,152 187

한시적근로자 1,325 1,317 1,283 34

표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임금총액 월급여액(통계청, 2018) *월임금총액=월급여액+부가급여

실제로 표4를 살펴보면 정규근로자는 월임금총액이 월급여액에 비해 43만 원 정도 상승했지만 특고는 단 3천 원만 상승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전체근로자가 평균적으로 30만 원 상승한 것에 비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특고가 건강보험을 포

함한 사회보험가입자 비율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던 분석결과까지 고려하면, 그들의 임금수준은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다른 비정규직근로자와 비해서도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형태별 평균근속기간 1년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임금근로자 73 30.9 21.3 47.8

정규직 93 19.0 21.4 59.6

비정규직 31 54.9 21.2 23.9

한시적 32 50.9 23.6 25.5

기간제 29 53.2 22.9 23.8

비기간제 44 42.1 26.3 31.7

시간제 21 64.6 18.8 16.7

비전형 32 59.4 16.8 23.8

표 5 비전형 근로자 평균근속기간 및 근속기간별 구성비(통계청, 2018.08))

근로형태별 가입하였음 노동조합없음 가입대상아님 가입하지않음 노동조합가입가능자 가입가능자 중 가입자

임금근로자 12.5 74.8 6.8 6.0 18.4 67.6

정규직 17.1 69.5 5.5 7.9 25.0 68.3

비정규직 3.1 85.5 9.4 2.0 5.1 60.4

한시적 4.6 78.4 13.9 3.1 7.7 59.3

기간제 4.3 76.3 16.0 3.4 7.7 55.5

비기간제 5.8 85.9 6.3 2.1 7.9 73.2

시간제 0.9 89.3 8.9 0.8 1.7 52.3

비전형 1.6 94.5 3.5 0.5 2.1 76.7

표 6 비전형 근로자의 노동조합가입비율(통계청,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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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비율이 높을수록 노무제공자간 단결성이 높고 노조측

과 사측의 관계가 수평적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위의 표6을 살

펴보면 비전형근로자의 1.6%만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항목은 비전형근로자의 ‘노

동조합 없음’인데, 그 비율이 94.5%로 조사대상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왜 비전형근로자의 노조는 다른 근

로자들에 비해 적은 것일까? 이는 대법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성

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레

미콘기사나 학습지교사의 경우 종속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

로자성을 부인하였지만, 골프장경기보조원에 대해서는 근로자

성을 인정했다. 이와 같은 일관적이지 못한 기준은 특고의 노조

결성 의지를 꺾어버렸고,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려 해도 법적으

로 막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고의 71%

가 노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그럼

에도 특고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기에 노조에 가입할 수도,

법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특고는 근로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아 노동착취가 일어

나곤 한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고 중

하나인 방송작가의 경우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조건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했다. 또한 작가 경력과 지

위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일주일 평균 6~7일 근로에 1일 평균

12시간 전후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이는 근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고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4.1. 해외의 특고 보호 방향

4.1.1 미국

미국에는 특고라는 개념이 없다. 미국은 노무제공자를 근로자

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구분한다. 여기

서 근로자는 한국의 근로자 개념과 유사하며, 독립계약자란 근

로자보다는 독립적인 계약 관계 속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

을 말한다.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최저임금, 초과수당, 실업보

험 등 다양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독립계약자는 그

렇지 않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개정하고자 시도가 존재하였으나, 현재 확

실히 법제화된 내용은 없다. 다만 주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합

의된 기준이 존재하는데, 2019년 1월 현재 27개 주에서 특정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판단할 때 ABC

Test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ABC Test는 세 가지 조건을 제

시하는데,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노무제공자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또한 이 세 가지를 입증해

야 하는 책임은 오직 사용자에게 있다. ① 노무제공자가 계약상

으로나 실제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아니할

것 ②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외에 별개로 업무를 수행할

것 ③ 자신이 독립적으로 설립한 거래, 업종 혹은 사업에 일상

적으로 종사할 것 이 세 가지가 ABC Test의 조건이다.‡ 즉 특

정 조건들을 만족한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노무제공자는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라는 개

념을 설정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을 자영업자처럼 취급

하는 한국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4.1.2. 일본

일본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를 띠는 고용을 일컫

는 법률 용어나 개념은 없다. 대신 일본 정부는 개인도급형취업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김기선, 2015). 일본의 특고 논

의는 입법보다는 법 해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노조 설립 단계

에서부터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노조

의 설립은 자유롭지만 단체교섭 등의 권리를 행사할 때 해당 근

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한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특

고 개념은 노조의 권리행사가 법적 문제가 될 때 재판부의 판결

에 따라 정립된다. 다시 말해 사법부의 노조법 해석에 따라 해

당 노동자의 근로자성이 결정되며 특고의 범위가 형성된다. 일

례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신국립극장운영재단, INAX메인트넌스,

빅터서비스엔지니어링 재판에서 각각 극장 단원과 수리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우리나라의 특고 논의가 노동

법이 아닌 경제법, 사회보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사회보험 영역보다는 노동법 영역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송강직, 2014).

†노조법상 근로자성이란 근기법상의 근로자성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전자는 후자에 비해 완화된 종속성 기준을 가지고 있어 약간의 종속성만

있더라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원문으로는 “1. The worker is free from the control and 
direction of the hiring entity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work, both under the contract for the 

performance of the work and in fact. 2. The worker performs 

work that is outside the usual course of the hiring entity's 

business. 3. The worker is customarily engaged in an 
independently established trade, occupation, or business of 

the same nature as the work performed.”이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특고와 같이 현행 법률에서 다루기

어려운 형태의 고용 역시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2000년대 초반부터 특고 보호를 제도·정책적 개선이 논의되

어 왔으나 노사 및 이해관계자의 견해차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이번 장에서는 해외의 입법 사례와 현재

까지 논의되어온 특고 보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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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유럽

영국 법체계는 노동자를 근로자(employee)와 노무제공자

(worker)로 구분한다. 노무제공자는 근로자보다 포괄적인 개

념으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를 지칭

하는 법정 개념이다. 근로자보다는 독립적이지만 독립자영업자

보다는 종속적인 노동자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특고

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기선, 2015).

영국의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회보험을 적용 받

아 연금, 실업, 산업재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노

동법에 있어서는 일부 노동법에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근로자보다는 좁은 영역만이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된다

(김경선, 2016). 일례로 근로자는 법령에 의해 근로계약의 내용

과 형태가 규정되지만 노무제공자는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

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의 내용과 형태

가 결정된다. 영국의 특고 보호는 사회보험 영역을 넓게 보장하

고, 개별 노동법에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해 법령을 적용한다

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계약의 자유를 중시하는 법체계로 인해

계약의 내용과 형태 규정을 최소화하면서 계약의 공정성을 보

장하려 함을 알 수 있다(김기선, 2015).

독일은 노동법에서 근로자, 자영업자, 유사근로자를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고와 비슷한 유사근로자 개념은 독

일에서 1923년 처음 논의되어 발전해왔다(김경선, 2016). 독

일은 노조법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일반적으로 적용하되,

단체협약법, 연방노동법원법 등 개별 근로보호법에 유사근로자

개념을 도입했다. 또한 연차휴가법, 가족돌봄휴직법 등 사회보

장 혜택을 유사근로자에게도 제공하고 있다(한인상, 2013).

4.2. 한국의 논의방향

지금까지 논의된 제도적 보호 방안은 방법 면에서 크게 세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한인상, 2013). 첫 번째, 별도의 법을 마련

해 준근로자로서 특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보호 방법을 규정하

는 특별법 제정 방법이다. 실제로 2007년 노동부장관 자문위원

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기초위원회’는 『특수형태근

로종사자 보호법(안)』(가칭)을 제출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모두 반대하면서 법안은 폐기되었다(김경선, 2016). 그러나 20

대 국회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

사를 받고 있다. 별도 법안을 제정하는 방식은 특고를 일관되게,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특고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고의 개념 정의가 쉽지 않고 특고

를 근로자와 분명히 구분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한인상,

2013).

두 번째, 근기법과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관

계를 수정해 근로자 개념에 특고를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특고를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이다. 근기법과 노조법 개정안은 2004년부터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특고를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경영계의 공

감을 얻지 못했다. 경영계는 자유계약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특

고라는 개념을 ‘계약을 근거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영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김기선, 2015).

세 번째는, 개별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해당 법률의 근로

자 개념에 특고를 포함시키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특고는 현행 법률에서 노동법적 보호는 받지 않지만

경제법과 사회보험법 영역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먼저 경제법

영역에서는 공정거래를 명목으로 특고 보호 방안이 도입됐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했고 이를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직종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한 특수형태고용에서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권장했고 금융감독

원 역시 보험설계사 업종에 표준계약서를 보급했다. 다음으로

사회보험 영역에서는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2007

년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차

량기사, 골프장 캐디 4개 직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

보험에 포함시켰고 2011년에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까지 특례

를 확대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의 특고 보호방안은 노동법적 방식보다

경제법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대상 역시

특고 전체가 아닌 업무, 직종별 보호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 방식에서 법률을 개정하기보다 표준계

약서와 약관 등의 지침을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김기선, 2015).

4.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해 유의해야 할 점:

고용보험

특고 보호에 관해서는 첫째,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 둘

째,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야 할 것, 셋째, 명확한 근로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 등의 내

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두되고 있는 이슈는

고용보험이다. 정부가 특고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

다고 선포하며 고용보험 의무화를 이야기했으나, 2장 특고가

이용되는 이유에서 보았듯 모두에게 환영 받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존재하며, 이는 보험료의 책정과 실업급여에 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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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료 책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보험료 책정에서는 소득 조사가 가장 중

요한데, 특고의 경우 직종별로 또 직종 내에서도 실적별로 소득

이 천차만별이라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크게 중복 등록의 문제와

소득신고제를 택할 경우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특고 종

사자가 2개 이상의 직종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 즉 중복 등록 되

어있을 경우, 고용보험료 징수를 제대로 할 수 없다. 2016년 기

준 특고 중 중복 등록된 경우가 12만 건에 달하는데, 구체적인

예로 보험설계사를 들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그 세부 직종

중 하나인 생명보험설계사가 손해보험설계사로 중복 등록되어

있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가 각각 67.2%, 54.0%에 달했다.

소득신고제를 통한 소득 파악을 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있다. 현

재 특고의 직종별 소득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비슷한 직업

의 소득으로 산출해볼 경우, 상하분위 간 임금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설계사의 경우 세부산업분류

“65121.손해보험업”을 사용하고, 세부직업분류 “033.보험영

업원”을 사용해 소득을 산출해볼 수 있다. 그 결과 월평균보수

총액이 최소 95,833원, 최대 6,759,071원, 평균 2,940,154원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 10%의 임금 평균은 1,478,265원인

반면, 나머지 상위 90%의 임금 평균은 4,553,110원으로 나타

나 임금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률적으로

기준보수를 적용하게 될 경우 기준보수가 한 직종 전체의 임금

을 대표하기 어렵고, 따라서 기준보수 적용이 현실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박지순, 2018).

둘째, 특고가 일을 그만 둘 경우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문제이

다. 현재 실업급여는 ‘폐업 및 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

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

료’ 등과 같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노무제공관계의 종료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고의 경우 이직률이 상당히 높

은 편인데, 그것이 실제로 자발적 이직인지 타의에 의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다. 그렇다고 특고에 한해 자발적 이직

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도 없다. 그렇지 않은 일반 근

로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거나 특고의 도덕적 해이 문제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지순, 2018).

5. 결론

지금까지 특고의 개념 및 특고의 노동환경을 살펴보며 특고

논의의 필요성을 알아봤다. 또 특고 보호 방안의 흐름과 해외 사

례를 검토하며 앞으로의 제도 개선을 예측해봤다. 노동은 개인

이 누리게 될 삶의 질을 결정하는 동시에, 기업이 창출할 가치를

결정한다. 때문에 노동을 다루는 제도는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특고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로 인식되며 오랜 시간

제도상 모호한 위치에 놓여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특고에 대한 법적 논의는 노무제공의 종속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유무, 근무장소의

구속, 시간제임금 수령 여부 등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종속성 개념은 근대 초기의 공장제 노

동을 전제로 형성된 것으로, 노무제공자의 노동력을 표준화하

고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자는 항상 공장에서

일을 했고, 사용자 역시 공장에서 직접 그들을 관리하였다. 그

러나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다양한 기업 조직이 나타나는 오늘

날의 노동은 공장제 노동이 주를 이뤘던 과거의 노동과는 다르

다. 우리 시대의 일터는 더 이상 컨베이어 벨트 위가 아니다. 노

동자는 전보다 장소에 구애 받는 정도가 약해졌고, 사용자는 더

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노동력을 조달한다. 그에 따라 당연

히 노무제공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지휘와 감독의 형태 역시

다양하게 변화했다. 근로자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종속성이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

해볼 때, 종속성이라는 개념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

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종속성을 조금 더 폭넓게 재정의하

여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시기이다.

하지만 현실의 장벽 또한 만만치 않다. 세계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그리고 노동의 현실은 경제와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 경제가 힘들면 노동도 힘들어진다. 기업들

은 줄줄이 도산하는 상황에서 법의 노동 보호가 강화되기는 어

려운 법이다. 특히 한국은 IMF를 겪으면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IMF 이후 노동 유연화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노동자

들의 고용안정성은 악화되었다. 근기법에 ‘경영상 해고’라는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치솟았다.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는 반

드시 필요하다. 과도한 입법적 변화는 기업에 심대한 영향을 끼

칠 수 있기 때문이다. IMF 직후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타

협을 이루어 냈던 것처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합의

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까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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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돈

‘Priceless’는 가격(경제적 가치)을 의미하는 단어 ‘Price’

에 결여, 결핍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접미사 ‘–less’가 붙어 형

성된 단어로, 접미사 ‘–less’가 붙는 다른 단어들, 가령

‘Useless’나 ‘Valueless’와는 달리 단어 의미 자체에 결여,

결핍의 어감을 주지 않는다. 그 차이는 ‘Price’가 경제적 가치

로 평가된 값, 즉 가격을 뜻하는 데서 온다. 접미사 ‘-less’가

단어 ‘Price’가 의미하는 ‘경제적으로 평가된 가격 자체’ 혹은

‘경제적 논리’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게 되어, ‘Priceless’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경제적 차원에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예술가와 그

예술작품에 대한 극찬의 표현으로 자주 사용된다.

24기 김보경 24기 백민석
25기 문정빈 25기 정준우

예술도 노동이다: 

방송 및 영화산업의 노동환경

세계 5대 영어 출판 회사인 HarperCollins Publishers

L.L.C.의 영영 사전에는 ‘Priceless artwork’라는 어구를 따

로 표기해 두기도 했으며, CNN이나 BBC의 예술 분야의 기사

에서도 Priceless라는 단어가 들어간 표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예술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 외에 다양한 것들로 이

루어져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문화예술계에는 경제적 가치만을 중요시

하는 예술가 및 예술작품을 상업주의(Commercialism)로 지

칭하며 이를 경계하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한국영화

감독협회의 이사장 양윤호는 2016년 이사장에 부임하며 “여타

영화제의 현시적 상업주의 성향을 극복하고 공정성, 사회성, 역

사성을 확보함으로써 (중략) 한국영화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오마이뉴스, 2019.07.19)이라고 밝힐 정

도로 영화계의 상업주의를 경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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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술가는 경제적 가치와 동떨어져 살아가야 하는 것인

가? 사실 예술가들의 상업주의는 그들이 직면해 있는 생계문제

와 결부되어 있다. 소설가 김영하는 올해 ‘대화의 희열2’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예술가가 돈과 관련 없다고 믿는 건

자유인데, 밥도 먹고 예술가로 살아가려면 생활이 돼야 한

다.”(KBS미디어, 2019.06.15)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한 기

사에 따르면 2016년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인들의 연평균 소득

은 1,970만원이었다(한겨레, 2019.05.27). 이는 해당연도의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인 월 175만 6547원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금액으로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예술가들의 현실을 보여

준다. 이와 더불어 최근 방송 및 영화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

건들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극명하게 드

러내는 예시였다. 가령 2018년 8월 SBS의 월화드라마 <서른

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제작팀 스태프 사망사건이나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발생한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제작팀 스태

프의 사망사건은 방송 및 영화계의 살인적인 노동환경을 보여

주었다.

방송산업 및 영화산업의 특성

방송 및 영화계에서 이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들이 등장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이 산업군이 근로의 양보다는 창작의

결과물 자체, 즉 근로의 질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한 드라

마 PD는 인터뷰에서 “지방촬영이 많아 이동시간이 긴 편인데,

모두 노동시간에 포함되기에 난감하다.”라고 말하며 양질의 창

작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한

국일보, 2019.05.30). 또한 한정된 시간 안에 창작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압박, 소위 데드라인이 있다는 것도 노동환경의 악

화를 조장하였다. 실제로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스태프,

배우 컨디션 고려하면서 제작하려면 몇 달이고 촬영해야 한다.

하지만 드라마는 방송 일자가 정해져 있어서 빨리 진행할 수밖

에 없다.”(THE FACT, 2019.07.14)고 밝혔다. 이는 마감시한

이 존재하는 방송계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방송 및 영화산업이 다른 문화예술계 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다수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창작물 제작에

드는 인건비를 높여 열악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영향을 끼쳤

다. 가령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조명, 분장, 편집

등 다양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많은 인력이 필요하

여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며, 이는 초기자본이 적고 투자를 받지

못한 제작사가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열정페이’ 관행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태어났다. 영

화 <도가니>와 <수상한 그녀>의 스토리보드 작가로 유명한 임선

애는 한 인터뷰에서 “(스토리 보드 작가로) 지금 막 데뷔하려는

친구들은 이력을 채우기 위해 적은 금액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가 많아요.”라고 말하며(노컷뉴스, 2015.12.03) 열정페이 관

행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제작에 참여하는 예술가

들은 계속 업계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저임금 내

지 무임금을 감내해야 했던 것이다.

방송산업 및 영화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표준근로계약서’

위에서 언급한 특성들은 방송 및 영화산업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 대상 업종으로 선정되는 주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특례 적용 대상 업종으로 선정된

다는 것은 연장근로시간의 법정한도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 해당 산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면서 직원 300명 이상 제

작사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킬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로써

방송산업 및 영화산업에서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

로시간을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

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산정 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

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

당 산업에서는 노무제공자의 인력을 더 이상 종전처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한정된 시간과 비용 때문에 꼭 필요한 장면만

찍게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씨네21, 2019.07.04). 이와 더불

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조항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표준근로계약서는 ‘하루 8시간-1주 40시간’을 원칙

으로 하되 합의하면 ‘하루 12시간-1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노무제공자의 4대 보험 가입, 연장

근로수당 지급, 계약기간을 표기하여 영화인들의 기본적인 권

리를 보장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방송산업 및 영화산업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에 명시된 조항들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제작

현장은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

화진흥위원회의 ‘2018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

르면 2018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영화 스태프의 비율은

74.8%였다. 하지만 23.9%의 노무제공자들은 표준근로계약서

를 쓰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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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화진흥위원회의 한 조사에 따르면 제작팀 인력의 평균

하루 근로시간은 12.3시간으로 여전히 장시간 일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일 13시간 이상의 장기간 근무를 하는

경우도 18.5%이고 주 7일을 근무한다는 비율도 전체 12.4%

에 달하였다. 이외에도 제작비 10억원 미만 영화의 최저임금

준수율은 72.7%를 기록하며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함을 드러내었다(뉴시스, 2019.07.19). 이밖에

tvN의 <아스달 연대기>, SBS <황후의 품격>, KBS <최고의 이

혼> 등이 근로기준법 미준수로 고발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현장에서의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THE FACT,

2019.07.14).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현장의 반응 역시 냉담한 실정이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주 52

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제작비 상승이 예상되며, 근로시

간의 축소가 개별 노무제공자의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

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씨네21, 2019.07.04). 또

한 한 영화감독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영화라

는 업종이 사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100% 파

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가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라고 밝히며 제도의 단점을 지적하였다. 전국영

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은 “10억 미만의 저예산 영화들은 훨

씬 더 적은 예산으로 (영화를) 찍기 때문에 그 노동강도는 훨씬

강화될 겁니다.”라고 말하며 영화산업의 양극화를 우려했다.

[표] 근로일 및 근로시간 (단위: 일, 시간)

현재 주요 방송사에서는 드라마 개수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 여름 월화드라마 대신 16부작 예능프로그램을 한시 편성

한 SBS의 사례나 예정되어있던 드라마 방영이 기약 없이 미뤄

진 몇몇 사례들처럼 현장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입장임을 추정할 수 있다(한국일보,

2019.05.30). 결국 방송 및 영화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표준근로계약서’는 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에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단속 강화와 문화 정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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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현재 법제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면 좋을지?

A5. 법이 바뀐다고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최

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제가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영화계가 조

금은 바뀔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물론 먼저 영화계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제도가 먼저 바뀌어서 뒤쳐진 인식을

바꿔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2. 현재 영화계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어느 정도 도입하고

있나요?

A2. 확실히 상업영화, 특히 대기업이 제작에 참여하는 상업영

화에는 대부분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확

한 비율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흔히 롯데시네마나

CGV같은 영화관에 걸리는 영화들의 경우는 거의 그렇습니다.

큰 상업영화가 아니더라도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공공기관이 제

작에 참여하거나 후원한 영화 역시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이 점

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영화들, 그런 공공기

관들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독립영화들은 거의 ‘케바케’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여부는 전적으로 제작자

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작자들이 그런 쪽으로 의식이 있

는 분들이면 스스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지만, 그런 경우가 많

지는 않고 쓰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배우들은 계약서를 쓰더라도 스태프까지

모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INTERVIEW.

Hands-on
Worker

Q1.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영화 쪽 일을 쉬고 있지만, 지난 7

년 정도에 걸쳐 다수의 독립영화에 배우 및 촬영 스태프로 참여

했었고 소규모로 영화를 제작해본 적도 몇 번 있는 사람입니다.

Q3. 52시간제 도입 후 현실적인 변화가 있는지?

A3. 표준근로계약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 과정에서 빈번한 대기와 이동은 불가피한데, 원래는 그런

시간들까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

만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화는 당연

히 있긴 있지만 영화계 전체가 그 변화의 수혜를 받는 것은 아

닙니다.

Q4. 열정페이 문제는 어떠한지?

A4. 영화계에서는 정말 거의 대부분이, 배우든 스탭이든 인맥

을 통해 일을 구합니다. 매우 폐쇄적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무

급으로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점점 경험이 쌓이고

말단 스탭에서 중요한 자리로 가게 되면서 급여를 받게 되죠.

제작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

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못 보였다간 일이 끊길 테니까

요. 열정페이 문제도 심각하지만 일터에 존재하는 다양한 부조

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는 현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

인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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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학회원 소감“이번 활동을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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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기 백민석
벌써 한 학기 활동이 끝났네요. 
SNUCSR과 함께 보낸 1년은 유난히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비슷한 고
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저에
게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1년을 보
내면서 지속가능경영과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해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던 저는 이제 적어도 뭘
모르는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식 학
회 활동은 끝났지만 SNUCSR에서 쌓
은 추억들 잊지 않고 나중에 가끔씩
꺼내 보도록 할게요. 24기 25기 여러
분 다들 감사했습니다!

24기 박준형
SNUCSR을 통해 처음으로 학회 활
동을 접했고 학회를 통해 CSR사례
들을 많이 다룰 수 있어서 좋았습니
다. 한 학기 동안 24기 25기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4기 박영신
한 학기 동안 좋은 분들과 뜻깊은
활동을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
다 :) 항상 아무생각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있던 저에게, 
고심하고 끈기 있게 도전할 줄 아는
자세를 알려준 소중한 경험이었습
니다. 모두모두 감사해요~ 조만간
또 만나요 ㅎㅎ

24기 이준호
SNUCSR 24기 시설부장으로 활동
한 이준호입니다. 두 학기 동안 기
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아가고
전략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해 보면
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것 같습
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수치화할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배운 것이 좋았습니다. 열정적인 학
회원들과 함께 활동한 경험도 앞으
로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알차게 많은 것을 얻어가
는 학회 활동이었습니다!

64 Sustainabilit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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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기 이상수
학회에 첫 발을 내디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1년을 마무리할
시기가 찾아왔네요. 돌이켜보면
실수투성이 학회생활이었던 것 같아
부끄러워 눈을 질끈 감기도 하지만. 
그래도 길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많은
것들을 두루두루 경험할 수 있어. 뜻
있는 결정이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동거동락 한 학회와
작별하자니 내심 섭섭하기도 합니다. 
충만한 경험으로 또 행복한 추억으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4기 오승현
안녕하세요 24기 부회장 오승현입
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
까지, SNUCSR과 함께한 1년은 지
속가능경영과 맞물려 변화하는 기업
내외부 환경을 탐구한 보람찬 시간
이었습니다. 특히, 2019년 1학기에
는 '산업별 지속가능경영 분석'을 새
로운 세션으로 구성했고, 개별 산업
에 따른 다채로운 지속가능성 관련
트렌드를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기업 방문, 강연, 전략 제안 역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
는 기회였습니다. 사회적 책임, 리스
크 관리, 가치 창출 등 지속가능경영
이 가지는 기능적 외연은 점차 확장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기수분들
께서도 SNUCSR을 통해 기업의 지
속가능성을 그려보길 바랍니다!

24기 김대환
기업의 사회적책임, 지속가능경영
에 대한 화두가 지속적으로 언급되
는 요즘, 학회원들과 열심히 보낸
지난 한 학기 동안의 활동들이 더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년 전 학회 문을 두드리던 당시를
돌이켜보면, 적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보냈
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신분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은
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
을 수 있는 SNUCSR에서의 활동
들이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
다. 학회원들 역시 각자가
SNUCSR을 통해 얻고자 했던 소
기의 목적들을 이루길 바라며, 남
은 활동들도 응원하겠습니다.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즐겁게 함께해
준 학회원들 모두 고생했어요! 

24기 김보경
어느새 두 학기 활동이
마무리되었네요! 이번 학기는 보다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어요. 
CSR전략을 제안하며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켰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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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기 김우중
지난 한 학기 SNUCSR 덕분에 즐겁고
유익한 대학생활을 보낸 것 같습니다. 
좋은 학회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24, 25기 모두 고맙습니
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25기 박도영
배울 점 많고 좋은 사람들과 함
께하는 매주 금요일 참 행복했습
니다! 한 학기 동안 CSR의 넓은
영역을 탐험해 볼 수 있어서 좋
았어요. 앞으로도 더 행복하고
알찬 학회 만들어갑시다!

25기 최다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에 대해 막연한 관심만 있었던 저는
CSR학회 활동을 하면서 그 중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보았고
그러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공
부한 지난 학기가 벌써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학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5기 김시연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csr이라는 주
제와 조금 더 가까워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학기도 더 재미난
주제로 알찬 학회 활동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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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기 김범규
지난 학기,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 관심이
생겨 지원했던 SNU CSR이었습니
다. 학회에 참여할수록 지속가능성
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갖고 있
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지속가능성에
관해 갖고 있던 얕은 인사이트를
넓혀준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회 활동을 통해 가
장 크게 느낀 점이라면, 더 올바른
의미의 CSR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학기동안 새로
운 가치관을 엿볼 수 있게 만들어
준 학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다가오는 2학기에는 새로
운 다양함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재밌고 의미있는 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___^

25기 최은빈
학회 활동은 처음이라모든 것이 쉽
지만은 않았지만, 선배들과동기들
모두 한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또 도
와주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
다. 산업군별과 주제별 실태를 살펴
보며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시
켰던 것도, 전략제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것도, 모두 즐겁고
유익했고 또 후회없는 활동이었습
니다.
활동 과정에서 느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CSR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때문에 인권이나 환경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유감스러운
사례를 접하는 경우도 많았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 또한 아직 부족
한 부분이 많지만, 더 배우고 더 생
각하고 더 노력하여좀 더 나은 사
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당장 큰 변화를 보일 수 없을 지라
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
이 모인다면, 단지 누군가우리의
활동을 알아주고 또 응원해주는 것
만으로도더 나은 CSR의미래를 만
들어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
다. 더 지속가능한 세상을 희망합니
다. 감사합니다.

25기 시창선
지난 날 동안 지속가능경영은 저에
게 ‘좋은 것’이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으면서 추상적인 무언가였습니다. 
이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사
람들이게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한 학기동안 지속가능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과
여러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다
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CSR 정책을
리서치함과 동시에 실제로 현업에 종
사하시는 기업 실무자분들과의 만남
등의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에 대
해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이번 방학동안 관련 기업에서 인
턴으로 일하며 직접 실무를 접하고, 
지속가능경영이 현실에서 큰 영향을
가진 이슈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은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소홀이 할
수 없는 중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이슈와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음 학기에 저희 학
회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슈들을 기
초부터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기업, 
기관들의 실무 사례를 함께 스터디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경영은 무엇인
가? 현실에서 지속가능경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수한 기업과 좋은 기
업은 양립가능한 것인가? 재무적 가
치와 비재무적 가치의 관련이 있는가? 
에 대해 고민하며 함께 즐겁게 활동
하실 학우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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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기 손혜윤
벌써 학회 활동한 지 반년이 지났네
요! 정규세션부터 SR 마무리 작업
까지 24기와 25기 모두 수고 많으
셨습니다. 학회를 통해 CSR을 배우
고 실전에 적용하고 SR 작성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돌아오는 학기에도 부회장으로서
26기와 함께 유익하고 열정적인 활
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5기 정준우
경영에 문외한이던 제가 csr에 대해
공부하게 되어 참 영광이었습니다. 
CSR은 생각보다 참 방대한 영역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에게 더욱
그 중요성이 확대될 전략이라고 생각
합니다. 

25기 문정빈
대학에 들어와서 평소에 관심을 가
졌던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있게 공
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년 SNUCSR 
학회를 통해서 이러한 바램을 이룰
수 있게 된 것 같아 뜻깊었습니다!
다음학기에도 CSR에 대해서 더욱
의미있는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보
아요~ 다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
합니다♥

25기 김동현
안녕하세요 SNUCSR 25기 김동
현입니다. 학회 활동을 시작할 때
길다고 느꼈던 한 학기였는데 세미
나, 전략제안, SR 작성을 마치고 나
니 훌쩍 지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기업을 균형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찾으려 학회에 참여했습니다. 
SNUCSR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
하는 기업의 목적부터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역할까지 다양한 기업활
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SR 발간
을 마친 지금, 학회에서 목표한 바
를 조금씩 이뤄가는 기분이 듭니다. 
끝으로 지난 6개월동안 잘 이끌어
준 24기와 25기 학회원들에게 감
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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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SR 편집을 맡게 되었을 때에는 막연하게 별 거 아닐 것이

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학회장님이 SR 편집을 도와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부탁하였을 땐 '뭐 큰일이라고 저렇게 어렵게 부탁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흔쾌히 수락하였다. 그러나 첫 시작인

표지를 만들기 위해 노트북 앞에 앉은 순간부터 '아, 이걸 1장당

6000원씩 주고 외주를 맡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라는

후회가 몰려들어왔다. 글꼴부터 글자 크기, 위치, 여백, 문단 나눔,

알맞은 이미지 찾기까지... 정말 마음먹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세

상에 별 거 아닌 일은 없는 거구나 하는 뜻밖의 교훈을 얻게 되었

다. 혼자 했다면 아마 다 할 수 없었을 것 같다. 함께 열심히 만들

어준 보경언니한테 정말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그리고 시간에

쫓겨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 다

음 학기 SR은 일찍이 편집을 미리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다음 학

기에 편집을 같이 하게 될 정빈언니... 보고있지?

25기 김시연

24기 김보경

처음 SNUCSR에 들어와서 학회원들과 활동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CSR의 최신 이슈들을 공부하고, 논쟁거리들을 다

루고 이야기하며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학기를 마

무리하는 SR의 칼럼 및 리포트 작성은 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

루고 고민해볼 수도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번 학기 편집부장을 맡아 SR 기획 및 편집을 맡았습니다.

여름 32호 SR은 기존과는 조금 다른 시도들을 해보고 싶었습

니다. 칼럼과 리포트로만 형식을 제한하지 않았고, 팀별로 자

유로운 주제와 형식을 채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팀원들의 노

력으로 이번 SR에서는 유해산업의 CSR과 같은 흥미로운 주제

나 지난 SR의 주제들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영화산업과 노동

문제에 관한 인터뷰 등 다양한 컨텐츠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과 달리 직접 디자인 및 편집을 맡아 SR을 꾸몄습

니다. 어려운 부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준 시연이

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모두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학에도 열심히 SR 함께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미지 출처
표지 Designed by Freepik

10p,11p Designed by Freepik
16p Designed by jcomp / Freepik

23p Designed by rawpixel.com / Freepik
62p Designed by macrovector /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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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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기 시창선 (14 지리교육과)

대표 연락처 010-3879-2172 / snucsr@gmail.com

지도교수 이동기 교수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연구분야 지속가능경영 / 환경경영 / 기업의 사회공헌 / 윤리경영 / 사회책임투자

참여인원 현재 활동인원 : 19명 (24기 및 25기) (누적 계 263명)

활동시간 학기 중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학술토론 진행

2019년
1학기

주요활동

1. SK 사회적가치연구원 2019 사회적가치 연구공모전 수상

2. 초청강연 (IMPACS 합동세미나)

- 지속가능발전소 : ESG rating

(Senior Strategy Manager Suk Chun)

3. 기업 CSR 전략 제안 : 서울대학교 / 유니클로 / 유한킴벌리 / 롯데칠성음료

4. 현장 방문 : SK이노베이션 지속경영기획팀 (이상덕 과장)

/ 아모레퍼시픽그룹 지속가능경영팀 (오정화 상무, 김영곤 팀장)

5. 이해관계자 간담회 : S-OIL 지속가능경영팀

&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 (이양호 팀장)

SNUCSR 학회 기본정보



지속가능경영학회 SNUCSR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내 학술동아리로
국내 CSR 현황을 분석, 평가 및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유일의 CSR 전문 연구 동아리입니다.

매주 금요일 6시 30분부터 약 2시간 30분 가량 정규세션이
진행됩니다. 초반 교육세션에서는 CSR의 다양한 분야를 알아보고, 
이후 세션에서는 기업의 CSR사례 분석 및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규세션

외부연계활동
기업미팅, 포럼 및 컨퍼런스, 공모전 등

다양한 외부활동에 참여합니다.

10월 4~5일 엠티와
매주 정규세션 뒤

뒤풀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친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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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발간

SR Vol.32

지원방법
snucsr.com 혹은

cafe.naver.com/snucsrnetwork 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9월 16일 월요일 24시 자정까지

snucsr@gmail.com으로 제출

문의 회장 시창선 (010-3879-2172) 부회장 손혜윤 (010-3639-0447)

토론활동

SK이노베이션
기업방문

교육세션

아모레퍼시픽
기업 간담회

지속가능발전소
초청강연

모집일정
9/5

9/16

9/22

9/27 

설명회

지원서 제출 마감

최종합격자 발표

OT 및 첫 세션

면접9/19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