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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비교적 오래된 연구주제였다. 서구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연구되어 왔으며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왜 다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세계경제의 중심이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가치사
슬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이에 따라 한국 대기업의 역할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고찰하려는
까닭은 지속가능한 고용관계가 가능한가에 대한 최근의 문제제기를
가볍게 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데이비드 와일이 지적한 균열일
터가 제조업, 서비스업까지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특수고용에 이어
플랫폼 노동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은 과거처럼 기업만의 책임으로 한정지을 수 없으며 기업과 노동
조합, 그리고 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의 국내외 활동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고용관계를 위한 정책제언
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래된 연구주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살펴본 이유이다.

1. 연구 질문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당한가? 지난 40년간 학자들
만이 아니라 기업,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은 논의를 거듭했고, 그 결과
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합의를 이루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과실은 사회구성원만이 아니라 기업에도 다시 환원된
다는 실증적 입증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기업은 어떤 책
임을 져야 하는지는 여전히 명쾌하지 않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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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제는 고용관계에서 다루는 고용보호, 산업안전, 노동조건, 사회
적 대화 등과 같은 이슈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이 고용관계와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고
용관계의 다양한 과제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의해 해결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고용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화두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고용관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둘째, 사회적 책임은 고용관계 성과를 포
함하여 어떤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
제 환경에서 한국 기업은 해외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해외법인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은 대기업인데, 이
는 사회적 책임이 주로 대기업에 의해 수행되고 있기도 하며 해외진
출 역시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경제구조상으
로 보더라도 대기업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고용관계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2.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속가능한 고용관계에 기여하지만 균형적인 사회적 책임의 성취는
이해관계자의 압력 외에도 제도적 보완 및 다른 이해관계자(예: 노동
조합)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구체적인 증
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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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적 연구 결과
제2장에서는 국가수준에서 CSR의 비교가 가능한 RobecoSAM 데
이터와 ILO 및 OECD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가
지 주요 발견이 있었다. 첫째, 한국의 국가수준의 CSR 점수는 2009
년 6.0(10점 만점)까지 상승하다가 2016년 5.14점으로 떨어지게 되었
는데, 이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부진해서라기보다 2016년
과 2017년 국가의 투명성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이었다. RobecoSAM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점수 하락폭이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의 관심 국가인 한국, 중국, 멕시코, 중부유럽에서 한
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사회적 책임은 중국
이나 멕시코보다는 높고, 체코나 폴란드 등 중부유럽 국가에 비해서
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해외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이들 국가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셋째, ILO 및 OECD 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국
가의 제도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사회 불평등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된 제도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높이고, 이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불평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수준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정
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끌어 올리는 데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책임 활동은 해당 국가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 자체의 이미지 개선, 생산
성 향상 등 기업의 성과만이 아니라 양극화 축소 등 사회적 성과에
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3장에서는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많이 활용되는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활용하여 분석하였
는데, 이는 통시적 관점에서 상장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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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시에 내부적 CSR과 외부적 CSR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분석결과, 두 가지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항상 일정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충격(예 : 경제위기)이나 정치적 불안정(예 : 정권퇴진) 등의 시
기에 급격하게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98년 경제위
기 때와 2016년 박근혜 정권 탄핵국면에서 전체 상장기업들의 사회
적 책무가 이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나 정치적 불안정에 따라 민감하
게 반응하는 정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2015년 이후 기업들은 이전에 비해 내부적 CSR 활동을 안
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업의 내부적 CSR 활동은 다른
CSR 활동들과 상충관계(Trade off relationship)에 놓여 있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했다. 2014년 이후 2017년까지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외부적 CSR은 기업의 내부적 CSR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제한적인 자원(Limited resource)을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이러한 두 가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은 항상
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
다. 분석 결과대로라면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나 내부의 정치적 불안
정에 취약하며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균형적인 성과 창출에 어려움
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3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한계적인 부분
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사
점을 제공한다.
제4장에서는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살펴보았다.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조사한 것
은 멕시코가 남미를 포함하여 큰 내수시장이며 중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 확대와 함께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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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기업이 많기 때문이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세 가지였다. 첫째, 멕
시코 현지에서 기업운영을 하는데 애로사항(중요하지만 만족도가 낮
은)은 양질의 숙련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그다음이 인프라
의 활용 및 지방정부와의 우호적 관계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매우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이 숙련
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살펴보았을 때,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내부 직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은 강조되고 있
었으나 기부, 대외활동, 지역활동, 환경보호 등 외부적인 사회적 책
임 활동에 대한 요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대기업들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부적인 CSR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셋째, 시장의 확대를 위해 진출한 기업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객회사(원청)와 함께 동
반진출하는 것이 중요한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 활동은 오히려 줄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 확대를 위해 멕시코에
진출한 경우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활
동을 할 수 있으나 고객회사(주로 대기업)와 동반하여 멕시코에 진출
한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력이 낮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원청인 글로벌 대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임을 시사한다.
나. 6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연구
제5장은 한국의 6대 기업의 CSR 활동을 조사하였다. 사례연구의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LG전자, 롯데그룹, 포스
코그룹 등 한국 6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현황과 특징들을 살펴
보았다. 한국 기업들은 1990년대에 경제적으로 세계화 전략에 동참
하면서 글로벌 기준을 준수할 책임을 가지게 되었으며, 정치적으로
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기업의 투명성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초기엔 단순 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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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활동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기업이 더욱 성장하
고, 국민들의 눈높이도 향상되어, 내부 구성원들의 의식도 성숙되면
서 2000년대엔 내부구성원의 참여형 CSR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전략적 관점에서 기업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
활동과 접목하고 더 나은 사회로의 이행을 추구하고 있다.
사례조사 결과를 보면 6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수렴 및 다
양화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주요 대기업의 사회적 책
임 활동은 전략형 CSR로 수렴되었지만 그 이행경로는 다양했다. 삼
성전자는 첨단전자기술과 내부의 참여를 동력으로 삼고 있었으며 현
대자동차는 지역과 노동조합이란 화두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SK그
룹은 기업생태계 재조성이 원대한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LG전자는 사회공헌만이 아니라 인권, 환경, 윤
리 경영과의 조화를 핵심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우위
와 접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기업 조직에 CSR 활동이 나누어져 있었다. 예를 들면 사회
공헌활동은 CSR팀에서, 고객 관련 CSR은 마케팅팀에서, 내부 직원
관련 CSR은 HR팀이, 협력사 관련 CSR은 상생협력팀이 담당하고
연말에 이들 부서의 활동을 모두 모아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작성하
는 형태였다. 이러한 방식은 편의성의 장점이 있으나 균형적인 CSR
활동을 위한 상시적인 조율은 부족한 단점이 있다.
다. 해외 전문가 의견 결과
제6장에서 9명의 해외 학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결
과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해외에서 한국 대기업은 대체로 긍
정적 이미지를 이미 형성하였거나, 형성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의 해외 학자들은 한국 대기업의 외부적 CSR 활동에 대해서도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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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둘째, 한국 대기업들의 내부적 CSR 활동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부 국가에
서는 노동 및 인권 영역 이슈들에 대한 이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부
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세부적으로 지적된 것은 저임금, 비
정규직 활용, 아웃소싱 확대, 노조회피 경향, 자국 문화와의 부정합
문제 등이 두드러졌다.
셋째, 국가에 따라, 기업에 따라 대기업들의 국내 CSR 활동
(Global CSR)과 국외 CSR 활동(Local CSR) 간의 불균형이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 중 일부는 국내와 달리, 진
출국에서 내부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과 외부 지역사회를 위한 책임
을 균형 있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일부 기업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외부적인 CSR 활동에 치중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면접조사 결과, 한국 대기업의 내부와 외부, 국내와 국
외 CSR 활동의 불균형성은 국가별 상이한 환경, 법인별 역량의 차이
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CSR의 정의 또는 개념에 대한 혼선 또한
한국 대기업의 CSR 불균형을 야기하는 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균형적 CSR이 강조되지만, 외부적 CSR만을 중시하는
나라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기업의 CSR 활동이 외부
적 활동에 보다 집중되는 경향성은 이러한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
넷째, 전문가들은 CSR 활동이 장․단기적으로 브랜드 가치, 소비
자 충성도,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며, 향후 그 영향력
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NGO, 국제기
구, 소비자 집단 등 새로운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며, 내
부와 외부 간 균형적 CSR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하였
다. 이에 따라 한국 대기업의 해외 CSR 활동에서 향후 보다 주력해
야 할 분야로는 환경, 교육, 공급망 내 사용자의 책임성 강화 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CSR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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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사용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해외법인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제7장은 멕시코 진출 한국 대기업의 CSR 사례를 다룬다. 본 사례
연구에 의하면 각 기업들은 멕시코에서 내부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
과 외부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균형 있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CSR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서 각 사의 활동영역이 환경,
소외계층,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부문으로 퍼져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각 사의 CSR 비전과 활동목표는
본사의 CSR 비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본사 전략과 일치
성을 유지하고 있다. 본사의 CSR 활동 비전과 목표는 현지법인의
CSR 활동을 독려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
고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제공하는 가이드라
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멕시코의 삼성, 기아, LG전자 3개사 모두
본사의 CSR 비전과 목표에 따라서 현지에서 CSR 활동을 기획ㆍ실
행하고 있으며 이를 본사와 공유하고 성과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
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각 회사들은 본사에서 지정한 CSR 전략에 따른 활동 외에
현지적응형 CSR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모두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
라 장애인단체 농구대회 후원, 지진피해 기부금 전달 활동을 하고 있
으며, 자동차 판매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개인 수술기금 기부 등의 활
동을 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본사 CSR 전략에 따른 활동 외에 낙후
지역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LG
전자의 경우 지역공동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교육소외계층의 교육환
경 개선활동을 하고 있었다. 현지 공동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유연하
게 변형하여 진행함으로써 각 사는 지역에서 기여도 측면에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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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부 CSR 활동의 각 사 공통점은 종업원들의 동기부여와
조직충성심 향상을 위하여 종업원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활동 내용들이 각 사별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별적 노사관계
관행의 일부로서 진행하는 내부 CSR 활동은 직원들의 고충을 파악
하고 회사 성과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내부 CSR을
바라보는 각 사의 인식은 개별 종업원들의 복지제도를 통해서 결과
적으로 이직률을 낮출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내부적 CSR은 노
사관계와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LG전자의
경우, 본사의 CSR 전략인 노동권과 인권 존중의 전략에 따라 CSR
활동을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하고 있었다.
제8장은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의 CSR 사례를 담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특징을 살펴보
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매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생
각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범위는 넓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기업에
게 경제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도 기대하고 있
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두 기업 모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대상이 기업 내부의 종업원부터 지역사회 주민, 더 나아가 중국 국민
까지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활동 영역도 고르
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근로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
다. 2000년대 후반부터 근로자 권익보호는 중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감시도 강화되고 있
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는 이러한 근로자 권익보호를 중요한 기
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효과는
심각한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이유는 제도적 측면과 전략
적 측면에서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 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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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범위를 보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외
자기업에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이슈는 소비자와 근로자의 권익보호,
환경보전, 그리고 지역사회발전 등과 같다. 두 회사 모두 이와 관련
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데 제도적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략적 동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기업 모두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법인으
로, 생산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중국 진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측면에서 각
각 기업의 강점을 살려 내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9장에서는 전략적 가치가 확대되고 있는 중부유럽 4개국에 진출
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살
펴보았다. 조사방법으로는 심층면접과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은 EU
가입 후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뛰어난 입지 조건, 우수한 노동력, 안정적 노사관계 등을 바탕으로
유럽 내 대표적인 제조업 기지로 자리 잡고 있었다. 조사대상 기업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인적자원 관리상 난점으로 인력확보의 어려
움을 호소했다. 노사협력 수준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조사대상 기업들은 모두 적극적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각 기업의 CSR 활동은 본사의 가이드를 기반으로 하되 법인별로 특
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각 법인을 둘러싼 환경적 차이,
각 지역사회의 니즈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 기
업들은 공통적으로 브랜드 가치 증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
헌활동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로그램 선정과 운영에
있어서도 전 직원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노동자들의 직무만족도 향
상에 매우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기업들
의 CSR 활동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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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이는 각 법인의 CSR 프로그램 대다수가 그들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활동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해외법인들의 다양한 CSR
활동은 회사 브랜드 이미지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둘째, 조사대상 기업들은 내부적 CSR 활동에 있어서도 긍정적 평
가를 얻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견고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노동 3권에 대한 법적 보장을 중시하고 있다.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조사대상 기업 노동자들의 전반
적 직무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기업들
은 협력사들과도 대체로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장기
적 관점에서 협력사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돕고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사를 중심으로 협력사들과 협의체
가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협력사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
렴하고 있다. 대상 기업들은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을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CSR은 간접고용과 같이 기
존의 고용관계에 의해 커버되지 않은 영역에 속한 근로자들을 직․간
접적으로 보호하는데 긍정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정책 대안
제10장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본 이유는 한국의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의 도입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LG전자노조나 현대차
지부처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수행하는 경우와
달리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등의 산별노조들이나
희망연대노동조합이나 공공상생연대기금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을 내세우지 않지만 실제 활동 내용은 조합원의 이해가 아닌 공
동체 전체의 이해를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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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용관계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 결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이행수준에서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단위노조부터 지역본부, 산별노조,
그리고 총연맹에 이르기까지 사회공헌위원회, 사회연대국 등 다양한
명칭과 사업의 담당자를 두고 있었지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지,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
성과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지에 대한 총괄적인 고민은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희망연대노동조합이나 LG전자노조의
경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노동조합의 활동방향으로 설
정하고 있었으며 상생연대기금도 재단법인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
어 체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었다.
제11장은 법ㆍ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CSR 관련 법제도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산업발전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체계적으
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방향과 범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서 공시제도를 다
루고 있으나 상장기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수준에서 CSR의 도입 여
부와 이행 상황을 공시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
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처럼 ｢중소기
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발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의 개정안과 같이 각 사회정책영역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분산적으로 다룬다면 기업들은 이를 국가의 CSR 전략으로 이해
하기가 어렵고 각 분야별 CSR 간에 정합성도 맞지 않을 수 있기 때
문에 다른 법ㆍ제도적 대안이 필요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
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CSR이 사회의 중요한 공익 실현을 목표로 하
고 있는 것이라면 그 담당부서를 격상시켜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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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도 CSR의 기본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제12장은 결론에 해당하면서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첫째,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계속해서 진화, 발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 기부행위
에서 벗어나 내부 직원들을 활용한 참여형 사회적 책임을 통해 외부
적으로 CSR 활동의 동력을 확보하고 내부적으로는 CSR 활동을 통
해 자긍심과 기업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
근엔 기업의 경쟁우위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접목하여 사회적 책
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형 CSR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
략적 방향은 해외법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였다.
둘째, 상장기업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
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충격이나 정치적 혼란기에 사회적 책임이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기업들이 지나치게 전략적 성과를 강
조하게 되면 균형적인 사회적 책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적 CSR과 외부적 CSR 활동은 서로 상충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
고 나아가 균형적인 CSR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
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노동조합들은 기업수준에서 직접 사
회공헌활동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통해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며 산
별수준에서 협약을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
고, 이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고용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정
책제언을 기업, 노동조합, 정부에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이 사
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용관계에 기여하려면 다음의
사항들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 첫째, CSR 활동을 사회공헌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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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하지 말고 회사 최고 수준의 전략 차원으로 격상하여 소비자, 협
력사, 노사관계, 지배구조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둘
째, 대기업의 집중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제구조 및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매우 큰 현실을 감안하여 1, 2차 협력업체에 대
해 체계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강점을
살린 전략적 CSR을 더욱 확대하되, 수혜자를 이 중 노동시장에서 어
려움을 가진 저임금,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
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은 첫째,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조직
내부의 개념화와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활동 중 하나이듯,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도 사회적 책임 활동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처럼 산업구조조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의 기금마련, 일자리 나누기,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재취업 알선 등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될 수 있다. 둘째,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용관계모델을 만들고
자 한다면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체계적인 사업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노동조합 내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획하고 고민하고 추진할
부서나 담당자를 두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도 기업과 마찬가
지로 단순기부형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전략형으로 변모하여 기업의 강점(경쟁우
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접목시킨 것처럼 노동조합도 각 노동조
합의 전문성을 살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전략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조합원이 노조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형 사회적 책
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관계 측면에서
노조의 권리 확대나 노조조직률 제고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노동조
합이 어떻게 참여하고, 기여할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제도적 역할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본법｣을 제안한다. 사회적 책임 기본법은 첫째, ｢산업발전법｣, ｢중
소기업진흥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총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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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적 투자를 위한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마
지막으로 정부는 세금의 1%를 환급하고 기업은 이에 매칭하여 고용
관계 기금을 만들어 일자리 확충 및 일자리 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도록 한다. 중부유럽(슬로바키아) 사례를 참조하여 세금의
1%를 환급해 주고 대신 기업들은 매칭해서 추가로 법인세의 1% 고
용관계 기금으로 적립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활용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법인세 신고
금액은 51.3조 원에 이른다. 따라서 1%를 환급하고 기업이 1%를 추
가로 부담한다면 매년 7만 개 기업이 1조 원 이상의 기금을 고용관
계 및 일자리 개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질문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은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 이
러한 이유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혹은 기업의 사회적 무책임(Corporate Social Irresponsibility)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활동
영역이 전 세계에 걸쳐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를 가진 다국적기
업들의 사회적 책임 역시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글로벌화
시대 다국적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고용․노사관계의 영역에서도 관심을 받아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동노동 금지, 노동기본권 보장, 협력회사와의 공
정한 거래 등을 강조하고 있어 고용관계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각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개별적 고
용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를 어느 정도는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이 꾸준
히 제기되어 왔다. 기업들이 공동체만이 아니라 내부자들에 대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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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할수록 노동조합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들
이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고충처리를 하게 될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노동조합을 대체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한편, 다른 주장도 존재하는데 대체로 기업들이 외부적인 사
회공헌활동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부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을
상대적으로 경시하기 때문에 대체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질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고용관계에 얼마나 기여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메커니즘과 관련되
어 있다. 한국에서도 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중요해짐에 따라 사회적 책임
이 강조되어 왔지만 한국 기업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사회적 책임 활동의 성과는 개별 기업의 홍보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기업으로부터 발생한 사회적 부조리를 줄이는 역할을 하
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와 관련, 나라마다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CSR이 단일하지 않은데 이는 제도주의이론(Institutional Theory)으로 설
명되어 왔다. 예를 들어 유럽의 CSR은 내부의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영․미형 경제시스템을 가진 국가의 CSR은 기부, 봉사,
환경보호 등 기업 외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또한 유
럽의 CSR은 정부의 규제를 강조하지만 영ㆍ미형 CSR은 기업의 자발적
인 책임이 강조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들은 왜 사회적 책임 활
동에 참여하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히
한국 대기업의 CSR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질문은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대기업의 해외
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동안 절대다수의 연구들이 대
기업의 국내사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많은 대기업의 해외생산이
크게 늘어났으며 매출의 상당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
외 자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 삼성,
LG, POSCO 등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약진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글
로벌 기업 자회사들이 어떤 CSR 활동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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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 질문, 즉 CSR은 고용․노사관계를 대체 가
능한지, 한국 기업의 CSR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는지,
한국 기업의 해외법인들은 어떤 형태의 CSR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하는 것이다. 이를 세부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에 의
해 주도적으로 수행되기도 하며 대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
문이다. 따라서 한국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어떤 내용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의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둘째, 한국 기업 해외법인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조사하는 것이다. 글
로벌화에 따라 한국의 전자 및 자동차 대기업들은 중국, 아시아, 남미, 중
부유럽 등에 생산법인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한국 기업들이 경
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국가의 규범을 따르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 중요한 과제이
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멕시
코, 중부유럽(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3국) 등 3대륙 5개국의 한국 기업
생산법인의 CSR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고용관계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
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업들이 CSR의 한 영역이기도 한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실현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모색한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0% 내외에 불과
한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훨씬 더 중
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으로 지속가능
한 고용관계 환경을 조성하기가 어렵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살펴보
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제도적인
보완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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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루어 왔으나 단편
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우선, 연구의 내용 측면에서 CSR-고용․노사관계
영역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
의 경영전략상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
직 구성원들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을 조사하여 인적자원관리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CSR의 한 영역인 고용․노사관계
측면에서의 연구는 소수에 그쳐 왔으며 CSR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다룬 연구도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부, 사
회봉사, 환경보호 등 기업의 외부적 CSR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부적 CSR
활동을 살펴보았으며 CSR과 고용․노사관계 간의 보완적 역할을 제시해
보려고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범위의 측면에서 그동안의 연구들은 편의상 국내기업의
CSR을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해외 각국에서 생
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해외 생산법인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모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으로는 기업의 종
합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을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시아,
남미, 유럽 등 3대륙의 중국, 멕시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5개국
의 9개 생산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조사하였
다. 이를 통해 통합적 관점에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특징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파편화되어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어떤 모습과 방향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한 점이다. 둘째, 기업이 지속
가능한 고용관계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노동
조합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찰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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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아마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가장 보수적으로 개념화한 학자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Friedman)
일 수 있는데, 그는 뉴욕타임즈의 기고문(1970년 9월 13일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프리드먼은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비용으로 바라보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비용이 들기 마련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주주의 이익에 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상승으로 인해 고객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
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학자 중 캐롤(Archie
B. Carroll)이 있다. 캐롤은 1979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Economic), 법적 책임(Legal), 윤리적 책임(Ethical), 그리고 재량적 책임
(Discretionary) 등 네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책임이 상호배제적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 중 경제적인 책
임이나 법적 책임은 그 개념이 명확한 데 비해 윤리적 책임과 재량적 책
임은 그 경계가 다소 모호하다. 이에 대해 캐롤은 윤리적 책임은 사회적
기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재량적 책임은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의 문
제라고 설명하였다(Carroll, 1979: 8～9). [그림 1-1]은 캐롤이 정의한 기
업의 사회적 책임 하위 차원이다. 그림에서 흥미로운 것은 캐롤 역시 기
업의 사회적 책임 가운데 경제적 책임이 가장 많은 영역(점선)을 차지한
다고 제시한 것이다.
Husted & Allen(2006)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관련하여 흥미
로운 주장을 하는데 이들은 CSR을 ‘local CSR’과 ‘global CSR’로 구분한
후 local CSR은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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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하위차원

자료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구분(Carroll, 1979: 8).

CSR은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local CSR
의 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이즈 예방이나 실업에 대한 기업의 노력이
며 global CSR의 예는 UN 글로벌 캠팩트와 같은 국제적 기준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관련하여 Dahlsrud(2008)는 1980년
부터 2003년까지 27명의 저자들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분
석한 결과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이해관계자 요인, 자발
적 요인 등 다섯 가지 하위차원이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표 1-1>
은 개념과 결과를 나타낸다.
<표 1-1>에 제시된 하위 차원들의 상용구들을 참조하여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을 구글(Google)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40%가 5개 요인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며 64%가 4개 요인을, 97%가 3개 요인을 포함하고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개념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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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하위 차원
하위 차원

개념 정의

사례 상용구

자연환경

‘a cleaner environment’
‘environmental stewardship’
‘environmental concerns in business
operations’

사회적 차원

기업과 사회 간의 관계

‘contribute to a better society’
‘integrate social concerns in their
business operations’
‘consider the full scope of their impact
on communities’

경제적 차원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사회경제적 혹은 재무적
‘preserving the profitability’
측면
‘business operations’

이해관계자
차원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과
관련된 측면

‘interaction with their stakeholders’
‘how organizations interact with their
employees, suppliers, customers and
communities’
‘treating the stakeholders of the firm’

자발적 차원

법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활동들

‘based on ethical values’
‘beyond legal obligations’
‘voluntary’

환경적 차원

자료 : Dahlsrud(2008: 4).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론과 고용관계와의 관계
가.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정흥
준․신민주(2016)는 기업이 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활동을 하는지에 대
한 이론적 배경을 크게 이해관계자이론, 신제도주의이론, 그리고 전략적
관점으로 정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균형적인 이해를
추구하여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자이론에 기반하여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나 협력적 노사관계, 개별 조직구성원
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8

한국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있는 원․하청의 상생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해관계자이론에 의한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은 Freeman(1984), Jones(1995) 등에 의해 정립되었다.
다음으로 정책이나 관행이 제도에 의해 필터링되어 다른 결과로 나타
나거나 동형화를 설명하는 신제도주의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은 사회적 정당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사회적 책임 활
동을 통해 기업들은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사회에 내
재되어 있는 규범, 문화, 법 등이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한다.
신제도주의에 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Campbell(2007)과 Vogel(2005)
등에 의해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제도주의적 발전
과 관련하여 Brammer, Jackson, & Matten(2012: 3)은 역사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연대가 부족한 자유시장경제 시
스템에서 발전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진국에서 국가의 개입이나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제도화와 긴밀하
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관점은 경영전략 이론에 천착해 온 마이클 포터
(Porter)에 의해 정립되어 왔는데 자원기반이론(Reaource-based Theory)
과도 연결되어 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Porter & Kramer, 2006). 또한 이해관계자이론과
신제도주이론을 포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노동
자, 공급사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균형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지속가능
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경쟁우위로 볼 수 있으며 기업이 명성을 지키
기 위해 사회적 압력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경쟁우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적 관점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그 동기가 경쟁우위 창출이라는 명확한 목표의식에 기반해 있음
을 강조한다.
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노사관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관계는 개념이나 행위자의 역할 측면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Deakin & Whittaker(2007)

제1장 서 론

9

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지배구조 이슈와 고용관계에서 공정함
과 같은 이슈들을 연결한다고 보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한 영역인
환경에 대한 책임은 고용관계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편이지만 내부 노동
자, 공급사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고용관계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 영역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환경이나 인권보다
노동기본권을 다루는 것이 훨씬 어려우며 기업들도 노동기본권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방어적이라고 설명한다(이장원, 2006: 34). 이러한 이유는 여
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노사관계의 주요 행위자인 노동조합에 대한 대
응도 관련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한 연구로는 Preuss,
Haunschild, & Matten(2006)의 연구가 선구적이다. 저자들은 유럽 국가
내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면접조사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CSR에 대한
대응은 노조의 영향력(Union strength)과 국가의 글로벌화(Exposure to
world market)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그림 1-2 참조). 저자들은 유
럽의 경우 노조가 약할 경우 노동조합은 대응하지 않거나 대응을 하더라
도 사회적 책임에 있어 노조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조가 강하고 글로벌화 수준이 중간 정도라면 노동조합이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을 주도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이 노동조합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 노조의 힘은 보통 수준이면서 동시
에 글로벌화가 매우 높을 때(CSR as threat)라고 설명하였다.
이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에 대응하는
전략은 단편적이지 않으며 어느 정도의 협력관계와 긴장관계가 상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적자원관리(HRM) 간의 관계를 살펴보
면 CSR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CSR과 HRM 간에도 다양
한 이론적 접근이 가능하다. 최근의 연구로 Voegtlin & Greewood(2016)는
CSR과 HRM 간의 관계를 세 가지로 이론화하였는데 수단적 관점에서의
CSR-HRM(Instrumental CSR-HRM), 사회․통합적 관점에서의 CSRHRM(Social integrative CSR-HRM), 그리고 정치적 관점에서의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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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자료 : Preuss, Haunschild, & Matten(2006: 265).

HRM(Political CSR-HRM)이다. 수단적 관점에서의 CSR-HRM에서 기
업의 목적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므로 CSR과 HRM의 역할은
모두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리
이다. 다음으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의 CSR-HRM은 기업의 목적을
사회를 위한 가치창출에 둔다. 따라서 CSR과 HRM의 역할은 기업과 이
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관점의 CSR-HRM에서 기업의 목적은 정치적, 경제
적 주체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CSR과 HRM의 역할은 사
<표 1-2> CSR과 HRM의 관계
수단적 CSR-HRM 사회 통합적 CSR-HRM

정치적 CSR-HRM

이론

경제적 이론
Hard HRM

가치창출 이론
Soft HRM

정치민주주의론 정치적
CSR + 비판적 HRM

기업의 목적

이윤 최대화

사회를 위한 가치창출

정치적, 경제적
주체로서 의무

전략적 우선순위 경제적 고려

경제적, 윤리적 고려

적극적인 정치적 전략

CSR-HRM의 역할 기업성과에 기여

기업과 이해관계자에 기여 제도적 결핍 보완

자료 : Voegtlin & Greewood(2016: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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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제도적 결핍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표로 도식화하면 <표 1-2>와 같다.

3.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국적기업은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경영활동에 매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들은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나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운영
되고 있는 해당 국가의 규범들이 다국적기업들에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
임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적지 않은 연구들이 다국적기업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명성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아동노동을 엄격
하게 근절하며 임금 및 노동시간에서도 글로벌 기준들을 지키려고 노력
한다고 설명해 왔다.
그런데, Strike, Gao, and Bansal(2006)은 다국적기업들이 모두 사회적
으로 책임 있는 행동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Irresponsible) 행동들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들은 다국적기업
의 사회적 무책임이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이 근본적으로 낮은 비용을 추
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들은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무책임 정
도는 통계적으로 검증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환경운동단체나 시민사회단
체들 그리고 심지어 정부까지 나서서 다국적기업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
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았을 때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고 설
명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287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다국적기업은
사회적 책임성과 사회적 무책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둘째,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정도는 사회적 책임성 및 사회적 무책임성 모두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
국적기업의 자회사들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승협(2012)은 덴마크 정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공공정책,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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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독일 연방정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액션플랜(예: 중소기업의 CSR
참여 등), 2003년 프랑스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예 : 환경 중심의
CSR 등) 등을 소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국가수준에서 제도화될 필
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제3절 연구의 이론적 틀과 연구방법

1. 연구의 이론적 틀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그림 1-3]과 같은 이론적 틀을 구성하
였다. 연구의 관심사인 균형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이미 잘 알려진 외부적 CSR과 내부적 CSR 간의 균
형이다. 대표적으로 사회공헌활동 및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
임의 균형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모회사와 해외 자
회사 간의 균형적인 사회적 책임이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균형과 자회
사 간에 균형적인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적인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
한 전략이며 그중에서도 기업의 이익과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동시에 추
구하는 사회․통합적 관점이 균형적인 CSR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사회․통합적 CSR 전략은 기업 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
을 받아 형성된다. 예를 들어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경영철학, 최고경영
자의 윤리적 경영에 대한 의지,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조직문화, 소
비자들에게 민감한 생산품 등이 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사회․통합적 CSR 전략과 균형적인 사회적 책임 간에는
해당 국가에 존재하는 제도적 압력이 중요한 조절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제도적 압력의 대표적인 사례는 법과 제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NGOs)와 같은 행위자들의 압력
도 제도적 압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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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의 이론적 틀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1-4]는 해외 자회사를 가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형화한 것이
다. [그림 1-3]의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기업의 CSR 전략과 제도적 압력
을 2×2로 나누면 제1유형은 기업의 사회․통합적 CSR 전략수준과 제도
적 압력이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내부적
CSR과 외부적 CSR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CSR이 균형적인 상태에 이
를 수 있다. 기업도 사회․통합적 CSR을 중요시하고 제도적 압력도 존재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제2유형은 기업의 사회․통합 CSR 전략은 낮지만 제도적 압
력이 높은 경우이다. 이 경우 기업은 내부적 준비와 체계가 덜 된 상태에
서 제도적 압력에 의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게 되며 외부적 CSR을 중
심으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도 불균형
적인 CSR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제4유형은 기업의 사회․통합적 CSR
수준은 높지만 제도적 압력은 낮은 경우이다. 이때 기업은 외부적인 제도
적 압력이 낮기 때문에 내부적 CSR을 보다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마지막 제3유형은 제도적 압력과 기업의 사회․통합적 CSR 전략수
준이 모두 낮은 경우로 이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거의 나타나지 않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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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

자료 : 저자 작성.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 사례연구, 그리고 전문가들을 대상
으로 한 심층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표 1-3>은 본 연구
에 활용된 연구방법들이다. 데이터 분석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국가별
CSR을 분석하였으며 OECD, ILO 등 다른 데이터와 통합하여 CSR이 양
질의 일자리(Decent work)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국가수준에서는
경제정의연구소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상장기업의 CSR 특징을 살펴
보았다. 기업수준에서는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보
았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는 국내
사례와 해외사례로 구분되며 국내사례는 주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해외사례는 전자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전 세계 9
개 공장을 조사하였다. 마지막 전문가 심층면접조사는 해외에 거주해 있
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 학자는 모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교수 및
전문가들이다.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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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구방법
분석내용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Data Source

분석단위

국가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한
CSR 국제비교

RobeccoSAM

국가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석

KEJI index

기업

해외진출(멕시코)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분석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 설문조사

기업

6대 대기업(삼성, 현대, LG, SK, CSR 담당자 1:1 심층
Posco) CSR 현황과 특징
면접조사(총 8명)

사례연구

전문가 인터뷰
자료 : 저자 작성.

3대륙(아시아, 남미, 중부유럽)
5개국(중국, 멕시코, 폴란드,
주재원 및 현지 채용인
체코, 슬로바키아) 9개 해외법인 인터뷰(총 16명)
사례조사
노조의 사회적 채임

노조 및 기업담당자
인터뷰(5명)

해외학자들이 평가하는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1:1 심층 인터뷰(총 9명)

분석 편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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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며

제2장에서는 국가수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본다. 일반적으
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행위주체자가 기업이므로 분석단위 또한 기업
수준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과는
해당 국가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수준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본 연구가 국가수준에서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
유가 본 연구의 영역이 국내에서의 사회적 책임만이 아니라 해외 생산법
인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해외 생산법인의 경
우 어떤 국가에 진출해 있는지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분석, 비교한다.
제2절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들을 살펴보았
으며 제3절에서는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가수준에서 CSR
을 살펴볼 데이터가 거의 없는 가운데 RobecoSAM의 지속가능 데이터는
제한적이지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RobecoSAM의 데이터는 62개국
을 대상으로 매년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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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수를 공개하고 있다. 분석결과 한국은 중간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4절에서는 국가수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불평등의 관계에 대
해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양
질의 일자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은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제2절 선행연구

Chapple & Moon(2005: 421～422)은 한국, 인도, 태국,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7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조사하였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투자 활동이 가장 높으며 한국은 생산 프
로세스 관련 책임 활동이 높았다. 반면, 한국은 노사관계와 관련된 활동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개국 중에서도 태국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아시아 7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생산 프로세스 관련
투자 활동
책임 활동

노사관계 활동

인도

67

58

31

한국

42

54

12

태국

71

19

10

싱가포르

47

11

21

말레이시아

69

50

19

필리핀

71

29

0

인도네시아

27

27

27

합계

59

39

18

주 : 음영부분은 가장 많은 활동을 의미함.
자료 : Chapple & Moon(2005: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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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저자들이 애초에 제안한 가설과 달리, 아시아 국가의
CSR은 하나의 패턴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한편, 저자들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일
본과 중국이 제외된 것에 대해 두 국가 모두 아웃라이어적인 성격이 존재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일본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일찍이
사회적 책임이 발달해 왔으며 비교우위에 있고,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시
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중심의 경영관행으로 인해 정확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요국인 일본과 중국이 제외된 것은 Chapple & Moon(2005) 연구의 한계
로 보인다. 한편 저자들이 각 국가별로 상위 50개 기업을 선택하여 웹사
이트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는데, 이
역시 국가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정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아시아 기업 간의 사회적 책임의 특징
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Chapple &
Moon(2005)은 국가수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해당국가의 글로벌화
정도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고 기초분석을 통해
이를 증명해 보고자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Sharfman, Shaft, & Tihanyi(2004)는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들은 국가의 제도적인 규제가 많을수록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
임을 더 많이 이행할 것이라는 탐색적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Welford(2007)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20개로 구분하여 이를 내
부적인 측면, 외부적인 측면, CSR 보고서 작성, 교육․캠페인․등으로 구
분하였다. 또한 15개 나라에서 30개 기업을 샘플로 조사한 결과, 차별금
지․동등기회․정당한 임금과 같은 CSR의 기회 내부적인 측면의 활동이
많았으며 CSR 외부적인 측면은 지역사회공헌, 개발도상국가 공급사에
적용되고 있는 노동기준 등의 활동이 많았다. 한편, 국가별로 비교해 보
았을 때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은 직업교육과 공정임금, 동등기회 등의 활
동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높았다.
Torres-Baumgarten & Yucetepe(2009)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다국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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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
공한다. 저자들은 기업시민의 레벨과 기업목표에 따라 3×3 매트릭스가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시민 측면에서 기업이익에만 몰
두하는 형(Denial), 기업의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는 형(reactive engagement), 그리고 기업과 사회적 이해 둘 다 중요하게 사고하는 형(proactive
engagement)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측면은 경영자만족 유형(주
주의 이해와 경영자의 이해를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태), 주주의 이
해를 중시하는 유형,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주주, 환경보호, 사회적 이해
를 모두 중시하는 Triple bottom line 등이 존재한다.
저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다국적기업들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기업
목표도 조화를 이루며 기업시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GE와 시티그룹이었으며 반대로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를 만족하는 기업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업시민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략을 가진 기업
이 GM이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다양하게 연
구되어 왔다. Lund-Thomsen & Lindgreen(2014)은 글로벌 가치사슬 측
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림 2-1] 라틴아메리카 다국적기업의 CSR 유형화

자료 : Torres-Baumgarten & Yucetepe(2009: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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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하나는 순응기반 패러다임(Compliance-based paradigm)이
다. 이 접근법은 원청회사(Lead firm)가 개발도상국가 각지에 퍼져 있는
글로벌 생산 자회사 및 공급사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어느 정도 통
제할 수 있었던 동력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들의 압력이
었음을 소개한다. 다른 하나는 협력 패러다임(Cooperation Paradigm)이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원청, 글로벌
구매사, 글로벌 협력사, 시민사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글로벌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공급사의 제품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글로벌 공급사의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직접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3절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비교

1. RobecoSAM 데이터를 활용한 CSR 국제비교
제2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국가수준에서 파악하고 비교
하기 위해 RobecoSAM의 지속가능 데이터(country sustainability)를 활
용하였다. RobecoSAM은 1999년 다우존스 지수를 개발한 회사이기도 하
며 지속가능지표를 통해 국가별 투자지표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
다. RobecoSAM은 1995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62개 국가(22개 developed
국가와 40개 emerging 국가)의 CSR 점수를 발표하고 있다. OECD나 ILO
등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체계적인 지표개발과 측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RobecoSAM의 국가수준의 CSR 점수는 국가들의
국제비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Robeco
SAM에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가. 지속가능성 국가지표
RobecoSAM의 지속가능성 지표는 17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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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3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15%, 25%, 60%의 가중치를 두고 있다. 국가수준의 CSR index이다
보니 지배구조(Governance)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17개 항목은 표준화
되어 1점부터 10점까지로 지표화된다. <표 2-2>는 RobecoSAM CSR 지
표의 원천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2]는 주요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나타낸 비교표로 2016년 점수
를 나타낸 것이다. 62개국 중 1위는 스웨덴으로 10점 만점 중 8.01점을 받
았다. 한국은 5.14점으로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표 2-2> RobecoSAM 지속가능성 지표
평가항목

Sources

1

Environmental Status EIRIS; Country Sustainability Rating Report

2

Energy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3

Environmental Risk

Bündnis Entwicklung Hilft; World Risk Report 2015

4

Social Indicators

EIRIS; Country Sustainability Ratings Report

5

Human Development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6

Social Unrest

Fund for Peace; Fragile States Index

7

Liberty & Inequality

EIRIS; Country Sustainability Rating Report

8

Competitiveness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9

Political Risk

PRS Group; Political Risk Services

10

Accountability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11

Stability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12

Effectiveness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13

Regulatory Quality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14

Rule of Law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15

Corruption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16

Aging

World Bank Data

17

Institution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자료 : RobecoSA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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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주요 국가의 사회적 책임 비교

자료 : RobecoSAM(2016), Country Sustatinability Ranking.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받
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활발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은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2-3]은 대륙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나타낸다. 미국과 캐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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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으로 이루어진 북미가 평균 6.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유럽으로 26
개국의 평균이 6.6점으로 높았다. 이어서 아시아 17개국의 평균값은 4.9점
이었으며 중남미 10개국의 평균은 4.3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4개
국의 평균은 3.2점으로 낮았다. 한국의 점수는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평
균보다는 높았으며 북미나 유럽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적 책임 지수의 또 다른 특징은 지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
다는 것이다. [그림 2-4]를 보면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는 2008년
[그림 2-3] 대륙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비교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2-4] 한국의 국가수준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수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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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을 기점으로 2016년에는 5.14로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
장하고 있을지라도 전체적인 국가수준에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
동은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 본 연구 사례국가 간의 비교
RebecoSAM 데이터는 본 연구의 해외사례 국가로 활용된 5개 국가 중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중국, 멕시코, 체코, 폴란드의 국가수준 CSR 지수를
제공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그림 2-5]는 한국과 한국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 주요 국가의 사회적 책임수준을 살펴본 것이다. 중국은 낮은 수준의
CSR 지수를 보였는데 이는 중국이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지배구조의 점수가 매우 낮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
가 중에서는 CSR 지수가 높은 편에 속했다. 중국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었으며 한국이나 중부유럽 2개국보다는 낮았다. 체코와 폴란드
등 중부유럽 2개국은 2007～10년도에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유럽의 주요 생산국가인 체코, 폴란드, 헝가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수가 2007년에 비해 모두 상승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럽 전체적
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며 특히
체코와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책
임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한국은 2008년 6.0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0년
이후 CSR 지수가 점점 낮아져 2016년 5.14점으로 나타났다. 중부유럽 국
가와 비교하면 2016년 현재 체코의 사회적 책임 지수는 6.53인 데 비해
한국은 5.14로 1.39%p의 차이를 보였다. 폴란드 역시 6.17로 한국에 비해
1.03%p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2010년 이후로 급격히 점수가 낮아
진 상태이다. 이와 관련 RobecoSAM 2017년 보고서(p.4)는 이례적으로
한국이 CSR의 하위차원인 ESG(환경, 사회, 거버너스) 지수가 낮아졌다
고 소개하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정치적 불안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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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임은 부정부패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지배구
조의 주요 지표 중 하나였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과의 관계로 북핵 미사
일 등이 한국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림 2-5] 한국 대기업이 진출한 주요 국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수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2-6] ESR 점수 변화가 큰 국가

자료 : RobecoSAM(2017), Country Sustainability Ranking,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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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일자리의 질, CSR, 불평등 관계

제2절에서는 국가수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일자리의 질이나 불
평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제도적 압력에 의해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와 사회적 책임의 결과인 사회적 성
과를 살펴보고자 하므로 제도적 압력의 Proxy 변수로 국가수준에서의 양
질의 일자리를 위한 제도들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사회적 성과로
서 평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 연구모형과 가설
가.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간의 관계
국가수준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측
하였다. 국가수준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의 기회
가 많으며 고용보호의 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노동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공정거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가수준에서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가 강할수록 기업
들은 법과 제도를 충실히 따라야 하며 이는 고용안정, 산업안전, 노동기
본권 보장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게 됨을 의미한
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강조할수록 내부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책
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의 개념에는 노동조
합을 존중하고 단체교섭 등 사회적 대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
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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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설 1.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의 관계를 가질 것
이다.
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불평등 간의 관계
국가수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불평등 간에는 부(-)의 관계
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해관계자나 사회구성원
들의 균형적인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사회적 책
임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격차가 줄어들 수 있고 불평등을 줄
이는 동력이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들에게 경쟁력 있는 임금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협력사 등과 관계에서 공
정한 내부거래를 통해 협력사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도 중시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2를 예상하였다.
가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불평등은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매개적 역할
가설 1과 가설 2를 종합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양질의 일자리와 불
[그림 2-7] 양질의 일자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불평등 간의 관계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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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연구모형으로 도식화
하면 [그림 2-7]과 같다.

2. 측정도구
일자리의 질(Decent work)은 ILO에서 제안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ILO는 일자리의 질을 9개 하위 차원, 17개 변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ILO statistics와 OECD dataset에서
자료를 가져왔다. <표 2-3>은 일자리 질의 측정도구이다.
<표 2-3> 일자리의 질(Decent Work)의 측정

하위차원

측정
고용률
실업률(R)

1

고용기회

15～24세 인구 중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 교육이나 훈련 중에
있지 않은 인구(R)
비공식노동(R)
빈곤노동비율(R)

2

적정한 수입

3

적정한 노동시간 주당 48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노동자 비율(R)

4

금지노동

아동노동의 비율(R)

5

고용안정성

비정규직의 비율(R)

6

동등기회보장 및 성 역할(R)
정당한 처우
중간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

7

산업안전

8

사회적 보호

저임금노동비율(R)

중대재해 비율(R)
65세 이상 연금을 받는 인구의 비율
GDP 대비 사회적 보호를 위한 지출 비율
노조 조직률

9

사회적 대화

단체협약 적용률
사용자단체 조직률

자료 : ILO(2013)의 개념정의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 (R)은 역코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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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RobecoSAM의 측정과 동일하며 사회적 불평등
정도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였다.

3. 결과 분석
가. 기초통계
기초통계와 상관관계가 <표 2-4>에 나타나 있다.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과는 99% 신뢰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불평등을 의미하는 지니
계수와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예측한 국가수준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질
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준은 높아지고 불평등은 줄어듦을 의미한다.
<표 2-4> 상관관계(Observation=96)
평균
양질의 일자리
CSR
불평등

표준편차.

양질의
일자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4.89e-10

.58

6.06

1.24

0.84 **

1.00

10.19

-0.41 **

-0.48 **

35.00

불평등

1.00
1.00

주 : * p < .05, ** p < .01.
자료 : 저자 작성.

나. 패널분석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 대해 더 엄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패널분석
을 실시하였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패널분석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
며 경제성장률, 인구, 연도 외에도 해외직접투자와 지니계수를 통제한 후
분석하였다.
<표 2-5>는 패널분석 결과로 32개 국가 288개 샘플에서 양질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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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CSR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B=0.75,
p<0.01). 통제변수인 Inward FDI(국내 외국인 직접투자)나 Outward FDI
(해외 직접투자) 모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 통제변수 중 로그를 취한 인구 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부(-)의 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가설 1을 지지한다. 따라서 국가의 제도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
드는 구조와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제고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5>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의 효과 패널분석(2008～15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비표준화 계수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0.75 ***

외국인 직접투자(inward FDI)

0.00

해외 직접투자(outward FDI)

0.00

GDP성장률

0.01

로그(인구)

-0.21 **

2008

-0.03

2009

-0.02

2010

0.01

2011

-0.05

2012

-0.04

2013

-0.03

2014

0.00

2015

0.00

상수

10.60 ***

Adj R square

.65

Groups

32

Obs

288

F

66.3 ***

주 : * : p < 0.1, ** : p < 0.05, *** p < 0.01.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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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
를 나타냈다(B=-0.79, p<0.01).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이 활발해질수록 사회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설 2를 지지한다. 한
편, 통제변수 중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날수록 사회 불평등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P 성장률도 불평등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경제성장이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을 의미한다.
<표 2-6> 불평등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효과 패널분석(2008～15년)
불평등
비표준화 계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외국인 직접투자(inward FDI)
해외 직접투자(outward FDI)

-0.79 ***
0.01 **
-0.01 *

GDP성장률

0.09 ***

로그(인구)

1.22

2008년

-0.02

2009년

0.05

2010년

-0.46 *

2011

-0.51 *

2012

-0.43 *

2013

-0.47 *

2014

-0.56 **

2015

-0.61 **

상수

19.30 ***

Adj R square
Groups

.20
32

Obs

288

F

42.9 ***

주 : * : p < 0.1, ** : p < 0.05, *** p < 0.01.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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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양질의 일자리와 불평등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전통적
인 방식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불평등이 미치는 양질의 일자리의 계
<표 2-7>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매개효과
불평등
모델 1
비표준화 계수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4.08 ***

모델 2
비표준화 계수
-3.58 ***
-0.61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외국인 직접투자(inward FDI)

0.00

해외 직접투자(outward FDI)

0.00

0.01 **
-0.01

GDP성장률

-0.02

0.08 ***

로그(인구)

-2.56 ***

1.14

2008년

1.66 ***

0.11

2009년

1.42 ***

0.17

2010년

1.55 ***

-0.34

2011

1.44 ***

-0.32

2012

1.54 ***

-0.24

2013

1.61 ***

-0.23

2014

1.63 ***

-0.28

2015

1.67 ***

-0.32

상수

76.61 ***

19.72

Adj R square
Groups

.20

.22

32

32

Obs

288

288

F

42.9 ***

66.1 ***

주 : * : p < 0.1, ** : p < 0.05, *** p < 0.01.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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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값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제한 이후에 유의성이 사라지는지(완전
매개), 혹은 계수 값이 줄어드는지(부분매개)를 분석하였다.
<표 2-7>의 모델1에서 매개효과를 살펴본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불
평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B=-4.08,
p<0.01). 그리고 모델 2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제했을 때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은 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했고(B=-0.61, p<0.05), 양질의 일
자리도 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계수 값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
났다(B=-3.58, p<0.01). 이러한 결과는 양질의 일자리가 불평등을 줄이는
관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5절 소 결

제2장에서는 국가수준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
(Chapple & Moon, 2005)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사회적 책임은 아시아 7
개국과 비교했을 때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투자활동보다 생산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사회적 책임(예 : 품질관리 등)을 중시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책임
도 7개 국가 중 5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초기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생산성에 초점을 두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국가수준에서 CSR의 비교가 가능한 RobecoSAM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CSR 점수는 2009년 6.0(10점 만점)까지 상
승하다가 2016년 5.14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부진해서가 아니라 2016년과 2017년 국가수준에서 투명성 지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 RobecoSAM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점수 하락폭이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의 투명성 지수를 제외하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만 살펴본다면 상
위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본 연구는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 멕시코, 중부유럽에서 한국 기
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본다. 이들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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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 책임은 중국이나 멕시코보다는 높고, 체코나 폴란드 등 중
부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해외법인
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국가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제2장에서는 국가의 제도적 압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리고 사회 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압력은 양질의 일자리로 측정하였으며 불평등은 지
니계수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양질의 일자리는 불평등을 낮
추는 관계를 가지며 그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질의 일자리 정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영향을 미쳐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이미지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성
과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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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석 : KEJI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1절 들어가며

아직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주로 대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과 노력이 수반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
을 파악하기 위해선 상장된 기업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어떻
게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3장은 한국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상장기업을 대상으
로 매년 200위까지의 사회적 책임 점수를 공개하고 있는 경제정의연구소
의 경제정의지수를 활용하였다.
제3장에서 주로 살펴볼 내용은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지, 약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일차적
인 목적이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국가수준에서의 지속가능점수는 하
향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약화되었다
기보다 국가수준의 투명성 약화 및 체제 불안정성이 반영된 것이었기 때
문에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약화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제3장에
서 살펴볼 또 다른 주요 내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다양한 하위차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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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이다. 특히 외부적 CSR과 내부적 CSR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
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2절 선행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다양한 하위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연구
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공동체를 위한 책임, 소비자를 위한 책임,
내부 노동자(직원)들을 위한 책임, 그리고 경제적 책임(지배구조의 건정
성 등)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다양한 책임의 영역에서 균형적으로 사회
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때론 균열이 발생하기도 한
다. Chapple & Moon(2005)의 한국의 경우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나 노사관계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은 낮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높다는 지적이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잘할수록 반기업정서가 줄어들고 기업에
대한 호의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기업들이 이를 지나치게 전
략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CSR 활동의 본래 취지인 윤리적이고 재량적인
책임에서 벗어나 기업의 선전․홍보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노광표․이명규(2007)는 한국 기업들이 내부 이
해관계자를 위한 활동은 등한시하고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활동에만 주
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실 일부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은
왜 한국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받아들이고 이행하게 되었는가와
관련이 깊다.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
작된 것은 1990년대 초반으로 당시는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민주
주의와 개혁에 대한 요구와 실행이 추진되고 있었다. 기업들에 대해서도
경제적 민주주의를 요구하였으며 특히 재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였다. 이에 기업들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역사가 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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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압력에 의해 추진된 측
면이 크다. 이와 관련 이상민(2002)은 한국과 미국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비교하면서 미국은 기업의 핵심역량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접합
시켜 전략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 기
업은 사회적 책임을 압력으로 받아들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사회
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경영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지 않고 경영
외적인 부가적인 활동으로 인식해 경기 침체기나 최고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부침이 심하다고 평가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비용으로 볼 것인가, 투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비용으로 볼
경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선 합리적인 결정이다. 그러
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투자한 만큼 성과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기
업들은 미래를 보고 과감한 투자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수히
많은 연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
으며 적지 않은 연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정흥준․신민주(2016)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과가 제도
수준에서는 기업의 명성과 고객충성도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수준에서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 및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수준에서는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 참여행동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기존 연구를 소
개하였다(그림 3-1 참조).
사회적 책임이 비용이든, 투자든 변함 없는 사실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대적으로 여유 자원(Slack resource)을 보
유한 대기업의 사회적 참여가 두드러진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
임 활동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균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
장도 존재한다. 이는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기업이 선택적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에 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예를 들어 Jung & Kim(2016)은 기업들이 CSR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효율적인 작업방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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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과 창출 메커니즘

자료 : 정흥준․신민주(2016: 117).

생산성을 높이거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그림 3-2 참조).
저자들은 이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오히려 이해관계자의 이해
와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실증연구를 통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
동을 많이 할수록 고용률이 줄어들거나 정리해고를 하거나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균형적으로 하는 것
이 쉽지 않음을 일관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윤리적인 동기만이 아니라 전략적 동기도 상당하며 CSR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충돌할 수 있는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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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자원의 관점에서 바라본 CSR 활동

자료 : Jung & Kim(2016: 229).

적인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국의 상장기업에 대한 통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시도한다.

제3절 통시적 관점의 상장기업 CSR 분석

제3장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황을 살펴보되, 통
시적 관점에서 시계열적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한 것
은 시민단체 중 하나인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부설기관인 경제정의연구소
가 1991년부터 매년 경제정의기업상을 수상하기 위해 상장기업을 대상으
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석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실제 국내․외에서 출판된 많은 논문들이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이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석, 평가해 왔다.

1. 자료 및 분석방법
제3장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역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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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징을 가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다양한 하위차원으로 개념화되어 있는데, 그중에
서도 내부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내부적 CSR과 기부행위 및 공
동체를 위한 책임으로 구분되는 외부적 CSR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통시적인 변화를 살
펴보았다. 다만, 경제정의지수는 1991～94년 자료와 1995～2011년 자료,
그리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자료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2012
년 이후 정량평가의 방법이 큰 폭으로 달라졌다. 예를 들어 2011년까지는
정량점수가 75점, 정성점수가 25점이었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정량점수
를 100점으로 하고 세부 평가항목도 달라졌다.
이러한 이유에서 같은 자료를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어 총 10년간의 자료
를 분석하되,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의 자료와 2014년부터 2017년까
지 4년간의 자료를 각각 사용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세부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활용하지 않았으며 약간의 시간
적 간격을 두는 것이 오히려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
단하였다. 경제정의지수 자료는 매년 상위 200위까지 기업을 공개하므로
패널데이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매년 동일한 기업들이 200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절반가량은 교체되는 약한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분석방법은 패널분석이 아닌 회귀분석 방식을 따랐다.

2. 측 정
가. 1995～2000년 자료
<표 3-1>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제정의지
수, KEJI)을 측정한 표이다. 총점수는 65점이며 건전성, 공정성, 사회봉사,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직원만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3-2>는 외부적 CSR을 측정한 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헌기
여도를 대표적인 외부적 CSR로 보았다. 사회공헌의 측정은 기부금이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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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장 높고, 장애인 채용비율과 여성 채용비율이 각각 2점씩으로 이
루어져 있었다.
<표 3-3>은 내부적 CSR을 측정한 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적 CSR
을 직원만족으로 보았다. 직원만족의 측정은 작업장 안전(2점), 교육(4점),
임금 및 복리후생 수준(4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3-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정(65점)(1995～2000년)
세부지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수
65점

정량점수

건전성(지배구조, 투자지출, 자본조달 건전성)

20

공정성(경제력집중, 협력사관계, 투명성, 금산분리)

11

사회봉사기여도(장애인, 여성채용, 기부금)

7

소비자보호(소비자 권리보호, 품질인증 등)

7

환경보호(환경개선노력, 환경친화성, 위반실적)

10

직원만족(안전, 인적자원개발, 임금, 노사관계)

10

자료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 자료집 1995～2000.

<표 3-2> 외부적 CSR(사회공헌도) 측정(7점)(1995～2000년)
평가항목
사회공헌기여도
(7점)

소외계층 보호
사회공헌활동

세부지표

정량점수

장애인 고용비율

2

여성 채용비율

2

기부금

3

자료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 자료집 1995～2000.

<표 3-3> 내부적 CSR(직원만족) 측정(10점)(1995～2000년)
평가항목
안전보건
직원만족
(10점)

인적자원 개발
임금 및
복리후생

세부지표

정량점수

작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 수상

2

인당 교육훈련비

2

교육훈련비 증가율

2

임금보상수준

2

복리후생

2

자료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 자료집 199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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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4～17년 자료
2014～17년 자료에선 측정이 과거와 약간 달라졌다. <표 3-4>에서와
같이 하위차원의 항목을 조정하고 점수도 달리 배정하여 총점을 100점으
로 상향하였다. 또한 사회공헌도와 직원만족의 점수가 각각 7점에서 15
점,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되면서 동일한 점수비중을 두었다.
<표 3-5>는 외부적 CSR을 나타낸 것으로 국가재정기여(2점)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사회복지지원항목(2점)도 추가되었다.
<표 3-6>은 내부적 CSR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이 바뀌기 전(1995～
2000년)과 비교하여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세
부항목(노사분규 발생여부, 노사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과 비정규직 비율
<표 3-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측정(100점)(2014～17년)
세부지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수
100점

정량점수

건전성(지배구조, 투자지출, 자본조달 건전성)

25

공정성(경제력집중, 협력사관계, 투명성, 금산분리)

20

사회공헌도(고용평등 및 확대, 사회공헌활동 등)

15

소비자보호(소비자 권리보호, 관련법준수 등)

15

환경경영(환경개선노력, 환경친화성, 위반실적)

10

직원만족(안전, 인적자원개발, 임금, 노사관계)

15

자료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 자료집 2014～2017.

<표 3-5> 외부적 CSR(사회공헌도) 측정(15점)(2014～17년)
평가항목

고용평등 및 확대
사회공헌도
(15점)
사회공헌활동
국가재정기여

세부지표

정량점수

장애인 고용비율

1

여성 채용비율

1

고용인력 증가율

4

고용관련 정부포상

1

기부금

4

사회복지지원

2

조세납부

2

자료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 자료집 20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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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내부적 CSR(직원만족) 측정(15점)(2014～17년)
평가항목

세부지표

정량점수

작업장 보건 및 산재다발 및 중대재해
안전
작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 수상
인적자원 개발
직원만족
(15점)

임금 및
복리후생

노사관계

3
0.5

인당 교육훈련비

1

교육훈련비 증가율

1

임금보상수준

1

복리후생

0.5

근속연수

0.5

사내근로복지기금

0.5

노사분규 발생여부

3

비정규직 비율

3

노사관계 개선 프로그램

1

자료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 자료집 2014～2017.

과 같은 고용의 질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3. 기술적 분석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KEJI Index)의 변화
[그림 3-3]에는 2개의 그래프가 있다. 왼쪽 그림은 1995년부터 2000년
까지 6년 동안의 경제정의지수(총점 75점)로 본 1,200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점수이며 오른쪽 그림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800개 기
업의 사회적 책임지수이다. 그래프를 보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우
상향의 상승세를 보이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그래프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이후부터 살펴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특징은 글로벌 경제위
기, 정치적 변화기와 같은 특정한 시기에 부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꾸준히 증
가하다가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 및 한국의 금융위기 시기에 기업의 사
회적 책임도 급격히 감소했다가 반등했다. 오른쪽 그래프의 경우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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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점수(1995～2000년, 2014～17년)

자료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 자료집(1995～2000) 및 경실
련 좋은기업상 자료집(2014～2017)을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의 변화인데,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평균점수
가 크게 하락함을 알 수 있다. 2016년 하락의 원인은 정치적 혼란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해석하기 위해선 다양하게 그 원인을 살
펴보아야 하나 분명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외부의 환경적인 변화
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 외부적 CSR과 내부적 CSR의 변화
외부적 CSR과 내부적 CSR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림 3-4]
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외부적 CSR과 내부적 CSR의 점수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부적 CSR은 1997년 이후 꾸준하게
상승하지만 반대로 내부적 CSR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외부적
CSR은 증가하지만 내부적 CSR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그림 3-5]는 2014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의 변화인데 이전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그림 3-5]를 보면 2014년 이후 외부적 CSR은 부침
을 보이지만 내부적 CSR은 2015년 상승한 이후 일정한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의미를 시사하는데 1995～2000년에 비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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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외부적, 내부적 CSR(1995～2000년)

자료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 자료집(1995～2000) 및 경실
련 좋은기업상 자료집(2014～2017)을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그림 3-5] 외부적, 내부적 CSR(2014～17년)

자료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 자료집(1995～2000) 및 경실
련 좋은기업상 자료집(2014～2017)을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부적 CSR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상장 기업들이
초기 기부 중심의 사회적 공헌활동에서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를 고려한
CSR 정책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 CSR 하위차원들 간의 상관관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고 있
으므로 각각의 하위차원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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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부적 CSR과 외부적 CSR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 1995~2000년 자료
<표 3-7>에서 보면 내부적 CSR을 의미하는 종업원만족도는 공정성,
소비자보호, 그리고 환경보호만족도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부적 CSR과 외부적 CSR을 의미하는 사회봉사기여
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7> CSR 하위차원들 간의 상관관계(1995～2000년)
1

2

3

4

5

1. 건전성

1

2. 공정성

.00

1

-.12 **

.02

1

.01

.01

-.15 **

.06

-.02

.21 **

.02

**

3. 사회봉사기여도
4. 소비자보호만족도
5. 환경보호만족도
6. 종업원만족도
7. 경제발전기여도

-.09

**

-.03
.00

-.10

**

.01

.10

7

1
-.20

**

6

-.02

1
-.17 **
.22

**

1
-.02

1

주 : * : p < 0.05, ** : p < 0.01.
자료 : 저자 작성.

2) 2014～17년 자료
<표 3-8>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회적 책임 하위차원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적 CSR을 의미하
는 직원만족은 다른 하위차원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으
며 외부적 CSR을 의미하는 사회공헌과도 통계적으로 부(-)의 상관관계
(상관계수=-.14, p < 0.01)를 보였다.
라. 회귀분석
1) 1995～2000년 자료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내부적 CSR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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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CSR 하위차원들 간의 상관관계(2014~17년)
1

2

3

1. 건전성

1

2. 공정성

-.26 **

1

.06

-.09 *

3. 사회공헌
4. 소비자보호

-.29

**

.19

**

-.47

**

5. 환경경영
6. 직원만족

4

5

6

1

.09

**

-.27 **

1

-.32

**

.03

-.01

.16

**

-.14

**

.07

1
*

-.22 **

1

주 : * : p < 0.05, ** : p < 0.01.
자료 : 저자 작성.

의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산업과 연도를 통제한 후 내부적 CSR
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CSR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3-9>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한 결과로, 회귀분
석 결과 외부적 CSR을 의미하는 사회봉사기여도는 내부적 CSR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소비자만족도와 환경보호 등의 활동은 내
부적 CSR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
한 결과는 소비자만족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
일수록 산업안전, 교육훈련, 임금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내부 고객의 만
족도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2) 2014~17년 자료
<표 3-10>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N=800)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외부적 CSR을 의미하는 사회공헌은 내부적 CSR과 부(-)의 관계를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B = -.11, p < 0.01). 이러한 결과는 앞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기업의 내부적 CSR이
외부적 CSR을 포함하여 다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인들과 상충관계
(Trade off relationship)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다른 사회
적 책임 요인들과 함께 기업의 내부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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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내부적 CSR에 대한 회귀분석(N=1,200)(1995～2000년)
내부적 CSR(직원만족)
비표준화 계수
건전성

-0.06 ***

공정성

-0.06

사회봉사 기여도

-0.03

소비자보호 만족도

-0.24 ***

환경보호 만족도

-0.07 **

산업더미(금속비금속화학)

-1.00 ***

산업더미(서비스업)

-0.44 ***

산업더미(전기전자기계업)

-1.16 ***

1996

0.11

1997

0.20 *

1998

-0.29 ***

1999

-0.27 **

2000

-0.30 ***

상수

9.16 ***

Adj R square

.22

Obs

1200

F

27.09 ***

주 : * : p < 0.1, ** : p < 0.05, *** : p < 0.01.
자료 : 저자 작성.

<표 3-10> 내부적 CSR에 대한 회귀분석(N=800)(2014~17년)
내부적 CSR(직원만족)
비표준화 계수
건전성

-0.13 ***

공정성

-0.10 ***

사회공헌

-0.11 ***

소비자보호

-0.10 *

환경경영

-0.21 ***

산업더미(금속비금속화학)
산업더미(서비스업)

0.04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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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의 계속
내부적 CSR(직원만족)
비표준화 계수
산업더미(식약섬유종이업)

0.11

2015

0.67 ***

2016

0.40 ***

2017

0.72 ***

상수

15.58 ***

Adj R square

.19

Obs

711
17.92 ***

F
주 : * : p < 0.1, ** : p < 0.05, *** : p < 0.01.
자료 : 저자 작성.

제4절 소 결

제3장에서는 한국의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
한 통시적 관점에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동시에 내부적 CSR과 외부
적 CSR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가지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항상 일정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충격(주로 경제적 불황)이나 정치적 불안정 시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방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98년 경제위기 때와 2016년 박근
혜 정권 탄핵국면에서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이완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였기 때문일 수 있고,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기회주의적 경영관
행이 작동했을 수 있다.
둘째, 기업의 내부적 CSR 활동은 다른 CSR 활동들과 상충관계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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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특히 2014년 이후 2017년까지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내부적 CSR과 외부적 CSR은 서로 상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
적으로도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Jung & Kim(2016)의 제한적인 자원이 주된 원인으로 해석되었다. 동시
에 기업이 균형적인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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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석 : 동반진출 여부를
중심으로

제1절 들어가며

제4장에서는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분석한다. 멕시코는 인건비가 저렴한 장점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해 두고 있기 때문에 북미로의 수출이 용이하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로의 진출 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 이러
한 이유에서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LG전자 등 대기업은 물론 관련 부품
회사 및 비관련 중소기업체의 멕시코 진출이 매우 활발한 상황이다.
제4장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해외진출 시 대기업과 동
반진출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어
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과제를 수립한 이유는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기업과 동반진출이 아닌 목적으로 현지에 진출한
기업은 서로 다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기업들은 이미 공급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부담은 적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 간 거래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멕시코 행정

제4장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석: 동반진출 여부를 중심으로

55

당국이나 소비자에 대한 압력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 반면, 대기업
과 동반진출한 기업들은 대기업으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라는 권고
가 있을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해당기업만이 아니라
공급사에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서 동반진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외에도 멕시코는 중국, 동남아시아, 중부유럽 등과 함께
한국 기업들에 중요한 국가로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분석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지 국가에서
한국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주요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회적 책임의 전략적 방향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현지국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
용․노사관계에 대한 기업의 균형적인 사회적 책임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제2절 한국 기업의 멕시코 진출 현황

한국 기업의 멕시코 진출은 1992년 미국과 멕시코 국가 간의 NAFTA
체결 이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목적으로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그만큼 한국 기업의 멕시코 진출 역사가 짧지 않다.

1. 한국 기업의 멕시코 진출 현황
2017년 멕시코 정부에 공식 등록된 한국 기업 수는 총 1,813개이며, 이
중 가장 많은 수인 1,033개 업체(57%)가 멕시코씨티에 있으며, 다음으로
많은 수인 188개 업체가 누에보레온주에 있다(표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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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각 주별 한국 업체 수와 분포도
주명

업체 개수

%

Aguascalientes

5

.3

Baja California

110

6.1

13

.7

Chiapas

1

.1

Chihuahua

5

.3

15

.8

2

.1

1,033

57.0

1

.1

80

4.4

Guerrero

2

.1

Hidalgo

8

.4

Jalisco

57

3.1

México

115

6.3

Morelos

3

.2

188

10.4

Oaxaca

1

.1

Puebla

51

2.8

Querétaro

54

3.0

3

.2

13

.7

Sinaloa

2

.1

Sonora

13

.7

Tamaulipas

23

1.3

Tlaxcala

4

.2

Veracruz de Ignacio de la Llave

2

.1

Yucatán

7

.4

Zacatecas

2

.1

1,813

100.0

Baja California Sur

Coahuila de Zaragoza
Colima
Distrito Federal
Durango
Guanajuato

Nuevo León

Quintana Roo
San Luis Potosí

총 개수
자료 : Secretaría de Economía(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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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연도별 진출기업 수

자료 : Secretaría de Economía(2018).

[그림 4-1]은 연도별로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체의 수를 나타낸 것
이다. 그래프를 보면 1999년과 2002년에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이 진출하였
으며 이후 주춤하다가 2015년 기아차가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다
시 멕시코 진출업체 수가 101개로 늘어났다.

2. 한국 기업의 투자규모와 산업별, 지역별 진출 현황
멕시코 경제부 집계에 의하면 2008년을 제외하고 한국 기업의 직접투
자는 연간 100만～200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기아차
의 멕시코 진출이 시작되면서 투자규모가 2014년에 500% 정도 급증하였
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진출 현황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에 투자 현황
을 신고한 후 멕시코에 진출한 제조업 부문 한국 기업 수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약 6개였던 반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진출기
업 수는 20여 개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평균 투자액 역시 2013년 이전
에 비하여 2013년 이후 투자액이 연평균 3,600만 달러에서 3억 9천만 달
러로 약 10배 늘어났다.
멕시코 경제부가 집계한 결과 한국 기업의 2017년 한 해 투자액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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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달러로 외국인 투자국가 중에서 아홉 번째로 투자규모가 컸으며,
1999년부터 2017년간 시계열로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투자규모는 아시아
지역 국가 중에서 일본에 이어 2위에 머물러 있었다.
<표 4-2> 1999년부터 2017년 동안 멕시코에 직접투자한 각국별 투자액 및 비중
국가명 및 순위

투자액 (백만달러)

%

13,893.7

46.8%

2. 캐나다

2,705.3

9.1%

3. 스페인

2,659.6

9.0%

4. 독일

2,385.8

8.0%

5. 일본

1,641.3

5.5%

6. 호주

1,461.6

4.9%

9. 한국

522.1

1.8%

4,425.6

14.9%

1. 미국

기타
자료 : Secretaría de Economía(2018).

<표 4-3> 아시아 지역 국가의 직접투자 현황(1999～2017년)
투자액(백만 달러)

%

Japón

국가명

21,867.8

62.2

Corea

5,628.5

16.0

Australia

2,858.2

8.1

Taiwán

1,097.4

3.1

China

899.3

2.6

Singapur

868.8

2.5

Hong Kong

745.9

2.1

Nueva Zelandia

500.5

1.4

Indonesia

276.7

0.8

Malasia

160.7

0.5

India

153.4

0.4

Filipinas

90.4

0.3

Federación de Rusia

20.9

0.1

Total
자료 : Secretaría de Economía(2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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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한국 기업의 투자규모와 진출기업 수가 급증한 주된 이유
는 2014년 8월 기아자동차가 멕시코 북부지역의 몬테레이주(Monterey)에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몬테레이 지역에 연 30만 대 생산공장을
짓고 관세혜택을 통한 북미 시장 진출과 함께 멕시코에 현지생산량의
10%까지 무관세 수입쿼터제를 통해 멕시코 현지 시장 진출 확대를 꾀하
고 있다.
자동차 산업 외 제조업 부문 중 가전분야 투자로는 삼성전자가 띠후아
나(Tijuana)에 TV 생산공장, 께레따로(Queretaro)에 가전제품 생산공장
을 운영하고 있으며, LG전자는 TV 생산공장을 멕시칼리(Mexicali)와 레
이노사(Reynosa)에서 운영하고 있고, 몬테레이(Monterrey)에서 가전공장
을 운영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부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한국 기업들의 산업별 구분을
보면 제조업 부문이 전체의 78.72%를 차지하고 있어 절대다수의 기업이
제조업에 분포하고 있으며 상업의 경우 1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
서도 투자금액 대비 운송설비 부문 제조업이 전체의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전기 제조산업 부문의 비중은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자전기 부품 관련 산업이 10.1% 그리고 자동차 부품산업이 6.7%를 차지
하고 있다.
각 주별 한국 기업의 투자액 분포를 나타낸 <표 4-5>에 의하면 백색
가전제품과 TV를 생산하는 엘지전자와 기아자동차가 위치한 누에보레온
주의 투자액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전체 투자액 중 34.3%의 투자가
<표 4-4> 2017년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의 산업별 구성
산업구분

투자금액(백만 달러)

%

4,431.2

78.72

상업

879.1

15.61

운송, 임대 서비스업

134.2

2.38

광산업

107.5

1.90

제조업

기타
전체
자료 : Secretaría de Economía(2018).

76.6

1.4

5,628.6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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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1999년부터 2017년간 한국 기업이 투자한 각 주별 분포
순위

주명

백만 달러

%

1

Nuevo León

1,933.2

34.3

2

Baja California

1,582.6

28.1

3

Tamaulipas

636.2

11.3

4

Ciudad de México

274.8

4.9

5

Durango

187.9

3.3

6

Puebla

164.4

2.9

7

Querétaro

149.7

2.7

8

Colima

131.8

2.3

108.0

1.9

84.5

1.5

9

Baja California Sur

10

Coahuila de Zaragoza

11

Otros

6.7

자료 : Secretaría de Economía(2018).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주는 바하캘리포니아 주로서 약
28.1%의 투자가 이뤄져 있다.

제3절 분석 자료

1. 자료 수집과 CSR 측정
4장에서는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멕시코에서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대상은 199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 집계된 멕시
코 진출 한국 기업으로 총 354개이다. 공식기관을 통해서 집계된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부터 각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총 354개 기업 중에서 응답기업은 98개 기업으로 응답률은 27.7%
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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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은 2018년 6～8월 석달 동안 전화/우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기업의 대표자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자에 의해 응답되었다.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여 기업의 재무정보, 생산활동, 진출동기, 경영
전략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은 총 1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공동체를 위한 책임, 환경에 대한 책
임, 노동자에 대한 책임, 고객에 대한 책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측정
은 <표 4-6>과 같다.
<표 4-6> CSR 측정
측정(5점 척도)
멕시코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공동체를 위한
책임

멕시코에서 대외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 공헌활동을 위하여 시간, 재원, 기타 자원을 마련하고 있다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을 위해 기부를 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책임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투자를 하고 있다
노사관계와 노동자의 고충처리에 대하여 중시한다
노동자에 대한
책임

여성과 사회적 소수를 포함한 다양성을 중시한다
직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회, 문화적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과 가족 간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불만을 처리하는 절차가 있다

고객에 대한 책임

고객을 정직하게 대하고 있다
고객에게 회사 상품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만족도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자료 : 저자 작성.

1) 본장에서 활용된 설문은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의 연구용역 요청에 따라서 실시된
설문조사의 일부이며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인 멕시코 몬테레이 공과대학교 경영학
과 김주희 교수 연구진(멕시코 몬테레이 공과대학교 경제학과 Elvira Elena
Naranjo Priego 교수와 국제경영학과 이다연 조교)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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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결과

1. 진출동기
한국 기업의 멕시코 진출동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항목별로 7점 척
도로 측정한 결과 진출동기 중에서 시장 확장을 위한 동기(5.39점)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삼성, 기아자동차, 엘지 등 대기업과 동반으
로 진출한 동기(5.0점)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동반진출한 기
업의 수는 98개 기업 중에서 42개였다. 세 번째로 높은 진출동기는 저렴
한 인건비와 생산비 절감(4.68점) 때문이었다. 자금조달, 신기술, 원재료
확보를 위한 진출동기는 3점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4-2 참조).
본 조사는 진출동기만이 아니라 멕시코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영역인지, 그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였
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립하는데 해당국의 사회가 중요하
게 간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함이었다.
구체적으로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이 멕시코 현지 사업 운영 시 중요하
[그림 4-2] 한국 기업의 멕시코 진출동기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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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식하고 있는 요인들과 해당 요인별 만족도를 5첨 척도로 분석하였
다. 질문항목은 사회인프라, 고객 접근성, 숙련된 노동력, 우수연구인력,
연구기관, 첨단기술기업, 벤처캐피탈, 기업지원서비스, 협력업체 접근성,
삶의 질 수준, 부동산 가격, 정보교류 기회, 현지공급업체,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 14개 항목이었다.
[그림 4-4]는 중요도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멕시코 현지 진출 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고객 접근성(4.14)이었으며 2순위는 숙련 노동력(3.86)과
[그림 4-3] 동반진출기업과 독자진출기업의 진출동기의 중요성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4-4] 멕시코 현지 기업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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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프라(3.86), 그다음으로 협력업체 접근성(3.75), 현지 공급업체(3.62)
등의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응답되었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았던 요인
은 벤처캐피탈(2.03)과 연구기관(2.15), 첨단기술기업(2.19), 정보교류기회
(2.95), 우수연구인력(2.97) 등이었다.
한편, 14개 항목에 대해 중요도와 만족도-중요도 간의 갭을 살펴보았
다. 중요하지만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숙련된 노동력(-1.37)을 확보
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사회인프라(-1.28)와 지방정부와의 관계(-1.21)
[그림 4-5] 멕시코 현지 기업운영에 있어서 중요성과 만족도 갭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4-6] 동반진출기업과 독자진출기업의 멕시코 현지 기업운영상 중요 요인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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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동기와 상당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영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
문이다.

2. CSR 활동
응답기업 중에서 독립적인 CSR 부서가 존재하고 있다고 대답한 기업
이 전체의 18%로서 17개 기업이 독자적인 CSR 부서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31개 기업(전체 31.6%)은 CSR 활동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
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CSR 활동을 위한 지출액수는 연평균 51만 페소
(2018년 10월 환율기준 약 3천만 원)로 나타났다. 가장 규모가 큰 액수는
2억 3천만 원이었으며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반가량은 10만
페소 이하의 금액이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멕시코 정부의 공식인증서(ESR®: Empresa
Socialmente Responsable)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확인하였는데 그 수
가 2개에 불과하였으며 CSR 활동 결과 정부기관을 포함한 기타 기관으
로부터 상장을 받은 기업은 7곳이었다.
[그림 4-8]은 각 질문항목별로 CSR 활동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13개 항목 중 ‘우리 회사는 고객을 정직하게 대하고 있다’는 응답이 4.32
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 회사는 사회공헌을 위한 시간, 재원, 기타 자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응답이 2.38로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고객과 관련된 항
목이나 노동자의 처우와 관련된 책임 활동의 점수가 높았다. 또한 노동자
와 관련된 책임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고충처리를 전체적인 행사나 프로
그램보다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예를 들어 노동자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보면 개인적인 고충처리(3.91)나 다양성 배려(3.68)가 일ㆍ가정 양립
프로그램(2.83)이나 직원들을 위한 문화적 행사개최(3.05)보다 더 높았다.
CSR 활동을 유형별로 나누어 평균값을 살펴보았다(그림 4-9 참조). 노
동자와 관련된 책임을 내부적 CSR로 보고 공동체를 위한 책임, 환경에
대한 책임, 고객에 대한 책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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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의 CSR 지출비용
(단위 : 페소)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4-8] CSR 활동 평균값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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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한국 기업은 고객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 활동(4.1)을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노동자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 활동(3.4)이 많았
다. 이에 비해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책임(2.5)이나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2.4)은 낮게 나타났다.
[그림 4-10]은 동반진출 여부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영역별로 살펴본
것이다. 전체 98개 기업 중 동반진출기업은 42개이며 나머지 56개 기업은
독자진출기업이다.
[그림 4-9] CSR 활동유형별 점수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4-10] 동반진출 여부에 따른 사회적 책임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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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반진출기업은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나 고
객에 대한 책임 등 넒은 의미에서 내부적 CSR 활동이 독자로 진출한 기
업에 비해 더 높았다. 이에 비해 독자로 진출한 기업은 공동체나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반
진출기업일수록 생산에 차질이 없어야 하므로 내부 노동자에 대한 책임
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단독으로 진출한 기업들은 공급해
야 할 기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멕시코 현지에서 인정을 받
아 생존을 해야 하므로 공동체나 환경 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3. 진출동기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 진출동기의 중요성에 따른 사회적 책임 분석
한국 기업들이 대기업과 함께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멕시코
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동반진출 여부에 따라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멕시코에 진출한 동기를 일곱 가지(시장의
중요성, 생산비 절감의 중요성, 고객사와의 동반진출의 중요성, 원재료 확
보의 중요성, 신기술 확보의 중요성, 자금조달의 중요성, 저렴한 인건비의
중요성)로 나누어 각각의 동기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 4-7>은 측정을 나타낸 것이며 <표 4-8>은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4-7> 진출동기의 측정
변수

측정

진출동기 7개 항목
(시장, 생산비 절감, 고객사와의 동반진 진출동기의 중요도(7점 척도, 1 : 전혀 중
출, 원재료 확보, 신기술 확보, 자금조달, 요하지 않음～7 : 매우 중요함)
저렴한 인건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자료 : 저자 작성.

13개 항목의 평균값(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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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1

1. 진출동기(동반진출의 중요성)

5.0

2.4

1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3.3

0.65

-.20 *

2
1

주 : * : p < 0.05, ** : p < 0.01.
자료 : 저자 작성.

<표 4-9> CSR 활동에 대한 진출동기의 영향 분석
CSR 활동(13개 항목)
2
표준화 계수
산업
기업규모

-.065
.484 ***

멕시코 설립년수

.035

멕시코 매출비중

-.002

진출동기(시장의 중요성)

.071 *

진출동기(생산비의 중요성)

-.145

진출동기(동반진출의 중요성)

-.332 ***

진출동기(원재료의 중요성)

-.010

진출동기(기술획득의 중요성)

-.002

진출동기(금융지원의 중요성)

.092

진출동기(인건비의 중요성)

.049

N

91

Adj R square

.20

F

3.03 ***

주 : * : p < 0.1, ** : p < 0.05, *** p < 0.01, 산업(1=제조업, 2=서비스업)
자료 : 저자 작성.

<표 4-9>는 CSR 활동에 대한 진출동기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총
91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시장의 중요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β=0.07, p<0.1).
이러한 결과는 시장 확대가 중요한 진출동기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활발함을 의미한다. 한편, 동반진출의 중요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
임 활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β=0.3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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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이러한 결과는 고객사와의 동반진출이 중요한 진출동기일수록 기
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선 소홀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 동반진출 여부에 따른 사회적 책임 분석
동반진출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 동반진출의 중요성과 같은 인지적 변수가 아닌 동반진출 여부와 기업
의 사회적 책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4-10>은 동반진출의 측정
으로 단독으로 진출한 경우 0으로, 고객사와 동반해서 진출한 경우 1로
측정하였다.
<표 4-1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반진출 여부의 영향을 나
타낸 것이다. 예상과 달리 동반진출 여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동반진출이 중요할수
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동반진출 여
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표 4-10> 동반진출의 측정
변수
동반진출 여부

측정
0 : 단독으로 진출함, 1 : 동반해서 진출함

자료 : 저자 작성.

<표 4-11> CSR 활동에 대한 진출여부의 영향 분석

산업
기업규모
멕시코 설립년수
멕시코 매출비중
진출동기(시장)
진출동기(생산비)
진출동기(동반진출)
진출동기(원재료)

CSR 활동(13개 항목)
2
표준화 계수
-.060
.477 ***
.036
-.009
.089 *
-.139
-.389 ***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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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의 계속
CSR 활동(13개 항목)
2
표준화 계수
.008
.122
.044
.140
91
.21
***
2.94

진출동기(기술획득)
진출동기(금융지원)
진출동기(인건비)
동반진출여부
N
Adj R square
F

주 : * : p < 0.1, ** : p < 0.05, *** : p < 0.01, 산업(1=제조업, 2=서비스업), 동반진출
=1, 독자진출=0.
자료 : 저자 작성.

제5절 소 결

제4장에서는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살펴
보고 동반진출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예상대
로 한국 기업의 멕시코 진출동기는 시장 확장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나 고
객사와의 동반진출이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또한 멕
시코 현지에서 기업운영을 하는데 애로사항(중요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은 양질의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1순위였으며 그다음이 인프라
의 활용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매우 중요하지만 실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관심사인 한국 기업의 멕시코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보
았을 때, 다수의 기업들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내부 직원들에 대한 사
회적 책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반대로 외부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
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환경보호 등 외부적인 사회적 책임에 대
한 사회적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외부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에 투자하기보다 직원들이나 고객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에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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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하는 것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능력 있는 현
지인 중간관리자나 숙련된 생산직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 CSR을 통해 내부 구성원들의 기업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려고 노
력하고 있었다.
한편,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단독진출인지, 고객회사와 함께 동반진출
했는지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동
반진출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협력회사의 사회적 책임여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분석결과, 단독으로 멕시코에 진출하여 멕시코에서의 시장
확대가 중요한 기업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동반진출이 중요하여 멕시코에 온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 활동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 확대
를 위해 멕시코에 진출한 경우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고객회사(주로 대기업)와 동반하여 멕
시코에 진출한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력이 낮을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원청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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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는 말

1. 연구배경과 질문
지난 30년간 한국사회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그에 상응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자선, 기부활동, 재단설립 등 사회에서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2014)의 보고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전경련에 가입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
련 활동의 총 지출액은 7,060억 원에서 3조 2,534억 원으로 늘어났고, 사
회적 책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도 193개사에서 234개로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난다. 또한 개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연평균 지출
액은 36억 원에서 1,390억 원으로 약 38배가량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기
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
활동이 여러 기업활동 중 큰 부분을 차지해 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이
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선행연구들은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기부나 자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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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사회에 파급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조영기․박종렬․김봉철, 2007). 또 다른 연구는
기업들의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식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과 반감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박정
민․김수한, 2015). 이와 유사하게 안병훈․장대철(2008)은 국내 기업들
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사회공헌, 환경경영, 문화활동 등으로 편향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업원이나 협력사 같은 이해관계자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서 소외
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한국 사회가 요구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인가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 대기업들이 어떠한 사회적 책
임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답
을 구하려고 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CSR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둘째, 기업의 CSR 대상은 누구인가? 셋째, 기업은
CSR을 통하여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등과 같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 6대 대기업 그룹사인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SK,
LG전자, 롯데, 포스코에서 직접 사회적 책임(혹은 사회공헌) 부서에서 일
하는 중간관리자들을 만나 1:1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간
은 최소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진행되었으며 주요 질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본 현황(개요, 목적, 활동부서, 프로그램 등)과 기업에서 중요하
게 생각하는 전략적 방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임원들의 전
반적인 인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사적인 교육, 다른 이해관계
자인 NGOs나 노동조합과의 CSR 활동 협력 정도, 국내 계열사 및 해외법
인과의 CSR 활동 공유 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질문하였다. <표 5-1>은
면접조사대상자들이다. 한편, 면접조사 이후 각 사의 지속가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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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국내 대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 면접조사 대상자
기업

구분

삼성전자
LG전자

A
B, C

SK그룹

D

현대자동차
포스코
롯데

E
F, G
H

면접조사일

관련업무 경력

사회공헌사무국
CSR팀 2인

소속

2018. 8. 23
2018. 8. 3

5년 이상
8년 이상

CSR팀

2018. 7. 31

5년 이상

CSR팀
사회공헌그룹 2인

2018. 8. 14
2018. 8. 3

8년 이상
3년 이상

CSV팀

2018. 8. 24

6년 이상

자료 : 저자 작성.

를 참조하여 각 사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3. 연구 결과
제5장에서는 한국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현황과 특징들을 살펴보았
다. 1990년대 한국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세계화에 동참하면서 글로벌 기
준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으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에 따른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시작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초기엔 기부 중심의 활동이 많았다. 그
러나 시간이 흘러 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국민들의 눈높이도 향상되어,
내부 구성원들의 의식도 성숙되면서 최근에는 참여형 CSR에서 더 나아
가 전략적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통해 기업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
하여 더 나은 사회로의 이행을 추구하고 있다.
6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조사한 결과 전략형 CSR로의 수렴
현상도 나타났지만 그 이행경로는 다양했다. 주로 최고경영진의 가치관
과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고, 기업의 조직문화나 장점, 장기적인 목표 등
이 반영된 결과로 이행경로가 나타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기업
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
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내부적 책임과 사회
공헌활동 등 외부적 책임이 구분되지 않는 균형적인 책임이지만 대부분
의 한국 대기업은 실행과정에서 분리되어 CSR팀은 주로 사회공헌활동
등 외부적인 CSR 활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76

한국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제2절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흐름

현재 국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
의 사회적 활동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재 대기업의 사
회적 책임 활동의 의미와 정당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현재 활동의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정
치․사회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
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그러나 이 당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금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물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실업문제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기업은 저
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로
이어졌는데, 1970년대가 되면서 국가의 기간산업에 참여하여 수출을 증
대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은 사회로부터 긍정적
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당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하면 경제적
책임과 동일한 의미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경
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 외에 다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가 되면서 국가가 직접 자원배분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몇몇 대기업들이 특혜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
자금의 수요와 기업의 경제적 이해가 맞물리면서 정경유착 그리고 부정
부패라는 병폐가 생산되게 된다. 1980년대 후반 정치적으로 민주화시기
를 거치면서 이러한 정치와 기업의 담합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기 시
작하였고, 이때부터 기업의 경제적 책임 이외에 법적, 윤리적 책임에 대
한 요구가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은 앞다투어 재단을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자선활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자선활동은 일회성
기부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당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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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특징은 기업의 자발성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 사회적 압력에 대응
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몇몇 선도적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
적 책임 활동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활동으로부터 영
향을 받는 지역과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CSR
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CSR을 보다 체
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CSR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기업
들은 본격적으로 CSR을 기업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 간주하게 되었다
고 볼 수 있다(이상민․최인철, 2002; 민병욱, 2013).
이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 기업들이 CSR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는 1990년대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기
업의 자선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한 활동이 시작되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2000년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
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기업들이 환경경영, 문화활동, 사회공
헌 등에 편향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기
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업의 활동이나 전략과 연계한다고
는 하지만, 여전히 그 대상이 일반국민과 여론,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 및
시민단체에 국한되어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우려
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의 활동 범주와 영
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종업원이나 협력업
체, 고객 등과 관련한 CSR 활동을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CSR로의 변
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유보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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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황

1. 삼성전자
가. 기업 현황
삼성전자는 1969년 설립되어 가전제품, 정보기술 및 이동통신 제품,
반도체, LCD를 제조하고 있다. 재무정보를 보면, 국내와 국외를 포함한
총 매출액은 2017년 228조 원이며, 영업이익은 36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
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업원 수는 국내 기준으로 보면, 2017년 96,458
명으로 2015년 대비 약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규직 대비 비
정규직을 활용하는 비율은 2015년 2.06%에서 2016년 1.20%로 줄었으며,
2017년에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5-2 참조).
<표 5-2> 삼성전자 기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

매출액

2015

2016

2017

총계

200,653,482

206,205,987

228,692,667

국내

20,800,000

20,200,000

31,600,000

26,413,442

25,025,071

36,785,013

13.16

12.14

16.08

총계

325,677

308,745

320,671

국내

영업이익(총계)
영업이익률
종업원 수

96,902

93,204

96,458

근로자2)

6712

4030

4137

전체 인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3)

2.06

1.20

1.29

기간제

자료 :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8: 118).

2) 촉탁 + 시간제.
3) 국내외 총 임직원 대비 기간제 근로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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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삼성전자의 2017년 경제적 가치 배분
(단위 : 조 원, %)
항목

금액

창출된 경제적 가치(매출액)

239.6

총액
주주 및 투자자

6,481 (십억 원)

임직원

27.2

분배된 경제적 가치 협력사

135.2

정부

15.1

지역사회

385 (십억 원)

채권자

655 (십억 원)

유보된 경제적 가치
자료 :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8: 118).

삼성전자가 사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어떠한 이해관계자
들에게 어떻게 배분하였는지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다른 기업과 마
찬가지로 주요 이해관계자를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를 배분한 경향을 보면, 협력사로부터 제품이나 서
비스를 사고 제공하는 원재료비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직원 급여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CSR 활동
1) CSR 철학
삼성전자의 CSR은 혁신과 기술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
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의 근본적인 책임인 경제적 가치
를 창출하는 동시에 삼성전자가 가진 다양한 기술을 통해 소외계층의 디
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일자리를 창출
하여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목표 시장은 글로
벌로, 자신들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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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회적 책임으로 삼고 있다.
2) CSR 투자
삼성전자의 사회적 책임에 소요되는 비용은 나눔 경영 또는 사회공헌
투자비라고 한다. 비용을 자세하게 보면, 2015년 5,200억 원에서 2016년
그 규모가 4,400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2017년 3,800억 원으로 또 감
소하였다. 그리고 영업이익 대비 사회공헌 투자 비율도 동일하게 2015년
1.98%에서 2016년 1.77%, 그리고 2017년 1.04%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 이와는 달리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총 시간과 인당 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봉사활동 총 시간은 2015년 1,044,847시간에서 2016년
1,083,849시간으로 그리고 2017년 1,259,893시간으로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이는 다음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삼성전자에서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은 매
우 중요한 CSR 활동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4> 삼성전자 사회공헌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 시간)

사회공헌투자비
영업이익 대비 사회공헌 투자 비율
임직원 봉사활동 총 시간
임직원 인당 봉사활동 시간

2015

2016

2017

523,395

444,789

385,571

1.98

1.77

1.04

1,044,847

1,083,849

1,259,893

3.21

3.51

3.93

자료 :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8: 120).

3) CSR 부서
삼성전자의 CSR은 사회공헌 사무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는 본사차원으로, 현재 사무국에서 5명의 인원이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사회공헌 사무국은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CSR 전략을 수립하고,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공헌 사무국
은 위로는 이사회조직의 위원회 소속이며, 그리고 아래로는 각 사업장마
다 센터를 두고 있다. 각 센터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
고, 사업장 임직원의 자원봉사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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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사무국은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삼성전자의 CSR 활동의 컨트
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사무국은 수립한 CSR 전략을 각 사업장 활동
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장 센터와 회의를 진행한다. 그러
나 센터들의 활동을 개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 자율성을 보장한다. 그
러나 지속적으로 네트워킹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에 강조하는 CSR 방향
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전 사가 전략적 방향을 맞추어 CSR 활동을 전개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결과 이전에는 개별 사업장의 CSR 활
동이 인근 지역에 대한 일회성 기부나 봉사활동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
에서 보다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CSR 부서의 조직 내부에서의 역할은 임직원들에게 받는 기부
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알리면서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신입사원이나 경력직 사원이 들어왔을 때 사회공
헌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여 임직원의 CSR 이해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
하고 있다.
4) CSR 활동의 전략적 변화
삼성전자는 1994년 그룹 차원에서 ‘삼성 사회봉사단’을 창설하면서 본
격적으로 CSR을 시작하였다. 이전에도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지만, 회사
차원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자원봉사는 이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듬해 각 지역 사업장별로 ‘사회봉사단 사무국’이 신설되었다. 이
와 더불어 삼성전자는 사회 각층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삼성전자의 CSR의 시작은 자원봉사와 기부라고
볼 수 있다.
2004년 사회봉사단 조직이 확대되면서, 각 사업장별로 사회봉사단 사
무국이 조직되고 그 아래 지역 사업장별로 사무국을 두게 되었다. 이는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루어진 조직화로 이러한 봉사단의 조직화는
지금의 삼성전자의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가능하게 한 체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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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삼성전자의 사회공헌 현황

자료 :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8: 12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10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임직원의 참여가 본격화되었다. 국
내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하였으며,
해외 자원봉사단이 조직되게 된다. 그 후 2012년과 2013년 삼성전자의 사
회공헌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단순 기부는 지양하고 활동의 대상을
다각화하고 대상별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접근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비는 줄었지만 오히려 임직원들의 봉사
활동은 늘어나게 되었다(그림 5-1 참조).
즉, 기존의 사회공헌활동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형
태에만 국한되었다면, 이것은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사회문제를 실질적
으로 해결하고 또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
을 고민하고 제시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기술
력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
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주목해야 하는 CSR 활동으로 C-Lab과 교육활동을 살
펴본다.
5) 주요 활동
삼성전자가 사회공헌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 활동은 총 세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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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 둘째, 사내 인큐베이팅을 통한 사회문
제를 해결하는 C-Lab, 셋째, 교육을 통한 사회 기여이다 이 모든 활동의
공통점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봉사참여로 인하여 활동들이 진행된다는 것
이다. 그러나 각각의 활동은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앞서 밝힌 것
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C-Lab과 교육활동을 살펴본다.
C-Lab은 creative Lab의 줄임말로 사내 인큐베이팅을 통해 임직원들
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여기
서 중요한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육성하며, 또한 스핀오
프 제도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활동은
기술력을 가진 삼성의 임직원들이 멘토가 되어 스타트업 기업을 준비하
는 창업자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함께 기술을 키워간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사회공헌활동의 대표사업 중 하나는 ‘투모로우 솔
루션’이라는 활동이다.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아이디어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또는 상품화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 삼성이 지
원한다. 약 1년 동안 임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활동이 진행되며, 직원들의
기술역량과 회사의 자원 투입을 통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상품이 만들어진다.
이와 같은 삼성전자의 CSR 활동은 궁극적으로 회사가 잘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재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전략적 효과성을 위
하여 사업방향과 기업의 역량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CSR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러한 활동
에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
자 사회공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면접조사대상자는 삼성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저희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사회공헌으로 이용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투
모로우 솔루션의 경우 일반인 분들께서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아이
디어 방향은 있으신데 실제로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해야 할지 제품화하는
방식이라든가 이것을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사회적 임팩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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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자원이 없으니까, 삼성전자 임직원의 기술적
인 역량이나 회사의 자원을 투입해서 조금 더 사회적으로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형태로 프로젝트 형태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중략) 그래서 회사에서
잘할 수 있는 기술적 분야라든가 자원들을 최대한 투입해서 사회공헌에서
임팩트를 크게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 차별화된 포인트입니다.” (면접자 A)

2. LG전자
가. 기업 현황
LG전자는 1958년 금성사로 시작하였다. 주로 냉장고, 세탁기, 가정용
에어컨, 상업용 에어컨, 청소기, TV, 모니터, PC, 오디오, 비디오, 이동단
말, 자동차 부품, 태용광 등을 생산한다.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국내 기준으로 2015년 14조 원에서
2017년 20조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 또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영업이익률도 2015년 2%대에서 2017년 4%로
2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을 보면, 국내 기준으로 2015년 38,023
명(글로벌 기준 75,218명)에서 2017년 37,757명(글로벌 기준 72,550명)으
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을 보면, 2015년 2.0%에서 2016년 2.7%로 약간 상승하다가 2017년
1.6%로 크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표 5-5 참조).
사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어떠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
게 배분하였는지 살펴보면 <표 5-6>과 같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
요 이해관계자를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
제적 가치를 배분한 경향을 보면, 협력사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제공하는 원재료비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임
직원 급여 부분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매출액 대비 분배된
경제적 가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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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LG전자 기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 )

매출액

2015

2016

2017

총계

56,509,008

55,367,033

61,396,284

국내

14,311,200

14,593,000

20,261,000

1,192,291

1,337,763

2,468,549

2.11

2.42

4.02

75,668

73,164

72,550

1,508

1,986

1,223

2.0

2.7

1.6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정규직 근로자 수
계약직 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자료 : LG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8: 07, 14, 91, 99).

<표 5-6> LG전자의 2017년 경제적 가치 배분
(단위 : 억 원, %)
항목

금액

창출된 경제적 가치(매출액)

319,665
총액

주주 및 투자자
분배된 경제적 가치

354,873
729

임직원

38,901

협력사

351,000

정부

364

이자

2,077

지역사회 기부금
유보된 경제적 가치

171
-34,495

자료 : LG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8: 14).

나. CSR 활동
1) CSR 철학
LG전자는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드는 기업을 사회공헌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첫째,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로 누구에게나 더 나은 삶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기술, 둘
째, 공감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신뢰의 파트너십,

86

한국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셋째, 진정성 있고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함께하는 나눔을 목
표로 세워 CSR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LG전자가 생각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사회공
헌을 넘어, 기업의 본연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책
임의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회사가 임직원을 고
용하면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면 소비자
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해당 활동을 하였을 때 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
이 아닌 하나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LG전자는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모든 사
회 분야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갖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면접
조사대상자 B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LG전자라는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회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에 대해서 좋은 것들은 더 좋게 나쁜 것은 없애는 활동들을 해야겠다는 것
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CSR의 범위에요. (중략) 저희 팀에서 진행하고 있
는 것은 LG전자 및 협력사 공급망을 다 포함하는 반도체 내에서 인권문제
가 없는지, 인권경영,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 크게 보면 네 가지 눈
에 보이는 구체적인 활동이 있구요.” (면접자 B)

LG는 창업자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문화에 뿌리를 가진
인화 중심의 인본주의문화를 강조하여, 조직 구성원의 애사심과 협동단
결을 강조해 왔다. 그래서 구성원들 간의 존경과 친애, 그리고 신뢰가 높
게 형성되어 있으며,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봉사해야 한다는 조직풍
토가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LG전자의 태생은 지금의 LG전자의 CSR
활동과 사상에 뿌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 CSR 투자
LG전자의 사회적 책임에 소요되는 지역사회투자비라고 볼 수 있다. 비
용을 자세하게 보면, 2015년 401억 원에서 2016년 263억 원으로 감소하였
으나, 2017년 41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영업
이익 대비로 보면, 그 경향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영업이익 대비 사회

제5장 국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황과 특징 사례연구

87

공헌 투자 비율은 2015년 3.36%에서 2016년 1.96%, 2017년 1.68%로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G전자는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임직원의
봉사활동 참여 횟수나 시간 등을 별도의 CSR 성과 내지 투자로 집계하
지 않는다. <표 5-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임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원을 산정하고 있으나 대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7> LG전자의 CSR 소요 비용
(단위 : 억 원, 명)

기부금 및 사회공헌활동 투자비

2015

2016

401

263

임직원 자원봉사 참여 인원

2017
417
약 8,500

자료 : LG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8: 70, 92).

3) CSR 부서
CSR은 경영지원 부문 내 CSR팀이 별도로 존재한다. 현재 팀원은 총 9
명으로 활동별로 인원이 구분되는데, 인권/노동 3명, 환경과 윤리 1명,
사회공헌 4명, 팀장 1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CSR팀은 2008년 하반기
에 신설되었다. LG전자가 CSR을 전달하는 체계에서 보면, 본사 CSR팀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장별로 CSR 매니저가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CSR 매니저는 CSR 업무만 하기보다는 겸직으
로 인사관리 업무를 하면서 CSR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각 사업장별로
CSR 활동을 전개하기는 하지만 활동 전략이나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계
획까지 본사가 수립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CSR 활동 구조가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CSR 부서의 또 다른 중요한 일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CSR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먼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보
면, 현재 LG전자 임원들은 CSR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여가는 과정이라
고 볼 수 있다. CSR의 설계와 운영에서 경영진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점
에서 CSR 부서에서는 CSR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번 1시간씩 임원별로
1:1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한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교육시간에 CSR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다수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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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고객만족이라고 오해하였다. 그러다 차츰 CSR이
사회공헌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교육을 통하여 형성되었으며, 현재는 직
원들 사이에 CSR에 노동과 인권 등과 같은 부분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
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볼 수 있다.
4) CSR 활동의 전략적 변화
LG전자의 CSR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08년 본사 내 CSR팀이 생
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재단을 통하여 문화활동 등
과 같은 사회적 공헌활동을 주로 전개하였다. 현재 LG전자의 CSR 활동
방향은 팀이 생기면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LG그룹에 CSR
팀이 처음 생겼는데, 당시 팀장은 기업이 내리고 있는 CSR 정의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 책임과 공헌은 다른 것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혼
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LG에서 보는 CSR을 사회공헌이 아
닌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활동이 전개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LG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인권, 환경, 윤
리, 사회공헌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이 균형을 이루도록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매년
중대성 분석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면접에 참여한 CSR 담당자는 다
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중대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걸 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1순위로 잡
아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우선하게 됩니다.” (면접자 C)

최근 LG전자의 CSR 방향 변화는 CSR과 비즈니스의 연계점을 찾으려
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CSR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고 할 때 해당 분야와
제품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가치,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LG전자의 CSR의 역사는 크
게 방향이 변화하고 있기보다는 좀 더 기업활동과 CSR의 관련성이 높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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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활동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LG전자의 CSR은 인권/노동, 환경, 윤리, 사회
공헌의 각각의 영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LG전자는 어떠한 한 분야에
활동을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영역에서 활동들이 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
을 중요하게 본다. 이러한 점에서 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묘사하였다.
“CSR은 결국엔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죠. 밸런스가 비행기의 날개인데, 비
행기 몸통은 기업이라고 보면 이 몸통이 잘 날아가기 위해서는 날개, 밸런
스가 잘 잡아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CSR인 것 같아요. 인권ㆍ노동ㆍ환경
ㆍ안전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안전하게 쫙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느 것 하나가 치우치면, 이거는 더 위험한 선택이죠.” (면접자 C)

몇 가지 최근 LG전자가 소개하는 CSR 활동을 보면, LG전자도 다른
기업과 유사하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LG 소
셜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활동은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에 사
무공간을 지원하고 금융을 지원한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이나 세미나를
제공하고 네트워킹 방식을 전수하며, 컨설팅을 통하여 경영관리를 돕고
있다.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는 찾아 볼 수 없던 활동이 있는데, 이는 교육
관련 활동으로 미래 주역인 대학생을 CSR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CSR아
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매해 약 30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여 노동, 인권,
윤리, 환경, 안전보건, 사회공헌 등의 CSR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한다(LG전자, 2018: 69).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들이 실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실행에
옮겨볼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LG전자, 2018: 69). 또한 다른 기
업과 비교하여 눈에 띄는 활동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꾸준하게 CSR 활동
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생협력 그리고 동반성장을 모토로 하여, 협
력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과 교육을 지원하고 컨설팅 차
원에서 혁신 프로세스를 돕는다. 이러한 활동을 다른 기업들이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CSR 부서에서 시행하지 않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해
당 활동을 CSR의 범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와 달리 LG전자는
이와 같은 활동을 CSR 범주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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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차이라고 볼 수 있다.
LG전자의 경우 인권/노동을 CSR의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CSR의 역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LG전자의
CSR은 사회적 공헌, 즉, 기부의 한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점에서 CSR을 사회적 공헌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고자 하였으
며, 이러한 점에서 기업 외부에 관한 것이 아닌 내부의 이슈 또한 CSR의
범주로 적극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LG전자의 CSR의 특징은 노동조합의 참여도가 높다는 것
이다. 실제 회사는 CSR 활동을 하는데 노동조합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본다. LG의 노동조합은 2010년 USR을 선포하였고, 자체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회사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
을 주고 있다. 노동조합이 하는 CSR 활동 중 한 가지는 중소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LG전자로부터
훈련받은 품질관리 마인드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찾아가 문제가 무엇인지
찾고 이를 함께 개선하는 활동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본을 통한
개선이 아닌 큰 자본이 수반되지 않는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LG전자의 노동조합은 회사와 같이 또는 따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
고 있다.

3. SK
가. 기업 현황
SK는 1953년 선경직물주식회사로 시작하였다. 그 후 사업영역을 확장
하고 SK로 이름을 바꾸면서 명실상부 한국의 대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생산제품 또한 다양한데, 산업으로 구분해 보면, 원유/화학 관련업, 정보
통신, 에너지 및 정보통신, 유통/렌터카/패션, PET 필름제조 및 화학, 인
프라/건축주택/플랜트 건설, 해상운송, 가스사 소유 및 복합 화력발전, 생
명과학연구, 의약품 중간체 제조, 특수가스 생산 및 판매, 다이오드/트랜
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 자동화물류시스템 제조 및 판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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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서비스, 조림/조경 및 복합임업 등이다.
재무정보를 살펴보면, 2017년 매출액은 93조 원, 영업이익은 5조 8천만
원이었으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15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
다. 종업원 수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3,933명으로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
대비 계약직 수를 보면, 2015년 1.8%에서 2016년 2.8%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 다시 1.8%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5-8 참조).
기업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배분하였는지
살펴보면 <표 5-9>와 같다. 경제적 가치를 배분한 경향을 보면, 협력사
<표 5-8> SK의 기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 명)
매출액
영업이익

2015

2016

2017

39,569,775

83,617,494

93,296,368

1,430,264

5,280,783

5,861,039

영업이익률

3.54

6.31

6.28

종업원 수

4,174

4,432

3,933

정규직 수

4,096

4,363

3,732

계약직 수

78

69

132

인력 중 파견직 비율

1.8

2.8

1.8

자료 : SK주식회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8: 63∼64).

<표 5-9> 2017년 이해관계자 배분
(단위 : 백만 원, %)
항목

금액

창출된 경제적 가치(매출액)

2,535,655
총액

분배된 경제적 가치

2,140,129

주주 및 투자자

361453

임직원

421,348

협력사

920,543

정부
지역사회
기타운영비
유보된 경제적 가치
자료 : SK주식회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8: 9).

39,133
15,959
381,693
39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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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공하는 외주비, 재료비, 지급수수료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다. 그다음으로는 임직원 급여 부분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주주 및 투
자자에게 제공하는 금액 또한 다른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나. CSR 활동
1) CSR 철학
SK에서 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목표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
회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여 기업이 속한 사회 전체의 행복 극대화
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행복의 창출은 사람에 대한 투자,
모든 활동에서 행복추구, 그리고 혁신을 통한 문제해결을 통하여 가능하
다고 믿는다. 이러한 점에서 SK가 추구하는 CSR의 방향과 목적은 매우
분명하다.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반드시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
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기업에 경제적 가치만큼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 CSR 투자
SK의 CSR 비용은 지역사회를 위한 투자비이다. 투자비는 2015년 약
29억 2,800만 원, 2016년 24억 7,700만 원, 그리고 2017년 17억 5,200만 원
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 대비 사회공헌 투자 비율도 크게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관련 활동 비용만을 산정한 것이라서 이
<표 5-10> SK의 CSR 비용
(단위 : 천 원, 시간)

사회공헌 투자비
영억이익 대비 사회공헌 투자 비율
임직원 기부금
직원 1인당 봉사시간4)

2015

2016

2017

2,928,173

2,477,677

1,752,629

0.20

0.4

0.02

95,298

110,828

100,277

7

-

-

자료 : SK주식회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8: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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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SK는 2015년경 사회적 기업 육성을
CSR 주요 활동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공헌 투자비의 감
소는 이해 가능하다.
3) CSR 부서
SK의 CSR은 SUPEX라는 이름의 경영협의기구 하부조직인 사회공헌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사회공헌위원회에는 총 15명이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다(그림 5-2 참조). SUPEX는 SK그룹 최고의
사결정기구로 SK 계열사의 각종 사업을 조율하고, 계열사의 자율경영에
초점을 맞추며, 그룹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체
제는 2013년에 구축되었다. 과거 SK의 CSR 활동은 SK주식회사의 사회
공헌 사무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각 계열사별로 사회공헌활
동 운영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은 SK가
CSR을 중요한 기업 경영 중 하나로 상정하고 있으며, 경영 전략 차원에
서 CSR을 다루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각 계열사별
로 중복되는 활동을 막고, 좀 더 규모를 키워야 할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
는 전략적 설계를 통해 CSR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그림 5-2] SK 경영협의기구 체계

자료 : SK주식회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8: 8).

4) 2016년부터 자기주도 봉사활동 시행으로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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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SR 부서는 CSR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5～6회 진행된다. 그
결과 CSR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던 임원들의 CSR에 대한 관심이 높
아졌으며, 전 직원이 CSR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
4) CSR의 전략적 변화
SK의 CSR 역사는 1970년대 초반 시작되었다. 이는 다른 기업의 역사
와 비교하여 매우 빠른 출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이익은 사회의
것이며, 기업은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선대 회장의 가치관
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금도 SK는 CSR 역사의 자부심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K에서 가장 처음 시작한 CSR 활동은 교육 분야로, 한국
고등교육재단을 만들어 유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엔 유
능한 인재들이 유학을 꿈꾸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이에 SK는 유능한 인
재를 선발하여 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였고, 그 조건은 학업을 마
친 뒤 국내로 돌아와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현
재 800여 명의 박사인력을 배출해냈고 이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중역으
로 활동하고 있다.
SK는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CSR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최근 현
재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CSR의 목표와 구현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가
지게 되었다. 기업의 CSR은 사회 각 분야에 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었고 활동 또한 사회 여러 계층에 금전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주요
영역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부의 효과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이며,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환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에서 SK는 CSR 목표와 방향 전환을 시도
하게 된다. CSR의 목표를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설
정하고, 주로 금전적 수단을 통해 기부하였다면 여기에 SK가 가진 여러
능력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 CSR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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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회성과의 전문가는 사회적 기업이니까 그쪽에
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고 협력할 방법을 찾고, 하다못해 거기 물품을
구매하는 건 소극적인 방법이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같이 일을 하든지 새
로운 방안을 강조하세요. 회장님이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저희 토론이나
워크숍을 1년에 5～6번 해요. 다 모여서 70～80명 돼요. 모여서 그런 지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사회적 기업에 굉장
히 관심이 많으세요.” (담당자 D)

5) 주요 활동
SK도 물론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계열사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이
나 소외계층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SK
의 CSR 활동으로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 양성이다. SK는 매우 선도
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매우 중요한 CSR
활동으로 정의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SK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SK의 사회적 기업
지원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한 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
팩트 투자는 사회적 기업을 탐색하여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
하나 자본을 직접 제공하기도 하며, 또는 자본이 가능한 곳과 연결해 주
기도 한다. 또한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내는 사
회적 가치를 평가하여 창출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기 부
여한다. SK는 선정한 사회적 기업에 컨설팅 형식으로 경영 전반의 사항
을 코칭한다. 그리고 SK가 나서서 직접 홍보를 많이 한다. 이러한 SK 임
직원의 홍보 효과는 해당 기업의 매출로 이어져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글로벌화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지원한다. 셋째,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사회적 기
업 생태계를 조성화고 활성화를 지원한다. KAIST SE MBA를 운영하여
사회적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며, SCM 전문 사회적 기업인 행복
나래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
러한 SK의 활동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SK 사회적 기업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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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서 강조하는 것은 발생하는 사회적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주어
진다는 것이다. 이를 ‘사회성과 인센티브’라고 하며, 사회적 기업이 창출
한 사회성과를 화폐단위로 측정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러
한 금전적 보상은 더 많은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재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다시 사회적 성과로 창출되어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평가된다.
또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SK에는 다양한 계열사가 있다. 주목할
것은 SK의 계열사들이 각각 다양한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사내 비정규직이나 협력사 관련 CSR 활동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SKC는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하여, 협력업
체에 자사의 윤리경영체계와 정보 보안 노하우와 시스템을 공유한다.
SKC는 협력사에 윤리경영이나 정보보안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
며, 이를 준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SK가 지향하
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협력사와 더불어 성장하기 위한
CSR 활동이다. SK하이닉스도 이와 동일한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차 협력사의 경영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과 컨설팅
을 지원한다. 이는 SK하이닉스와 집적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2차 협력사
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SK의 활동은 앞
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점에
서 CSR 활동의 일환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4. 현대자동차
가. 기업 현황
현대자동차는 1967년 설립되어 현재는 기아자동차와 함께 자동차를 제
조하고 판매하는 명실상부한 국민 기업이다. 재무정보를 보면, 국내와 국
외를 포함한 총 매출액은 2017년 96조 원이며, 영역이익은 4조 원인 것으
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영역이익률이
2015년 6.91%에서 2017년 4.75%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
원 수는 국내 기준으로 보면, 2017년 68,950명으로 고용은 조금씩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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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5-11 참조).
현대자동차가 사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어떠한 이해관계
자들에게 어떻게 배분하였는지 살펴보면 <표 5-12>와 같다. 현대자동차
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
로 경제적 가치를 배분한 경향을 보면, 협력사에게 제공하는 원재료비 부
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임직원 급여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11> 현대자동차 기본 현황
(단위 : 백만 원, %, 명)

매출액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91,958,736

93,649,024

96,376,079

국내

40,667,400

38,823,000

38,827,000

6,357,906

5,193,500

4,574,667

6.91

5.55

4.75

총계

112,072

118,320

122,217

국내

66,404

67,517

68,950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종업원 수

자료 : 현대자동차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8: 111).

<표 5-12> 2017년 이해관계자 배분
(단위 : 십억 원)
항목

금액

창출된 경제적 가치(매출액)

96,376
총액

분배된 경제적 가치

63,334

주주 및 투자자

1,080

임직원

8,921

협력사

53,039

정부
지역사회
유도된 경제적 가치
자료 : 현대자동차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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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SR 활동
1) CSR 철학
현대자동차는 CSV 전략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CSR에서 더 나아가
전략체계를 고도화한 것으로, 사회이슈 해결 기반의 경영활동과 사회공
헌활동을 포괄하는 전략체계를 의미한다. CVS 전략은 경영활동의 방향
을 설정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를 기대한다. 비전은 자동차에서 삶의 동반자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사회 임팩트 확산과 지속가능성 기업 생태계 구축
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인 비즈니스 연계와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기업의
사회책임 의식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전략으로 설
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전략체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
업의 브랜드 관리 수단이 아닌 기업경영의 방향으로 설정하겠다는 의지
로 해석된다.
2) CSR 투자
현대자동차의 사회적 책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회공헌 투자비로 볼
수 있다. 비용을 자세하게 보면, 2015년 660억 원에서 2016년 그 규모가
750억 원으로 성장하였다가 2017년 690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비용이 영업이익과 연동되어 투자된다는 점
에서 보면 2017년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에서 CSR 소요비
용 감소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비용 규모는 감소했지만, 발생한 영
업이익 대비 비율을 보면, 2015년 1.10%, 2016년 1.45%, 2017년 1.50%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직원 자원봉사 인원과 시간을 보면, 임직원 자원봉사 인원은
2015년 24,499명에서 2016년 28,462명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17,105명으
로 감소하였으며, 봉사활동 시간은 2015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에 소개하겠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임직원
자원봉사와 연계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투자비용의 감소와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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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CSR 비용 및 임직원 봉사 시간
(단위 : 십억 원, %, 명, 시간)
2015

2016

2017

70,449

75,502

64,959

1.10

1.45

1.41

임직원 자원봉사 인원

24,499

28,462

17,105

임직원 자원봉사 시간

166,912

144,697

125,093

사회공헌 투자비
영업이익 대비 사회공헌 투자 비율

자료 : 현대자동차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8: 120).

인원 및 시간 감소 추세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CSR 부서
현재 현대자동차의 CSR 담당부서의 이름은 사회문화팀이다. 2006년
사회공헌협의회가 확대되면서 사회문화팀이 신설되었고, 부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팀의 업무는 사회공헌과 관련된 업무와 임직원 만족을 위한
조직 내 문화와 관련된 업무로 구성된다. 팀원은 11명으로 사장 직속부서
이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을 하려는 의
지라고 볼 수 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CSR 관련 교육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CSR팀은 뉴
스레터나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CSR 활동에 관련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도모하고 있다.
4) CSR의 전략적 변화
현대자동차의 CSR은 총 세 번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현대자동차그룹의 사회공헌협의회 발족을 시작으로 현대자동차의 CSR
활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2005년 그룹 내 사회봉사단이 발족
되었다. 2006년 사회공헌협의회가 확대되면서 사회문화팀이 신설되었고,
현재도 CSR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전략과 연계된 CSR은 2008
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외부 전문 컨설팅 기관의 도
움을 받아 사회공헌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당시 수준은 현대
자동차가 사회적 책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와 같은 다짐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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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보기 시작하였지만
사회에 대한 단순기부가 주요한 활동 방식이었다.
2010년 두 번째 변화를 맞이하였고, 사회공헌 중장기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다. 이때부터 현대자동차는 업종 특성과 관련한 CSR 활
동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CSR에 좀 더 전략적 개념을 투영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린무브, 해피무브, 세이프무브, 이지
무브 등과 같은 4대 무브를 중심으로 사업과 연관된 CSR 활동을 전개하
였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5년 동안에는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한 센터
들을 열고, 활동 영역을 확장하였다.
2016년 세 번째 변화의 시기로, 현대자동차는 사회공헌 중장기전략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확장하였다. 기존의 4대 무브에서 드림무브와
넥스트무브를 포함한 6대 무브로 개편하였다. 이는 사회공헌과 사업의 연
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여러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확
장하려는 시도라고 보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경제성 평
가와 함께 사회성 평가를 함께 하는 것으로, 계열사들의 성과평가 항목에
사회적 기여 부분을 추가하였다는 것이다. 지금도 현대자동차그룹은 이
를 통해 전 계열사가 그룹의 전략적 CSR의 방향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전반적으로 계열사들의 사회공헌활동 수준을 끌어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위험요소를 없애는 활동에서 사업 기회가 되는 활동으로 변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주요 활동
2016년 CSR 전략 체계를 개편한 이후, 현대자동차는 6대 무브를 중심
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외부 CSR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각각의 무브의 세부 활동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총
20개의 계열사 활동으로 나누어지며, 여기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활동만
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먼저, 드림무브는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그룹에서 하는 활동을 보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제5장 국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황과 특징 사례연구 101

지원하는 기프트카 캠패인,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층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창업 오디션, 저소득층
청소년을 교육하는 동시에 청년들을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회통합형
리더로 양성하는 H-점프스쿨,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한-베 함께 돌봄
센터, 장애인과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안심생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OK셰프,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자동차 기술을 활
용하여 과학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자동차 과학교실 등이 있다. 이 중 최
근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일자리, 즉 고용 창출이 크다는 것을 통감하고 이 부분에 주력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넥스트무브는 계열사의 장점과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는 각 계열사별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는 저개발 국가의 교육과 보건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프리카 7개 국가에 직업훈련센터, 학교, 보건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사회
이양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지무브는 교통약자가 이동의 제한
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이지무
브라는 사회적 기업 건립을 통하여 특수차량을 만들고 이동편의 시설을
제공하며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셰이프무브는 교통안전과
사회안전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주요 활동을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체
험 교육시설을 통해 교통안전을 교육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회의 고
령화로 인해 노인 보행자 및 운전자 관련 사고가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2016년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린무브는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으로 글로
벌 생태 복원 프로젝트로서 2008년부터 시작된 내몽골 지역의 사막화 개
선 사업이 있다. 이는 NGO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현재 중국 현대자
동차와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호응이 좋은 활
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피무브는 임직원과 고객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이
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룹에서 진행하는 국내 최대 대학생 봉사단인 글로
벌 청년봉사단이 있다. 이는 11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약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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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의 봉사인원을 참여시켰다. 이와 같은 활동과 관련한 프로젝트 수는
2007년 기준 총 145개로, 구분하여 보면 드림무브 40개, 넥스트무브 12개,
이지무브 9개, 세이프무크 18개, 그린무브 12개, 그리고 해피무브가 54개
이며 이 중 해피무브와 관련한 프로젝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외부 CSR 활동에서 차지하는 자원봉사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현대자동차의 CSR 활동은 노사가 공동으로 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식명칭은 ‘현대자동차 노사 사회
공헌활동’으로, 노동조합이 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서 국내 사업장 인근의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
행한다. 2017년 한 해 동안 진행한 활동을 보면, 지역사회 봉사활동, 키즈
오토파크 설립 등이 있다. 특히, 노동조합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키즈오토파크는 국내 최초 자동차 관련 공원이라는 점에서
노조와 회사의 기대가 크다. 활동은 노동조합의 자원봉사 형식을 통해 이
루어지고 비용은 노사합동기금을 통해 나온다. 노사합동기금은 노와 사
가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노와 사는 공동결정자이기도 하며 서로의 감
시 역할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금의 활용에 대하여 이야기함으로
써 노와 사가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를 가지게 되며, 또한 이야기의 주
제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 취지를 가진다는 점에서 화합의 기
회가 된다. 이에 대해 회사도 노동조합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자는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봅니다. 회사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
역 차원에서는 노사가 합동으로 하는 게 제일 따듯해 보이니까. 그리고 노
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저희 사회공헌 담당자에게도 가장 이상적입니다.
노사가 좋은 일을 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외부에 이해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스킨십을 한다는 게 사실 그게 저는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회적 임팩트가 있다고 보고요, 노사도 이런 걸 통해서 관계가
좀 더 소프트해질 수도 있고요.” (면접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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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OSCO
가. 기업 현황
포스코는 1968년 포항제철로 시작하였다. 현재 포항과 광양에 각각의
제철소를 가지고 있다. 주요 생산 품목은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이며 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다. 포스코의 재무현황을 보면, 매출
액은 2016년 한 차례 감소가 있었지만 2015년 581억 9,200만 원에서 2017
년 606억 5,5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은 2015년
과 비교하였을 때, 2017년 7.6%로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현황을 보면, 정규직 근로자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에 반해 계약직 비율은 2015년 5.0%에서 2017년 4.9%로 약간 감
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포스코의 계약직 직원 비율은 다른 기업들
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포스코 기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 명)
2015

2016

2017

58,192

53,084

60,655

2,410

2,844

4,621

4.1

5.4

7.6

16,321

16,756

16,885

계약직 수

724

201

170

계약직 직원 비율

5.0

1.0

1.0

국내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정규직 근로자 수

자료 : 포스코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7: 117, 134).

나. CSR 활동
1) CSR 철학
포스코의 CSR의 시작은 지역사회의 성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를 바
탕으로 관심의 범위를 넓혀 지역뿐 아니라 사회를 대상으로 CSR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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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포스코라는 비전을 가
지고 있다. 전략방향은 전문기관과 협력하고, 포스코의 핵심역량과 사회
적 이슈를 결합하여 새로운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다른 회사의 CSR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지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
한 3대 목표이자 전략이 있다. 첫 번째, 포스코의 CSR은 지역사회를 대상
으로 한다. 이는 포스코의 주 생산품인 철을 이용하여 인프라 확충을 통
해 사회문화적 기회를 확대하여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두
번째, 포스코의 CSR 활동은 양질의 교육 양성을 포함한다. 다양한 대상
에게 양질의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세 번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이는 고용 창출을 의
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소외계층의 고용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경
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CSR 투자
포스코의 CSR 비용은 사회공헌 투자비로 2017년 사회공헌 비용은 957
억 5천만 원으로 2015년, 2016년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공헌 투자비 중 각각 활동에 들어간 비용을 보면, 자원봉사
에 1%, 사회복지에 22%, 체육문화에 50%, 그리고 인재양성에 27%가 투
자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은 체육문화 관련
활동인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공헌투자비는 매년 영업이익의 1.8～2.0%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임직원의 인단 평균 봉사시간을 보면, 매해 다르
기는 하지만 평균 27시간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포스코의 CSR은 1% 나눔재단을 통하여 운영되는 측면이 크다
<표 5-15> 포스코 CSR 비용
(단위 : 백만 원, 시간)
2015

2016

2017

사회공헌투자비

67,654

46,831

95,750

1인당 봉사시간

26.4

29.0

27.9

5,292

7,183

1% 나눔재단
자료 : 포스코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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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재단에서 사용하는 비용도 함께 본다. 1% 나눔재단은 포스코
그룹과 외주 파트너사 임직원들의 급여 1%의 기부와 회사로부터 매칭펀
드를 통해 운영되는 것으로, 2016년 활동에 사용한 비용은 52억 9,200만
원에서 2017년 71억 8,3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CSR 부서
포스코의 CSR은 고용관계실의 사회공헌그룹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단
과는 분리되어 있으며 재단과 포스코사의 사회공헌그룹 담당자는 총 11
명이다. 2018년 조직이 개편되면서 커뮤니케이션실이라고 하여, 홍보, 대
관, 고용관계실을 하나로 합쳤고, 사회공헌그룹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4) CSR의 전략적 변화
포스코의 CSR은 현재도 지역사회를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보고
있으며, 포스코의 CSR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거점이다. 포스코의 CSR
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1988년 광양의 하회마을
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시작되었다. 지역의 마을축제를 지원하는 등 지
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2년
뒤인 1990년 범위를 넓혀 포항시에 장학회를 만들어 장학기금을 출연하
여 지역의 인재 육성을 지원하였다. 이듬해에는 포항과 광양에 동시에 어
린이 철강캠프를 시작하였고, 이 외에도 다양한 지역과 자매결연하여 해
당 지역의 어린이 백혈병 환자의 수술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 포스코의 CSR은 점차 체계를 갖추어가기
시작한다. 2003년 봉사단을 창단하였고, 기업 윤리규범을 선포하면서 포
스코의 CSR 활동은 보다 다양하게 전개되기 시작한다. 현재 포스코 CSR
의 주축이 되고 있는 1% 나눔재단은 2013년 설립되었고, 2014년 재능봉
사단을 발족한다. 그리고 포스코의 CSR 활동 중 가장 자랑거리라고 볼
수 있는 스틸빌리지는 2016년 처음 베트남에 준공되었다.
이와 같이 포스코의 CSR의 시작은 지역이었고, 현재도 CSR의 주요 대
상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시작은
사업을 하고 또한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직접적인 지역인 포항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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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주요 CSR 대상 지역으로 보았다면 현재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의
여러 지역으로 넓혀 CSR 활동을 하고 있다.
5) 주요 활동
먼저 CSR 활동을 보면, 포스코의 대표적인 CSR 활동은 스틸빌리지이
다. 이는 포스코그룹과 임직원 역량을 총집합한 산물이라고 불린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외국의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한 지역에 집, 놀이시설, 편
의시설 등을 철을 이용하여 건설하는 것이다. 포스코그룹과 외주 파트너
사 임직원들의 급여 1%의 기부로 운영되는 1% 나눔재단의 기금으로 활
동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한 활동은 그 결과 베트남에 104채
의 집과 스틸 브릿지 등을 건축하였고, 국내에서도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집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가정에 27채의 스틸 하우스를 제공하
였다. 이와 같은 활동은 2017년 UN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우수사례로 인증을 받기도 하였으며, 해당 지역과
국가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산업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근로자들의 삶을 달래
고, 문화산업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광양이나 포항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세 가지 목적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 보존 및 계승과 관련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지역에는 문화생활을 영유하게 하며, 전통문화를 현대에 알리고, 또한 현
대문화와 결합을 통하여 이를 지속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근로자,
지역뿐 아니라 전통문화 계승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 CSR의 다양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CSR 활동에서 주목
할 것은 포스코그룹과 외주 파트너사가 함께 진행한다는 것이다. 포스코
의 주요한 CSR 활동들은 1% 나눔재단의 기금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
많은데, 이러한 기금은 포스코그룹과 외주 파트너로부터 모금된다. 그리
고 자원봉사도 함께 참여한다. 결국 포스코그룹과 외주 파트너사의 임직
원들은 나눔의 기부자인 동시에 적극적인 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임직원
들은 앞서 언급한 스틸빌리지 같은 것에 봉사형식으로 참여하며, 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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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이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포스코의 CSR 활동은 임직원의 기금과 참여를 바
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6. 롯 데
가. 기업 현황
롯데는 1967년 롯데제과로 시작하여 2017년 롯데지주로 변화하였다.
주료 식료품을 제조하여 식료품뿐 아니라 다양한 물품을 백화점이나 마
트를 통하여 유통한다. 재무현황을 보면, 매출액은 2015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7년 약 2조 3천만 원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또한 2016년 부침이 있었지만 2017년 2015년 수준을 회복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영업이익률 또한 6%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을 보면 기
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일하게 기간제 근로자 수 또한 2015년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017년 8.88%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이는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16> 롯데 기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 명)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정규직 근로자 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2015

2016

2017

2,257,941

2,248,263

2,376,042

144,461

127,769

144,462

6.3

5.68

6.07

4,409

4,458

4,313

502

350

383

11.38

7.85

8.88

자료 : 롯데 홈페이지 공시 정보 내 사업보고서(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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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SR 활동
1) CSR 철학
롯데는 나눔과 상생으로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따듯한 동행, 그리고 꿈꾸는 미래를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롯데의
CSR은 기업 전체의 비전이 새롭게 설정되면서 이것과 영향을 주고받았
다고 볼 수 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룹의 비전은 2020년에 아시아
TOP 10이 되고 매출 20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숫자적인 목표를 상정하
고 이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2017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기업의 목표
를 새로이 설정하였다. 라이프 타임 밸류 크리에이터(Life-time Value
Creator) 생애주기에 따른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회적인 가치를 고
객에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지
만 최근 들어 실제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가치를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고 있다.
2) CSR 투자
롯데는 CSR 비용을 명확하게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지속가능경영보
고서를 통하여 리포팅 하고 있지 않다.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한 CSR 비
용은 최근 1,200억 원에서 1,500억 원 사이 금액을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3) CSR 부서
롯데의 CSR을 담당하는 부서명은 CSV(Corporate Social Value)이다.
이는 2017년 팀명이 교체된 것으로 CSR 활동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측면
이 강조되면서 경영진의 의지에 의해 부서명이 변화하였다. CSV팀명은
현재 해야 할 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지향해야 할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래 팀의 이름은 CSR이었고, 2012년 신설되었다. 지주사에 팀
이 생기기 이전에는 각 계열사별로 CSR 담당자가 존재하였고, 지주 차원
에서 CSR 활동을 관리하는 팀은 없었다. 필요할 때 비서실에서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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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지만 명확하게 CSR을 운영하는 체계가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각
계열사별로 필요할 때 필요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CSR을 관장하는 팀이
생긴 이후에는 CSR의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 계
열사에 배포하여 롯데의 CSR 활동의 방향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역할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CSR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4～5년 동안 경영진의 CSR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이에 따라 CSR에
대한 니즈도 생겨났다. 그래서 CSV팀은 경영진에게 CSR 관련 강의를 제
공하고 있으며, 중간관리자들에게는 일 년에 네 번 정도 CSR의 트렌드,
활동 가이드라인 등에 관한 CSR 설명회를 하고 있다.
4) CSR의 전략적 변화
롯데는 CSR 측면에서 다른 대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체계를 잡아가는 모습도 그러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CSR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다른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그 시작이 다소 늦었다고 볼 수 있다. CSR 활동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
이 지주사에 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각 계열사와 사업장별로 이해를
달리하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대기업들과 유사한 활동을 꽤
오랜 기간 진행하였지만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주목받지는 못한 것이다.
롯데의 CSR 활동의 큰 변화는 2017년 CSV로 철학을 변경하면서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이해관계자를 아동과 여성으로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의 구색을 맞추고 있으며, 전반적인 방향과 전달 체
계를 갖추기 위하여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
5) 주요 활동
롯데의 CSR 활동은 아동과 여성, 군인, 해외 낙후 지역주민, 협력사 등
을 대상으로 한다. 활동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러한 다양한 대상이 CSR
범주에 들어와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CSV팀은 협력사 또한 CSR을
제공하는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현금결제를 늘린다든지 협력사 직
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 CVS팀은 조직
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CSR의 범주에 협력사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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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는5) 하지만, CSR 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 상생
협력 활동을 하는 데도 CSR 관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면접조사에 참여한 CSR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진
술하였다.
“협력업체에 대해 현금성 결제를 늘린다든지, 최근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저희는 동료사원이라 부르는데 백화점에 보면 계산을 하거나 매장 직원들
협력사 직원 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서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한 의자를
마련해서 전 유통사에 한다든지, 동반성장 아카데미라 해서 협력사가 저희
의 인재개발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죠.” (면접자 H)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하
고 있지만 롯데는 주요 고객을 여성과 아동으로 보고 이와 관련하여 더욱
다양한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롯데지주의 이러한 활동 방향 설정을
바탕으로 각 계열사는 이러한 범주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롯데지주가 진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육
아환경 개선산업은 2013년 시작한 보육환경이 열악한 전방지역의 군인가
족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육아공간을 만들어주는 공동육아
나눔터, 2014년에 시작한 사회복지사 워킹맘을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 하
는 캠프를 진행하는 힐링 타임, 그리고 2015년에 시작한 저출산 문제 해
결에 기여하고자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산모들을 위한 출
산용품과 산모교육을 진행하는 예비 맘 프로젝트가 있다. 다음으로, 아동
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사업으로는 2017년 시작한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을 개선하는 꿈 다락, 그리고 동일 해에 시작
한 낙후된 놀이시설을 개선하고 신설하는 맘 편한 놀이터가 있다.

5) 롯데CSV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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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내 주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특징

지금까지 6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현황을 바탕으로 특징을 정리하면 수렴 및 동조화와 함께 다양화로 요약
된다.

1. 수렴 및 동조화
6대 기업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
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모든 회사들이 실행부서를 가지고 있었으며 구
체적인 미션이 존재했다. 회사에 따라 부서명은 다르지만 CSR팀, 사회공
헌그룹, 사회공헌위원회와 같은 부서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부서의 책
임은 임원급이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회사별로 기업의 사회
적 책임 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 수행, 점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회사별로 CSR 부서는 대개 10여 명 내외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지주회사
나 그룹사의 경우 그룹사 전체적으로 CSR 활동 방향을 조율하고 회사가
주력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방향성을 각 계열사에 전달하고 리드하
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체계적으로 계획, 집행, 평가되고 있
었다. 예를 들어 모든 기업에서 CSR 사업계획과 예산은 최고경영진에게
보고되고 이사회의 승인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업예산은 많게는
5,000억 원에서 적게는 400억 원에 이르렀으나 예산의 기준이 기업별로
서로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예
산규모는 매출액이나 기업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사업진행 이
후 CSR 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각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모든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일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
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일률적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조율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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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각 계열사와 해외법인 등 그룹 전체적
으로 통일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위하여 소통하는 구조를 가지
고 있었으며 지주회사나 본사는 우수사례를 알려주거나 전체적인 방향성
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사별
로 CSR 이행에 따른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평가는 계열사나 법인
장의 참여 여부 등 단순한 사실관계부터 구체적인 체크리스트까지 다양
한 편이었다.
넷째, 각 회사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단순기부형태에서 점점 기업의
미션과 연결하여 전략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각 회사들
의 초창기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부에서 출발하여 봉사활동으로 넘어간
후 현재는 각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연계하여 사회
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5-3]과 같다. 그림에서처럼 1단계는 2000년대 초반까지로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느끼고 부서를 만들어 다양한 형태의 기
부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그 후 2단계는 2000년대 중, 후반까지의 단
계로 내부 이해관계자인 직원들과 함께 봉사단을 만들어 국내, 외에서 다
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계이며 이 무렵에는 무작위적인 기
부활동에서 기업이 소재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CSR이 본
[그림 5-3] 한국 대기업의 CSR 성숙 단계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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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마지막 3단계는 대략 200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의 단계로 기업들이 자신들의 강점이나 생산품을 살려 사회적 책임 활동
을 수행하는 전략적 방식으로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
적 책임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굿네이버스, 초록어린이재단과 같은 전문
화된 NGOs들과 협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도 한다.

2. 다양성 추구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간에는 다양성도 존재했다. 첫째, 한국 주
요 대기업들은 전략형 CSR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간다는 목표를
동일하게 갖는 등 수렴되는 공통된 특징을 보이면서 동시에 각 기업이 추
구하는 이념이나 비전에 따라 그 이행경로가 상이했다. [그림 5-4]는 기
업들의 전략형 CSR이 어떻게 서로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준다. 삼성전자
의 경우 기업의 최대 장점인 첨단전자 기술을 활용하되, 이를 임직원과
외부 시민 및 NGO들과 함께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
[그림 5-4] 주요 대기업이 더 나은 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적 CSR 방향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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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중요시하는 전략이다. 다
음으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울산ㆍ아산 등 공장이 소재해 있는 지역을 중
심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하되,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SK그룹은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기업생태계를 창조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며 롯데그룹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을, 포스코그룹은 철을 이용한 지역 중심의 스틸빌리지 건
설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한다. 이처럼 6대 대기업은 더 나은 사회
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각 회사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전략적
경로를 설정해 두고 있다.
둘째, 또 다른 다양성은 노동, 노사관계와 관련된 의제들을 통합하는지,
분리하는지에 따른 것이다. 노동관련 의제가 통합된 경우는 LG전자로,
LG전자는 넓은 개념의 인권 안에 노동에 대한 권리(노동기본권 존중)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인권, 환경, 사회공헌이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대기업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사회
공헌활동을 분리하여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공헌과
같은 외부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과 노동 관련 내부적 사회적 책임이 통합
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따로따로 추진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공헌활
동은 CSR팀에서 담당하지만 협력사에 대한 지원 등의 책임 활동은 상생
협력팀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다.
셋째, CSR을 추진하는데 노동조합과의 협력정도도 차이가 났다. 우선,
노동조합과의 협의 아래 협력적으로 진행되는 기업이 LG전자였으며 현
대자동차와 롯데그룹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수준이고 나머지는 노동조
합이 없거나 있더라도 공동으로 CSR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해외조사 편

한국 기업의 해외 CSR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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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 개요

본 장에서는 해외 전문가 면접조사를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슈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기업 내부자들만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수행한다면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
업 내부자들은 자신들의 경험, 느낌, 태도, 믿음, 의도 등에 따라 사실 그
대로를 말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
로 조사에 임하게 되는 일종의 자기보고 편향(self-report bias)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는 한국 대기업
의 국외 CSR 활동실태를 제3자의 시선, 아울러 전문가의 관점으로 평가
해 보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고용관계 모델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한다.
해외 전문가 면접조사는 2018년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이루
어졌다. 조사의 범위는 삼성, 현대, 기아차, LG, POSCO, SK 등 국내 대
기업의 해외 내․외부 CSR 활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의 주요 내용으
로는 한국 대기업의 CSR 활동 인지 여부, 한국 기업의 전반적인 이미지,
해당 국가에서 한국 기업이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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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현지문화를 존중하고자 노력하는지 여부, 한국 기업의 내․외부
적 CSR 활동에 대한 평가, 노동인권․노동조합․비정규직 근로자․하도
급 기업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태도에 대한 평가, 한국 기업의 법 위반
관련 사건․사고 인지 여부, 한국 기업의 CSR 활동 진정성에 대한 평가,
한국 기업의 CSR 활동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견, 향후 한국 기업의 CSR이 보다 발전하기 위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 등이 포함되었다.
조사의 주요 방법으로 1:1 또는 2:1 심층면접을 활용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은 2018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서울 세계대회(18th
International Labour and Employment Relations Association World
Congress) 참가자 내에서 이루어졌다. 2018년 6월 말, 학회 관계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대회 발표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진은 리스트를 토대로 이번 대회에서 CSR과 관련된
발표를 하거나, 이전에 CSR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나 학
자, 그 외에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고 서울 세
계대회 기간 중 인터뷰 참여 의향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지역과 전공
분야 등을 안배하여 총 43인의 연구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며, 이 가운
데 10인이 인터뷰 참여 의사를 밝혀 왔다. 최종적으로는 9인이 대회기간
중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다. 인터뷰는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서울 세
계대회 장소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당 1∼2시간이 소
요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대륙별로 북미 3인(미국 2인, 캐나다 1인), 유럽 3인
(네덜란드 1인, 헝가리 1인, 러시아 1인), 아시아 3인(베트남 1인, 인도 2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인의 경우 중국계 캐나다인, 미국인 중 1인
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들은 해당 국가의 원주민과는 또 다른 독특한 관
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5인, 여성이
4인이다. 직위별로는 대학교수 8명, 전문연구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별로는 경영학 4인, 경제학 2인, 법학 2인, 노사관계학 1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인터뷰 대상자는 <표 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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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인터뷰 대상자
국가

성별

소속

직위
(전공)

비고

A

미국

여

Kutztown University of
Pennsylvania

교수
(경영학)

마케팅,
한국계 미국인

B

미국

남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교수
(경영학)

노사관계학

C

네덜란드 여 Leiden Law school

교수
(법학)

사회보장법

D

헝가리

남 Károli Gáspár University

교수
(법학)

변호사

E

베트남

여 V

V
익명 희망
(노사관계학)

F

러시아

여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교수
(경제학)

법학 2전공

G

인도

남 University of Burdwan

교수
(경영학)

HR

H

인도

남 University of Burdwan

교수
(경영학)

commerce

I

캐나다

남 Memorial University

교수
(경제학)

중국계
캐나다인

자료 : 저자 작성.

제2절 해외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1. 한국 기업의 전반적 이미지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체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의 전반적 이미
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대륙별로 미국과 캐나다, 유럽 전반,
아시아 대륙에 걸쳐 전반적으로 한국 대기업은 대체로 긍정적 이미지를
이미 형성하였거나, 형성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과거 비교적
저가 브랜드로 인식되었던 일부 제품들도 품질과 서비스 측면에서 높은
신뢰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경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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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타 등 일제 자동차 브랜드가 다소 주춤함에 따라 더욱 더 긍정적 평가
를 얻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자제품 부문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호의적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지적으로 봐서 삼성은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믿
을 만한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컴퓨터도 마찬가지… 예전에 비
해 현대(자동차)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봐서는 제품의 품질에서
많은 개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일본 도요타가 어느
시점부터 많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그 영향을 받았다고 봐요… SK는 미국
아이들이 아직도 잘 몰라요. 제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이 많
이 쓰는 제품인 삼성이나 LG는 그래도 많이 좋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
까지는 Apple이… 삼성은 저가라고 하지 않아요.”(A, 미국)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에 대한 부정적 뉴스는 찾아보기
어렵다. 외투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보의 대다수는 중국 기업과 관련된 것
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ㆍ중 무역전쟁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양국 간 정
치, 경제적 갈등에 따라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좋은 뉴스도 나쁜 뉴스도 중국 회사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일거수 일투족에 매우 민감하니까요. 한동안 폭스콘
(Foxconn)의 노동환경에 대한 부정적 뉴스가 굉장했죠. 한국계 주요 기업
들에 대한 부정적 뉴스는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
여요. 한국 기업도 일본 기업도…” (B, 미국)

유럽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매우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전문가는 한국 기업이 이탈리아 기업과 독일 기
업의 장점을 결합한 매우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였다고 전했다. 러시아
에서도 한국 기업은 세련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형성하고 있
었다.
“네덜란드 기업이나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매우 긍정적입니다. 네덜
란드에서 한국 기업은 이탈리아 기업과 독일 기업이 결합된 기업 이미지
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고 정확하다는 측면에서 독일 기업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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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유사하고, 거기에 이탈리아의 열정까지 더해진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C, 네덜란드)
“한국 기업들은 서구의 기업들처럼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매우 현
대적입니다.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고, 책임감 있고, 예절 바르고,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 러시아)

아시아권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인도의
전문가는 한국 기업 이미지 제고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의 노동력이 결합되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한국
기업 제품은 품질 면에서 높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에서 생산되는 한국 제품은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의 노동력이 결합
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이미지가 좋습니다. 한국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
고, 뭐든지 빠릅니다. 다른 다국적기업이 제품을 제공하는데 18개월이 걸
린다면, 한국 제품은 6개월 만에 시장에 진입합니다. 한국 기업은 제품을
제공하는 조건을 이해하는 능력이 빠릅니다. 고품질이지만 비용은 보다 저
렴합니다. 한국 기업은 고객을 더 나은 방법으로 만족시킵니다… 2018년
랜드스태드(Randstad) 조사에서 삼성 인도법인은 인도 내 가장 매력적인
브랜드 1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G, 인도)
“중국에서도 꽤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제품의
종류가 다른 나라의 제품에 비해 우수합니다. 노동이나 고용 등 위법사항
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I, 중국계 캐나다인)

전문가들은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것은 제품이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은 브랜드임을 강조한다. 제품은 경쟁사에 의해 쉽게 모방되
고 소비자 취향 변화에 따라 진부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파워 브랜드는 소
비자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된다는 것이다.

2. 한국 대기업의 외부적 CSR 활동에 대한 평가
앞선 연구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부적인 책임과 내부적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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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한 바 있다(Tuzzolino & Amandi, 1981; Welford, 2005). Welford
(2005)는 하청기업에 적용되는 노동표준정책, 아동노동 제한, 하청기업
근로환경 조사, 지역사회에 기여 등의 항목을 외부적(external) 사회적 책
임으로, 그리고 직장 내 차별 금지, 동등한 기회보장, 공정한 보상, 근로시
간 명시, 경력개발, 결사의 자유, 고충처리 등의 항목을 내부적(internal)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하였다. 본 절은 Welford(2005)의 틀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세분화하고, 각각에 대한 한국 대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전
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한국 대기업들의 CSR 활동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이 공존하고 있었다. 긍정적 측면 가운데 가장 주요한 점은 자국의 기업
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대기업들이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
국의 선진기술을 자국에 기꺼이 전수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것
이었다. 전반적으로 일본 기업들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외부적 사회적 책
임 활동이 보다 적극적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어떠한 다른 활동보다도 양질의 고용창출이 개별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CSR 활동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해당 국가의 실업률이
높을수록, 내수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자국 기업들의 전반적 역
량이 부족할수록 강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수한 기술, 스킬,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E, 베트남)
“삼성, 현대, LG, SK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국 기
업들의 CSR 활동에 대한 지출은 순이익의 4%로 일본의 2%보다 훨씬 높
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CSR 활동, 직원 권리, 지속가능성, 기부 등. 저는
그것이 모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H, 인도)
“헝가리에서 삼성은 파워 브랜드를 형성하고 있어요. CSR 활동에 대한 전
반적인 평가도 좋구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형성된 거죠.”
(D, 헝가리)

한국 대기업이 외부적 CSR 활동을 잘하고 있으며, 대체로 양호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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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가지고 있지만 CSR 활동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었다.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
임 활동이 전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대기
업 CSR 담당자들과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자칫 소비자들에게 제품 판매나 이익 증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
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때때로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하기
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대기업들이 CSR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본적으
로는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지.
그래서 연구를 그쪽으로 하게 된 것도 있어요. 삼성은 환경 관련 CSR 수
상도 하고 그랬는데 잘 홍보가 안되고 사람들도 잘 모르고… 내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요. 기사는 나는데, 직접 찾아보지 않는 한, 소비자는 알 수
가 없어요.” (A, 미국)

한편, 한국 대기업들의 CSR 활동이 미국이나 유럽 기업과 비교하여 충
분히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부, 환경문
제 대응과 같은 외부적 사회적 책임 활동, 고용관계, 근로자의 권리 등과
연계된 내부적 사회적 책임 활동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
다는 지적도 있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우, 자선 등 외부적 CSR과 고용관계
나 인적자원관리 등 내부적 CSR 모두에서 유럽이나 미국 다국적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베트남에는 유럽, 미주, 아시아 등 다양한 대륙으로부터 온 다수의 다국
적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기업
들은 유럽이나 미국 기업에 비해 CSR 측면에서 높은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자선도 마찬가지고 내부 근로자의 권리 측면에서도 유럽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E, 베트남)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우, 서구의 다국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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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비교하여 환경 부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원하청 관
계에서의 인권 문제도 보다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노동
법 측면에 대한 관심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기업들이 지속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NGO들도 한국 기업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포스코 관련 이슈가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개발
과 관련된 비리가 폭로되고 많은 시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이
야기가 전해졌죠. 대한민국 전 정부와 연루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구요.
원하청 관계에서 인권 문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
런 회사에 투자해서는 곤란하다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C, 네덜란드)

전문가들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소비자 집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소비자 가운데에서도
잠재 고객이나 과거의 구매자보다는 현존하는 고객의 압력이 기업의 입
장에서는 가장 큰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 지구적으
로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소비자 집단 또한
기업에 뒤처지지 않은 강한 교섭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3. 한국 대기업의 내부적 CSR 활동에 대한 평가
한국 대기업의 내부적 CSR 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
가가 공존하고 있었다. 긍정적 측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부분이다. 한국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상
대적으로 높은 보수, 양호한 복리혜택을 제공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 고
용 안정, 경력 관리 등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 인적자원
관리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인도 법인과 비교하여, 한국 기업들이 직업윤리에 대해 철저
하고, 좀 더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서유럽에서도 한국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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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대기업들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있
었다. 전문가들은 한국 법인들에 대한 호의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다른
해외법인들에 비해 인재를 유치하는 데도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
었다고 평가했다.
“삼성 인도법인은 임금, 일과 생활의 균형, 고용안정, 경력관리,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 인적자원관리 등으로 유명합니다.” (G, 인
도)
“한국 회사들은 일단 제품이 믿을 만하고 직업윤리 측면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능력이 우수하고 재능이 있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요. 인도나 중국 회사들하고는 이미지가 달라요. 인도나 중국 회사들의 경
우에는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성향이 느슨하고 핑계 잘 대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 반면에 한국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직업윤리도 훌륭하
고…” (H, 인도)
“저는 삼성을 3년 다녔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는 CSR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재고를 해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충분히 기업이 가진
책임감이나… 삼성은 사회공헌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돈 많이 버는 기업이니까 많이 베풀겠지’ 이렇게
만 아는데 정말 많은 돈과…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근로자에게 잘해줘요.
복지도 괜찮고요.” (A, 미국)

네덜란드의 전문가는 서유럽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의 내부적 CSR이
미국이나 유럽 기반의 다국적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러한 경향은 유럽의 제도적 환경에 따른 규범적 동형화에 따른 것으로 판
단된다.
“네덜란드에만 한정한다면 내부 CSR이 괜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삼성,
LG 등을 생각하면 필립스(Philips) 같은 회사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젊은
기술자의 경우 네덜란드 표준을 기반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일자
리를 제공합니다. 반드시 더 좋거나 더 좋지는 않지만 평등합니다.” (C,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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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란드)

한편, 전문가들은 중부유럽의 사례와 같이 실업률이 낮아 구인이 어려
운 환경에서 내부적 CSR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
하였다.
“현재 내부 CSR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부유럽은 노동력
이 부족합니다. 다국적기업들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상황
이 이렇다 보니 잠재 인력들은 회사에 더 많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기업
간 인재 전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지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최전선에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중부유럽에서는 독일 기업들이 선
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도 비교적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
국 기업들도 내부 노사관계에 큰 관심이 없지만 최소한 그들은 더 높은 임
금을 지불합니다. 독일인들은 고연봉을 지불하고 노동자 친화적 인적자원
관리 정책을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즈키와 같은 아시아 기업은 CSR
활동에 소홀하고 노동자를 지원하지 않는 가장 유명한 회사들이었습니다.
노조결성 방지정책 시행에 따른 법적 분쟁도 많았고요.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을 포함하여 아시아 기업들은 헝가리 환경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D, 헝가리)

한국 기업들의 내부적 CSR 활동에 대한 부정적 측면으로는 대체로 노
동 및 인권 영역 이슈들의 이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과중한 업무,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활용과 아웃소
싱 확대, 노조회피 경향, 자국 문화와의 부정합 문제 등이 두드러졌다. 생
산기지형 해외 진출기업들의 경우, 직종이나 숙련 정도에 따른 임금 차별
화 전략에 따라 상당수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과 아웃소싱 증가에 따른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하청업체 근로
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용자 노조 회피
전략 강화에 따른 갈등 증폭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인도 출신의 전문가는 한국 대기업에 만연해 있는 노동강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장시간 노동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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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이 다른 외국기업에 비해서는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일ㆍ
생활 균형을 맞추기에 힘든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글로
벌하게 서로 연관이 돼서 내부적 CSR에 개선이 훨씬 더… 보는 게 있으니
까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G, 인도)

베트남 전문가는 한국 대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근로조건을 조성
하고 있으며, 이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근로자들의 권리 존중의 측면에서는 유럽의 다국
적기업들에 비해 한국 대기업들이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이나 LG는 근로조건이 꽤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에 따라 인
재를 유치하는데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근로자들의 권리 존
중 부분에서 유럽 회사들에 미치진 못하는 것 같아요.” (E, 베트남)

미국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
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미국 대학의 경영학도들 사이에서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끔식 아이(학생)들이 어디서 기사를 봤는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지금은 52시간을 선정해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6:30에 컴퓨터가 꺼진다
고 얘기는 하는데, 정말 일을 많이 시키는 나라, 기업으로 (인식)해요. 그
래서 제가 ‘아니야 그럴 정도는 아니야’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누구한테 들
었거나 기사를 통해 한마디로 노동착취 수준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A,
미국)

네덜란드의 전문가는 한국 대기업의 노사관계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일부 대기업의 무노조 경영 방침은 향후 유럽 시
장에서 활동함에 있어 더욱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 기업들은 내부적 CSR 활동보다는 외부 CSR에 보
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들
은 중요시하지만 노조 활동 보장이라든지, 노동시간 단축 등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만큼의 신경은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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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부 이슈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
니다.” (C, 네덜란드)

인도 출신의 전문가는 일부 한국 대기업의 비정규직 활용과 사용자의
반노조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인도의 제도적
환경, 인도 내 경쟁업체들의 유사한 경영전략에 따라 보편화된 것으로 보
인다.
“삼성이 비정규 고용을 많이 활용하지요. 하지만 삼성을 독특하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도 전역의 일반적인 고용 패턴입니다. 사람들이 넘
쳐나고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죠. 수요 예측도 어려워 한시적 고용이 필요
하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노동, 임금 격차, 노동조합 부재 등은 인도에서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노조 가입에 따른 해고도 빈번합니다. 제가 말했듯
이 이것은 한국 기업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반노조주의
도 일반적입니다. 파업에 따른 조업중단도 원치 않는 것이구요. 때때로 노
동조합은 파괴적인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국 기업과
관련된 현상이 아니라 인도의 비즈니스 현상입니다. 주변 상황이 이런데
한국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G, 인도)

인도 출신의 또 다른 전문가는 다국적기업 진출이 늘고, 근로자 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향후 인도에서 고용관계와 관련된 갈등이 점차 증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의 경영진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을 끝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노
조는 자신의 권리가 축소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일종의 갈등을 겪습니다.
인도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왜
냐하면 그들은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직, 시간제 고용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당분간 인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갈등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H, 인도)

러시아의 전문가는 러시아에 진출한 제조업 기반 다국적기업의 생산직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수준 문제를 지적하였다. 러시아 생산직 노동자들
의 저임금 고착화는 육체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사회적 풍조와 맞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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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있다.
“러시아의 평균 임금수준은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자격수준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은 일부 경영진을 제외
하고는 (생산직 노동자들에게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려 하지 않아요. 외
국 회사는 훨씬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러
시아 평균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도 일
종의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F, 러시아)

헝가리의 전문가는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
적하였다. 무노조 경영 방침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원청의
경영 기조에 따라 다수의 협력업체의 노사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면담자는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제조업 기반 한국 대기업들의 수준이 경쟁사인 독일 업체들에 비해 뒤떨
어져 있다고 평가하였다.
“삼성에 관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노동 전문변호사로서 고
용관계의 측면에서 CSR을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무노조 기업을 고수합니
다. 헝가리 노조는 수차례 삼성 공장 조직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
니다. 삼성과 같은 경영 방식은 결사의 자유 측면에서 문제가 없지 않습니
다… 협력업체의 노사관계는 모회사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헝가리에
는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독일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우디(Audi), 메르세
데스(Mercedes) 등 독일 회사들의 노사관계는 강력하고 원활히 작동합니
다.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서 단체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사용자
들은 노조와의 협의를 당연시합니다. 그에 비해 한국 기업들은 노동 정책
의 측면에서 선진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D, 헝가리)

베트남의 전문가는 베트남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 중 한국 기업과 관
련된 부정적 뉴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면담자는 베
트남 내 전체 노동쟁의 4분의 1 이상이 한국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등 한국 기업과 관련된 각종 사건ㆍ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
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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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를 보면 한국의 많은 고용주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 중 한국 기업에서 가
장 많은 파업이 일어납니다. 베트남 내 전체 파업의 25% 이상이 한국 기
업에서 발생합니다. 한국 기업과 연관된 사기 사건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한국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파산한 후, 수천 명의 근로자를 (6개월 동안
무보수로) 남겨두고, 사회 보장은 없습니다. 임산부 출산 혜택도 없고 고
용주는 야반도주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파악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태는 베트남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베트남 노동조합은 한국인 고용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뉴스를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법인이 삼성인지, 소규모 한국 업체인지 상관하
지 않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단지 ‘한국어’를 듣고 한국 기업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E, 베트남)

중국계 캐나다인 전문가는 균형적 CSR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내부적 CSR 활동도 외부적 CSR 활동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기업들이 왜 이것을 무시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외부적 CSR 활
동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기업 내부
의 부패 문제, 장시간 노동, 왕따 문제 등도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부분입
니다.” (I, 중국계 캐나다인)

면접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은 외부적 CSR뿐 아니라, 노동 이슈 등
내부적 CSR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직접 고
용 근로자뿐 아니라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과 생활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4. 한국 대기업의 국내․국외 CSR 활동의 불균형성과 그 원인
몇몇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불균형적이라는 비판적
의견을 제기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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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내부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을 상대
적으로 경시한다는 의견이 존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판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CSR의 외부적 활동과 내부적 활동의 주요 이슈와
관련 행동 규범이 전혀 다름에 따라 양자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
은 일종의 불공정한 비교(unfair comparison)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내․외부 CSR 활동 간 불균형 문제는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외부적 활동과 내부적 활동 간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제기되는 것은
국외 활동과 국내 활동 간 불균형 이슈다. 한국 기업 중 일부는 국내에서
와 다르게, 해외 진출 시 해당 국가에서 내부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과 외
부 지역사회를 위한 책임을 균형 있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반면에, 일부 기업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외부적인 CSR
활동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 대기업의 국내․국외 CSR
활동은 원칙에선 큰 차이가 없지만, 프로그램 내용, 실행 방식에서는 국
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같은 기업이 남미에 진출
해서는 외부적 CSR 활동보다는 내부적 CSR 활동을 중요시하지만, 중국
에 진출해서는 내부적 CSR 활동에 비해 외부적 CSR 활동에 보다 집중
하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국내 대기업 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한국 대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법․제도
등 환경의 차이, 경쟁 환경, 자신의 역량과 자원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CSR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대기업의 CSR 활동 상당 부분이 강압적 동형화에 따른 것임
을 보여준다.
“캐나다의 노동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결사의 자유, 동등 기회 보장
등 노동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매우 엄격한 법이 적용됩니다. 중국은 다
릅니다. 지방정부는 내부적 활동보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활동 등을 중요
시합니다… 탈세는 중국에서 큰 문제입니다. 거의 모든 중소기업은 중국에
서 세금을 회피합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탈세
는 상상하기 어렵죠.” (I, 중국계 캐나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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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적자원관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산설비가 위치
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과 문화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실
업률과 고용관계에 대한 인식에 큰 편차가 존재하며, 동일 기업의 노사관
계 또는 인적자원관리 전략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알라바마 사람들은 직업을 원해요. 경영진의 반노조 전략 등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제로 그 일자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일부 주들은 해당 지역이 얼마나 노동조합 조직화에
취약한 지역인지를 대놓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경영자들은
큰 부담 없이 반노조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B, 미국)

헝가리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기업이 불법을 자행하지
않는다면, 즉 기업이 법적 책임을 준수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는 없다. 사회는 기업에 윤리적 또는 재량적 책임을 기대하지 않으며, 이
에 따라 다국적기업들도 상위 차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행에 대한 부담
에서 벗어나게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개념이 헝가리에서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
니다. 많은 회사들이 CSR은 법 준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법을 어
기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잘 모르고, 기업에게 다
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 압력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
다. 압력이라고 한다면 독일 기업 등 경쟁자로부터의 압력이 오히려 강할
수 있습니다.” (D, 헝가리)

서유럽 전문가는 같은 유럽권 내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
력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CSR 전반에 대한 규제는 중부 또는
동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더욱 엄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중부유럽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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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재무적 투명성이 강조되고 환경과 노동권에 대해서도 엄격합니다.” (C, 네
덜란드)

러시아의 전문가는 러시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
이 자국의 제도보다는 국제적 규범이나 경쟁사들로부터의 사회적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나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들 스스로 경
쟁 가운데 일종의 동료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peer pressure)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법이나 제도보다는 국제적 규범에 의한 영
향이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업 본사와 해외법인 간 사회적 책임 활
동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F, 러
시아)

결국, CSR 활동은 각 기업의 사업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CSR 활동은 기업의 고유 이미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기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전략적 효용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해
외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법․제도 등 환경의 차이, 경
쟁 환경, 자신의 역량과 자원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CSR 전략을 수립
하고, 그 전략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각국 환경의 차이, 지역
사회 니즈의 차이는 동일 기업의 국내․외 CSR 활동의 불균형성을 야기
한다.
“한국 기업의 CSR은 비즈니스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교육 프로그램은 삼성 제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Safe Move’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CSR을 비즈니스와 연계시
키면 CSR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략적 CSR을 매우 효과
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LG는 인도 병사들을 존중하고, 장애를
해결하고, 청결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CSR 활동을 보다 널리 알리는 이유입니다.” (G, 인도)

한국 기업의 국내․외 CSR 활동의 불균형에 대한 또 다른 환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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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한국과 진출국 간 문화적 간극이 지목되고 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가치관과 태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이
러한 차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국내․외 CSR 활동은 원칙에선 큰 차이
가 없지만, 프로그램 내용, 실행 방식에서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
타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는 더 자유롭게 하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의무적
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사회활
동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
서 솔직히 자발적으로 가지 않고 팀장님이 가라 그래서요. 직원 입장에서
‘또 가야 돼?’ 이렇게 돼요. 해외에서는 CSR이나 봉사활동 등등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지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이 돼서도 같이 당연
히 자발적으로 가서 도와줄 수 있지. 그게 근무시간 넘어서의 일이라도 그
냥 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업무로 느껴져요. 그 차이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도 기업들이 할 때 어려움이 더 있는 것 같고 외국에서는 그만큼의 자발적
인 참여가 있으니까 더 쉽게 하는 것 같아요.” (A, 미국)
“러시아인들은 실용적이고, 문화예술을 중요시합니다. 해외 기업들의 CSR
활동도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극장, 오케스트라, 음
악가, 박물관 등을 지원하는 것이죠. 기업들의 CSR 활동이 해당 지역주민
들의 호평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문화적 차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아시아 문화는 많이 달라요.” (F,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면담 참여자들은 진출국 문화와 국민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적 스타일의 노무관리는 현지 근로자
들의 반감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는 기
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중요 과제다. 해외에 진출
한 한국 대기업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진출 회사가 한국
회사가 아닌 해당 국가의 회사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현지인 관리자 비
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 경영 스타일은 좀 더 독단적입니다. 규정을 철저히 지키라고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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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정당성을 갖지만 독단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현지 근로자들 입장
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H, 인도)

베트남의 전문가는 일본의 선례를 통해 한국 기업들도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기업들도 문화적 간극에 따라 베트남 진출
직후 다양한 위기를 경험했으며, 이를 통해 현지에 보다 적합한 경영 체
제를 갖출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 투자자들이 1990년대 초반 베트남에 왔기 때문에 일본인은 조금 다
릅니다. 처음에는 일본 기업들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업도 빈번히
발생했구요… 일본의 문제는 규칙 면에서는 매우 엄격하지만, 근로자가 원
하는 것을 그다지 신경 쓰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베트남 문화는 조금 달
라요. 우리는 좀 더 유연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일본 방식을 잘 이해하
지 못해요. 이러한 간극 때문에 많은 파업이 있었어요. 2005년 이후, 일본
회사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일본식 경영 스타일이 아닌 베트남 문화에 적
응하고자 노력했어요.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자 노력했지요. 예를 들어, 특별한 경우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었고, 노동자
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일본 협회의 자산 중 하나는 10 년
전 구 투자자들이 경험을 토대로 파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E, 베트남)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해외 진출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각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이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기업들
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존재와 영향
력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헝가리에선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헝가리 정부는 다국적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체결하
면 사업을 영위해나가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노조, NGO 등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기업들은 노조나 시민 사회로부터의 압력을 크게 느끼진 않습
니다.” (D, 헝가리)

베트남의 전문가는 당, 사무총장, 노조 대표, 청소년 대표 등 이른바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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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Big Four)의 존재와 그들의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였다.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과의 사전 협의는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기
업 경영활동에서 근로자 참여의 중요성 또한 재차 강조되었다.
“베트남 문화는 집단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권에 뿌리
를 두고 있어요. 한 회사에는 ‘빅 포(Big Four)’가 존재합니다. 당의 장(공
산당), 사무총장, 노동조합의 장 및 청소년 대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빅 포는 회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국영 베트남
기업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매우 높으며 때로는 사무총장과 동일합니다.
또한 우리는 매년 모든 노동자가 모여서 토론하고 질문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자 회의를 갖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당이 개입하여 모든
결정을 내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들러리를 서기도 하기 때문에 완벽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론 이와 같은 방식의 근로자 참여가 이
루어집니다. 그러나 한국 스타일은… 한국인 매니저들과 많이 이야기했는
데, 그들의 감정은 내가 돈을 가지고 들어와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와 소득
을 창출하고, 나에게 감사해야 하며, 아무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관리자들과도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
립니다… 베트남에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참여가 보장되어
야 합니다.” (E, 베트남)

해외 진출기업들의 CSR 활동에 대한 태도는 기업의 경쟁 전략과도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예컨대 원가우위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CSR 활동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쟁사에 비해
지속적 비용우위를 확보하고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점유율을 확
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주요한 이
유 중 하나는 저렴한 노동력 확보에 있다. 그리고 해외 진출기업의 이와
같은 동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기업은 내부적 CSR 활동에 더욱 무심해지
는 경향이 있다. 결국, 원가우위 전략을 구사하는 업체일수록 CSR 활동
에 더욱 소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기업을 포함해 대규모 다국적기업이 헝가리에 진출한 근본적인 이
유는 저렴한 노동력에 있습니다. 진입 이유가 이렇다 보니 기업이 CSR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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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중요시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책임 활동 수행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
됩니다.” (D, 헝가리)

한편, CSR의 정의에 대한 혼선 또한 기업의 CSR 불균형을 야기하는
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앞선 연구들은 CSR의 개념이 복잡하고 너무 많은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어 개념정의가 다양하며 국가별로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면접조사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다. 면접대상자
가운데에는 내부 CSR만을 CSR로 인식하는 학자도, 외부 CSR만을 CSR
로 보는 학자도 존재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내․외부 간 균형적 CSR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외부적 CSR만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하는
나라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 대기업들의 CSR 활동이 외부
적 활동에 보다 집중되고, 외부 CSR 활동을 중시하는 경향성은 이러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
“대부분의 네덜란드 사람들은 CSR이 실제로 무엇인지 모릅니다. 나는 그
것이 윤리적이고 환경적, 인권적 함의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
하지만, 내․외부 사회적 책임을 구분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릅
니다. 현재의 개념은 자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의 내용은 중첩되기
도 합니다.” (C, 네덜란드)

전문가 중 일부는 내부적 CSR만을 CSR로 간주하고, 외부적 CSR은
마케팅 또는 브랜드 관리의 일환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저는 내부 CSR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기업의 자선 활동에는 관심이 없습
니다. 내 관점에서 외부적 CSR은 브랜딩이나 마케팅에만 해당하는 것입니
다. 그것은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E, 베트남)

면담 참여자 중에는 외부적 CSR과 내부적 CSR의 균형적 관점을 강조
하는 학자도 존재했다. 헝가리의 전문가는 내․외부 CSR 활동의 균형성
또는 불균형성은 해당 기업의 CSR 활동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
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 생각에는 만약 기업이 내부적 CSR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외부
적 CSR 활동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캐롤의 유명한 피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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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임의적 네 가지 수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레벨은 내부적 CSR과 외부적 CSR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EU는 CSR을 내부적 CSR과 외부적 CSR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습니다. 균형적 CSR을 강조하는 것이죠.” (D, 헝가리)

이론적 측면에서, 한 사회 또는 기업의 CSR에 대한 개념 정의는 CSR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CSR과 고용관계의 접점이 넓다고 인식할수록, CSR 포트폴
리오는 보다 균형 잡힌 방식으로 구성되고, 결과적으로 CSR이 고용관계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CSR과 고용관계의
접점이 줄어들수록, 즉 CSR과 고용관계는 무관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
면 강할수록 내부적 CSR에 대한 경시 풍조가 심화되고 CSR 활동의 불
균형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CSR이 고용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확률이 높다.
한편, CSR이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노사정, 소비자 집단, NGO 등
주요 행위자들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예컨대, 사용자의 원가
우위 전략과 노조 회피 전략, 노동조합 조직률, 노조 지도부의 성향, 소비
자의 태도, NGO의 압력 등은 CSR이 노사관계, 원하청 관계 등 고용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조 운동은 여기에서 매우 강력
하며 일반적으로 CSR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포함합니다. 노조는 일관되
게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직원 권리 등을 추구해 왔습니다.
사용자도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I, 중국계 캐나다인)
“노동조합과 시민 사회는 해외법인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노동자 인권이 빈번히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조
가 있는 기업은 사정이 좀 났지만 무노조 기업은 근로환경 문제가 더욱 심
각합니다. 사용자뿐 아니라 정부도 이들의 목소리를 묵과할 수만은 없습니
다.” (G,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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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SR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들은 CSR 활동이 브랜드 가치나 조직 이미지, 소비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막강하며, 향후 그 영향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
망하였다. 모든 면담참여자들은 기업의 CSR 활동이 장․단기적으로 재
무적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의 명성을 확보하
는 것은 매우 어렵고 더딘 과정이지만 기업의 명성을 잃는 것은 순식간이
라는 사실 또한 강조되었다. 기업과 관련된 부정적 정보의 영향은 고관여
상황에서 보다 강화될 수 있다.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여 신념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하
게 된다. 소비자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기업이나 제품 전반에 대해 가
장 호의적인 것으로 평가한 대안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제품이 있는데 정말 품질이 나쁘면 당연히 안 사죠. 그런데
이 제품 저 제품도 괜찮을 때, 예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 영향이 있
는 거겠죠. 예를 들어 H&M이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사회공헌 하지 않았대
요, 번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 이유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우리나라 와서
돈은 벌어 가는데, 왜 사회공헌을 하나도 하지 않지? 벌은 만큼 기업의 책임
이 있잖아요. 그렇게 영향이 오는 거죠. 물론 언젠간 할 수 있겠지만… 그 순
간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쌓이면 당연히 큰 영향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CSR 활동을 한다고 해서 당장 매출은 단기간에 오른다는 거는 아니
죠. 그렇지만 잘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효과가 있겠죠.” (A, 미국)

중부유럽의 전문가는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타이어가 대단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전했다. 사용자의 반노조전략, 노사갈등, 노동쟁의, 산업
재해 등 한국타이어와 관련된 부정적 뉴스가 지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물론 과도한 일반화는 문제가 있지만… 미디어에서 매우 가혹했기 때문
에 아무도 한국타이어를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더 나은 평판을 얻
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타이어를 사야만 한다면 나는 한국타이어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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닙니다.” (D, 헝가리)

미국의 전문가는 삼성전자의 사례를 언급하였다. 그는 최근 삼성전자
회장 일가와 관련된 부정적 뉴스가 전파되면서 그동안 부단히 쌓아왔던
삼성전자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저는 외부적 CSR을 항상 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가장 잘하고 있는 것
은 맞아요… 미국에서도 삼성, LG 등 큰 기업들은 외부적 CSR을 많이 하
기 때문에 이미지는 좋습니다… 소비자 로열티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삼성이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CSR로는 10위 안
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CEO가 구속되는 바람에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하면서 CSR은 2017년도로 보면 10대 기업에서 빠졌더라고요.” (A, 미국)

6. 향후 전망 및 제언
다수의 전문가들은 CSR 활동은 기업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
력이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최근 사회적 책임 활동 각 분
야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
제상황, 법ㆍ제도 등 각국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외부적 CSR 활동을 중
요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영향에 따라
내부적 CSR 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다.
“요즘엔 우선순위가 분명히 변하고 있어요. 5년 전에 저에게 물었다면, 분
명히 돈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훨씬 발전하고 있고, 실업률은
낮아요. 노동력이 부족한 환경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훨씬 중요해졌어
요. 내부 CSR 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커졌고요.” (D,
헝가리)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해오던 관성, 이미 형성된 조직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내부적 책임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I, 중국계
캐나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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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전문가들은 향후 NGO, 국제기구, 소비자 집단 등 새로운 행위
자들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내부와 외부 간 균형적 CSR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에서도 점점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
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겁니다.” (F, 러시아)
“네덜란드에서도 기업윤리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어요. 제품의 품질도 중
요하지만 전체 가치사슬 내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노동권도 중요합니다.
반인권적 환경에서 생산된 제품, 비윤리적 제품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CSR 기준 충족 업체와만 거래하는 자발적 윤리강령이 강화되고 있어요.
소비자뿐 아니라 정부도 기업에 CSR 정책을 강요하고 있고요… 최근엔
그린피스 같은 NGO도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입니다.” (C, 네덜란드)
“전자 부문 모든 공급업체가 EICC(전자업체 행동규범)를 준수하도록 요
구받고 있습니다. 환경과 내부 고용관계 모두 중요해진 것이죠. 법ㆍ규정
에 따라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균형적 CSR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 인도)
“한국 기업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품의 좋은 이미지와 선한 사용주의
이미지를 결합시켜야 합니다. 헝가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이 강대한
회사와 훌륭한 제품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회사의 책임 있는 이미지를 개발하기 위해 CSR의 내부 측면
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D, 헝가리)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의 국외 활동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 면담자 중
일부는 한국 대기업의 국외 CSR 활동에서 향후 보다 주력해야 할 분야
로 환경, 교육, 원하청 등 공급망 내 선한 사용자의 책임성 강화 등을 지
목하였다. 환경 문제의 경우, 전 지구적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자원 경
쟁 위기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환경이 가장 큰 이슈예요. 모든 비즈니스 어젠다에서 가장 큰 것은 환경
오염인데, 그쪽에서는 삼성이든 LG든 모든 대기업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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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고 Galaxy 6은 친환경 상도 받았더라고요. 재활용된 물품으로 만
들었다고 해요. 그런 것은 왜 홍보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제품의 성능도
중요하겠지만요…. 제조업 기반 경우에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환경에 덜 공해가 되는 물품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공급망을 개선하여
공기오염을 막는다든지, 그런 게 내부적으로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나쁜 것
은 있는 대로 다 쓰고 돈을 고아원에 준다, 아니면 애들 학교를 지었다든
지, 연관이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있는 분야에서 신경 더 쓰는
거고 서비스업 경우에는 계속 외부적 CSR만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더
고객와의 거리가 가깝잖아요. 이쪽은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CSR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 커뮤니티 개발, 환경적인 요인 등등이 중요하겠
죠.” (A, 미국)
“이제는 포화 상태입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제
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장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화
두는 환경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할 때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은 환경에 대한 영향입니다.” (I, 중국계 캐나다인)
“러시아에서도 환경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환경 행동, 친
환경 일자리와 생산,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 영토를 복원하는 것과 관련
된 프로그램 등이 중요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다국적기업에 요구하는 사회
적 책임 활동도 대부분 이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고아 등 사회
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활동도 중요합니다. 몇몇 다국적기업들이 이런 종
류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러시
아의 많은 지역들은 환경 개선, 교육 확충을 위한 인프라나 자금력이 부족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해준
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F, 러시아)

교육 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맹률이 높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
역에서 보다 더 강조되는 이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다국적기업들의
지원활동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절실한 과제로 지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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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베트남에 있는 회사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사회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 베트남)
“4억의 인구는 여전히 빈곤층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환
경이나 교육이 아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다국적기업들이 곁에서 취약
계층을 돕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H, 인도)
“CSR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교육이라고 해요. 교육적인 측면은 많은 사람
들이 돈을 주고 환경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는 교육을 지원
할 수 있는데도 가장 작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데에 CSR을 돌린다면
훨씬 더…” (A, 미국)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CSR이 해당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사용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도급 업체나 비정규직을 대하는 방식이 CSR 활동 진정성
을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했다. 향후 중국
기업들이 해외진출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경쟁상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국과 차별화되는 고진로형 CSR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
도 있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공급망에서 CSR은 기존의 노사관계
에 의해 보호되지 않은 영역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의해서 보호하
기 좋은 영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다국적기업들은 막대한 힘을 보
유한 권력기관으로 볼 수 있다. 대기업들은 그들의 힘 중 일부를 공급망
내 기업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행사할 필요가 있다. 선한 사
용자로서 그들의 역할은 노동조합 조직률이나 단협 적용률이 낮은 환경
일수록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네덜란드 내 모든 노동에 있어 원청의 책임은 매우 큽니다. 회사가 간접
고용 임시 근로자를 아웃소싱 하는 경우,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엄격히 준
수해야 합니다. 이는 네덜란드 내에서 사업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C, 네덜란드)
“솔직하게 말해서, 외부적 CSR, 예를 들어, 환경 보호, 소비자 관계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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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부적 CSR 측면에서 기업 간 경쟁은
없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노동 지향적 CSR이 중시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CSR은 오랫동안 노동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내부적 CSR이 강조되어 왔습
니다… 회사의 이미지는 대부분 근로자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측정됩니
다… UNGP나 OECD 지침, 가이드라인, 실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청 업
체가 원청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원청은 하청의 근
로환경에 대해 실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망 책임의 법적 문제에 대
한 메시지의 일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
다고 생각합니다.” (D, 헝가리)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이 이득만을 취하고
책임은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공급망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인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책임감에 대한 감수성은 소비에 대한 하나의 척
도입니다. 디즈니나 월마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 소비자들은 원
청의 책임 이슈에 대해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B, 미국)

전문가들 중 일부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의 중요성을 강조하
기도 했다. 세계화로 인한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곤란
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나 정부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노조 또한 지역사회와 공급망 내 근로환경 전반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
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노조가 사회발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할 때에야
비로소 이익집단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뿐 아니라 가치사슬 내에 속한 다른 근로자들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압박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 네덜란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조는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한층 더 도약
할 수 있습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조직화 확대를 위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B,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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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문가들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CSR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기업의 명성은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사소한 경험들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업과 소비자 간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맥락에서 CSR 활동에 대한 간헐적, 단편적 정보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
즉각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일부 국가의 경우, 일시적 CSR에 대한 국
민적 반감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책임 활동의
콘텐츠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프로세스의 측면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은 12월이 되면 그런 광고나 기사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는 시기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 하면 오히려 반감이 커져
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냥 꾸준히 하는거 같아요… 한국을 보면 너무 시기
적으로 그때만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가고 또 쭉 안하다가 갑자기 그때 막
하고. 누구나 할 때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회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
는 상황이긴 해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은 했으나, 결과적으로 너희가
나에게서 돈을 가져가고 구매를 해서 나를 설득하려고 그런 용도로 사용
했다… 사회공헌이라는 기본 취지와 충돌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눈에
봤을 때는 실은 좋게 보이지 않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전략적
인 메시지에 프레이밍(framing)이라든지, 디지털 매체력으로 얘기한다든
지 그런 거에 따라 그런 회의감이 들 수 있거든요… CSR은 단지 좋은 일
만 하려는 게 아니고 기업은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소비자는 분
명히 이 기업은 돈을 버는 조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CSR을 통
해서 홍보적 효과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인지한다. 여기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부정적인 시선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보자’라는 게 가장 큰 이
슈인 것 같아요.” (A, 미국)
“미국 내 기업 간 경쟁은 전쟁입니다. 메시지 차별화가 중요하지요.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계 회사라면 극복해야 할 편견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소비자가 제
품 가격에만 의존한다면 기업 경영이 수월한 훨씬 심플한 세상이겠죠. 하
지만 소비자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CSR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CSR의 결과를 대중과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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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B, 미국)

이처럼 전문가들은 향후 외부와 내부 CSR의 조화와 균형 강화, 그리고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
울러 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도 지적되었다.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해 자율로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일정한
의무를 효과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 정책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유리한 환경
을 조성하고 진출국 및 모기업 국가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은 CSR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가 많은 편입니다. 정부의 CSR 수행
역량이 부족한 경우 그러한 경향이 강화됩니다.” (F, 러시아)
“CSR은 기업 이미지 제고 전략이기도 하지만, 제도적 영향에 따른 결과물
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경우 기업들은 정부 자원에 대한 대가로 CSR을 수
행합니다.” (I, 중국계 캐나다인)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결국 한국 대기업의 해외 CSR
활동의 주요 동인은 외부 압력에 따른 강제적 동형화, 경쟁사들에 따른
모방적 동형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국가의 법과 제도, 주요 행
위자들의 압력에 따라 한국 대기업들의 외부적 CSR 활동 편향성이 강화
된 측면이 없지 않다. 시장 경쟁의 격화와 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라 모방
적 동형화에 의한 CSR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외부자들은 대체로 한국
대기업 CSR의 진정성과 성숙도에 다소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전문
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경제적, 법적 책임에 머물지 않고, 윤리적, 자율적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 진정한 우량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
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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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 결

본 장에서는 해외 전문가 면접조사를 기반으로 한국 대기업의 해외에
서 사회적 책임과 고용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면접조사 결과는 국가별,
개인별 상황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의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공통적인 부분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에서 한국 대기업은 대체로 긍정적 이미지를 이미 형성하였
거나, 형성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기업의 외부적 CSR 활동에 대
해서도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내려졌다. 한국 대기업의 외부적 CSR 활동
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수이지만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에 따라 일반인
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 대기업들의 내부적 CSR 활동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었다. 긍정적 측면 가운데 가장 주요한 점은
자국의 기업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대기업들이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내부적 CSR 활동에 대한 부정적 측면으로는 노동
및 인권 영역 이슈들의 이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대체로
지적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저임금, 비정규직 활용과 아웃소싱 확대, 노조
회피 경향, 자국 문화와의 부정합 문제 등이 두드러졌다. 생산 기지형 해
외 진출기업들의 경우, 직종이나 숙련 정도에 따른 임금 차별화 전략에
따라 상당수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과 아웃소싱의 증가에 따른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용자 노조 회피전략 강
화에 따른 갈등 증폭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셋째, 한국 대기업의 외부와 내부 CSR 간 불균형성에 대한 지적과 더
불어, 국내 CSR 활동과 국외 CSR 활동의 불균형 문제 또한 제기되었다.
한국 기업 중 일부는 국내에서와 다르게, 해외 진출 시 해당 국가에서 내
부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과 외부 지역사회를 위한 책임을 균형 있게 이행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일부 기업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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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외부적인 CSR 활동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
대기업의 국내․외 CSR 활동은 원칙에선 큰 차이가 없지만, 프로그램 내
용, 실행 방식에서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넷째, 한국 대기업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국내와 국외 CSR 활동의 불
균형성은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과 내부 자원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즉, 한국 대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법․제도 등 환경의 차이, 경쟁
환경, 자신의 역량과 자원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CSR 전략을 수립하
고, 그 전략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대기업의
CSR 활동의 상당 부분 강압적 동형화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제도적
환경, 행위자들의 압력은 기업들의 CSR 포트폴리오 구성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친다. 인건비 절감 유인이 강한 기업들에는 내부 CSR을 경시하는
경향이 종종 발견된다.
다섯째, CSR의 정의에 대한 혼선 또한 한국 대기업의 CSR 불균형을
야기하는 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앞선 연구들은 CSR의 개념이 복잡하고
너무 많은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어 개념정의가 다양하며 국가별로 다르
게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면접조사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내․외부 간 균형적 CSR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외부적
CSR만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하는 나라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일부 기업들의 CSR 활동이 외부적 활동에 보다 집중되는 경향
성은 이러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론적 측면에서, 한 사회 또는 기업의
CSR에 대한 개념 정의는 CSR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관계자들이 CSR과 고용관계의 접점이 넓다고 인식
할수록, CSR 포트폴리오는 보다 균형 잡힌 방식으로 구성되고, 결과적으
로 CSR 활동이 고용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반
면에, CSR과 고용관계의 접점이 줄어들수록, 즉 CSR과 고용관계가 무관
하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내부적 CSR에 대한 경시 풍조가 심화되고 CSR
활동의 불균형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CSR이 고용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확률이 높다. 한편, CSR이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노사정,
소비자 집단, NGO 등 주요 행위자들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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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사용자의 원가 우위 전략과 노조 회피 전략, 낮은 노조조직률, 해당
지역의 강한 반노조 정서 등은 CSR이 노사관계, 원하청 관계 등 고용관
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여섯째, 전문가들은 CSR 활동이 브랜드 가치나 조직 이미지, 소비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막강하며, 향후 그 영향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모든 면담참여자들은 기업의 CSR 활동이 장․단기적
으로 재무적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향후
NGO, 국제기구, 소비자 집단 등 새로운 행위자들의 영향력 강화와 더불
어, 내부와 외부 간 균형적 CSR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곱째, 한국 대기업의 국외 CSR 활동에서 향후 보다 주력해야 할 분
야는 환경, 교육, 원하청 등 공급망 내 선한 사용자의 책임성 강화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CSR이 해당 지역사회의 문
제를 해결하고 좋은 사용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도급 업체나 비정규직을 대하는 방식이 CSR
활동 진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공급
망에서 CSR은 기존의 노사관계에 의해 보호되지 않은 영역 가운데 기업
의 사회적 책임에 의해서 보호하기 좋은 영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업
들은 공급망 내 기업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 선한 사용자로서 대기업의 역할은 노동조합 조직률이나
단협 적용률이 낮은 환경일수록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
들 중 일부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
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사회발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할 때에야 비로소 이
익집단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한국 대기업의 해외 CSR 활동의 주요 동인은 외부 압력에
따른 강제적 동형화, 경쟁사들에 따른 모방적 동형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 해당 국가의 법과 제도, 주요 행위자들의 압력에 따라 한국 대기업
들의 외부적 CSR 활동 편향성이 강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시장 경쟁 격
화와 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라 모방적 동형화에 의한 CSR 경향도 확산되
고 있다. 외부자들은 대체로 한국 대기업 CSR의 진정성과 성숙도에 일말
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경제적, 법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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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머물지 않고, 윤리적, 자율적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 진정한 우량기
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외부와 내부 CSR의 조화와 균형 강화, 그리고 기업별로 차별화
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역할이 여
전히 중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자율로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일정한 의무를 효과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책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
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진출국 및 모기업 국가 간 커뮤니
케이션 채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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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 현황

1. 멕시코 기본 현황
가. 인구 및 산업 현황
멕시코는 2015년 현재 1억 2,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 15세 미
만 인구가 전체의 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6.8%
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인구증가율은 약 1.2%이며 인구 밀집
도는 km2당 61.6명이며 기대수명은 약 74.8세이다.
<표 7-1> 인구 현황 및 구조
멕시코(2015년)
인구수(백만 명)

OECD(2015년)

한국(2016년)

121.0

-

50.0

15세 미만

27.6%

18.0%

13.6%

65세 이상

6.8%

16.3%

13.5%

지난 5년간 평균 인구증가율

1.2%

0.6%

0.5%

인구밀집도(명/km )

61.6

35.1

515.2

기대수명(세)

74.8

80.4

82.1

2

자료 : OECD(2018); OECD(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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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한국과 비교하여 15세 미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14% 더 많으
며, 60세 인구가 11% 더 적어 상대적으로 더 젊은 인구 특징을 지니고 있
다. 지난 5년간 평균 인구증가율은 한국 및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기대수명은 한국에 비하여 8세 더 낮은 74세를 나타내고 있다.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이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는
달리 멕시코는 제조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 안정성을 구축해 왔다. 1980
년 후반부터 1990년 상반기까지 멕시코 정부는 경제 정치적 국가 구조조
정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민영화 시행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편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1990년에 멕시코와 미
국 간의 무역비중이 전체 69%였으나, 2000년까지 이 비중은 80%까지 높
아졌다. 그러나 중국이 비용우위 전략을 통해서 멕시코를 대체할 생산기
지로 떠오르면서 멕시코는 이에 대응하여 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으로서 자동차와 전자산업에 집중하였다. 이에 의
류산업의 비중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43%까지 급락하였고 대신 자동
차 산업의 수출 비중이 152% 급성장하고 전자산업 수출 비중이 73%까지
급증하였다. 또한 2000년 멕시코의 노동비용이 중국에 비하여 58% 높았
던 반면 2015년 멕시코의 노동비용은 중국에 비하여 20% 낮아지면서, 글
로벌 제조업체들은 중국 대신 멕시코를 주요 생산기지로 선택하기 시작
하였고 멕시코로 선회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멕시코는 제조산업과 미국과의 무역확대를 통해 지속
적인 경제구조의 안정성을 추구하였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도 OECD에 따르면 멕시코의 GDP는 세계 순위
15이며 인구당 GDP는 한국에 비하여 1만 달러 낮은 약 8,900달러를 기록
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평균 GDP 증가율은 약 2.48%를 나타내고 있다.
멕시코의 지난 5년간 평균 GDP 증가율은 OECD 국가 평균인 2%를 상
회하고 있다. OECD 2017년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경제가 저성장을 나타
내고 투자 및 생산성이 하락하는 등 경제적으로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멕시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미국의 무역 및 경제
정책상 불확실성 증가, 또한 페소화 가치의 급락 등으로 인한 경제적 외

제7장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 153

부환경이 긍정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경제는 꾸준히 성장했
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된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내수시장의 수요 증가와
2012년부터 시작된 정부주도의 경제구조개혁정책으로 인한 물가인상억
제 및 실질임금과 고용률 향상을 주된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멕시코의 산업구성을 나타낸 <표 7-3>에서 나타나듯이 부가가치 창출을
기준으로 2차 산업이 OECD 국가 평균인 26.6%를 상회하고 있어 상대적
<표 7-2> 멕시코 한국 OECD 평균 국가들의 경제 현황 비교(2017년)
멕시코
GDP(백만 USD)
인구당 GDP(USD)

OECD 평균

한국

1,149,919

-

1,530,750

8,902.83

38,148.77

29,742.84

GDP 순위

15위

-

12위

지난해 대비 GDP 증가율

2.04

2.38

3.06

지난 5년간 평균 GDP 증가율

2.48

2.01

3.00

자료 : The World Bank(2018).

<표 7-3> 멕시코 각 부문별 부가가치 창출 비중
(단위：%)
멕시코(2015)

OECD 평균(2016)

한국(2016)

3.3(2015)

2.5(2016)

2.1(2016)

2차 산업(건설부문 포함)

32.8(2015)

26.6(2016)

38.7(2016)

서비스 부문

63.9(2015)

70.9(2016)

59.2(2016)

멕시코(2015)

한국(2016)

운송장비 제조업

58.3

58.7

제조상품

10.5

13.1

9.5

12.0

운송장비 제조업

47.1

35.1

제조상품

13.7

20.1

화학 및 화학관련 제품

11.4

11.7

1차 산업

자료 : OECD(2018); OECD(2017).

<표 7-4> 멕시코의 한국 주요 수출입 품목 비중

수출(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화학 및 화학관련 제품
수입(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료 : OECD(2018); OECD(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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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차 산업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나타내
고 있다. <표 7-4>는 멕시코의 수출입 관련 품목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데, 운송장비 제조업이 수출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미국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세계 대부분의 다국적기업
들의 OEM 공장들이 멕시코에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나. 사회 문화적 특징
멕시코의 문화적 특성은 홉스테드의 각국별 문화차이 분석에 따라서
비교하고자 한다. 홉스테드의 문화차이 분석 요인들은 ‘권력 거리(Power
distance)’, ‘개인주의(Individualism)’,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남성성(Masculinity)’, ‘장기 지향성(Long term orientation)’, ‘관
용(Indulgence)’ 총 여섯 가지로서 한국과 멕시코의 각 요인별 수치는 다
음과 같다.
권력 거리는 평등성을 가늠하는 요인으로서 점수가 높은 경우 상하관
계 구조가 뚜렷한 사회라는 의미다. 사람들은 상급자의 명령을 쉽게 따르
며, 각자의 위치에 대해 쉽게 인정한다. 멕시코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상하관계가 뚜렷하다.
개인주의는 개인 간의 의존성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점수가 높을 경우
<표 7-5> 멕시코와 한국의 문화 차원 요소 비교표
문화 차원(Cultural dimension)

멕시코

한국

권력 거리(Power distance)

81

60

개인주의(Individualism)

30

18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69

39

남성성(Masculinity)

82

85

장기 지향성(Long term orientation)

24

100

방종(Indulgence)

97

29

자료 : Hofstede

Insights.6)

6) Hofstede Insights(2018), https://www.hofstede-insights.com/. 본 Hofsted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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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의존도가 낮으며 점수가 낮을 경우 집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두 나라가 모두 그리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 않아 두 국가 모두 집단
주의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집단주의 국가는 충성도를 다
른 사회적 규범보다 더 중요시하며, 모든 개인에게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강한 관계를 조성한다.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는 가족과 같은 관계로
인식된다. 그러나 두 나라만을 비교할 경우 멕시코가 한국에 비하여 개인
주의 성향이 더 강하며 한국이 멕시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집단
주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불확실성 회피는 사회 구성원이 불안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불확실성
을 줄이려 하는지에 대한 지수며, 두 나라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 불
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혁신적인 행동이나 아이디어를 용납하지 않으며,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열심히 바쁘게 일해야 한다는 내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 시간을 엄수하는 것과 정확성을 강조하며, 보안을 중요시한다.
남성성의 수치가 높은 경우 경쟁, 성취, 성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
기며, ‘일하기 위해 살고 있다(Live in order to work)’는 생각을 가진다.
여성성이 강한 국가는 평등과 높은 삶의 질을 중요시하며, ‘살기 위해 일
한다(Working in order to live)’는 생각을 가진다.
단기(Short term) 지향성을 가진 국가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를 의
심하며, 오랜 전통과 규범을 중요시한다. 멕시코는 단기 지향적 국가이며,
전통에 대한 존경과 기존 방법에 따른 빠른 결과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장기 지향적 국가로 실용을 중요시한다. 한국에서의 기업은 분기별
이익과 같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시장점유율의 꾸준한 성장과 같은 장기적
성과를 중요시하며, 회사는 주주를 위해 매 분기마다 돈을 버는 게 아닌 여
러 세대를 거쳐 이해관계자와 사회에 봉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관용은 개인이 얼마나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정도
를 나타낸다. 한국은 억제(Restraint)가 높은 사회로 사회적 규범 아래 자
신의 행동이 극히 제한되고, 냉소주의와 비관주의 성향이 강하다. 반면에,
멕시코는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즐길 줄 알고, 삶에 긍정적인 태도와 낙
관주의 성향이 강하다. 개인은 여가 시간을 더 중요시하며, 원하는 대로
는 윤정민(경희대 언론정보학과) 조교가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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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고 소비한다.
다. 노동시장 현황
15세에서 64세 사이 고용률은 한국, 멕시코, OECD 국가 평균 모두
6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참여율은 한국과 OECD에 비하여 낮
은 63.7%를 나타내고 있다. 평균 연간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한국과 멕시
코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하여 약 300시간과 500시간을 초과하고 있으
며 한국과 멕시코의 차이는 약 200여 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15세 이상
실업률의 경우 멕시코가 한국을 상회하고 있어 4.3%로 나타났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멕시코가 2017년 1달러를 넘지 않으며 한국은 6.4달러였다.
멕시코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관행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하는 주
요한 동기로 나타났으나 반대로 소비를 위축시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멕시코와의 나프타 무역협상의 전제조건으
로서 멕시코의 저임금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멕시코 정부
는 이러한 미국의 압력 등의 다양한 외부환경 조건으로 인하여 2017년 12
월 1일 최저임금을 80페소에서 88.36페소로 약 10% 인상을 단행하였다.
<표 7-6> 고용률 및 연간 노동시간과 실업률

고용률(15～64세, %)
경활인구 비중(15～64세, %)
연간 노동시간
실업률(15세 이상, %)

멕시코(2015)

OECD 평균(2016)

한국(2016)

60.7

66.9

66.1

63.7(2014)

71.7

68.7

2,228(2013)

1,763

2,069

4.3

5.78

3.7

자료 : OECD(2018); OECD(2017).

<표 7-7> 시간당 최저임금[구매력평가지수(PPPs) 반영]
(단위：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멕시코

0.86

0.86

0.86

0.87

0.87

0.87

0.87

0.89

0.92

0.95

한국

4.48

4.62

4.61

4.66

4.84

5.07

5.36

5.70

6.10

6.43

자료 : OECD(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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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의 CSR 활동 사례

1. 기아자동차
가. 기아차 멕시코 법인 기본 현황과 시장에서의 성과
기아자동차 멕시코 법인은 2014년에 설립되었다. 기아차 멕시코 법인
이 위치한 몬테레이는 부품회사들이 밀집해 있고 대단위 산업단지들이
포진되어 있다. 또한 멕시코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멕시코 고
용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로 누에보레온 주에 위치해 있다. 미국과
의 거리는 200km이며 미국향 수출에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대부
분 북미 시장 수출을 하고 있기에 품질과 가격 면에서 우수한 부품조달이
용이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아차 멕시코 법인은 북미 시장과
멕시코 및 남미 시장을 개척하고 기아차의 해외생산 비중을 49%에서
55%로 끌어올리는 전략적 기지로 기대되고 있다.
기아자동차 멕시코 법인은 연간 30만 대 생산 규모를 가진 공장이다.
부지 규모는 약 500ha로 현대차 해외 공장시설 규모 중 기아자동차 조지
아 공장과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공장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멕시코
진출 시 한국에서 동반진출한 협력업체는 14개 업체이며 현지 협력업체
수는 17개이다.
<표 7-8> 기아자동차 멕시코 법인 현황
설립연도
2014년

생산제품

내수시장 점유율(2017)

주요 시장

자동차 생산 및 판매

5.6%

미국 80%, 멕시코 20%

현지 종업원

한국인(주재원 : 현지채용)

총인원

2,400명

55 : 15

2,470명

종업원 수
현지 주소

Boulevard KIA No. 777, C.P. 66679, Pesqueria, Nuevo León, México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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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2014년에 공장을 설립하여 2016년에 가동을 시작하였고,
생산량의 80%는 미국 수출을 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내수시장을 목표
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 2015년 당시 시장점유율
은 2%였으나, 본격적으로 공장가동을 시작한 2016년 이후 멕시코 시장점
유율이 3.5%로 늘어났으며, 2017년에는 5.6%로 급상승하였다.
판매실적 성과 측면에서는 시장순위가 2017년 7위에서 2018년 5위로
급상승하였다. 2017년 1월부터 8월 누적 집계를 나타낸 <표 7-9>를 보면
기아차의 판매실적이 멕시코 시장에서 7위였으나, 2018년 동기에는 5위
로 상승하였다.
품질 성과의 경우 기아차 멕시코 법인의 생산품인 소형차 리오를 북미
시장에 수출한 2016년 이후 기아차 포르테와 리오는 2017년과 2018년 연
속 소형차 부문 JD Power7)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
수출부문에서의 성과는 <표 7-10>에서 나타나듯이 동월(8월) 2018년
<표 7-9> 2017년과 2018년 멕시코 내수시장 판매대수
2018년 1～8월 누적 대수
순위

브랜드

2017년 1～8월 누적 대수

판매대수

순위

브랜드

판매대수

1

니산

204,072

1

NISSAN

240,840

2

GM

144,619

2

GM

163,610

3

VOLKSWAGEN

100,408

3

VOLKSWAGEN

127,766

4

TOYOTA

68,780

4

TOYOTA

67,421

5

기아차

61,011

5

FCA MEXICO

65,733

6

FCA MEXICO

58,325

6

SLING

58,000

7

SLING

56,704

7

기아차

55,712

8

MOTOR FORD

46,977

8

MOTOR FORD

54,116

9

MAZDA

36,344

9

MAZDA

34,188

10

HYUNDAI

32,962

10

HYUNDAI

27,901

자료 : 멕시코 자동차협회(Asociación Mexicana de la Industria Automotriz a.c. AMIA).

7) JD power 평가는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차량의
고객들에게 228개 항목에 대한 품질 만족도를 조사해 100대당 불만건수를 바탕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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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17년 수출량(수출 대수) 증감률을 비교했을 때 도요타가 54.2% 증
가하여 수출실적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기아차는 다음으로 높은 약
50%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7년과 2018년 양년의 1월부터 8월까지 누
적 수출대수의 증감을 비교했을 때 기아차의 누적 수출량이 가장 높은
39.5%를 기록하였다.
기아차 멕시코 법인의 기업 성과의 다양한 요인 중에서 본 연구는 기
아차 멕시코 법인의 내․외부 CSR 활동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아
차 사례연구에서는 우선 기아차 멕시코 법인의 비전이 제시하는 조직 방
향성을 분석하고, 비전 속에 위치한 CSR 활동 부서의 역할과 권한을 살
펴보고, 이후 외부 CSR 활동과 내부적 CSR 활동내역을 기술하고자 한
다. 이후 내․외부 CSR 활동의 상호 유기적 결합이 어떤 활동을 통해 나
타나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유기적 상호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및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7-10> 멕시코 진출 자동차업체의 수출 실적(2018년과 2017년 비교)
(단위：대, %)
브랜드명

8월
2018

2017

아우디

16,299

15,501

FCA 멕시코

66,944

포드

1～8월까지 총계
2018

2017

증감률

5.1

121,431

87,133

39.4

57,170

17.1

408,340

385,436

5.9

20,339

26,151

-22.2

171,068

218,730

-21.8

GM

80,720

59,946

34.7

547,630

409,976

33.6

슬링

4,181

16,787

-75.1

97,893

126,860

-22.8

기아

25,523

17,060

49.6

136,386

97,799

39.5

마즈다

11,127

11,927

-6.7

99,774

103,797

-3.9

nd

31,909

nc

nd

320,148

nc

도요타

15,915

10,318

54.2

120,195

98,087

22.5

폭스바겐

40,757

29,339

38.9

244,266

256,164

-4.6

니산

증감률

자료 : 멕시코 자동차협회(Asociación Mexicana de la Industria Automotriz a.c. A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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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아차 멕시코 법인의 사회적 책임 활동
1) CSR 전략과 구조
기아자동차 멕시코법인은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비전을 달
성하기 위하여 ‘멕시코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일터’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하에서 외부 CSR와 내부 CSR을 양축으로 한 실행전략을 세
우고 있다.
외부 CSR은 ‘멕시코 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외부 CSR 활
동을 통하여 멕시코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하고 있다. 내
부 CSR은 ‘종업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서 ‘가장 역량 높은 종업원들의 조직 충성심’을 높이고
자 하고 있다.
기아차동차 멕시코 법인의 CSR 구조는 내․외부 CSR을 전담하는 부
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외부 CSR을 전담하는 부서인원은 5명
이고 내부 CSR인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활동을 전담하는
부서인원 3명이 있다. 부서책임자는 한국 주재원이며 내․외부 CSR 활동
을 계획, 활동과정 점검 및 성과 측정과 보고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지 매
니저가 제안하는 의견을 대부분 존중하고 있다. 부서책임자의 주된 역할
은 본사 CSR 비전과 관련한 방향성을 공유하여 이와 일치하는 기아차
멕시코 법인의 CSR 전략과 방향을 정하고, 현지 매니저들은 해당 방향성
에 따라서 CSR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기아차 멕시코 법인의 CSR 전담 부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담당 부
서원의 인원수가 다른 기업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은 특징이 있는데, 이는
신생 외국투자 법인으로서 CSR을 통하여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높
이고자 하는 전략적 이해와 CSR 활동을 경쟁우위를 실현할 수 있는 전
략으로 삼고자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CSR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아차 멕시코 법인의 이해는 외부 환경
요인 때문이기도 하다. 멕시코 사회의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
로서 외부 CSR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 사회의 경우
기부문화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 중 가톨릭을 믿는 인구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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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기부문화가 국가문화로 정착되어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다국적기업을 유
치하여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방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대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멕시코 국민은 직접
적인 기부를 선호하고 있다.
다. 외부적 CSR 활동
외부 CSR 이해관계자는 기아자동차 멕시코 법인이 위치한 뻬스케리아
<표 7-11> 기아자동차 멕시코 법인의 주요 CSR 활동
CSR 활동

대상

활동 세부내역

장애인 대상
1 휠체어 농구대회
지원

몬테레이 장애인
단체

자동차의 바퀴와 휠체어 바퀴가 이
동성을 제공함에 착안하여 지역 및
전국 장애인 농구대회 후원

2 차량지원

몬테레이 지역
기술학교

매년 기아차 차량을 기술학교에 기
부하여 자동차 관련 교육훈련을 진
행할 수 있도록 후원

3 여름학교

인근 낙후지역인
(뻬스케리아)
저소득층 어린이

매년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방학기간
중 방치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2주간 여름학교 교육 프로그램 진행

4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5 장학금 지원

낙후지역(뻬스케리아)
자동차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
저소득층 어린이
몬테레이 기술학교

지역 기술학교에 장학금을 지급

6

지진피해 기부금
전달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30만 달러 기
멕시코시티 지진피해
부 및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재민들
통한 지진피해지역 구호물품 전달

7

저소득층 개안
수술 기금 기부

저소득층 개안 수술
대상자

포르테 판매 대수에 연동하여 대당
300페소 기부금 조성으로 2016～17
년간 1천 명 개안 지원

8 Make a wish 사업 불치병 소년, 소녀

불치병 소년, 소녀들의 ‘소원’ 들어주
기 캠페인. 예를 들어 어린이들의 소
원 중 하나인 디즈니랜드 방문 지원.
총 50만 페소 지원

소아암 어린이 수술 몬테레이 지역
및 병원비 지원
소아암 어린이

리오 판매대수와 연동하여 대당 300페소
기부금을 조성하여 총 600만 페소 지원

9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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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빈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멕시코 법인은 이
들 낙후지역 어린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 하는 목표로 외부 CSR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아차 멕시코 법인의 이해관계자 중 특이사항은 산학협력 관계를 통
해서 지역의 주요 대학인 TEC de Monterrey와 함께 대학생들에게 교육
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매년 교수와 학생들
의 공장 방문을 지원하고, 기아차 멕시코 법인 매니저들이 ‘기아차 학기
제’에 참여하여 교수들과 공동으로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멕시코 법인의 주요 CSR 활동은 낙후된 지역사회의 경제
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낙후지역 어린이들을 대
상으로 한 교육활동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다.
라. 내부적 CSR 활동
1) 직원
기아차 내부 CSR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내부 노동자의 수는
2018년 현재 2,470명이며, 이 중 현지국 노동자의 수는 2,415명이다. 현지
노동자 중에서 멕시코인은 2,400명이며 나머지 15명은 현지채용 한국인
이다.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 수는 55명이다.
기아차 멕시코 법인의 내부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CSR의 특징은 멕시코 자동차 산업 중 종업원들의 복지제도를 선도하
는 기업이 됨으로써 최고 역량 인재들의 충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전략방
향에 따라서 내부 CSR 제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략적 방
향성에 따라서 직원들과의 소통 활성화 제도 운영을 통해서 종업원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성을 세우고, 원탁회의 및 뉴스레터를 발행하
여 기업의 성과상황을 종업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종업원 가족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지 종업원의 문화활동으로
어린이날, 어머니날, 아버지날, RSCA de Reyers, 멕시코 독립기념일, 죽
은자의날, 발렌타인스데이, 신년 메시지, 연말행사를 매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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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문화제도 외에 기아차의 개별 종업원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평균 연간 교육시간은 사무직의 경우 70시간, 생산직의 경우 120시간 그
리고 영업직의 경우 1시간이다.
2) 노동조합
기아차 멕시코 법인의 중요한 내부 CSR 이해관계자 중 하나는 노조이
다. 기아차 멕시코 법인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CTM이며,
CTM 노조는 멕시코의 정치적 경향성이 가장 강한 노조로, 때로는 경제
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경
우 사측과 우호적인 관계형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기아차 멕시코 법인에 설립된 노조는 자동차산별노조로 조직대상을 생
산직으로 삼고 있으며 조직률은 100%이다. 기아자동차 멕시코 법인이 설
립된 2014년 이래로 노사 간의 임금교섭은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단체협
약 관련 교섭은 격년으로 진행된다. 노사 간의 단체교섭은 산업별 대각선
교섭으로서 패턴 교섭이 진행되며 산업별 노조가 개별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면서 타 사업장에서 체결된 단체교섭안이나 산업별 최소내용을 기
준으로 교섭안을 사용자에게 제안하면서 교섭이 진행된다.
기아자동차 멕시코 법인이 멕시코에 진출하면서 개별적 노사관계 관행
강화 및 종업원 대상 복지제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노사 간의 갈
등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에 2014년 이래로 파업은 한 건도 발발
하지 않았다.
임금수준은 누에보레온에서 유일한 완성업체이기에 몬테레이 지역 타
산업의 사업장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멕시코에서 비정규직 고용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기아자동차는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3) 협력업체
기아자동차 멕시코 법인은 멕시코 진출 시 20개 한국 협력업체와 동반
진출을 하였다. 진출 초기부터 협력업체들과 월례 회의를 개최하여 협력
사들이 멕시코 현지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기아자동차 멕시코 법인은 협력업체와 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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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통해 현지 노동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만한 노사관계 구
축을 위해 협력사 주재원들의 멕시코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자 하고 있다.
멕시코 노동법규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현지 노동법에 대해 학습하고
동반진출 협력업체들이 현지 노동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강조하면서
협력업체에 개별 및 집단적 노사갈등 발생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협력업체 주재원들과 현지 멕시코 직원들 간 문화차이로 인한 노사
간 갈등이 발발하지 않도록 현지문화에 대한 협력업체 주재원들의 이해
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협력업체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한편, 주정부의 노동법 관련 부서와 정기적 네트워
크를 통해서 노동법 준수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협력업체의 참여가 필
요할 경우 공동기금을 조성할 때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도록 고무하고 있
고, 공동기금 운용에 대한 사안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력
업체들은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
업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삼성전자
가. 삼성전자 멕시코 법인 소개와 성과
멕시코의 삼성전자 생산시설은 두 개 지역에 위치해 있다. TV 생산공
장은 미국과의 국경지대인 티후아나에 있으며, 냉장고와 세탁기는 멕시
코시티에 근접한 께레따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삼성전자 티후아나 공장
은 1986년부터 가동되었으며 약 6,000명 규모의 TV 생산공장으로, 제품
의 80% 이상이 북미(미국과 캐나다)로 수출되고 있다.
삼성전자 께레따로 공장은 2002년에 설립되어 2003년부터 가동하고 있
으며, 약 3,537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께레따로 생산품의 80%가량은
북미로 수출되며 멕시코 내수시장에 약 20%가 판매되고 있다. 께레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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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2> 삼성전자 께레따로 법인 현황
삼성전자
께레따로
종업원 수
현지법인
주소

설립연도

생산제품

주요 시장

2002년

냉장고 세탁기

미국 80%, 멕시코 20%

현지 종업원

한국인(주재원 : 현지채용)

총인원

3,500명

12:25

3,537명

SAMSUNG ELECTRONICS DIGITAL APPLIANCES MEXICO
Av. Benito Juarez #119 Parque Industrial Queretaro Puerto de
Aguirre Queretaro Mexico CP 76220.

자료 : 저자 작성.

공장은 2017년 매출이 늘면서 누적적자가 청산되었다.
삼성전자는 북미 가전시장의 수출비중이 80%이며 미국시장에서 프리
미엄 가전제품 시장점유율이 1위이다. 멕시코 내수시장에서는 2017년 GE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제품 품질성과 측면에서는 품질지표를 보면
지속적인 품질관리 경영을 통해서 환경안전, Reposible Alliance Business
로서 인권노동 환경안정 부문상의 인증을 획득하였다.
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삼성전자의 CSR 비전은 ‘지역 내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이며, 실
행전략은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전사 수준의 CSR
실행전략으로서 한국 본사에서 기획된 CSR 활동과 삼성전자 멕시코 법
인에서 자체적으로 현지 문화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기획된
CSR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본사에서 기획되고 전사 수준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교육과 의료부분의 CSR 활동이 있으며, 삼성전자 멕시코 법인에
서 기획되어 진행되는 활동은 고용창출과 연계된 CSR 활동이 있다.
CSR 책임자는 현지인 1명이며, 연간 CSR 전략, 실행계획을 기획하고,
연말에 CSR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한다. 이후 개선내용을 바탕으로 차년
도의 실행계획에 반영한다. CSR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CSR을 실행하는 이들은 30여 명의 GWP(Great Work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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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내조직 구성원들이 담당한다. 각 30여 개의 부서에서 1명의 직원
이 자발적으로 GWP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삼성전자 직
원들의 CSR 활동 참여를 독려, 고무하며 동기부여 및 홍보활동을 진행한
다. 예를 들어 이들은 신입이나 경력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CSR 의무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CSR 활동교육 및 활동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
고 향후 차년도 월별 활동을 계획한다.
삼성전자 멕시코 법인(께레따로)의 CSR 이해관계자는 직원들과 지역
대학, NGO 단체, 각종 기술학교와 병원에 있다. 이들 이해관계자는 각기
다른 삼성전자의 CSR 활동을 통해 구축된 이해관계자 정기 네트워크하
에서 삼성의 CSR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 께레따로 공장의 경우
CSR 활동을 위한 2018년 소요액은 5백만 페소(1억 1,200만 원, 2018년 11
월 1일 환율 기준)였다.
다. 외부 CSR 활동
삼성전자는 본사주도형 CSR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료활동의 영역으
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인근지역 양로원과 국립의료원인 IMSS 의료
기관에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저변에는 멕시코의
의료서비스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인데, OECD에 따르면 멕시
코 의료서비스 비용의 국가부담은 10%이지만, 개인부담률은 약 40%로서
이는 OECD 회원 국가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6).8) 이러한 조건하에서 삼성전자의 의료서비스 활동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일환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지법 준수활동의 영역으로서 삼성전자와 한국의 문화 및 이미지를
멕시코 사회에 홍보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멕시코 정부기관인 지역
노동청 및 연방 노동부, 그리고 이민청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
지면서 삼성전자 멕시코 법인의 노동법 준수 및 이행 상황과 개선방향을
점검하고 있다. 이는 현지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일
환에서 진행되고 있다.
8) OECD(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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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활동 측면에서는 외부자로서 삼성의 기업활동을 평가하는 NGO
단체와 정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외부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법
제도 외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지역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실행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
다.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 개선사항이 제기되는 즉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
영하여 삼성의 우수관행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인
권감시 NGO 단체의 멕시코 지부인 CEREAL과 정기적인 대화를 진행하
고 있다. CEREAL은 멕시코 전자산업 부문 다국적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현지 종업원들의 인권 및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감시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식 사이트에 공표하고 있다. 삼성전
자 멕시코 법인의 경우 주요한 외부 이해관계자인 CEREAL의 의견을 청
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금까지 위반기업으로 공표된 바가 없다.
소외계층 대상 교육기회 제공활동으로서 낙후기관, 고아원, 시골 동네
학교시설, 그리고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
우 책 읽어주기 등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레크
리에이션 및 학습교육지도 활동을 하고 있다.
산학협력 활동으로서 기술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인턴십 제도 운영
을 통해서 전문기술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 200～300명에게 현장 체험과
글로벌 생산시설 및 운영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의 Tec
de Monterrey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산업공학 전공 학생들이 매
학기 삼성전자와 작업장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작업
장에서 실무체험을 하면서 외부자의 시선에서 작업환경의 개선점을 제안
하게 되며, 삼성은 이러한 제안사항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작업환경 개선
을 꾀하고 있다. 한 예로 학생들의 제안에 따라서 전기 콘센트의 위치를
하향 조정하여 작업자들의 작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은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교육기회를 제공받
고, 삼성전자는 외부자 입장에서 제안하는 개선안을 청취하여 작업자들
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의 현지문화 적응형 CSR 활동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사회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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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다. 낙후지역에 교육 및 고용기회를 제공
하여 고용률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러
한 고용기회 제공을 통해 삼성은 안정적으로 인력확보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창출의 기반을 지역사회에 두고 있다는 점과, 생성된 가치를
지역사회의 고용률 확대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토로하는 인력관리의 애로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지 근로자들의 노동의식 결여와 낙천적 성격, 낮은 생산
성, 높은 결근율 및 높은 자발적 이직률이다(동아비즈니스리뷰, 2018). 이직
률과 관련하여 산업별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들의 근속기간은 약 9개월이었고, 섬유와 화학은 각각 3개월과 2개월에
불과했다(Peña, 2000). 근로자들의 짧은 근속기간에 따른 신규채용과 신
입훈련비용은 멕시코와 같은 저숙련, 저임금 구조적 환경에서 기업에 막
대한 비용으로 여겨지지 않겠지만, 자발적 이직률이 20% 이상을 넘을 경
우 안정적인 생산활동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멕시코의 높은 이
직률은 기업 입장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안정적인 인력확보와 이직률을 줄이고자 삼성 께레따로 공장과 티후아
나 공장에서는 지역사회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교육
지원사업을 통한 CSR 활동을 매개로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하고, 이직률
을 줄이고자 하였다. 기업의 인적자원 확보와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CSR
을 매개로 하는 이러한 삼성의 전략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업이 공생의
가치공유를 통해 실행되고 있다.
낙후지역 주민 채용으로 낙후지역의 실업률 감소를 꾀하면서 기업 생
산직의 안정적인 인력확충을 도모하였다. 께레따로 공장의 인적자원관리
의 주요 목표 대상은 생산직이었다. 지리적으로 삼성 께레따로 공장은 대
도시가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상대적
으로 어려운 지역이며, 이 때문에 생산인력의 안정적 확충이 어려운 상황
이었다. 안정적인 생산직 인력 확충을 위하여 삼성 께레따로 공장은 일자
리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산직 인력확충 전
략을 추진하였다. 특히 비교적 멀더라도 저개발된 인근 구하나후아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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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촌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하였고, 농촌지역주민들의 학
력수준을 고려하여 학력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이들의 역량 향상을 위
한 교육훈련 제도를 신설하였다.
지난 4년간 삼성전자 멕시코 법인은 법인 인근의 케레따로 외곽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용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들 지역 인력들에게 교통
편을 제공하여 용이한 출퇴근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최근 2년 사이 고용
기회 제공대상을 확대하여 께레따로에서 1,200km 떨어진 따바스코와 오
하카 지역 등 멕시코 남부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이들 인력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였다. 낙후지역에서 고용된 인력은 삼성전자 생산직 직원의 52%에 달
하고 있다.
지역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제도 운영을 통해 우수인재 확보 및
관리직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인하였다. 삼성 티후아나 공장은 생산직 직
원들에게 티후아나 산업단지 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
하고 있으며 셔틀버스, 병원, 유치원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을 통해 호황기에도 인력충원을 어렵지 않게 하고 있었다. 그러
나 멕시코의 중간관리자들은 외국계 대기업에서 일을 배운 후 더 좋은 조
건을 제시하는 인근의 기업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삼성전자 역시 중간
관리자들의 유지(Retention)가 인적자원관리의 핵심과제였다. 또한 역량
있는 중간관리자는 삼성전자 티후아나 공장의 운영 및 생산에 중요한 인
적자원이며 핵심인재로서 결재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 삼성 본
사 파견 주재원의 역할은 본사와 현지 생산공장 간의 네트워크 및 커뮤니
케이션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지 생산공장 운영의 주요 역할은 현
지인 관리자가 담당하고 있기에 관리자급의 인재확보 및 유지가 중요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한 목표이다. 예를 들어 티후아나 공장의 경우 10억
원(한화) 이상만 법인장이 결재하고 있었으며 그 이하의 결재는 현지인
관리자들에게 위임돼 있었다.
중간관리직 인재보유를 위하여 삼성 띠후아나 공장은 2011년부터 지역
의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삼성은 매
년 20여 명의 우수인재를 선발해 대학까지 장학금을 제공하고 졸업 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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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자 채용을 약속했다. 2016년까지 300명 이상이 중간관리자로 채용되
었고, 그중 2017년 기준으로 관리직에 있는 인원은 50여 명 수준이었다.
이들 관리직이 장기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유인 동기는 삼성이 운영한 장
학제도로 학업을 마친 후 삼성에 대한 애사심과 충성심 때문이며, 장기적
으로 삼성이 이들의 향후 개인 역량 개발과 커리어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농촌지역주민들의 경우 이보다 더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어, 삼성은 이
들의 낮은 학력을 감안해 멕시코 교육청 및 사회교육기관과 연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임직원을 위한 SEP(Samsung Education
Program)에 이러한 저학력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들을 위
한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영하였는데, 운영거리는 인근 25km(소요시간 25
분)에서 최대 108km(소요시간 1시간 45분)로 확대하였으며, 노선 수는 35
개로 일일 148대를 운행하였다. 농촌지역 생산직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강하고 직업에 대한 열의가 높아 거의 이직하지 않고 남았으며
이는 안정적인 생산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이러한 소외지역 거주민을 대
상으로 한 채용 활동과 재교육 과정은 현지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을 향
상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동아비즈니스리뷰, 2018).
라. 내부적 CSR 활동
1) 직원
삼성전자 멕시코 법인이 중시하는 내부적 CSR 활동 중 하나는 조직문
화를 가족 친화적으로 형성하여 직원들의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매달 진행하는 것이다. 가족들을 일터로 초청하여 가족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들에게 현장 견학 기회와 선물을 제공하고 점심을 함께 하는
이벤트를 열어 가족들에게 삼성이 근로하기 좋은 직장이라는 인식을 심
어주고, 직원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멕시코의 낮은 생산성은 멕시코 특유의 문화와도 관련돼 있다. 멕시코
사람들은 일보다는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우선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
즉 회사가 바쁘게 돌아가더라도 직원들은 시간이 나면 연장근로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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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시한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삼성 께레따로 공장에서는 현지 종업원들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월 각 부
서 우수사원을 선발해 깜짝 행사로 임직원이 모르게 가족을 사내로 초청
하고 있으며 이는 직원들의 충성도 및 동기 부여를 유발하는데 매우 긍정
적인 관행으로 평가받고 있다. 축구를 좋아하는 멕시코 종업원들을 위해
매년 9월 사내 축구대회 결승전에 전 임직원 4,200명의 가족을 초청해 행
사를 진행하고 있다. ‘Invitamos a la familia de nuestra familia(우리 가
족의 가족을 초청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모든 가족들이 축구대회
결승전에 응원단으로 응원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음식과 Mariachi(멕시코
전통 음악단)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동아비즈니스리뷰, 2018).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자녀 학용품 지원제도는 2012년도부
터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멕시코 학기가 시작하기 전 각 임직원에게 자녀
1인당 220페소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약 7천 명의 임직원 자녀
들이 해당 학용품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에
힘입어 2014년 연방 노동청은 삼성전자 께레따로 법인을 가족존중기업으
로 선정했다(동아비즈니스리뷰, 2018).
전통적으로 멕시코는 가족 중심 사회여서 농촌지역 출신 직원들의 임
금은 가족들의 생계에 큰 보탬이 됐고, 직원들도 이에 자부심이 컸다. 결
과적으로 삼성전자 께레따로 공장의 농촌지역 소외된 거주민 채용 관행
은 회사와 지역공동체 모두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회사는 이직률을 줄
여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일자리를 갖게 된 거주민 덕분에
농촌지역은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교육훈련제도이다. 께레따로 삼성법인은 종업원을 대상으로
사무직 연간 평균 70시간, 생산직 연간 66시간의 교육시간을 제공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종업원의 고용안정과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숙련도 향상을
통해 개인 역량 향상을 꾀하고 있다.
께레따로 삼성 법인에서는 현지 교육청 및 사회기관과 협력해 임직원
을 대상으로 초, 중, 고 교육과정 검정고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내 검정
고시제도인 SEP(Samsung Education Progam)를 운영하고 있다. 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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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사내 검정고시제도를 통해 2016년 18명이 중학교 졸업자격을 획
득했고 63명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했다. 이 외에 핵심인력은 대학
과 석사과정의 전액 학비 혹은 일부를 지원해 과정을 수료하게 했다. 이
런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생산직 직원들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갖도
록 동기부여하고 이직률을 낮추고 직무 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이
외에도 2013년부터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교육
을 실시해 누적 330명의 수료자를 양성했으며 멕시코 대학생을 실습생으
로 고용해 현재 215명에 이르고 있다(동아비즈니스리뷰, 2018).
셋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및 제도도 중요한 내부적 CSR 활동이다.
멕시코 여성 직원들의 자발적 이직률의 주요 원인은 육아 부담(Romero
and Cruthirds, 2010)이다. 멕시코의 경우 다른 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혼모가 많고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류상 이혼보다 실제 별거하
는 경우도 많아 어린 아이를 둔 경우 직장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
한 여성 직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삼성의 두 공장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삼성 티후아나 법인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의 육아부담을 줄이
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Child-care Center)을 짓고,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시에 헌납했다. 어린이집은 갓난아이부터 5세까지 약 280명의 어린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공장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
들은 일하는 중간에도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린이집 건
축과 운영비는 티후아나 공장이 제공하지만 실제 운영은 시에서 담당한
다. 어린이집 신청은 여성 직원만 가능한데, 특히 미혼모나 이혼여성이
많이 이용한다. 이 외에도 티후아나 공장은 노사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직
원들의 개별 고충을 조사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
해 현장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신뢰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동아비즈니
스리뷰, 2018).
께레따로 공장도 임신한 여성 종업원을 위한 특수 의자를 제작해 제공
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 종업원들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 높은 작업의자
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의자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자 양 옆에 가드를 설치한 특수 의
자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작업 중에 여성 직원이 모유를 착유할 수 있는

제7장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 173

장소를 따로 마련해 착유한 모유를 냉동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께레따로 공장은 5명의 변호사가 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며 24시간 전화상담 시스템이 인사부서에 있다. 이러한 제도들
은 작업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춤으로써 이직률과 결근율을 낮추는 요
인이 되고 있다(동아비즈니스리뷰, 2018).
다섯째, 인권존중 조직문화 및 제도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티후아나 삼
성법인엔 글로벌 인재교육, 리더십 교육, 본사방문교육 등 대기업이 추진
하는 일반적인 교육 이외에 현장에서의 안전, 인간존중, 차별금지 등을
강조해 글로벌 시민의식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티후아나 경영진은 전
체 직원들에게 안전, 인권존중, 차별금지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예
를 들어 생산직에 여성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교육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직원들에 대한 차별금지도 중요한 교육이다. 예를 들어
직원 중에는 에이즈 감염자가 있으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도 하
고 있다. 안전교육 외에도 티후아나 공장은 현장교육 후 법과 규정을 준
수한다는 의미에서 ‘Compliance’라고 쓰여진 문구와 전화번호가 새겨진
팔찌를 나눠주고 현장에 있을 때 착용하도록 했다. 전화번호는 인권유린,
차별, 안전위반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보할 수 있는 번호인데 현장
교육 및 팔찌 착용 이후 다양한 제보가 늘었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동아비즈니스리뷰, 2018).
삼성전자 멕시코 법인은 제도적으로 경영진과 노동자 간의 상호 피드
백을 강조했다. 노사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진은 노동자들에게 분
명한 목표를 제시하여 해당 목표를 완수해야 하는 시간 그리고 어떻게 해
당 목표를 완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런 과정은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지만 한편으로는
직무가 확대되고 직무에 대한 충실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작
업자의 권한을 높이는 관행으로 노동자 스스로 자신이 수행한 작업 결과
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멕시코 현지 노동자들의 창의성은 삼성전자 멕시코 자회사의 가치 창
출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 멕시코 법인 현지 노동자
들의 창의성은 매년 실시되는 라인 개선작업 과정에서 발휘되는데, 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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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상품을 빠른 시간 안에 생산하기 위한 목적의 라인 개선작업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토론을 통해 라인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
고 있다. ‘새벽시장’은 작업에 대한 직무 확대를 통해 동기 부여의 기회를
높이는 관행이다. 매일 수행한 작업 공정에서 주요한 불량품을 선정해 잘
못된 부분을 파악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토론하는 장이다.
이와 같은 관행들은 단순 반복 작업에 따른 직무만족도 하락이나 작업자
들의 자발적 이직률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됐다 매년 삼성에서 실시하는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만족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
으며 2017년 결과는 전년대비 약 7% 상승했다. 특히 께레따로 법인의 경
우 종업원들이 팀 작업과 가족 같은 조직문화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삼성전자 티후아나 공장은 전통적인 컨베이어벨트 방식을 탈피하고 셀
생산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크게 개선했다. 께레따로 공
장 역시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
당 생산방식은 일, 주, 월 단위로 생산을 계획하고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노동자 자신이 수행해야 할 목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
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방식은 노동자들의 작업에 대한 통제권
및 권한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러한 자율적 생산방식을 통해 멕시코 특유
의 높은 이직률로 인한 생산차질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기업의 재무적 성
과를 높일 수 있었다(동아비즈니스리뷰, 2018).
2) 노사관계
삼성 께레따로 공장 직원들을 대표하는 제도로서 노조와 사원협의회가
존재한다. 노조의 상급단체는 CTM이고 조직대상은 생산직이며 조직률은
100%이다. 사원협의회는 생산직과 사무직을 모두 대표하고 있으며, 두 개
조직 모두 대표자를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있다. 월 1회 법인장과 품질, 인
사 등 각 부서의 팀장을 포함하여 노사동수로 구성된 정기 회의를 진행하
고 있다. 이 외에 상급단체 노조위원장과 월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하면서
작업장의 주요 사안이나 고충처리 사안을 상급단체와 공유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직원들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법인장과 정기적인 공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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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임금에 대하여 협의 혹은 협상을 진행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수시로 발생하는 고충처리 요구들로 식당 메뉴, 버스
통근 서비스, 작업방식 개선 등의 요구안을 경영진에게 전달하고 협상 혹
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표기구를 통해 직원들의 사내복지와 임
금수준 향상이 이뤄지고 있다. 삼성 께레따로 공장에 공식적인 고충처리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사원대표기구를 통해서 고충처리를 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사원협의회는 주 1회 자체 회의를 가지며 고충처리를 전담
하고 있지만 동시에 해당 사안을 고충처리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
며 해결하고 있다.

3. LG전자
가. 기업 소개와 성과 특징
LG전자 몬테레이 공장은 누에보레오 아포다카시의 산업단지에 위치에
있다. LG전자 몬테레이 공장은 2009년 전기오븐레인지와 가스오븐레인지
생산라인을 추가하면서 생산설비를 확장하여 생산거점효율화(Manufacturing
Foot-print Optimizing)를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미주시장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사업경쟁력을 높였다.
2009년 생산거점 효율화 전략 추진 전 LG전자는 멕시코에 세 개의 생
산공장 – 2개의 TV 생산공장(레이노사, 멕시칼리)과 냉장고와 오븐 생산
공장(몬테레이)- 을 운영하고 있었다. 2009년을 기점으로 멕시칼리와 레
이노사에 이원화돼 있는 LCD TV 생산지를 레이노사로 통합해 중대형
및 고급 TV 위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레이노사는 북미와 중남미 생
산거점으로 육성되고 투자확대가 이뤄졌으며(뉴스와이어, 2009), 몬테레
이 공장은 전기오븐레이지 추가생산이 결정되어 생산품목 확대가 이뤄지
면서 미주 시장 가전생산기지로서 사업 중요도가 커지게 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지역사회에서 CSR 활동을 가장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LG전자
몬테레이 생산공장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LG전자의 사회공헌활동을 알
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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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3> LG전자 몬테레이 법인
LG전자
몬테레이
종업원 수
현지법인
주소

설립연도

생산제품

주요 시장

2000년

냉장고 오븐 생산

미국 80%, 중남미 20%

현지 종업원

한국인(주재원 : 현지채용)

총인원

1,712명

14:24

1,750명

BAV. Industrias No. 180 Fracc. Industrial Pimsa Ote.
Apodaca, Nuevo Leon. 6664

자료 : 저자 작성.

LG전자 몬테레이 공장은 판매활동은 하지 않으며 생산활동만 하고 있
다. 판매활동은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LG 판매법인에서 전담하고 있다.
LG 몬테레이 공장 생산품의 80%는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LG 몬테
레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미국 시장 내에서 2017년 16%로 2위를 차
지하였다.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2017에 16%였으며, 미국 시장의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품품질 성과의 경우 2017년도 JD Power 프리미엄 가전제품 부
문 중 냉장고(French door Refrigerator)에서 2017년 1위를 차지하였다.
나. CSR 비전과 활동구조
LG전자 몬테레이 법인은 LG전자 본사 차원의 CSR에 따라서 사회공
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LG전자 본사의 사회적 책임은 크게 세 가지 비전
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제부문은 LG전자의 기술력을 통해서 고객에게 지
능형 라이프스타일을 촉진하고, 환경부문에서는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실현, 사회부문에서는 더 나은 사회구현을 주요한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 중에서 사회부문의 주요 실행전략 중 두 가지는 양질의 안전한 일자리
구축과 지역사회 공헌 확대가 있다.
양질의 안전한 일자리 구축을 위하여 제시하는 구체적 실행전략은 종
업원들에게 안전하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임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며, 지역사회 공헌확대를 위한 실행전략을
지역사회 가치증진을 위하여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드는 기업’으로서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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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노력봉사 및 재능기부를 고무하고
있다. LG전자가 가진 기술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며, 낙후지역의 소외계층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임직원의 자발적
인 CSR 활동을 고무 및 확대하고 있다.
CSR을 전담하는 부서는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3명의 현지 매니저들
이 사회공헌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CSR 활동 내용을 사내 미디어
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공지 및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직원들의 참
여를 통한 CSR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LG전자 멕시코 법인의 CSR 활동
특징 중 하나는 직원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가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점이
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했던 요인 중 하나는 신입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CSR 전략과 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때문이다.
LG전자 몬테레이 법인의 CSR 담당 책임자는 본사의 CSR 전략 방향
성에 따라서 매년 몬테레이 법인의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4/4분
기마다 본사에 CSR 활동 내용과 성과, 자발적인 참여직원의 인원 수와
활동시간을 보고하고 있다.
LG전자 멕시코 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은 크게 두 개의 구조하에서 진행
된다. 본사와 공통적으로 하는 활동과 멕시코 몬테레이 법인에서 진행하
는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LG전자 멕시코 법인의 외부 CSR 활동의 특징
중 하나는 본사에서 수립된 CSR 활동이 전 세계 LG전자 법인들이 공통
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특징은 전 세계 LG전자 직
원들이 동일한 날에 동일한 CSR 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LG전자의 사회공헌활동이 타 기업과 차별성을 가지는 이유는 과거 LG
전자 조직 내부에서 LG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
었는데, 당시 LG전자의 사회적 공헌활동의 방향성을 기부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상생발전을 위하여 LG전자의 기술력과
조직역량의 가치공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
다고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단순기부가 아닌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교육기회 확충의 양 축을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
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또한 사회공헌활동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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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LG전자 공동행동의 날을 정
하여 동일한 날 전 세계 직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다. 외부적 CSR 활동
1) 본사주도형 CSR 활동 내용
Global Volunteer Day : LG전자는 UN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6월 5일)
을 환경보존의 날로 지정하여 전 세계 LG전자 법인 직원들이 환경보존을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고무하고 있다. 해당국의 법인들이
환경보존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여 LG전자 직원들이 참여하는 환경보
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LG전자 몬테레이 법인은 El Rio La Silla 지역
을 환경보존활동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2018년 5월 24일에 직
원들이 El Rio La Silla 지역의 쓰레기 줍기와 청정환경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2) 현지법인 주도의 현지적응형 사회공헌활동
Happy Day for Senior Citizens : 몬테레이 지역 양로원을 방문하여 필
요한 의료품이나 식료품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봄에 시행하고 있다.
School Painting Donation : 매년 몬테레이 지역에 위치한 낙후지역 초
등학교들을 점검하여 보수가 필요한 학교들을 방문, 페인트 작업 등을 진
행하고 있다.
Social Assistance for Limited Resource Family : 매년 3월에 낙후지역
의 100가족을 선정하여 직원들이 기부한 쌀 등 식료품을 전달하고 있다.
라. 내부 CSR 활동
LG전자의 내부 CSR과 관련한 제도의 특징을 보면, 커뮤니케이션 제도
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직무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고충처리이다.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의 주요 설문항목들은 공통적인 항목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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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각 부서 특성을 반영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매달 진행하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설정비와 개선점을 파
악하고 시설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화장실 시설 개선
요구,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요구 등등 작업자들의 필요에 따른 요구사항
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체 없는 시설 보수 및 교체를 진행하
였다.
둘째, 수시로 부서별로 불만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불만사항을 검토
하여, 그중요성에 따라서 분류하고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들과
시간을 두고 처리할 사항들로 분류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할 사안은 지체없이 개선하고 있다. 최근 사례를 보자면 시설기술부서의
만족도 조사 이후 불만사항을 파악한 결과 화장실 개선 요구가 많아서 최
우선 개선사항으로 분류하여 즉시 화장실을 개선하였다.
셋째, VIVA Mexico 회의라고 하여 매달 세 번째 수요일에 사원대표와
법인장과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된 목적은 법인장에게 직원들의
고충사항과 제안사항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도 법인장은 회사
의 성과현황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선사항과 향후 발전전망을 논의하고
있다.
넷째, 매년 말 우수사원을 선정하여 한국에 여행을 보내주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9명이 선발되어 한국에 여행을 갈 예정이다. 이는 멕시코
직원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직원들의 조직 충성
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
다섯째, 다양한 형태의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LG전자에서는 ‘행복한
일터에서 직원들이 성장하고 조직성과가 창출된다’는 목표 아래 직원들
의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훈련과 개인역
량 향상을 위한 제도 목표는 역량강화관리 시스템하에서 개별 직원들의
역량을 관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조직성과를 이끌어내
고자 하고 있다.
표준훈련제도는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표에 따라서 설계, 운영되
고 있으며, 개별 직원들의 역량향상은 지속적인 교육제도를 통해서 진행
되고 있다. 또한 감성관리 시스템(Emotion management system)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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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별 직원들에게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개
별 직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기주도적인 역량향상 교육 및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훈련제도는 크게 기능훈련, 지속적인 학습제도, 개별 직원관리 영
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능훈련은 표준훈련시간 외에 직속상급자에게서
On the job training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학습제도는 교육실
학습 외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및 e-library 운영을 통해서 개
별 직원들에게 개별 관심도에 따른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이사항
은 위의 세 가지 교육훈련 시스템의 결과를 시계열로 데이터화하여 big
data analysis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제도의 개선을 꾀하고 있는데,
최근 big data analysis를 통해서 역량향상을 기반으로 교육훈련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서 각 개별 직원들의 역
량을 근속연수와 역량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5개 그룹으로 나누고, 이후
해당 그룹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있다. 교육
훈련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직률, 오리엔테이션 교육, 개별
직원의 역량향상 및 직무성과에 따라서 구분하고 그 상관성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재개발하여 개선하고 있다.
다섯째,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이다. LG전자 몬테레이 법인이 개별 종
업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복지제도들은 멕시코 종업원들의 문화를 존중
하여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
년 가족들을 초청하여 공장견학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
족들이 부모가 일하는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도록 고무하고 또한 직
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문화 특징
을 반영하여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에도 가족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 자녀들 중 취학 아동들에게 ‘Great minds’라는 프
로그램을 통해서 학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측면이다. LG전자 몬테레이 법인의 종업원을 조
직하고 있는 노조의 상급단체는 FNSI(Federation National Sindicado
Independiance)로서, 정치적 활동보다는 종업원들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활동을 중시하는 경향을 가진 노조이며 LG전자 몬테레이 생산법인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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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직 100%가 해당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이 노조는 매년 임금협상과 격
년 주기의 단체협약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노조와의 협상기간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
적으로 7～10일 정도 소요되며, 협상 시 산별 상급단체에서 2명의 간부
와 LG전자 몬테레이 생산법인의 각 부서별 노조 대표자 10～15명이 참
여한다. 이들 10～15명의 노조 대표자들은 상급단체인 산별노조에서 협
상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협상에 참여하는데, 회사에서는 이들이 산별노
조 본부에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제3절 소 결

1. 연구 종합
연구에서는 멕시코에 진출한 대표 기업들의 CSR 활동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본 사례연구에 의하면 각 기업들은 멕시코에서 내부 고용관
계에 대한 책임과 외부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균형 있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SR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서 각 사의 활동영역이 환
경, 소외계층,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부문으로 퍼져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각 사의 CSR 비전과 활동목표는 본사의 CSR 비전에 따라서 진행되
고 있는 점에서 본사 전략과 일치성을 유지하고 있다. 본사의 CSR 활동
비전과 목표는 현지법인의 CSR 활동을 고무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긍
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멕시코의 삼성, 기아, LG전
자 3사 모두 본사의 CSR 비전과 목표에 따라서 현지에서 CSR 활동을
기획,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본사와 공유하고 성과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외부 CSR 활동의 특징을 보면 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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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비전과 전략이행 가이드라인은 현지 기업들이 CSR 활동을 기획하
고 이행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각 법인의 CSR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지 법인
들은 CSR 연초활동을 기획할 때부터 연말 성과보고까지 본사와 공유하
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CSR 활동의 지속성이 담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사의 CSR 전략 실행을 위하여 각 사에 CSR 활동을 전담하는 책임
자 및 전담부서가 있으며 이들은 매년 CSR 활동을 계획하고 점검하며
성과평가 및 본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사의 CSR 활동
전담책임자는 현지 관리자로서 현지 지역사회 요구를 잘 파악하고, 현지
공동체의 요구와 필요성에 따라서 CSR 활동의 계획, 진행 및 성과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현지 관리자들은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정기적인 네
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각 사들은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
검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 관계자와 긴밀하게 정기적인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외부 이해관계자인 삼성의 멕시코 전
자산업의 인권 및 노동권을 감시하는 NGO인 CEREAL과 정기적인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LG전자의 경우 노동조합 상급단체와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 멕시코에 진출한 신생법인이고 다수의
동반진출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이기에 CSR 전담부서
및 전담인원이 LG와 삼성에 비하여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각 사의 본사에서는 CSR 본사 전략의 기획과 이행을 점검하고 성과를
측정하면서 각 법인들이 멕시코 사회에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임
하도록 고무하고 있다. 본사로부터 CSR 비전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
는 기업은 LG전자로 나타났다. 본사의 비전과 전략에 따라서 기부형태의
CSR에서 벗어나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CSR을 벌이
고 있다는 점에서 본사와의 전략적 일치성을 가장 높게 가지고 있다. 특히
본사주도의 LG전자 세계 공동 CSR 날인 ‘Global Volunteer Day’에 맞춰
매년 전 세계 LG전자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환경보존 활동을 하고 있
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 본사의
CSR 전략을 현지적응형으로 유연하게 변화시켜 활동을 벌이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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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인데, 예를 들어 본사의 CSR 전략이 Mobility를 기반으로 한 미래
인재 양성 교육형 CSR을 멕시코 현지에 유연하게 적용하여 교육기회 소
외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동도서관 운영 및 장애인 농구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적응형 CSR 활동전략을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
으로 나타났다. 삼성의 경우 기업의 안정적인 인적자원 확보의 이해와 낙
후지역의 고용창출의 필요성을 접목하여 현지적응형 CSR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지적응형 CSR의 장점은 현지 공동체사회의 필요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활동이 기업의 효과적인 인적자원
확보로 이어지기에 활동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뿐만 아니라 비용소모의
CSR에서 벗어나 기업과 공동체의 가치공유의 프레임(CSV) 사례가 된다
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각 사들은 본사에서 지정한 CSR 전략에 따른 활동 외에 현지적응형
외부 CSR 활동을 하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교육과 관련 없지만, 지
역사회의 필요에 다라서 장애인단체 농구대회 후원, 지진피해 기부금 전
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개인 수술기금
기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본사 CSR 전략에 따른 활동
외에 낙후지역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을 벌이고 있으
며, LG전자의 경우 지역공동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교육소외계층의 교육
환경 개선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외에 지역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필요성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벌
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각 3사 모두 멕시코에서 지진 등의 피해가 발생
한 지역의 재해민을 대상으로 한 구호활동 및 생활필수품 기부활동을 벌
였으며, 주변 낙후지역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의 필요를 적절히 파
악하여 이러한 필요에 기반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본사 CSR 전략을 현지 공동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형하여
진행함으로써 각 사는 지역에서 기여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의미에서 본사의 CSR 전략 이행에 대한 성
과평가 시 현지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대한 항목 가산점 부여가 지역사회
로부터 사회공헌활동의 인지도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
어 삼성전자의 외부 CSR 활동이 HR 전략과 결합되면서 전통적인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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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근법인 자선활동(philanthropy)에서 벗어나서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사회공동체와 공유하는 구조로 CSR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
공동체의 가치창출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성과로 이어지면서 CSR 활동
의 선순환이 지속성을 가지면서 10여 년 넘게 유지된 특징을 가지고 있
다. 교육활동의 경우도 역시 각 3사가 모두 교육활동을 주요한 CSR 활동
의 하나로 여기고 낙후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
는데 이는 멕시코의 교육기회에서 소외된 지역 어린이들의 필요를 충족
시키는 활동이었다. 멕시코의 빈부격차로 인하여 고등학교 이상 진학비
율이 16%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생산직은 중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이다.
이러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절대
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그런 의미에서 각 사의 교육활동은 사회공헌을
위한 기업의 주요한 활동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외부 CSR 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이유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기업의 이미지 쇄신과 지역에서의 긍정적인 외부 시선과 평가로 종업원
들이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와 차별성이 있다고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다. CSR 활동이 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해당 회사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조직 충성도를 함양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이미지
가 종업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조직을 평가하는 이미지로 전이되면서 오
히려 조직 내부에서 환경과 인권에 대한 종업원의 의식수준을 높이게 하
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LG전자의 경우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
은 직원들의 환경보호 의식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기아차의 경우 사회봉
사활동이 지역 TV에 노출되자, 기아차가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인식되어
그만두었던 직원들이 다시 일하고 싶다고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하였다. 삼성도 역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구직을 한 직원들의 충성
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본사가 주도하는 외부 CSR의 특징 중 하나는 현지 노동과 인권 준수
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현지 법인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외부활동을 벌인다는 점이다. 특히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들의 전략적 방향이 비용절감(Cost leaderhsip)에 기반하여 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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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다 보면 비용이 추가되는 환경보호활동에 소홀할 수 있는 소지가 다
분하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비용 측면에서 진출국의 낮은 임금과 인력
관리의 상대적 자율성(노동유연성)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해가 높아서 노동법 준수의 개념이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본
사로부터 현지 노동법의 엄격한 준수 및 인권과 환경에 대한 CSR 가이
드라인에 따라서 CSR 활동을 기획하고 성과보고를 하면서 현지 법인들
로 하여금 환경과 노동권과 관련한 현지법 준수를 이행하도록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사의 CSR 비전과 전략 공유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CSR 활동의 각 사 공통점은 종업원들의 동기부여와 조직충성심
향상을 위하여 종업원 복지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그 활동내용이 각
사에서 거의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차원의 활동 외에
개별적 노사관계관행의 일부로서 진행하는 내부 CSR 활동은 종업원의
고충을 파악하고 회사 성과정보 공유 차원에서 각 사가 커뮤니케이션 제
도를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기아차의 경우 임원들이 월례회의를
<표 7-14> 공통적인 가족친화 프로그램
활동 제목

활동 내용

1

직원 생일 기념

각 직원의 생일을 기념하여 이벤트 제공

2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날 이벤트 혹은 선물 제공

3

직원 취학아동 학용품 제공

학용품 제공

4

가족의 날(공장 견학)

직원 가족들의 공장 방문과 이벤트 행사

5

어머니의 날 기념

어머니날 기념 이벤트

6

아버지의 날 기념

아버지날 기념 이벤트

7

우수사원 선발

우수성과자 선발 후 한국 관광기회 제공

8

사내 축구팀 지원

사내 축구팀 후원

9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10

신년기념 파티

신년 기념 파티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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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하고 있으며, 팀장들은 수시로 고충 및 회사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삼성과 LG의 경우 법인장 주재의 월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3사 모두
직무만족도 설문을 매년 진행하면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고충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 CSR을 바라보는 각 사의 인식은 개별 종업원들의 복지제도를 통
해 회사가 직원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게 함으로써 결과
적으로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삼성에서 여성
인권을 위한 배려 (임산부의 팔걸이의자) 등의 관행은 여성 직원들에게
보다 높은 조직충성도를 이끌어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권 측면에서
CSR 활동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기업은 삼성인데 Code of conduct를 마
련하고 교육시간을 배정함으로써 직원들 간의 인권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인권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관행을 실행하고 있었다.
내부 CSR 활동의 긍정적인 두 번째 측면은 한국 기업문화와 멕시코
간 정서적 충돌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부 CSR
활동을 강화하면서 한국인 관리자들은 현지 직원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고충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커뮤니케이션 제도를 운영하면서 현지 직원을
중요한 인적 자산으로 인식하게 하고, 현지 직원의 문화적 상대성을 존중
하도록 작용하고 있었다. 내부 CSR은 한편 현지 관행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 현장 직원들의 고충해결에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조합 때문에 사측이 노동조합보다는 노사협
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조사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
추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현장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신뢰수준을 높이고
자 노력하고 있었다.
내부 CSR은 합리적인 집단적 노사관계 구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본 연구 사례 중 LG전자의 경우, 본사의 CSR 전략인 노동권
과 인권 존중의 전략에 따라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멕시
코의 노동조합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는데, 공장을 설립하기
도 전에 노사 간에 보호계약(Protection contract)을 체결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구미에 맞는 노조를 선택하고 차후 다른 노조가 설립되지 않도록
보호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관행이 팽배하다. 종업원을 고용한 후,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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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동적으로 해당 노조에 가입되며, 종종 이들 노조는 사용자에 종속
적인 노조로 활용되면서 서구의 황색노조 혹은 어용노조와 다르지 않다
고 평가받는다. 이들은 종업원의 고충을 도외시하거나, 정치적 이해에 따
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북미 지역 노동조합(캐나다와 미국)들이
노동권 침해로 인한 불공정무역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LG전자
몬테레이 법인에 설립된 노조는 이와 같은 노조들과 달리 임금인상 등 노
조원의 이해를 적극 반영하는 동시에 사측과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노조
원들의 이해를 실현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LG전자 몬테레이 법인은
합리적인 노동조합의 요구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집단적 노사관
계를 형성하고자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합리적 요구에 따른 협상을 진행
하고 있으며, 협상 결과에 따른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있다.
이러한 LG전자 몬테레이 법인의 노사관계 관행은 본사가 인권과 노동권
존중의 CSR 전략을 법인과 공유하고 이에 따라 LG전자 몬테레이 법인
이 합리적인 집단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집단적 노사관계 측면에서 각 사에 모두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제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다. 삼성과 기아차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치주의 성향이 강한 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Mexicanos가 상급단체인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LG전자의 경우
합리적 수준의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 각 사 모두 연 1
회 임금인상과 격년으로 단체협약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러한 협상을 통해서 물가인상과 연동한 임금인상이 진행되고 있다. 각 사
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동조합과 대화를
하고자 하고 있었다. 노동조합과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
는 각 사의 적극적인 태도는 외국계 투자기업으로서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생산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 이해에서 비롯하고
있다.
멕시코의 노동조합 중에서 특히 기아차와 삼성전자의 노동조합이 가입
한 CTM(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Mexicanos)은 멕시코에서 역사
적으로 정치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전국단위 노조연맹으로서
외국인 투자업체인 한국 기업들에 중요하게 그 이해를 경청해야 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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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외부이해관계자이다. CTM이 결성된 1936년 이래로 멕시코 정부는
CTM을 매개로 노동부문을 정치적 영역으로 편입시키면서 정부주도의
코포라티즘 체제를 공고히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장기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집권여당에 편입된 CTM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연방 및 지역
정부의 핵심 관료인 국회의원 혹은 시장으로 선출되어 연방정부 및 지방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러한 CTM의 정치적 영향력
을 고려하여 기아와 삼성은 타협과 합리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보다 원만
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
해를 가지고 있다.
정치부문에서 영향력이 높은 멕시코 노동조합의 특성은 한국 기업들이
내부 CSR을 더욱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본사의 내부 CSR 전략 이
행의 필요성도 존재하지만, 한편 멕시코 노동조합이 현장 노동자들의 고
충이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도외시하는 멕시코 노조의 특징
으로 인하여 회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작업자들의 불만해소와 직무만족도
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주체로 역할을 하
고 있었다. 즉 노동자들의 불만해소의 주요한 제도적 장치인 노동조합의
본연의 기능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한국 기업들의 내부 CSR 제도
이행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사점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현지 사회에서 보다 안정
적인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 중 하나로서 CSR 활동이 매우
유의미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사에서 각 현지 법인의 CSR 활동의 중요
성을 각인시키고 전략적 일치성을 강조하는 구조는 현지법인들이 현지화
전략을 이행하는데 매우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의 경우 노동조합이 작업자들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지 않는 특징
으로 인하여 내부 CSR 활동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더욱 높게 나타난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CSR 활동을 위한 예산편성의 편차는 각 사에 존재하지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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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CSR 활동 예산에 비하여 한국 기업들의 CSR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이유는 투자한 예산에 따
른 활동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홍보효과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높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활동 대비 사회적 인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높인 사례는 삼성인데,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삼성 본사 차
원에서 현지 법인들이 현지 정부로부터 CSR 활동 인증을 받도록 고무하
고 있는 정책의 영향이 컸다. 멕시코의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CSR 활동
인증을 받기 위한 성과평가 척도 중 하나가 언론에 노출된 CSR 활동 관
련 기사 횟수인데, 삼성의 경우 지역 및 전국 수준의 언론과의 긴밀한 네
트워크를 통해 CSR 활동에 대한 언론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삼성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연방정부로부
터 이에 따른 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언론홍보활동이 전
략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CSR 활동 특성상 소외된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CSR 활동의 효과성을 지역공동체 전체가 인식하기에 한계
가 존재한다. 이에 적극적인 언론홍보 활동은 전체 지역공동체로 하여금
사회공헌활동의 인식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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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 현황

1. 중국의 경제동향 및 사회문화적 상황9)
중국의 인구는 13억 9,000만 명(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18.54%
를 설명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이다. 일인당 국민소득은 1만 88달러
로 세계 순위의 73위를 차지하며, 20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17번째로
GDP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제성장률은 6.9%이며 이는 2010년대 10.4%와 비교하여서는 하락한 수준
이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2015년을 기점으로 반등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그리고 주목할 것은 최근 전반적으로 중국의 산업 전반이 호조라는 것
이다. 국유 부문 산업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에 영향을 받
아 주춤하였지만 IT와 같은 민영 부문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중국
의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좋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 내 어떠한
산업이 강세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GDP 대비 산업 비중을 살펴보면,

9) KOTRA 국가정보 중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2017 중국 경제분석 및 전망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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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차 산업은 8.6%, 2차 산업은 39.8%, 그리고 3차 산업은 5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1]을 보면, 1차, 2차 산업의 비중은 계
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반대로 3차 산업의 경우는 계속
해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국 내에서도 서비스업의 비
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계속해서 국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업 발전에 유리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계속해서 중국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실업률은 3.82%로, 2010년 4.3%
에서 2016년 4.05%, 2017년 3.95%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취업자 수는 77,640만 명으로 전년대비 37만 명 증가하였고,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기 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민간경제가 빠르게 발전하
면서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도 우리나라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발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령화사회를
이미 경험한 프랑스, 스위스, 미국, 일본들과 진입속도를 비교하여 보면,
[그림 8-1] GDP 대비 산업별 비중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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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국가가 115년, 85년, 60년, 25년에 걸쳐 노인형으로 인구구조 변화
가 일어났다면 중국은 좀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불과 18년 만에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
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5세에서 59세 사이의 노동인구가 총인구수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최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1년 74.5%, 2016년 65.6%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퇴직연령으로
앞으로 일어날 노동인구 변화 추이를 유추하여 보면, 여성의 경우 50세
또는 55세, 남성의 경우 60세에 직장에서 퇴직하기 때문에 2020년에서
2030년 사이 노동인구는 연평균 약 700만～8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
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2). 이와 같은 경향으로 볼 때 중국 사회
내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떠오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중국 투자유인10)
중국은 상당한 영토와 인구를 바탕으로 넓은 공장부지와 노동력 확보
가 용이하며 잠재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에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리적 위치의 이점으로 인해 아시아 전체 시장
의 거점으로 삼는 것이 용이하다. 이러한 특성과 더불어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에 대한 우대혜택은 2008년 시행된 ｢기업소득세법(2017년 2월 개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
고 후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
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제도는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
를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특정 지역에서 연구개발(R&D)센
터나 첨단기술 기업을 세우거나 외국인 기업이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산
업에 해당할 때 중국 정부는 해당기업에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둘째, 기

10) KOTRA 국가정보 중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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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중국 내 기업이 원천소득에 대하여 지불하
는 세금의 비율은 25%이나 외국인 기업이 중국 내 기관이나 거점을 설치
하지 않았다면 원천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외
국인 기업이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지원하거나 장려하는 산업
에 해당하거나 국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세제 혜택을 주
고 있다. 셋째,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정부는 외국
인 기업을 해당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지방소득세를 감면해주고 기업
소득 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인
정하며, 5년 내 이월 결손 보전 등을 제시하여 지역에 외국인 기업을 유
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째,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에 외
국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동부
해안부터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 개방에서 소외된 중부, 서부, 서남부,
그리고 동북 내륙 등과 같은 지역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 유치를 통해 해당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 한
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역에 외국인 기업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세제감
면과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통관검역절차 간소화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3. 노동시장 현황11)
중국은 1979년부터 인구증가 억제를 위하여 ‘1가구 1자녀 정책’을 추진
해 왔다. 이 정책은 중국 노동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주로 기업들이
있는 대도시 노동자 다수는 농민공이다. 주목할 것은 이 중 1980년대 이
후 출생자와 1990년대 이후 출생자가 약 1억 명 정도로 전체 근로자 중
67%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과 다른 특성을 가진
노동자 부류가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을 ‘신세대 농민공’이라
고 칭한다.

11) 포스코경영연구소(2010); 정선욱․김성수(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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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존 농민공과 비교하였을 때 몇 가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들은 교육수준이 높으며 이와 더불어 직업과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치
가 높다. 이는 농민공들의 삶의 가치 변화를 가져와, 여가를 즐기는 경향
이 높고 회사에서 오래 일하기보다는 정시에 퇴근하여 일과 시간 후의 삶
을 즐기려 한다. 이들은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회사
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겪으면 주저하지 않고 퇴
사를 결심하는 과감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외자기업이 근무하면서 업무
나 선진화된 기술을 습득하여 그 경력을 바탕으로 3～4년 이내 직장을 옮
길 생각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장기근속의 미덕보다는 조금이라도 근로
조건, 특히 임금이 좋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여 기업들이 인력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농민공들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을 견디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
가 농사일을 하였다. 이와 달리 신세대 농민공들은 자시들의 삶의 터전을
도시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회사를 떠나기보다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
하여 노력한다. 사회적 불공평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집단적 행동을 서
슴지 않으며,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언론이나 여론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1가구 1자녀 정책’ 정책은 노동력의 특성뿐 아니라 노
동시장 구조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30년 전 시작된 정책은 현
재 청년층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을 빚어내고 있으며, 전반적인 인력난을
나타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교육수준이 높고 생
활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노동가능 인력들이 생산직과 같은 특정 직
종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을 보면, 중국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지역을 포함
하여 몇몇 도시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상해시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2,300위안이며, 선전시 2,130위안, 천진시 2,050위안,
광둥성 1,895위안, 장쑤성 1,890위안, 북경시 1,890위안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중국 최저임금이 최초로 2,000위안을 돌파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폭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8년 840위안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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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최저임금 인상 현황

자료 : Trading Economics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으로 볼 때, 인상률은 2009년 14.3%에서 2010년 16.7%, 2011년 14.3%,
2012년 13.3%, 2013년 11.7%, 2014년 12.3%, 2015년 11.0%, 2016년 8.4%,
2017년 5.0%, 2018년 5.2%로 나타나 2010년을 정점으로 인상률이 낮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중앙정부가 기업비용 경감을 강조하자 각
지방정부에서 최저임금 상승폭을 축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인 투자유인 중 하나였던 저렴하
고 풍부한 노동력은 옛날 말이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학자
들은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 풀의 고갈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2절 우리나라 기업 진출 현황

1. 일반 현황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한ㆍ중 수교 이후인
1992년부터이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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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첫 번째 단계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로, 이를 중국 진출 1.0이라고
부른다. 이 시기 주로 한국의 제조업이 진출하였고, 기업들은 중국을 가
공생산기지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결과 중국은 한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고용을 창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로, 이는 중국 진출 2.0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주로 진출하였
고 여전히 대기업들은 중국을 가공생산기지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진출지역도 산둥이나
동북지역에서 화동이나 화남 지역 등으로 다각화하였고, 각종 서비스업
도 중국 내 진출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한국 기업의 선진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단계는 2008년부터 현재로, 중
국 진출 3.0이라고 부른다. 이 시기 한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매우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가공생산기지로 활용, 내수시장
개척, 그리고 여기에 가치사슬(value chain) 확대와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
였다. 진출한 사업 영역도 매우 다양해졌다.
진출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총 3,639개
이다. 제조업 57.6%, 서비스업 14.8%, 도․소매업 16.2%, 운수․운송업
<표 8-1> 한국 기업 진출산업 분포
산업

개수

비율

2,095

57.6

서비스업

538

14.8

도․소매업

591

16.2

운수․운송업

222

2.4

금융․보험업

89

0.9

부동산․임대업

33

0.9

건설․공사업

25

0.7

광업․임업․농업․어업

12

0.3

기타

34

0.9

3,639

100.0

제조업

전체

자료 : 유다영(2006),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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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한국 기업 진출지역 분포
(단위: %)

주 : 1) 설문응답 총 중국 내 현지법인 235개사.
2) 화북(베이징, 천진, 허베이성, 산시성, 네이멍구자치구), 화동(상하이, 산둥
성,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 장시성, 안후이성), 화남(광둥성, 하이난성 관
시자치구), 서남(충징, 원난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시짱자치구), 화중(허난
성, 후베이성, 후난성), 동북(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서북(산시성,
간쑤성, 칭하이성, 닝샤자치구, 신장자치구).
자료 : 김태민․장병송(2017), ｢2017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경영실태 조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8-4] 유형별 중국 진출기업 현황
(단위: %)

자료 : 유다영(2006),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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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금융․보험업 0.9%, 부동산․임대업 0.9%, 건설․공사업 0.7%, 광
업․임업․농업․어업 0.3%, 기타 산업 0.9% 등으로 구성된다. 코트라가
중국지역 17개 무역관 관할지역 소재의 제조업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
사한 진출지역을 보면, 2017년 기준 화동이 47%로 한국 기업이 가장 많
이 진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화남(14%), 화서(14%), 동북(8%), 화북(8%),
화중(5%), 그리고 서북(2%) 순이다. 또한 진출한 형태를 보면, 2014년 기
준 생산법인이 56.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비스 법인(19.0%), 판매
법인(12%), 연락사무소(8%), 그리고 지점(3.6%) 순으로 나타난다(김태민․
장병송, 2017).
중국에는 다수의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출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경우가 다수이며,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 현황
은 <표 8-2>와 같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중국 경기 둔화, 사드 갈등 등으로 인한 한․중 관
계악화, 중국의 대대적인 환경 단속 등과 같은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경
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시적인 요인 외에도 계속해서 외국기업들
이 중국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중국 로컬(local) 기업들의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요소들
을 경영에 큰 애로사항이라고 꼽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특성이
변화하면서 인력․인건비 문제와 중국 내수시장의 침체로 인한 수요 부
진을 또 다른 경영의 어려움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중국에 진
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표 8-2> 주요 대기업 중국 진출 현황
기업명

업종/제품

진출 시기*

LG전자

TV, 모니터, 휴대폰, 백색가전 등

1995

POSCO 제철공사

아연도금강판, 냉연, 철강, 철강재 등

1994

삼성전자

가전제품, 통신장비, 오디오, 휴대폰 등

1992

현대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부품

1996

주 : *는 생산법인 기준.
자료 : KOTRA 2018-2019 해외진출 한국기업디렉토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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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은 관계개선으로 인한 중국 내 수요의 반등
을 기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국 기업에 호의적인 중국정책으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2. 중국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중국에서 노사관계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
라, 경제체제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정책과 노사관계는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황경진
(2014b)에 따르면, 중국 노동정책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1978년～1993년)는 종신고용제도를 노동계약제도 중심의 노사관계
로 전환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1994년～2001년)는 시장화 노사관계
구축을 계속하는 한편, 노동자 권익의 보호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단계
이며, 세 번째 단계(2002년～현재)는 노사관계 안정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중국에
서도 이와 유사한 단체가 존재하는데 이를 ‘공회’라고 한다. 중국에서 회
사를 설립하면 현지 노동자들이 공회의 설립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은 한국적 의미의 노동조합을 연상한다. 그러나 공회는 한국의 노
동조합과 비교하면 그 성격은 매우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조합은
상향식의 조직화 방식인 데 반해, 공회는 하향식 조직화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다.
중국 공회의 기본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회의 설립은 원
칙적으로는 자유로우나, 기업 규모 25인 이상이면 설립 가능하다.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중국 정부는 공회를 매개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려 한다는 점에서 공회조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공회의 기능
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국가적인 관리의 기능과 또 다른 하나는
노사 간 이익 조정의 기능이다. 국가적인 관리 기능은 공회가 공산당 하
부 조직으로서 행정기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기업 내 공회의
기능을 다시 구분하면, 첫째, 경영 참여, 둘째, 근로자 권익보호, 셋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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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 교육훈련 독려, 넷째, 기업발전 참여, 다섯째, 노사관계 환경정책 참
여이다. 즉, 공회는 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동시에 기업과 이익
공동체임을 인지하여 노사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국 정
부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아 노동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공회의 조직과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공회를 통하여 개별 기업에서 임금이 정상적
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시간 준수 등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감독하고 있다(정선욱․김성수, 2008; 이규철, 2005).
그러나 노동자들의 불만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국가통
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림 8-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집단적
노동분쟁은 중국 노동법이 시행된 1995년에 2,588건에서 2002년 11,024건
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다시 2004년 19,241건을 기록하면서 중국
내 노사관계는 심각해졌다. 다행히도 노동분쟁은 2007년 12,784건을 기록
하면서 가라앉는 듯 보였으나 2008년 21,880건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
다. 이는 최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 해마다 서서히 감소하고 있
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2008년 소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분쟁의
인원수를 10인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집단적 노동분쟁 수는 감소한 것으
로 볼 수 있겠으나, [그림 8-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분쟁 1건당 관련된 노
동자 수는 줄어들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동분쟁이 일어나는 요인을 살펴보면, 약정된 노동계약 및
기업규정에 대한 사용자 측의 불이행과 근로조건에 명시된 규정에 대한
사용자 측의 위반 등으로 발생한 권리분쟁이 대부분이고, 임금인상과 같
은 이익분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황경진, 20146a: 251). 마지막
으로, 이러한 중국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조직화 능력이 발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최근 노동자들이 저렴한 가격의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웨이씬이나 웨이보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플
랫폼을 이용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개진하고 힘을 모으며 더
나아가 노동자들 사이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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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집단적 노동분쟁 발생건수 추이

자료 : 황경진(2014a), 저자 재가공.

[그림 8-6] 분쟁 1건당 관련 노동자 수

자료 : 황경진(2014a), 저자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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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CSR
중국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관심의 역사는 그리 깊지 않
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사회 내 CS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환경문제를 중요한 CSR 의제로 주
목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전에는 사회주의 국가
였고, 국영기업, 국유기업 등 공유제 전통이 강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업가가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국유기업은 인민
생활복지 제공의 장소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볼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김병균․서민
교, 2012).
중국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법률은 없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뿐 아니라 중국 국민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이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다. 예를 들어, 2008년 쓰촨성
대지진 이후 기부금이 적은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인들은 불매운동을 실
시하였다. 당시 거론된 기업은 코카콜라, KFC, 노키아, P&G 등으로, 중
국인들은 이들 기업을 구두쇠라고 표현하면서 불매운동을 벌였다. 중국
전문가들은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이윤을 얻은 만큼 책임을 지고 사회
에 공헌해야 한다는 의식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도 중국이 유독 강하
다고 표현한다(유력초․권영철, 2012: 178).
중국의 CSR 활동 추이는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시기는 1980년부터 1990년대 초로 이 시기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외국자
본을 유치하고 선진기술과 생산설비를 도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
로 이때 CSR 활동의 주안점은 경제적 책임이었다. 즉,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CSR의 첫 번째 책임이자 주요 책임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 더불어
고용확대를 기대하였다. 2차 시기는 1990년대 초부터 2000년 초까지로 이
때 중국 사회는 국유기업의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보다 현대적인 기업제
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CSR 활동에서 강조하는 목표는 경제적 책임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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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책임이었다. 즉,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법인세법과 기업법 등 각종
법을 준수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았다. 이 시기부터 중국
은 기업에 CSR 이슈를 부분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기대
하였지만, 기업의 역할은 극히 수동적인 부분에 한정되었다. 3차 시기는
200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로, 중국은 첨단산업을 육성하려 하며, 중국 기
업의 국제화를 추구하고 선별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CSR은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 지향을 목표로 한다. 이에 소비자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업이 이바지하
는 것을 강조한다. 기업은 CSR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정부
나 사회보다 더욱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받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내에서도 중국 기업 그리고 외국 기업의 CSR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고 있으며, 매우 적극적인 기업의 입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최근 중국 내 CSR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 CSR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기
업의 CSR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법률은 없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장에 따라 삶의 질 욕구가 증가하고, 시민의식이 제고
되었고 동시에 2000년대 중반 마그넷 성분이 함유된 바비인형, 멜라닌 분
유 파동 등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국 사회에서 식품안전 문제나 환경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
였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문제는 기업이 만든 것이며, 더 나아가 기업이
사회에서 이익을 벌어들인 만큼 기부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책임을 이행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 CSR 이행을 적극 요구한다는 것이다. 몇 년 전까
지만 해도 중국의 CSR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선진국의 일이자 무
역장벽으로 간주하였지만, 현재는 환경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민생 안정
을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권고하고 있다.
2006년 ‘중국 기업 CSR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특히 주목할 것은
CSR 조항에 노동자 보호 조항을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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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제5조를 개정하여 회사는 경영활동을 하면서 법률과 행정 법규
를 준수해야 하며, 공중도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정부는 사회의 감독
하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의 영역을 법에 포
함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유력초․권영철, 2012:
181).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중국은 개방개혁 이전에도 국가와 기업은
분리된 것이 아니어서 기업이 사회복지 역할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으나, 이는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당위성을 넘어 규제의 영
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중국의 CSR은 외국 기업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중국 내 외국
인 기업이 워낙 많은 이유도 있겠으나 중국인들의 특성상 중국인들은 자
국기업의 CSR보다 외국 기업에서 어떠한 CSR을 하는지 더 관심을 가진
다. 중국 전문가들은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이윤을 얻은 만큼 책임을
지고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의식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도 중국이
유독 강하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기대수준이 높다
는 것으로 이러한 높은 기대수준은 불행하게도 민감한 반응으로 이어진
다(유력초․권영철, 2012: 182).

제3절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CSR 활동

선행연구에서 보면,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중국 내
에서 제기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하려고 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 활
동을 기업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산업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127개 한국 대
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중
86.6%가 CSR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경영전략이며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응답하였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다수의 기업들이 CSR의 본질적인 개념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이 중 57.4%가 CSR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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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영전략이라고 응답하여 CSR을 기업 목표를 달성하는 매우 전략적
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신해진, 2016). 이를 통하여 중국에 진
출한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른 기업이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 법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소극적으로 이해
하지 않고 매우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중국 내 외자기업이자 최근 몇 년간 중국 내 외국계 기업
중 CSR 우수기업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중
국에서 어떠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어떠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
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 둘째, 기업별로
CSR 활동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기업들의 CSR 활동은 어떠
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가? 넷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CSR 전략
과 활동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1. 현대자동차
가. 일반 현황
중국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중국법인의 정식명칭은 북경현대기차이다.
북경기차와 현대자동차가 합작투자를 통하여 설립되었다. 중국 현대자동
차는 2002년도 10월에 설립하였고 양산을 통한 생산은 동일해 12월에 시
작하였다. 그리고 2년 후인 2004년 12월 중국 내 생산 5위를 달성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였다고 평가된다. 2018년 기준 중국 내 총 5
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자 수는 15,095명(주재원 174명)이다. 최
근 인력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016년 15,619명(주재원
187명)에서 2017년 15,485명(주재원 187명)으로 약 134명 정도 감소하였
으며, 2018년에는 2017년보다 39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협
력업체 수는 2016년 185개, 2017년 216개, 2018년 240개로 계속해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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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특징은 이전에는 한국 업체
가 많았다면 현재 중국 업체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생산하는 제품을 보면 총 27개의 차종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15개의
차종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차종은 소형차 레이나, 위에나,
준중형 위에둥, Celestar, 링동, 중형차 미스트라, 쏘나타, SUV ic25, 코나,
ix35, 투싼, 싼타페 등과 같다. 중국 내 시장점유율은 안타깝게도 계속해
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2018년 78.5만 대를 판매하면서 10
위를 기록하였다. 2017년 한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관계 악화로 인하여 시
장점유율이 하락하였지만, 2018년 중국과 관계회복을 계기로 2018년 판
매 목표를 90만 대로 잡으면서 점차 시장점유율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표 8-3> 노동자 수 및 협력업체 현황
전체 노동자 수(명)

주재원(명)

협력사(개)

2016

15,619

187

185

2017

15,485

187

216

2018

15,095

174

240

자료 : 중국 현대자동차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8-4> 2017년 생산공장 현황
공장

모델수(개)

생산능력(대)

시간당 생산대수(개)

1

3

30만

68

2

5

30만

68

3

6

45만

97

4

1

20만

38

5

1

30만

44(주간만)

자료 : 중국 현대자동차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CSR 활동
중국 현대자동차의 CSR 활동은 공식적으로 2003년도에 시작되었으며,
2017년까지 총 누적금액은 1,77억 위안(RMB)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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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스포츠 지원금액이 3억 위안이다. 매년 CSR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00만 위안 정도이며, 최근에는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40만 위안 정도를
CSR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제까지 중국 현대자동차는
꾸준하게 CSR 활동을 진행하여 왔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기업 목표나 전
략과 방향성을 함께할 수 있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
여 CSR 활동의 전략 체계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CSR은 경영지원부 산하 공관부(홍보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담당
자는 1명(Media public section, staff Member)이다. 중국 현대자동차에서
자체적으로 중국 현지의 요구와 그때그때 제기되는 이슈를 반영하고
CSR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지만, 1년에 한번 한국본사와 정기적으로
CSR 관련 교류회를 갖는다. 즉 1년에 한번 상반기에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생산 및 판매 법인의 CSR 담당자들이 모여 서로의 활동과 우수사
례를 공유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현대자동차 본사는 각각의 해외법인
에 특정 활동을 제안하기도 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지
원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하겠지만 ‘사막화 방지 활동’과 같
은 그 나라에서 의미 있고, 해당 해외법인이 참여해야 하며, 또한 장기적
으로 해당 국가와 한국의 관계 형성에 좋은 활동은 한국 본사에서 제안하
여 함께 추진하기도 한다.
다. 외부 CSR 활동12)
중국 현대자동차는 자신들의 주요 외부 이해관계자를 좁게는 북경 지
역주민에서 넓게는 북경 외 중국 내 어려운 지역과 해당 지역주민까지 포
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현대자동차가 진행하는 외부 이해관계
자 관련 CSR 활동의 범위는 넓게 형성되어 있다.
중국 현대자동차는 3대 계획을 핵심으로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장 계획, 블루스카이 계획, 그리고 행복 계획이다. 먼저, 성장 계획은 향
후 중국을 책임질 인력 양성을 돕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 활동으로 구성
된다. 첫째, 중국 33개 학교에 컴퓨터를 기증하고 있다. 이는 2003년 시작
12) 북경 현대자동차 내부자료; 서민교(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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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직원들이 쓰던 컴퓨터를 5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이때 교체
한 중고 컴퓨터를 필요한 학교에 기증한다. 그리고 기증하는 것과 더불어
직원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교육을 실시
한다. 둘째, 자동차 상관학교에 차량을 기증한다. 이 또한 2003년에 시작
된 것으로 신차를 출시하기 전 시험차를 제작하는데 이를 교육용으로 학
교에 기증한다. 그리고 자동차전공대학에 기증하기도 한다. 차량 기증의
목적은 앞서 중소학교에 기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이를 통해 사
무직 인력과 정비 인력을 육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셋째, 북경현대
교실이다. 이는 2009년에 시작한 것으로, 향후 중국 현대자동차에서 활용
할 인력을 양성한다는 생각으로 학교와 합작을 통하여 현대자동차에서
엔지니어와 기능직을 양성하고 있다. 학생 수는 4,365명에 다다른다. 넷째,
희망소학교이다. 이는 주로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의 무너진 학교를 재건
하거나 또는 재해를 입지 않았어도 열악한 환경을 가진 학교를 돕는 활동
으로, 직원들이 직접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가기도 한다.
다음으로 블루스카이 계획은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이다. 이는 2008년
에 시작하여 2018년 종료가 계획된 사업으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대
자동차 본사와 함께 진행한 장기 활동이다. 약 10년 활동한 결과 1,500km
나무를 심었는데 중국 현지 반응도 가장 좋으며, 또한 임직원들이 참여하
고 싶은 CSR 활동으로 손꼽힌다. 봉사에 참여하는 인원 수는 2016년 360
명이었고, 매년 이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년에 2주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식물을 심고 그 외 시간은 한국 기반의 ‘생태평가 Asia’라는
NGO가 관리한다. 활동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은 한국 현대자동차 본사가
제공하며, 중국 현대자동차는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갔을 때 드는 비용을
담당하는데, 지금까지 중국 현대자동차에서 지출한 비용은 440만 위안이다.
마지막으로 행복 계획은 재난구조와 소외계층 지원으로 구성된다. 재
난구조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또한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돕는 활동이
다. 그리고 소외계층 지원은 특히 중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을 지원
한다.
이 외에도 중국 현대자동차는 지역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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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활동을 하는데, 회사는 공장이 있는 북경 순의구 주민들을 초청하여
음악회를 열고 있으며, 또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연주회를 후원하고 있
다. 그리고 북경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의 공식 스폰서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회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도 있다. 공장주
변주민들을 잠재적인 고객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행사
를 진행하거나 지역에서 결혼하는 사람에게 차량을 지원하는 등 중국의
결혼 풍습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학교 아이들의 하원도우미로
활동하기도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라. 내부 CSR 활동
중국 현대자동차의 내부 CSR 활동 대상은 직원들이다. 기본적으로 전
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직원들이 작업하면서 풍족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꼼꼼한 인원 체크를 통하여 식수를 제공하고 있으
며,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식사는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함께 일
을 한다는 점에서 6개 민족의 음식을 식단으로 구성하여 직원들이 식성
과 문화에 따라 메뉴를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
의 마음을 얻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조직 활성화 프
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데, 체육대회, 문화제 행사, 직원 가족 초
청행사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회사의 활동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좋은 반
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된다. 최근 기업은 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현재 조직활성화 활동 외에도 직원들
을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는 전체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풀뿌리혁신세미나가 있는데, 이는 한국의 현
장으로부터의 혁신, 즉 일터혁신과 유사한 것으로, 현장직원들로부터 개
선사항 및 안을 받아 현장을 개선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여 포상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진전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라고는 볼 수 없지만, 북경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방면으로 근로자의 만족에 노력한 결과,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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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8년 정도이며, 이직률은 7～8%로 북경 내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였
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협력사 관리는 CSR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반진출한 협력사가 많고 협력사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
는 것은 곧 현대자동차가 지탄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협력사 관리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수는 2018년 기준 240개로 이 중 현대자
동차가 관리하는 협력사는 주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30개 기업이다.
현대자동차는 국제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이를 토대로 별도로 만든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협력사를 관리하고 있다. 주로 노동법이나 근로시간 등
준법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를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협력사에게 부
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동시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
주는 등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매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
며, CSR 부서와의 협력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삼성전자
가. 일반 현황
삼성전자는 중국에 제2의 삼성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다. 1985년 9월에 삼성물산이 베이징사
무소를 개설하였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였
다. 1995년에는 지주회사인 중국 삼성을 설립하였고, 그 후 중국 곳곳에
다양한 법인을 설립하였다. 현재 중국 내 삼성전자의 법인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천진에 휴대폰, 모니터, TV, 카메라 생산법인과 R&D센터가 있
으며, 웨이하이에 프린터 생산법인이 있다. 시안에 낸드플래시 생산법인
이 있으며, 선전과 후이저우에 휴대폰 생산법인이 있다. 쑤저우에 LCD,
반도체(후공정), 노트북, 백색가전 생산법인이 있으며, 이 외에 베이징, 청
두, 상하이, 선양, 광저우 등에 판매법인을 두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
국에 지역총괄법인 2개, 판매법인 3개, 생산법인 11개, R&D센터 8개, 디
자인센터 8개, 기타 4개 등을 보유하고 있다(김동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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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례로 삼고 있는 대상은 천진삼성전자(TSEC)이다. 이는
통광집단과 삼성전자의 합작투자를 통하여 설립된 것으로 처음 합작 투
자비율은 50대 50이었으나, 통광집단이 재투자를 하지 않아 현재 삼성의
지분이 90% 정도를 차지한다. 1993년 4월 DVD와 VCL을 생산하는 TSEC
법인이 설립되었고, 다음해 1994년 2월 TV를 생산하는 TTSEC 법인이
설립되었다. 2년 후인 1996년 3월 모니터를 생산하는 TSED 법인이 설립
되었다. 그러나 이 3개의 법인은 2011년 합쳐져 지금의 TSEC 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13년 천진 개발구로 이사하였다. 이사의 목적은 3개의 법
인을 합치면서 그만큼 큰 공장과 사무실이 필요하기도 하였으며, 직원들
의 복지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현재 천진삼성전자는 모니터,
LCM(액정모듈), TV를 생산하고 있다.
직원 수는 2017년에 2,200명(주재원 19명)이었고, 2018년 1,700명으로 감
소하였다. 인력감소는 2017년, 2018년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일어나
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유는 연구개발(개발직 크게 감소)을 하지 않
으며 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한편으로는 설비가 자동화되
고 계속해서 기능이 향상되면서 새로운 인력채용을 하지 않고도 동일한
양을 생산하고 매출액 또한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CSR 활동
삼성이 발간하는 중국삼성사회공익활동백서에서 보면, 중국 삼성은
나눔의 경영을 기본철학으로 CSR 활동의 원칙을 수립하고 기업공민으로
서 윤리와 법률을 준수하고, 삼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
전을 이끄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삼성의 사회공익 사상
의 3대축은 첫째, 첨단과학기술과 우수제품으로 신뢰 획득, 둘째, 재무적
성과 확보, 셋째, 중국을 위한 사회공익으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
행에 옮기고 있다. 삼성전자는 정부정책의 관심분야, 인민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삼성능력에 가능한 분야 등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각각 법인에는 CSR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지만, 노무팀에 사회공헌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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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가 있다. 각각의 법인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활동도 있으나 삼성전자
중국본사 내 CSR 부서가 있고 여기서 CSR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에서 설명하겠지만 지역 돕기의 일환인
서부양광 활동은 본사에서 생산법인에 활동을 제안한 것이다. 이 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각각의 생산법인은 독자적으로 CSR 활동을 계획하고
활동을 하기도 한다.
CSR에 드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은데, 직접비용보다는 간접비용으로
근로자들이 CSR 활동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도이다. 그래서 별도로 비용 산출을 하고 있지는 않다.
다. 외부적 CSR 활동
천진삼성전자의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CSR 활동은 작게는 삼성전자
활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사회와 넓게는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 중국본사는 교육지원, 사회복지, 농촌지원, 환경보호 등과
같은 CSR 4대 핵심영역을 정하고 있다. 연구에서 소개하는 TSEC뿐 아
니라 휴대폰 생산법인인 TSTC도 CSR 활동을 네 가지로 구성하고 세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에 살펴볼 구체적인 CSR 활동은 중국삼성전
자 본사에서 제공하는 활동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교육지원은 희망지원이라고도 하며, 희망공정이라고도 한다. 이
는 기금을 마련하여 중국 내 낙후된 지방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지
원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활동 중 하나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학교를 짓는다. 공부하
고 싶지만 학교가 없어서 배움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지역에 학교를 세워
현재 100개가 넘는 학교가 지어졌다. 둘째, 티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장
학사업을 한다. 중국 CCTV의 ‘삼성지식쾌속열차’라는 프로그램을 협찬
하면서 참가선수들에게 상금과 외국여행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돕고 있다. 셋째, 삼성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
원한다. 이는 성적우수자뿐 아니라 사회봉사에 적극적인 학생들을 대상
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시작되어 북경대, 청화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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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빈곤아이들에게 교육 인프라
를 제공한다. 이 활동은 중국 지방의 불충분한 교육재정으로 인하여 시설
이 빈약한 학교에 TV나 학습용품 등을 기증하거나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
한 지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청각장애인
에게 도우미견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3월 시범분양 이후로 꾸준하게
소리가 없는 곳에 희망을 준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둘째,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07년부터 빈곤지역
의 백내장 환자에게 개안수술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국민의 피부에 와 닿
는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고민하다가 시행된 것으로 7,000여 명이 넘는 환
자에게 개안수술을 해주었다. 셋째, 맹인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천진시에
위치한 맹인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
도 운동회 지원, 견학 과정 지원, 여행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넷째, 지역의 양로원 및 아동복지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
동을 한다. 직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들의 외출을 돕는다. 이 외에도 재해지역에 물품과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지원은 중국 정부와 직원들의 다수인 농민공들이 농촌문제에 각별
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일사일촌 운동’을 적용하여, 가
까운 지역 또는 어려운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다양한 지원을 하는 ‘일
심일촌’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을 지원한다.
다수의 중국 농촌의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며 항상 학용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학교에 도서와 컴퓨터, 학용품을 기증하고, 학교 내
필요한 부분의 수리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둘째, 빈곤층에 생활
용품을 지원한다. 빈곤가정이나 촌민들에게 쌀이나 밀가루, 그리고 옷 등
의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수확활동 등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농번기가 되면 직원들은 직접 벼베기 자원봉사를 가며, 또한
농산품의 재배와 운송 단계의 문제를 찾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 돕
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서부양광’이라는 이름 아래 활동하고 있
다. 이는 다시 말해 ‘서부햇빛활동’이라고도 하며,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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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서부지역 중에서도 더욱 낙후된 지역에 교육시설을 만들고 다양한 물
품을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나가 직접 학생들을 대
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환경보호는 녹색경영을 강조한다. 특히, 상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중국 정부의 법 기준에 맞춘 고효율 제품을 생산할 것을 강조 한다(김병
균․서민교, 2012 : 254). 둘째,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다. 주로
회사 주변의 도로를 견인하여 청소하고, 이 외에도 공원, 광장, 바닷가 등
공중장소의 환경미화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 및 보호에 힘쓰
고 있다.
라. 내부적 CSR 활동
중국 삼성전자의 내부 CSR 활동의 대상은 직원들이다. 기본적으로 중
국의 노동법 등 근로자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 준법경영을 강조하면
서 인사부서에서 매년 RBA 기준을 통해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관리한다. 그리고 작업환경을 개선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공
장의 깨끗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카페테리아나
기숙사 등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 및 숙박시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TSEC의 경우 3개 부문이 합쳐지면서 천친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이사를
한 이유 중 하나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함이었
다고 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사내 서클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생산직을 포함하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
년 기준 연간 인당 교육시간은 60시간이며, 교육은 근로자가 원하는 다양
한 분야를 선택하고 들을 수 있다. 업무와 크게 상관이 없는 기본소양교
육 또는 개인소질 개발 교육프로그램을 들어도 되며, 이 외에 기능/기술
등 직무교육, 리더십 교육, 조직문화 교육, 환경보호교육, CSR 사례 발표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이 있어 근로자는 원하는 교육을 신
청하고 이수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사내강사는 총 70명이며,
이 중 중국 CSR의 중요한 부분인 환경보호교육을 진행하는 사내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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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명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보호교육의 경우 삼성에서 독
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중국환경보호국, 교육국과 함께 화북지역 9개의
삼성법인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 정부에 삼성이 제안하
여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도 변경이나 도입,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할 때 사원대표들과 충
분한 협의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노사분규는 없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TSEC는 2015년 천진시 노동관계 AAA 화해기업
으로 선정되었다. A는 초급, AA는 중급, AAA는 고급에 해당되는데,
AAA를 받는 경우 2～3년 동안 노동감시를 받지 않는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노동관련 투서나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정되는 것으로,
TSEC는 매년 AAA 등급을 받고 있다.
협력사 관리는 준법경영과 환경경영 두 부분을 중점으로 시행하고 있
다. 아동노동, 노동법, 안전 등과 관련하여 협력사들이 법적 사항을 잘 준
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법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
이 없는지 관리한다. 모든 협력업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중점업체
27개와 일반업체 35개로 나누어 연간 3～4회 점검을 실시한다. 국제표준
기준인 RBA에 따라 협력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추적관리를 통해 매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삼성전자에
새로이 진입하는 협력업체도 RBA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를 충족되는 경
우에만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제4절 시사점

1. 연구 요약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어떠한 CSR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두 기업의 CSR 활동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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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중국 현대자동차와 중국 삼성전자의 CSR은 계속해서 중국 내 외
자기업 중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삼성전자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
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병균․
서민교, 2012). 현대자동차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막화 방지사업’이나 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중국 내 외
자 자동차 기업 중 CSR 순위가 2013년 150위에서 2014년 51위, 2015년
27위, 그리고 2016년 1위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중국 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활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활동은 이해관
계자를 회사 주변 지역주민뿐 아니라 매우 광범위하게 중국 국민을 대상
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활동 영역도 자라나는 아이들 대상에서 교
육과 관련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측면의 다양한 인프라를 지원
하고, 회사 주변지역의 환경과 더 나아가 중국 내 척박한 곳의 환경을 보
호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이와 같이 두 기업은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고
받는 직접적 관련을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더 넓게는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외부 이해관계자로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활동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내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활동을 보면, 주요 이해관계자는 내부
직원들로 두 회사 모두 내부 노동자의 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활동을 보면, 두 회사 모두 직원들
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에
몰입시키고 동기부여를 위하여 조직 활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차이가 나고 중국 삼성전자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종업원 교육훈련을 매우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직무와 관련한
것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기개발 등도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삼성은 준법경영을 강조하면서 회
사가 종업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기업 모두 협
력사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를 CSR 영역에서 바라보지는 않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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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협력업체가 현대나 삼성과 동반진출한 경우가 많고 또한 협력사
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이 두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준법경영 차원에서 협력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 접근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두 회사 모두 중국 내 CSR의 핵심을 사회공헌에 둔다는 점
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두 기업 모두 CSR 활동에서 종업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것
<표 8-5> 두 기업의 CSR 비교
항목

중국 현대자동차

중국 삼성전자

CSR 방향

-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 -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한 적극적 CSR
대한 적극적 CSR

CSR 결과

- 2016년 자동차 분야 기업의
- 2016년 중국 내 외자기업 전체
CSR 평가 1위(2년 연속)
CSR 평가 1위(5년 연속)
- 중국 내 평균보다 이직률 낮은 - 2015년 노동관계 평가 최우수
수준
등급

- 주요 이해관계자
․회사 주변 지역주민
․중국 내 잠재적 고객
외부 CSR 활동 및
- 활동
주요 이해관계자
․교육지원
․환경보호
․지역사회 공헌

- 주요 이해관계자
․회사 주변지역 주민
․중국 내 잠재적 고객
- 활동
․교육지원
․환경보호
․지역사회 공헌

- 종업원 복지
- 조직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직원만족도 제고
내부 CSR 활동 및
- 협력사가 사회적 기준에 부합
주요 이해관계자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
법경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
원

- 종업원 복지
- 교육훈련 및 자기계발 지원
- 조직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직원만족 제고
- 준법경영을 통한 노동법 준수
강조
- 협력사의 사회적 평가를 관리
하는데 준법경영과 환경경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

CSR 특징
자료 : 저자 작성.

- 근로자 자원봉사를 통한 CSR
- 근로자 자원봉사를 통한 CSR
활동 진행
활동 진행
- 공회 자발적 CSR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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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 CSR 활동을 보면, 회사가 외부에 기부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주이지만,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함께 모든
활동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의 경우 회사가 학교에 컴퓨터와 학용품을 제공하면
서 직원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학교의 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하는 것
이다. 즉, 직원들의 CSR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두 회사 마지막으로, 의
외부 CSR 활동을 시행하고 유지시키는 것이다.
중국 삼성전자와 달리 중국 현대자동차에서 주목할 것은 공회가 독립
적으로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회는 회사가 하는 CSR
활동과는 별개로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지역 내 학교 아이들의 하원을 도와준다든지, 지역 내 결
혼과 같은 행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주로 회사 인
근지역과 호의적인 관계 지속을 위해 노력한다. 공회에 가입한 종업원(중
국의 경우 공회에 종업원 100% 가입)이 해당 지역주민이기도 하다는 점
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 현대
자동차의 노동조합도 회사와는 별도로 또는 주도적으로 회사에 CSR 활
동을 제안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 현대자동차만의 독특
한 문화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2.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CSR 특징 및 정책 제안
중국 내 진출한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있지만, 외자기업 중 중국에서
CSR 관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사례를 가지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CSR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 영역을 잘 알고 이에 대한 활동
을 수립하고 있다. 유재욱(2013)의 연구에서 보면, 중국인들은 기업에 에
너지 절약, 오염물질 감소, 탄소배출 감축 등과 같은 환경에 대한 책임보
다는 주주, 고객, 협력업체와 관련한 시장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정부, 종업
원, 지역사회와 관련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주
장하였다. 즉,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범위는 넓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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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또한 기업에 경제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
도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Carroll, 1991).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두
기업 모두 CSR 활동의 대상이 기업 내부의 종업원부터 지역사회 주민,
더 나아가 중국 국민까지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활
동 영역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상대적으
로 중국 국민들의 관심이 덜한 환경영역도 두 회사에서 모두 중요하게
CSR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기업에서 세부영
역별로 어느 정도 비용을 지출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영역의
비중을 크게 두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기업과 CSR 활동에 관한 이야
기를 나누는데 특정 영역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영역
들에 대한 고른 노력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근로자 권익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폭스콘 사태에
서 시작되어 중국 내에서 기업의 중요한 책임영역으로 근로자의 권익보
호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의 감시 또한 강해지고 있으며, 준법
경영의 영역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자
동차와 삼성전자는 이러한 근로자 권익보호를 중요한 CSR 활동으로 포
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효과를 근로자 만족 측면에서 그리고 심각
한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제도적 측면의 동기와 전략적 측면의 동기
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두 기업의 CSR 대
상과 활동 범위를 보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공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CSR 활동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삼성전
자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차이를 가
지지만, 주요 CSR의 대상과 활동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CSR 활동 추이에서 보면 2002년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중국 기업(local)
뿐 아니라 외자기업에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이슈는 소비자와 근로자의
권익보호, 환경보전, 지역사회발전이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CSR
활동은 이러한 이슈들을 잘 반영하고 중국 사회 내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CSR 활동을 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CSR은 사회적으로 요구가 제기되는 이슈에 대응하고 또한 다른 한국에

220

한국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서 진출한 기업들과 유사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측면의 동
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CSR에 대한 전략적 측면
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를 한 두 기업 모두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러한 점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중국 진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측면에서 내부 이해관계자 중심 CSR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두 기업 모두 각각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슈에 대응하는 체제로 CSR
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각각 강조하는 측면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예, 천진삼성전자 : 내부 근로자 교육훈련, 북경현대자동차 : 공회
CSR 활동). 물론 현재 두 기업 모두 기업 CSR 활동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략수준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지만, 두 기업 모두 CSR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기업 모두 CSR을 통해 중국 사회에서 제기하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연결된 CSR 활동
과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기업
(local)들이 여전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단순히 자선활동으로 여
기고 있다는 점에서 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는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두 기
업의 CSR 활동은 사회가치의 실현과 동시에 기업의 생산가치 사슬의 경
쟁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보
인다. 서민교(2011)가 중국 내 도요타와 현대자동차의 CSR을 비교한 연
구에서 보면, 도요타의 경우 환경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 배출이 낮
은 환경친화적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전략과 CSR을 매우 잘 연계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 요구
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가치 사슬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그리고 Porter & Kramer(2006)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
동이 진정으로 전략과 연계되면 CSR과 다른 기업의 활동과 구분이 어렵
게 된다고 보았다. 이것이 CSR의 전략수준이 높은 상태인 것이다. 이러
한 점에서 보면, 중국 내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CSR은 중국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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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에서 제기하는 사회적 이슈를 매우 적극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는 점에서 분명 중국의 사회공통의 가치를 실현하고 기업 이미지 제고 측
면에서 효과를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직은 CSR을 기업의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시켜 생각하거나 더 나아가 기업에 가치를 부여하
고 있지는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CSR에
전략적 사고의 투영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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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중부유럽 진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

제1절 일반 현황

1. 중부유럽 환경적 특성
서유럽이나 동유럽과 비교해 볼 때 중부유럽은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낯선 지역이다. 1989년까지 유럽 대륙은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구분되었
는데, 이러한 구분은 지리적 개념이라기보다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기준
에 의한 것이었다(이규영, 2001). 중부유럽은 현실사회주의 체제의 이행
능력이 취약해지면서 냉전질서의 해체로 이어지고, 50여 년 전에 자신들
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소비에트 영향권에 편입되었던 국가와
주민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만든 개념으로, 결국 중부유럽이란 중미
(Central America)와 같이 지도상에서 경계를 찾아낼 수 있는 지역
(region)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세계(a kingdom of the spirit)를 뜻한
다(이규영,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서
유럽 문화권의 동쪽 경계선(폴란드와 헝가리의 동쪽 국경선)과 사회권의
서쪽 경계선(엘배강)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을 중부유럽이라 부를 수 있으
며, 중부유럽은 문화적인 면에서는 서유럽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동유럽
에 속하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김용덕,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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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유럽 국가에 속하는 국가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다(이규영, 2001). 이 4개국은 비세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 V4)으로
불린다. 비세그라드 그룹은 중부유럽의 지역협력체로서 1991년 유럽연합
(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목표로 창설되었다. 현재, 비세
그라드 그룹에 속하는 4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즉, 경제적 측면, 공고한 정치적 연대, 그리고 4개국의 특이
성이다(김면회 외, 2014). 김면회 외(2014)에 따르면, 이들 국가가 주목받
는 이유 중 첫 번째로 경제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비세그라드 그룹 소속
4개국은 1989년 체제전환 이후부터 여타 중동부의 유럽 국가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은 2004년 EU 가입
이후 유럽 단일시장 내 최적의 생산기지로 부각되고 있다. 비세그라드 4
개국의 노동시간당 GDP(PPS 기준)는 인근 국가들을 크게 웃돌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노동시간당 GDP는 루마니아 45.1, 불가리아 43.2인
데 반해, 폴란드 59.9, 체코 66.6, 헝가리 61.5를 기록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노동생산력은 비세그라드 4개국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
다. 2013년 기준, 슬로바키아의 노동시간당 GDP는 76.5를 기록하였다
(Eurostat, 2014). 관련자들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경쟁력 요인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유로존 회원국으로서의 입지, 정치․
경제적 안정성, 경영 및 재산권 보호 중부유럽 선도 국가(World Bank,
PRA), 중부유럽 내 흔치 않은 유로 사용 국가라는 점, 글로벌 사업에 적
합한 전략적 시간대, 국민들 전반의 탁월한 외국어 능력(영어, 독일어, 프
랑스어, 스페인어, 체코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러시아어, 스칸디나비아어
등), 우수한 노동력(매년 7만여 명의 졸업생과 21만여 명의 대학생), 타문
화 경영방식에도 뛰어난 적응능력, 다수의 A급 다국적기업 진출, 꾸준히
발전 중인 기반시설 네트워크, 다양한 정부의 지원과 같은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 등을 꼽고 있다(슬로바키아 무역투자진흥청, 2015). 슬로바키아
를 포함한 중부유럽 4개국의 전략적 가치는 유럽 내에서 점차 확장되고
있다. 양호한 경제성장과 투자전망에 따라 중부유럽 4개국은 BRICs, 터
키와 더불어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이 주목받는 두 번째 이유는 4개 국가들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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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치적 연대를 통해 EU 내에서 ‘단체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있
다(김면회 외, 2014). 이들의 공동행동노선은 EU 가입 이후에도 지속되어
과학기술, 교육, 국경통제 및 사회발전정책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EU 구조기금(Structural Fund)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이들의 공동대
응전략은 더욱 돋보였다. 이들 4개국은 강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EU 내에
서 상당한 교섭력을 발휘하고 있다.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이 주목받고 있는 마지막 이유는 이들 국가가
지닌 특이성으로 인해 한국과 EU의 관계에서 비세그라드 그룹이 차지하
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김면회 외, 2014). 이와 같은 측면에서 비세
그라드 그룹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연구 작업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김면회 외, 2014).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절은 중부유럽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
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은 과거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체제로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체제로 전환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들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공업기반이 매우 튼실하였다는 점, 체제
전환 이전에도 일부 영역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고 있
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반에 따라 본격적인 체
제전환 이후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한국국제노동재단,
2006). 중부유럽 4개국은 EU 가입 이후 상호 연대하여 EU로부터 가장 많
은 수혜를 받는 국가가 되었으며,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정
책을 시행하여 단일시장 내에서 대표적인 제조업 기지로 발전하였다(김
면회 외, 2014).
우선, 환경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의 주요 특
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인구 규모의 경우, 4개국 가운데 폴란드(3,800만
명)가 가장 크며, 그다음으로는 체코(10,625,250명), 헝가리(9,688,847명),
슬로바키아(5,449,816명) 순이다(위키백과, 2018). 4개국의 인구는 여타
EU 신규 회원국과 달리 EU 가입 당시 인구규모를 웃도는 수준에서 유지
되고 있다. 인구변화 추이를 고려해 볼 때 EU 중부유럽 4개국은 앞으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유사한 규모의 수출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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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김면회 외, 2014).
국가 면적의 경우, 폴란드(31만km2)가 가장 넓고, 그다음으로는 헝가리
(9만 3천km2), 체코(7만 9천km2), 슬로바키아(4만 9천km2) 순이다. 폴란
드의 면적은 한반도의 1.4배 크기이며, 슬로바키아는 한반도 면적의 1/5
규모다. 민족 구성의 경우, 폴란드는 폴란드인이 97%로 단일민족국가에
가깝지만, 체코는 체코인 64%, 모라비안 5%, 슬로바키아인 1% 등 다양
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슬로바키아는 슬로바키아인 81%, 헝가리인
9%로 구성되어 있으며, 헝가리는 헝가리인(86%), 로마인(2%)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종교의 경우,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 모두 가톨릭 인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체제는 4개국 모두 의원내각제를 구성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GDP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 가운데 폴란드(5,100억 달러)가 가장 높
고, 슬로바키아(950억 달러)가 가장 낮다. 2017년 기준 1인당 GDP의 경
우, 체코(19,818달러)와 슬로바키아(17,491달러)가 폴란드(13,429달러)나
헝가리(13,460달러)보다 높다. 화폐의 경우, 슬로바키아가 4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EURO화를 사용하고 있다. 산업구조는 4개국 모두 유사한 형태
를 구성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서비스업이 전체의 60∼65%, 제조업이 30
∼40.2%, 그리고 농업이 2.4∼5%를 차지하고 있다. 4개국의 주요 수출품
과 수입품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공산품 등이며, 주요 부
존 자원은 석탄, 연탄, 철광석, 구리, 천연가스 등이다. 국가신인도의 경우,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4개국 가운데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수명
은 76∼79세로 엇비슷하다. 절대빈곤계층의 비율은 폴란드(18%)가 가장
높고 체코(10%)가 가장 낮다. 이동통신가입자 수 규모는 폴란드(백명당
146명)가 가장 크고,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슬로바키아(80%)가 가장 높
다.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의 중등교육취학률은 90%를 웃도는 완전 취학
상태에 근접해 있다. <표 9-1>은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의 주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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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의 주요 특성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위치

유럽 중부

유럽 중부

유럽 중부

유럽 중동부

면적

31만km2
(한반도의 1.4배)

7만 9천km2
(한반도의 1/3)

4만 9천km2
(한반도의 1/5)

9만 3천km2
(한반도의 2/5)

수도

Warsaw

Prague

Bratislava

Budapest

인구

38백만 명(2017)

10.6백만명(2017)

5.4백만명(2017)

9.8백만명(2017)

민족

폴란드인(97%)

체코인(64%),
모라비안(5%),
슬로박인(1%)

슬로바키아인(81%), 헝가리인(86%),
헝가리인(9%)
로마인(2%)

종교

가톨릭(87%),
동방정교(1%)

가톨릭(10%),
기독교(1%)

가톨릭(62%),
개신교(8%),
그리스정교(4%)

독립일

1918. 11. 11.
(독립공화국 선포)

1993. 1. 1.
1993. 1. 1.
1918. 11. 16.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에서 분리) 연방공화국에서 분리) (공화제 선포)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GDP

5,100억 달러(2017) 2,097억 달러(2017) 950억 달러

1,320억 달러(2017)

1인당 GDP

13,429달러(2017)

19,818달러(2017)

17,491달러(2017)

13,460달러(2017)

화폐단위

Zloty(PLN)

Koruna ceska(Kc)

Euro(EUR)

Forint(Ft)

산업구조

서비스업 64.2%,
서비스업 60%,
제조업 40.2%, 농업 제조업 37%, 농업
2.4%(2016)
3%(2016)

서비스업 62%,
제조업 35%, 농업
3%(2016)

서비스업 65%,
제조업 30%, 농업
5%(2015)

주요 수출품

및 부품,
기계류 및 운송장비, 자동차
화학제품
공산품, 잡화제품 연료,
(2016)

자동차 및 부품,
기계 및 장비,
기계, 전자장비,
공산품, 식료품
원자로, 금속(2015) (2016)

주요 수입품

자동차부품, 기계류,
기계류 및 운송장비, 연료,
화학제품, 공산품 (2016)화학제품

기계, 전기장비,
자동차 및 부품,
원자로, 광물제품
(2015)

주요 부존자원

석탄, 유황, 구리,
천연가스, 은, 납,
소금

국제신인도

Moody’s A2, Fitch Moody’s A1, Fitch Moody’s A1, Fitch Moody’s Baa3,
AA+
A+
Fitch BBB-

평균수명

78세

79세

77세

76세

절대빈곤계층

18%

10%(2013)

13%

15%

이동통신가입자수 146명
(백 명당)

115명(2016)

128명(2016)

119명

인터넷사용자비율 73%

76%(2016)

80%(2016)

79%

중등교육취학률

106%(2015)

92%(2015)

105%

108%

의원내각제

가톨릭(37%),
칼빈교(12%),
루터교(2%)

의원내각제

기계 및 장비,
공산품, 연료 및
전기류, 식료품
(2016)

무연탄, 연탄,
갈탄, 철광석, 구리, 보크사이트, 석탄,
고령토, 흑연, 목재 망간
천연가스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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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사관계 특징
다음으로는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의 노사관계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
도록 한다. 중부유럽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의 노사관계 주요 지표는 <표
9-2>와 같다. 우선, 4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우리나라(10.2%)와 비슷
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개국 가운데에서는 폴란드의 노조조직률
(12.4%)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슬로바키아와 체코는 각각 10.9%,
10.5%, 헝가리는 8.5%로 4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임금노
동자 중에서 노조에 직접 가입하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노동자
의 비율을 의미하는 단체협약적용률의 경우, 4개국 가운데 체코(46.3%)가
가장 높았으며, 슬로바키아(24.4%), 헝가리(22.8%), 폴란드(14.7%)가 그
뒤를 이었다. 폴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에서 노조조직률과 단협 적용
률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해당 국가에서 단체협약 적용률은 노조
조직률의 보완재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파업 또는 직장폐쇄 및 기타 관련 쟁의행위를 수반하는 노사분규를 의
미하는 노동쟁의행위 발생건수의 경우, 폴란드 5건(2016년), 헝가리 5건
(2017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각각 2건(201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동쟁의행위 참가자 수의 경우, 폴란드(3만 명, 2017년)가 가장 많았으며,
슬로바키아(5천 명, 2017년), 헝가리(2천 명, 2012년)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에 해당하
는 제조업 부문 내 노동쟁의행위 참가자 수의 경우, 슬로바키아(5천 명,
2017년)와 헝가리(2천 명, 2012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동손실
일수의 경우, 폴란드(3,561만 8천일)와 헝가리(3,381만 8천일)가 4개국 가
운데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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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의 노사관계 주요 지표13)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노조조직률(%)*

12.4(2014)

10.5

10.9(2015)

8.5

단체협약적용률(%)*

14.7(2012)

46.3(2015)

24.4(2015)

22.8(2014)

5

2(2017)

2(2017)

5(2017)

노동쟁의행위 참가자수
(천 명)***

30(2017)

0(2015)

5(2017)

2(2012)

제조업 내 노동쟁의행위
참가자수(천 명)***

0(2017)

0(2015)

5(2017)

2(2012)

노동손실일수(천 일)****

35,618(2017)

0(2012)

9(2017) 33,818(2017)

노동쟁의행위 발생건수(건)**

주 :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2016년을 기준으로 함.

13) <표 9-2>의 자료는 * https://stats.oecd.org/ (Labour/Trade Un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검색일: 2018. 8. 25),
**https://www.ilo.org/ilostat/faces/oracle/webcenter/portalapp/pagehierarchy/P
age27.jspx?subject=IR&indicator=STR_TSTR_ECO_NB&datasetCode=A&collec
tionCode=YI&_afrLoop=3355950803868934&_afrWindowMode=0&_afrWindowId
=10y8yr3bso_1#!%40%40%3Findicator%3DSTR_TSTR_ECO_NB%26_afrWindo
wId%3D10y8yr3bso_1%26subject%3DIR%26_afrLoop%3D3355950803868934%26
datasetCode%3DA%26collectionCode%3DYI%26_afrWindowMode%3D0%26_ad
f.ctrl-state%3D10y8yr3bso_57(검색일: 2018. 8. 25)
***https://www.ilo.org/ilostat/faces/oracle/webcenter/portalapp/pagehierarchy/
Page27.jspx?subject=IR&indicator=STR_WORK_ECO_NB&datasetCode=A&coll
ectionCode=YI&_afrLoop=3356049616073396&_afrWindowMode=0&_afrWindow
Id=10y8yr3bso_1#!%40%40%3Findicator%3DSTR_WORK_ECO_NB%26_afrWin
dowId%3D10y8yr3bso_1%26subject%3DIR%26_afrLoop%3D3356049616073396%
26datasetCode%3DA%26collectionCode%3DYI%26_afrWindowMode%3D0%26_
adf.ctrl-state%3D10y8yr3bso_78(검색일: 2018. 8. 25)
****https://www.ilo.org/ilostat/faces/oracle/webcenter/portalapp/pagehierarchy
/Page27.jspx?subject=IR&indicator=STR_DAYS_ECO_NB&datasetCode=A&col
lectionCode=YI&_afrLoop=3356122133607292&_afrWindowMode=0&_afrWindo
wId=10y8yr3bso_1#!%40%40%3Findicator%3DSTR_DAYS_ECO_NB%26_afrWi
ndowId%3D10y8yr3bso_1%26subject%3DIR%26_afrLoop%3D335612213360729
2%26datasetCode%3DA%26collectionCode%3DYI%26_afrWindowMode%3D0%
26_adf.ctrl-state%3D10y8yr3bso_95(검색일: 2018.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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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 기업 진출 현황

중부유럽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에는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
다. 우선 폴란드의 경우, 2017년 8월 기준으로, 한국 기업 205개사가 법인,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폴란드는 독일, 우크라
이나, 러시아, 체코, 벨라루스,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등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유럽과 CIS(독립국가연합)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되
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적 특성에 따라 폴란드에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해외 기업들이 진출하였다. 한국의 대폴란드 투자는 1993년 대우전자 진
출로 본격화되었다(KOTRA, 2018c). 1995년 대우자동차 투자와 함께 다
수의 협력업체가 진출했으며, 2004년 폴란드의 EU 가입 이후 투자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투자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08년부터 체코 현대자동
차,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 남부 지방으로
자동차 분야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으며, 가전 분야의 투자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현재 가동 중인 주요 공장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LG
화학 등이 있다.
체코에도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KOTRA(2018b)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체코 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금액은 26억 6,000만 달러로 체코 전체 FDI의 2.2%를 차지한다. 한국은 독
일에 이어 대체코 2위의 투자국이다. 한국의 대체코 투자는 2006년 현대자
동차의 진출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현재 체코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은 대
부분 현대자동차 계열사 및 협력사, 유관 품목 생산업체들이다. 제조업체
들의 경우 주로 동부 모라비아 지역에 진출해 있으며, LG전자, 삼성전자
등 10여 개의 판매 및 서비스 법인 등은 체코 수도인 프라하 인근에 위치
해 있다. 이 외에도 두산중공업, 넥센타이어, 현대모비스 등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2009년 스팀 터어빈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
는 체코의 스코다 파워(Škoda Power) 지분 100%를 인수하고, 발전소 3대
핵심 설비 원천기술을 확보하였다. 넥센타이어는 2014년 북서쪽 자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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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atec) 지역에 10억 3,000만 달러 규모의 타이어 공장 건설 투자를 결정하
였으며 2018년 하반기 완공 예정에 있다. 현대모비스는 2014년 현대자동차
가 위치해 있는 오스트라바 인근 산업단지에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자동
차 램프 공장을 건설하였다. 넥센타이어와 현대모비스는 체코 산업부가 주
관하는 2014년 올해의 투자상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대한항공
은 2013년 체코항공(Czech Airlines)의 지분 44%를 254만 유로에 인수하여
체코를 대유럽 전진물류기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주 7회 인천-프라
하 간 직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슬로바키아 진출도 계속되고 있다. KOTRA(2018a)에
따르면, 2017년 1월 한국의 대슬로바키아 누적 투자신고 건수는 355건,
실투자금액은 약 11억 3,700만 달러 규모다. 슬로바키아는 중동부 유럽
국가 중 폴란드에 이어 제2대 투자대상국이다.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한국
업체는 약 100개사인데, 대부분은 전자제품 또는 자동차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협력사의 진출이 완료되면서 진출기업 증가세
가 다소 둔화 추세에 있다. 슬로바키아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주로 삼성
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위치한 갈란타(Galanta) 지역, 그리고 기아자동
차가 있는 북쪽 체코 경계지방인 질리나(Zilina)에 위치해 있다. 갈란타는
슬로바키아의 수도인 브라티슬라바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 해 있다.
갈란타에는 신흥정밀, 토파즈 등 삼성전자 협력업체 및 물류업체 다수가
자리하고 있다.
헝가리에도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KOTRA(2018d)에 따
르면, 2016년 기준 우리 기업의 대헝가리 투자는 총 216건 약 5.8억 달러
규모이며, 주요 투자분야는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건설, 도소
매업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헝가리에 진출한 우리나
라 기업 수는 총 88개다. 헝가리 내 고용 규모는 7,700여 명, 2016년 기준
매출액은 32억 유로 수준이다. 생산법인 형태로 진출한 기업 중 한국타이
어, 삼성전자 순으로 투자규모가 크고, 각각의 협력업체들도 다수 진출해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헝가리 공장을 제조혁신 및 생산성 R&D 거
점으로 지정하기도 했다(KOTRA, 2016 : 10).
향후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에는 다양한 기회와 위기요소가 공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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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망된다. KOTRA(2018c)에 따르면, 2018년 폴란드는 3.4% 이상 안
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2017년 들어 폴란드 실업률은 매월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의 양육보조금 정책을
통해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서 내수경기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활성화에 따라 소비자물가도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밖에 14
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외국 투자기업의 투자진출 확대, 세수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정부 지출 및 투자 등을 통해 2018년에도 폴란드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OTRA(2018c)에 따
르면, 폴란드는 무역투자청(PAIiH)이 주축이 되어 외국인 유치에 적극적
으로 나서고 있다. 2017년 상반기 투자유치 건수는 총 157건으로 약 16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5,579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폴란드는 기업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현
재 경제특구 이외 지역에 투자 진출 시에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거나 신규 스타트업에 대해 6개월간 고용주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법안
을 검토 중이다.
한편 현 정권의 자국 중심적 정책 추진에 따라 폴란드-EU 간 갈등이
계속되고, 프랑스 노동개혁, CIS 지역 군사․안보 이슈 등 외부적 불확실
성 역시 상존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고용․소비 증가에 따라 내수시장
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소비패턴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체코 노동시장은 저실업률이 지속되면서 심각한 노동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KOTRA(2018b)에 따르면, 체코 실업률은 2013년 이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2/4분기에는 1/4분기 실업률인 3.4%
에서 0.5% 하락한 2.9%를 기록하였다. 2016년 초 이후 EU 국가 중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것이다.14) 현재 완전고용 수준의 실업률로 향후 실
업률 추가 하락은 미미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당분간 낮은 실업률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파른 임금상승률도 문제다. 노동인력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실질 임금 및 노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였는데, 2017년
14) 2017년 6월 기준으로 EU 전체는 7.7%, 독일 3.8%, 스페인 17.1%, 그리스 21.7%
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KOTRA,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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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평균명목임금 상승률은 7.9%로 전분기 대비 2.6% 상승하였다.
낮은 실업률과 가파른 임금상승률은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에 상당한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슬로바키아는 유럽과 독립국가연합의 가교 역할을 하는 요충지로 지정
학적 이점이 크다. 1997년 이후 슬로바키아는 매년 3∼4%의 경제성장률
을 나타내고 있다. 풍부한 인적 자원, 저렴한 인건비, 외국인투자기업에
세제지원 등으로 슬로바키아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기대
된다. 슬로바키아는 비세그라드 그룹에 속한 나머지 국가들과 비교하여
소규모 경제로 내수시장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바
키아의 경제성장은 가속화되고 있다. KOTRA(2018a)에 따르면, 슬로바키
아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3.3%에서 2018년 4.1%로 높아졌다. 민간 소비
를 중심으로 내수가 확대되고, 실업률도 7.5%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독립 이후 최저 실업률이다. 체
코와 마찬가지로 슬로바키아에서도 실업률 저하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
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폴크스바겐, 푸조시트로엥, 재규어랜드로버,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대기업과 수백 개의 협력사
들이 비교적 소규모의 국가에 연이어 진입함에 따른 것이다. 실업률 감소
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역별․계층
별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부 슬로바키아의 경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지리적으로 서유럽
과 가까워 많은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비하여, 동부 슬로바키아는
매우 높은 실업률․낮은 평균급여를 나타내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1993
년 독립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
재되는 저숙련 인구의 실업률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자연실업률보다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 내 노동력 부족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헝가리 경제는 환율 약세 및 저금리 기조로 인한 경기회복 국면
에 있다. KOTRA(2018d)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2014년부터 2018년까
지 3%대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도 지난 3년간
24.6%가 증가했다. 헝가리 경기 호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다.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는 3대 완성차 메이커인 다임러(Daim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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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Audi), 보쉬(Bosch), 스즈키(Suzuki)를 중심으로 전후방 연계성이
높은 공급사 투자유치가 계속되고 있다. 서비스 공유센터(SSC), R&D센
터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체계
변화 등, 국가성장의 신동력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다. 한편, 낮은 실업률, 잦은 세제개편은 헝가리 투자의 불안요소로 꼽
힌다. 최근 헝가리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인 4.2%를 기록했으며, 이는 외
국계 기업들의 투자에 주요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헝가리 정
부가 최근 친 외국기업적 정책을 계속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정
부의 빠른 세제개편이 헝가리 투자의 불안요소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제3절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CSR 활동

본 절에서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에 진출한 한국 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중
부유럽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을 방문하여 관련자들을 인터뷰하였다. 면
접조사는 한국 기업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균형적 사회적 책임을 수
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심층토론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한국 대기업의 국외 CSR 활동실태를 내부자의
관점으로 평가해 보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고용관계 모델 제시를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기업의
일반 현황이다. 구체적으로 기업 설립방식, 진출동기, 주된 사업내용, 전
략적 가치, 통제방식, 노사관계, 작업조직, 향후 전망 등의 내용이 포함되
었다. 두 번째는 사회공헌활동의 역사와 CSR 부서의 역할이다. 구체적으
로 해당 국가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시작 배경, 사회공헌활동의 목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데 난점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는 해당 국가에
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 주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기
업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과 앞으로 주력할 사업, 국내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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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CSR 활동의 차이점, 사회공헌활동 담당자로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을 평가해 본다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었다. 마지막은 기타 항목으로 사회공헌활동이 브랜드 이미지, 노사관
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CSR에 대한 CEO/직원/노조의 태도,
CSR과 인적자원관리의 관계 설정, 자동화 기계화와 CSR의 양립 가능성
이슈, 공급망 또는 원하청 관계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견, CSR이 비
정규고용, 아웃소싱, 하청기업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에서 노조의 조절
효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연구진은 2018년 9월 2일부터 9일까지 중부유럽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
을 방문하여 관련자들을 인터뷰하였다. 조사대상 기업은 현대자동차, 기
아자동차, 삼성전자 등이다.15) 조사방법으로 2:1 심층면접 또는 FGI(포커
스그룹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은 각 기업에 사전 협
조를 구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2018년 7월 말, 각 기업 관계자에게 협조
를 구하고 중부유럽권 CSR 담당자 명단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진은 리스
트를 토대로 CSR 담당자 혹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이메일
을 발송하여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고 현지 인터뷰가 가능한지 여
부를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5개 사업장에서 방문을 수락하였다. 인터뷰
는 주로 각 기업의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당 1～2시간이 소요
되었다. 인터뷰 대상기업과 인터뷰 대상자는 <표 9-3>과 같다.

15) 2018년 9월, 중부유럽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 중 하나인 폴란드 브로츠와프 LG전
자 생산법인을 방문했지만, 당시 현지의 상황으로 인터뷰가 성사되지 않았다. LG
전자는 중부유럽에서 체코, 헝가리에 각각 판매 법인을 두고 있으며, 폴란드에 2
개의 생산공장과 1개의 판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2개의 생산공장은 폴란드 북
부의 므와바(Mlawa)와 남서부의 브로츠와프(Wroclaw)에 위치해 있다. 므와바
공장은 1999년, 브로츠와프 공장은 2005년부터 가동되고 있다. 므와바 공장의 규
모는 1,600여 명, 주요 생산품은 TV, 모니터 등이다. 브로츠와프 공장의 규모는
약 650명, 주요 생산품은 냉장고와 세탁기다. LG전자가 폴란드에 생산공장을 설
치한 주요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비용, 비교적 우수한 노동인력, 서유
럽과 동유럽의 교차점이라는 지리적 이점 등이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유럽 내
LG전자의 매출액은 6조 3,029억 원, 전체 인력은 4,403명 규모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 내 2개 공장의 경우, 2017년까지 괄목할 만한 CSR 관련 활동은
없었으며, 2018년부터 CSR 활동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에
들어간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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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 인터뷰 대상기업
지역

주요 생산품

인터뷰
대상자(직위)

노소비체

자동차(ix20, i30,
i30wagon, 투싼)

A (차장) 외
3인

Kia motors Slovakia
슬로바키아
(기아자동차)

질리나

자동차(씨드,
스포티지, 벤가)

B (차장)

SESK(삼성전자)

슬로바키아

갈란타

QLED TV

C (프로)

SEPM(삼성전자)

폴란드

브롱키

세탁기, 건조기

D (프로)

기업명
HMMC(현대자동차)

국가
체코

도시

자료 : 저자 작성.

1. 현대자동차 체코공장(HMMC)
가. 일반 현황
현대자동차 체코공장(이하 HMMC : Hyundai Motor Manufacturing
Czech)은 2006년 7월 체코 오스트라바 지역의 공업지구인 노소비체(Nošovice)에 설립되었다. 2006년 HMMC가 설립되기 이전, 노소비체는 인구
1,000명 이하의 소도시였다고 전해진다. 현대차는 노소비체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고 60만 평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여 HMMC를 설립하였다.
2018년 현재, HMMC의 근무인원은 총 3,248명이며 이 가운데 체코인이
97%를 차지한다. 한국 주재원은 4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노동자의 성비
는 남성이 82%, 여성이 18%다. HMMC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총 고용
인원은 10,000명에 달한다. HMMC의 진출로 인근지역의 실업률은 극적
으로 감소하였다.
HMMC는 2011년 9월부터 3교대 가동을 시작하였다. HMMC의 연간
완성차 생산능력은 35만 대, 연간 변속기 생산능력은 53만 대로 각각 글
로벌 총 생산능력 대비 6%, 1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생산품은 ix20,
i30, i30 wagon, 투싼 등이다. HMMC의 자동차는 세계 31개국으로 수출
된다. 체코 내수시장은 상대적으로 작다. 체코 내수시장에서는 체코의 국
민기업 스코다(SKODA)가 약 40%, HMMC가 약 8%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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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C는 생산 초기부터 이어진 품질 확보 활동을 통한 품질 경영으로
‘체코 국가 품질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HMMC는 체코 내 친환
경 공장으로도 유명하다. HMMC는 부지 내 숲 이식, 친환경 소재 및 공법
활용, 폐기물 절감 등 환경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코의 대표적 친환경 공장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환경 존중은 공
장 설립 단계부터 HMMC의 최우선 가치 중 하나였다. HMMC의 환경 철
학은 ‘인류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과 환경, 사회의 조화를 위해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HMMC의 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는 환경을 기업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친환경 경영을 통해 기업 가
치를 창출한다. 친환경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지원한다. 오염을 줄이고 개
발, 생산 및 청산을 포함하여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지속가능한 자원
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환경 교육을 제공하고, 친환
경 경영에 대한 하청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복지에 기여한다. 우리
는 모든 국내 및 국제 환경 기준, 규정 및 협약을 준수한다. 우리는 친환경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일련의 노력은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니즈와 무관하지 않다. HMMC의
주요 시장은 독일, 영국, 스페인, 체코 등 서부와 중부유럽 국가들이지만,
호주, 뉴질랜드, 중동, 중남미 등에도 수출되고 있다. HMMC는 유럽 현지
에서 생산, 판매, 사후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럽시
장 공략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생산비용 측면뿐 아니라 제품
시장 측면, 생산성 측면에서 HMMC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HMMC는 단순 조립공장이 아닌 자족형 공장으로 단지 내 프레스,
차체조립, 도장, 의장, 변속기, 도로주행시험장, 철도 상차장, 출고 대기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HMMC에서 생산된 변속기는 기아자동차 슬로
바키아 질리나 공장 생산 차량에도 장착되고 있다. 완성차 1대 생산 소요
시간인 HPV(Hours Per Vehicle)는 14.6시간이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공장과 비교해 볼 때 HMMC의 단위노동비용은 낮고, 제품 품질은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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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 등 HMMC의 임원급 6인은 모두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
직은 관리직과 생산직으로 구분된다. 관리부서에는 인적자원관리, 종업원
관계, 총무, 법률, 내부 커뮤니케이션(Internal Communication), 홍보(Public
Relations), 시설 및 환경, 보건 및 안전, 회계, 재무, 구매, 부품 개발, 영업
지원, 정보 기술부(IT) 등이 포함되어 있다. CSR 활동은 내부 커뮤니케이
션 부서와 홍보부에서 주로 관여한다. 생산파트에는 스탬핑(Stamping),
용접, 페인트, 어셈블리, 트랜스미션, 생산 관리, 품질 관리, 품질 보증, 유
지(Maintenance) 부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부서장 포지션에는 한국인
과 체코인이 혼재되어 있는데 체코인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재무, IT, 유
지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책임자는 체코인들이 맡고 있다. 해외법인
에서 현지인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체코인 중간관리자는
현대자동차 본사의 지침과 체코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각 부
서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CSR 활동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임원들과 재무담당 책임자는 한국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코인들은 매우 현실적, 실용적, 도덕적, 종교적 민족으로 알려져 있
다. 가족과 행복을 중요시하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민족이다. HMMC는 공장 앞에 태극기를 걸어 놓지
않는다. 이곳은 한국 기업이 아닌 체코 기업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체
코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빠름보다는 느림과 신중함에 가치를 두며, 실
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의 체코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근면하
게 노동하여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고, 안정적 가정을 꾸리고자 한다. 남
녀 근로자 대부분은 일․가정 양립을 중요시하여 여유가 생기면 여행을
하거나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체코 노동자들에게 업무 지시는 합리
적인 방식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과업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사람처럼 악착같은 구석은 없어요. 우리처럼 야망이 있는 것도 아니
고요. 시간개념만큼은 철두철미합니다. 명확한 업무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뭘 하지, 우리처럼 시키지 않는 일도 나서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HMMC A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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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C 관계자들은 인적자원관리의 가장 큰 난점으로 채용 문제를 언
급했다. 중부유럽 전반의 낮은 실업률에 따라 대형 기업들 대다수가 채용
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부유럽 실업률이 매우 낮은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에 따라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진출했으며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 다수가 창출되
었기 때문이다.
HMMC는 채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
상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중 하나다. HMMC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주
기적으로 시장 임금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제품시장과 노동시장에서 경
쟁사를 대상으로 한 벤치마킹은 대체로 시장 임금조사 방식을 사용한다.
HMMC는 임금조사 결과에 따라 임금의 범위를 선택하고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매년 임금인상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생산직을
기준으로 4.66%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 체코의 자동차업체인 스
코다는 2017년 12%의 임금인상을 실시했다. HMMC 관계자들은 당분간
중부유럽 내 임금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인력 확보의 어려움,
지속적 임금인상은 HMMC를 포함하여 중부유럽에 진출한 대다수의 다
국적기업들이 직면한 위협요인이다.
한편, HMMC의 노사협력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
관계자는 출범 초기 금융위기와 유럽 자동차 시장 경기 악화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노사 상호간 신뢰를 기반으로 노사가 긴밀히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고 전한다. 현대자동차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도
해당 국가의 노동 관련 법규 준수, 노동 3권에 대한 법적 보장을 매우 중
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법인의 경우 공회가, 인도법인, 브라질
법인, 체코 HMMC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
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터키 법인의 경우 무노조 사업장이지만 라운드
테이블 미팅, 고충상담실 등이 노조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각 법인의 사용자가 노조를 파트너로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HMMC는 개별적 노사관계에 있
어서도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매우 적극적이다. HMMC 노동조합
도 가급적 무리한 요구는 지양하고, 기본적으로 노사 상호 이익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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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영참여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HMMC에서는 노동조합 설
립 이후 쟁의 활동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노사 간 매년 임금협
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체로 1～2개월 내 원만히 타결에 이르렀다. 노
사협의회도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주로 종업원들의
근로환경 개선방안, 효율적 생산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한,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경영설명회를 개최하
여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본사는 2016
년부터 해외법인의 노무관리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및 활성화를 위해 정
기적으로 노무관리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해 오고 있다.
나. CSR 활동
현대자동차는 2016년 ‘미래를 향한 진정한 파트너(Trustworthy Partner for Today & Tomorrow)’라는 중장기 비전을 선포하고 CSR 체계를
재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이동편의, 교통안전, 환경, 임직원 및 고객 참여
봉사로 이루어진 기존의 ‘4대 무브’ 활동에 자립 지원형 일자리 창출을 위
한 ‘드림무브’와 기업역량을 활용한 ‘넥스트무브’가 추가되었다. 현대자동
차의 노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2016년 현대자동차그룹은 중국
사회과학원의 기업공익 발전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자동차기업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해당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준법경영 방침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본사뿐 아니라 해
외 모든 사업장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 준법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부터 매년 준법 가이
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모든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6년에는 고
객 위치정보 보호, 계약체결 시 영업비밀 침해 방지 등에 대한 신규 준법
가이드라인 3종을 추가로 제작하였다.
사회적 책임 활동에 있어서도 현대자동차는 매년 본사 차원의 가이드
라인을 제작․배포하여, 각 해외법인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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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SR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본사의 관여가 지나치면
자칫 각 해외법인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
될 우려가 있다. HMMC를 포함한 각 해외법인은 본사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자의 실정에 맡게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체코의 수도 프
라하에 위치한 체코 판매법인(HMCZ)의 경우, 본사의 가이드라인에 기반
한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코 판매법인은 자선 달리기 프로그
램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불우아동 후원재단인 ‘SOS Children’s
Villages’에 기부하고 있다. 2016년에는 행사 참가비 68,000 CZK(약 3,000
달러)를 조성하여 후원 재단에 기부하였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위
치한 폴란드 판매법인(HMP) 또한 본사의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바르샤바 내 대학을 대상으로 재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수료생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기술을 전파하고, 우수인재 확보에도 도
움이 되는 여러모로 유익한 사회공헌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CSR 활동 선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해당 활동이 현대자동차 브
랜드 아이덴티티에 부합하며 호의적 브랜드 태도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즉, HMMC의 사회적 공헌활동은 현대자동차의 핵심
적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고객들이 현대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을 형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HMMC의 CSR 담당자들은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공헌
활동,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공헌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중점 사회공헌 사업으로 선정된 대
다수 프로그램16)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16) 현대자동차(2017: 92)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중점 사회공헌 사업은 Easy Move,
Safe Move, Green Move, Happy Move, Dream Move, Next Move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지무브는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추구하는 것으
로 사회적 기업 (주)이지무브 지원, 장애인 기관 이동편의 증진 기능보강 사업,
차카차카 놀이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대자동차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편의성 증진을 위해 복지차, 이동 보조기구를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사
회적 기업 ㈜이지무브를 설립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1,088개
장애인 기관 시설개선을 지원한 바 있다. 2016년 차카차카 놀이터에는 총 5,793명
의 아동이 참여하여 현대자동차의 독자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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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계열의 다른 해외법인들과 비교하여 HMMC 사업장 사회공헌
활동의 독특한 요소 중 하나는 그랜드 프로그램의 활용이다. 그랜드 프로
그램은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방식의 사회공헌활동 관련 의사결정 체제라
고 할 수 있다. HMMC 소속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CSR과 관련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임직원 대다수는 노소비체 인근 지역주민이므로 지역
사회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노소
비체의 다양한 문제를 알리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
시하기도 한다. 근로자들이 직접 제안하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은 연
간 40～50개에 달한다. CSR 담당자는 제안이 접수되면 사회공헌위원회
를 개최하여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예
산 범위를 고려하여 실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각 프로그램은 해당 프
로그램 제안자의 주관하에 실시되며, 제안자는 공헌활동에 직접 참여하
게 된다. 제안에 대한 별도의 금전적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공헌활동 제안에 매우 적극적이며, 해당 프로그
램의 실시와 참여는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랜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노동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에 매우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원들이 다 주민들이라 주변의 니즈를 잘 알잖아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직원도 뿌듯하고 회사 목표에도 부합하고…” (HMMC B차장)

인터뷰 참여자들은 HMMC의 다양한 CSR 활동이 공장의 이미지, 회사
브랜드 이미지뿐 아니라 한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

돌 회피 시스템, 긴급제동 시스템, 자동복구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기술이 적용된
미니쏘나타를 체험하였다. 세이프무브 또한 교통안전 및 사회안전 증진을 추구하
는 것으로, 택시 건강증진, 건강충전소와 건강충전버스 프로그램, 로보카폴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기부 드라이빙 캠페인, 안전퀴즈 대회, 어린이 통학사
고 제로 캠페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드림무브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기프트카 캠
페인의 경우, 자립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물질적 기반이 부족한 사람
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현대자동차의 사회공헌사업이다. 현대자동차는
경차, 1톤 트럭, 승합차 등 창업을 위한 차량을 제공하고, 자립 지원금,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정들이 자동차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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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처음 진출했을 때 한국인들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체코에
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면하고, 성실한 건 인정하지만, 자영업 시
장을 교란하고 잠식한다는 측면에서 체코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거든
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도 베트남 사람 보듯이 했어요. 서양 사람들
눈에는 동양 사람들이 다 비슷해 보이니까요. 현재에는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HMMC 공장
주변에 흙벽 보이시죠? 인근 주민들이 공장시설 보기 싫다고 해서 설치한
겁니다. 요구 즉시 깔끔하게 흙벽이 설치되는 것을 보고 노소비체 지역주
민들도 ‘얘들은 좀 다르다’하고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HMMC의 내부적 CSR 활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HMMC는 견고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직 내 노동 3권에 대한 법적 보장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HMMC 사
용자의 노사관계 역량, 인적자원관리 파트의 관리 역량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의 측정과 모니터링, 피드백도 정
기적으로 이루어진다. HMMC 노동자들의 직무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
이다. 2016년 실시된 임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설문조사 시행 이후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팀워크, 복리후생, 보상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휴가 사용의 자율성 향상에 따라 일과 삶 균형 측면에서의 만족도
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내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HMMC 구성원들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올
수 있었다고 전한다. HMMC는 해외법인 가운데에서도 현지인 임원과 관
리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HMMC는 현지 시장 환경과 고객 특성을
중요시하는 경영전략 방침에 따라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 현지
인 인력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작업장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 또한 HMMC 노동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2016년 현대자동차 해외사업장의 재해율은
0.1%(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가 0.1명)로 전년 대비 38%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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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다. 현대자동차는 해외 각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던 관련 규
정을 통합하여 ‘공사안전관리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정하였으며, 안전사
고 발생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감지․제거하기 위한 종합 안전점검 및 사
고예방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HMMC 관리
자들은 지속적으로 안전규정을 강조하고 노동자들이 규정을 잘 준수하도
록 독려하고 있다. HMMC는 안전한 작업장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 담당
자만이 아닌 현장 내 전 직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6년부터 무재해 부서 포상제도(Zero Injury Award)를 시행하고 있다.
재해율 Zero 달성을 목표로 100일, 500일, 1,000일 무재해를 달성할 때마
다 해당 부서에 상품이 수여된다. 부서 간 안전경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전광판에 무재해
일수를 표시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2016년
HMMC의 재해율은 0%다. <표 9-4>는 2016년 현대자동차 각 해외법인
의 주요 안전관리 활동과 성과를 요약한 것이다.
HMMC는 협력사들과도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HMMC는 단순
한 품질 및 기술 경쟁력 지원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사의 성장 인
프라 구축을 돕고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
년에는 해외 동반진출 협력사 본사 대상의 ER(Employee Relations) 세미
나를 개최하였으며,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협력사들의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HMMC는 20여개 협력사
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모임을 주관하고 있다. 협의체는 본사의 정
책 및 공지사항이 교환되고 협력사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커
뮤니케이션 창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우수사례에 대한 상
호간의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구매 파트의 경우, 이와는 별도의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협의체의 주축은 1차 협력사들로 구성되어 있지
만, 2, 3차 협력사에도 개방되어 있다. 내부 관계자들은 사안에 따라 2, 3
차 협력사들이 동참하여 주요 현안을 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HMMC는 협력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HMMC는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
의 가치로 실천하고 있다. HMMC는 2016년 무재해 달성에 성공하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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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4> 2016년 글로벌 사업장 주요 안전관리 활동
법인

2016년 활동 및 성과

- Central Alabama Safety Conference 개최
- 임직원 재해 대응 훈련
(토네이도 대피, 소화장비 사용실습, 민관 합동 화재 진압 훈련 및
화재 대피 훈련)
미국생산법인
- 휴무 공사 안전 관리 강화 3회
(HMMA)
- 협력사 안전 담당 세미나(분기별)
- 임직원 보건 관리 프로그램
(체중감량 경진대회, 안전보건 박람회, 임직원 청력 테스트, 독감
예방 접종)
중국법인
(BHMC)

- 북경 : 조직의 기초 단위인 반조 안전표준화 구축
․기초서류, 작업환경, 설비안전, 반조작업 표준화 구축
- 창주 : 무재해 공장건설 및 관공서 검수평가 완료
․안전설계, 시공, 안전생산 관공서 검수

인도법인
(HMI)

- 법인장 중심의 월간 안전협의회 구성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 협력사 안전점검/캠페인 수평 전개

체코법인
(HMMC)

- 직원용 안전보호구 개선 : 안전모, 방문객용 안전화 등
- 민관합동 정기 소방시설 안전 점검 실시(매주 화요일 실시)
- 무재해 부서 안전 포상 실시(100일, 500일, 1,000일 무재해 포상)
- 체코 안전기업상 수상(자동차 업체 최초 2회 연속 수상)
- OHSAS 18001 재인증 완료
- 2016년 무재해 달성

러시아법인
(HMMR)

- 정부기관 정기 안전감사 실시(매 3년 실시)
․노동안전부, 환경부, 산업안전부, 비상대책국의 안전감사 완료
(결과 : 안전 양호)

터키법인
(HAOS)

- 지진 대비 공장 내 가스배관 위험요소 사전 점검(외부 전문기관 점검)
- 교통사고 예방 ‘Drive Safe Campaign’ 실시
- 화재지역․취약지역 소방․안전점검 실시

브라질법인
(HMB)

- OHSAS 18001 인증 갱신
- 특별안전․화재 점검, 소방훈련 실시(분기)
- 소방서 합동 훈련(분기)

자료 : 현대자동차(2017: 86).

동차 업계 최초로 2년 연속 ‘체코 안전기업상’을 수상한 바 있다. HMMC
사업장뿐 아니라 협력사 각 사업장의 안전을 위한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HMMC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OHSAS 18001(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보건안전 경영시스템)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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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할 것을 협력사들에게 권고하였다. 현재 1차 협력사 모두가 인증 도
입을 완료하였다고 한다. 또한 각종 사고 및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ISO 22301(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사업
영속성관리시스템) 인증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협력사별 상황
에 맞게 인증을 획득하고 재난관리자를 양성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HMMC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본사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믿고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HMMC는 협력사들과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
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HMMC는 상생협력추진팀 등 협력사 전담 지
원조직을 두고 있다. 납품대금의 현금 지급, 협력사의 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구매, 협력사 판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인허가 지원도 실시되
고 있다. HMMC는 매년 협력사와 ‘동반성장협약’을 맺고 하도급 4대 실
천사항 운영, 자금지원 프로그램, 2․3차 협력사 지원 강화, 원자재 가격
인상 관련 가격 조정 협의 등의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HMMC는 체코 노동복지부가 후원하고 Klub Zamětnavatelů(Group of
Employer)가 주관하는 ‘체코 2016 올해의 기업’에서 지역 부문 1위, 전국
부문 2위에 선정되었다. 본 상은 고용, 교육, 퇴직률, 근무환경, 사회공헌
활동 등을 기준으로 기업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HMMC가 3년 연속 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현대
자동차의 끊임없는 노력에 따른 것이다.

2.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
가. 일반 현황
동부․중부 유럽 내 기아자동차는 4개의 판매법인, 1개의 지역본부, 1
개의 생산공장이 진출해 있다. 판매법인 4개사의 경우, 폴란드, 체코, 슬
로바키아, 헝가리에 각각 진출해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1개의 지역본부가
자리하고 있다. 동부․중부 유럽 내 생산공장은 슬로바키아 기아자동차
공장이 유일하다. 슬로바키아는 2004년 EU 가입 이후 적극적 외자유치
정책을 펴왔다.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유로화를 도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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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유럽의 정중앙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다. 아울러, 슬로바키
아의 노동생산력은 인근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양한 환경적 이점에 따라 슬로바키아에는 세계적 완성차 업체들
과 다양한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이 진출해 있다. 대표적 완성차 업체
로는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지역의 폴크스바겐, 트르나바(Trnava) 지
역의 PSA 푸조 시트로엥, 니트라(Nitra) 지역의 재규어 랜드로버, 그리고
질리나(Zilina) 지역의 기아자동차 등이 있으며, 자동차 부품공급업체 343
개가 자리하고 있다(이철원 외, 2016).
슬로바키아 질리나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유럽 공장(이하 슬로바키아
공장)은 슬로바키아가 EU에 가입한 시점인 2004년도에 설립되었다. 슬로
바키아 공장은 단순 조립공장이 아닌 프레스, 차체, 도장, 엔진공장을 비
롯하여 주행 테스트까지 자동차 제작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 자
동차 공장이다. 현대자동차 체코공장과 지리적으로 멀지 않고, 현대모비
스 등 주요 협력업체들이 동반진출해 있어 부품 공용화 등 시너지 효과가
높았다고 한다. 슬로바키아 공장의 주요 생산 차종은 씨드(Cee'd), 스포
티지, 벤가(Venga) 등 3종이다. 생산 초기에는 씨드의 판매 비율이 높았
지만, 최근엔 스포티지가 주력 차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공장
의 총 면적은 50만 평(축구장의 238배), 근무인원 수는 3,733명(기아차 총
인원의 8%), 연간 완성차 생산능력은 35만 대(기아차 총 생산의 10%)에
달한다. 슬로바키아 공장은 월평균 3만 대, 연간 30만 대 이상의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슬로바키아 공장의 누적 생산량은 250만 대
를 돌파했다. 유럽 내 기아차 판매 증가에 따라 슬로바키아 공장의 생산
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유럽 자동차 시장은 한동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지만 브렉시트
(Brexit) 등의 영향으로 최근 환경이 격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시장
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공장의 전략적 가치와 책
임의 무게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슬로바키아 공장제품의 주요 판매 시장
은 영국, 독일,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슬로
바키아 공장의 매출액은 45억 9천만 유로 수준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슬
로바키아 공장이 가동 10년 만에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나 유럽과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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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현
대차 체코 공장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 언급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전반적인 성장동력 약화에 따라 저성장 기
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유럽 등 전통적 시
장과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 모두를 겨냥하기 위해 설비 확충을 지속하
고 있다. 기아자동차 또한 2016년 슬로바키아 공장시설 보강에 6,000만
유로(740억 원)를 투자한 데 이어 2017년에 1억 3,000만 유로(2,000억 원)
를 더 투입하는 등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시장의 저
성장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기아자동차 또한
전체 매출액은 소폭 증가했으나 이익이 급감했고, 판매량도 미국 특히 중
국 시장에서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판매실적의 경우 시장이
부진했던 미국과 중국에서 감소했으나, 회복세를 보인 유럽에서는 산업
수요 증가폭을 넘어서는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역시 회복 중인 신흥시장
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내부 관계자들은 2018년을 세계 자동차 시
장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어려운 해
로 보고 있다. 2018년 기아차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287.9만 대 판매
를 목표로 수익성 개선에 매진할 방침이며, 적극적으로 신차와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전체 수요 내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SUV와 시
장별 전략 차종을 앞세워 시장의 상황과 특성에 맞춘 전략을 전개해갈 것
이라고 전해진다.
2017년을 기준으로 기아자동차의 직원은 국내․외를 모두 합쳐 51,789
명이다. 이 가운데 해외법인 소속 직원의 비중은 33.1%(17,139명)다. 슬로
바키아 공장의 직원 수는 3,733명으로 이는 기아차 총 인원의 8%에 해당
하는 규모다. 기아자동차 해외법인은 고용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역의 일
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현지의 실정에 적합하게 운영하기 위해 현지인력
중심의 경영원칙(Glocalization)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해외 사
업장의 채용은 현지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해외 사업장 내 현지
인력 비중은 약 97%,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직에서도 현지인력의 비중은
80%에 달한다. 해외법인의 인적자원관리에서 현지인 중간관리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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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이 인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근로자들의 니즈
를 파악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매니저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래도 문화적 차이가 있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한국식 스타일을 강요
하면 안 됩니다. 회사입장과 근로자 입장 사이의 매개자로서 현지인 중간
관리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슬로바키아 공장 B차장)

중부유럽 내 슬로바키아의 노동력은 최고 수준이다. 슬로바키아는 직
업훈련과 연계된 교육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육수
준도 높다. 대다수의 슬로바키아인은 1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 체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슬로바키아인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비교적 소박한 편이며, 가족과 행복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슬로바키아 민족의 대다수는 서슬라브족에 속한다.
슬라브족은 육체적으로 강인하고 인내심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내
부 관계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슬라브족이 신체적으로 자동차산
업 생산직에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대부분 키도 크고 팔다리도 길잖아요. 여성도 자동
차 공장 생산직에 근무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고,
무거운 것도 척척 옮기고 씩씩합니다. 주변에 산이 많아서 산들도 잘 타고
체력도 좋습니다.” (슬로바키아 공장 B차장)

슬로바키아 공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직무역량 향
상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퇴직 후 생활 설계 프로그램 등
생애주기에 맞춰 설계된 프로그램들도 시행되고 있다. 한편, HMMC와
마찬가지로 슬로바키아 공장 관계자도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슬로바키아 공장도 채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시장 평균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
지급을 통해 우수인력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비정규직
을 활용하기도 한다. 비정규직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보스니아
등 동부유럽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슬로바키아 공장
관계자들은 당분간 슬로바키아 내 임금인상이 지속되고 인력 확보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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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슬로바키아 공장의 노사관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
아자동차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도 해당 국가의 노동 관련 법
규 준수, 노동 3권에 대한 법적 보장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슬로바키아 공장 경영진은 매년 단체협상과 정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주
요 사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있다.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17조에
규정한 통지의무에 따라 정기적으로 경영실적을 노조에 공개하고, 조합
원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제정과 개폐, 임직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이사회 의결사항 등 운영상의 변화를 문서로 전달하고 있다. 슬로
바키아 공장 경영진은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노조도 노사 상호이익의 관
점에서 협상에 임한다. 슬로바키아 공장은 현장주의를 중시한다. 즉,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의 대응과 신속한 처리를 중시하는 것이다. 근로자들
의 고충처리에 있어서도 시의성과 접근성이 강조된다. 슬로바키아 공장
내부의 정중앙에 위치한 ‘하모니룸’은 근로자들의 일상적 고충 처리를
위한 장소로, 노조나 노사협의회의 보완재로 기능하고 있다. 공장 직원
들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고충에 대한 진행경과와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나. CSR 활동
기아자동차는 2008년 사회책임 경영을 선포하고 대표이사를 위원장으
로 하는 전사 차원의 사회책임위원회를 조직한 바 있다. 사회책임위원회
는 CEO와 신뢰경영, 환경경영, 사회공헌 각 부문 담당조직 임원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전담조직인 CSR 경영팀이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
를 통해 사회책임 경영 관련 회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글로벌 사회공헌 가
치체계를 수립한 이래, 기아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실행
력을 높이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
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기 위한 CSR 기반을 확보하고, 2016년까지 CSR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시키고 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장 체
계 정립을 진행하였다. HMMC와 마찬가지로 매년 본사 차원의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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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제공하는 등 각 해외법인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
원하는 것이다. 2016년에는 사회책임위원회에서 해외법인 CSR 체계 정
립에 대한 논의와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사회공헌 부문 실무협의회를 해
외로 확대한 글로벌 사회공헌 실무협의회 운영이 시작되었다. 각 해외법
인들은 해당 국가와 인근 지역사회,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고 회사의 전략
적 방향성을 적용해 재정립된 사업체계를 기반으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권(Mobility)은 기아자동차의 CSR의 최상위 가치 중 하나다. 기아
자동차는 2011년 글로벌 사회공헌 가치체계를 수립하고 ‘보편적 이동권
실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공유가치로 정
립하였다. 2012년부터 공유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
그램인 ‘Green Light Project(GLP)’와 국내 대표사업 ‘초록여행’을 시작하
였다. 2017년 GLP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립한 실행체계에 따라 5년차를
맞은 사업거점에서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지이양을 진행하였
으며, 아프리카 이외 대륙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기아자동차의 사회공헌 사업체계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GLP로 전 세계 사업장이 참여하는 기아 사회
공헌의 대표 사업 부문이다. 기아자동차는 탄자니아, 말라위,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등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보
건센터,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고, 지역민들의 원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립에 기여하고 있다. 두 번째는 테마 및 대상
별 사업으로 구성된 특화사업이다. 특화사업에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SLOW 교통안전 캠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이슈 발굴 및 해
결 프로젝트 ‘레드클로버’, 임직원 봉사단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
막으로는 국가 및 지역 니즈를 고려한 지역사업이 있다. 슬로바키아 공장의
사회공헌활동 대다수는 국가와 지역의 니즈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슬로바키아 공장의 대표적 CSR 활동은 ‘Bike KIA’다. 기아자동차는 슬
로바키아 공장이 위치한 질리나 시의 공원, 호수 둘레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고 보수하는 Bike KIA 사업을 진행하였다. 슬로바키아 공장은 기
존에 산재되어 있던 이동권 관련 사업을 정비하여 2012년 Bike KIA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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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까지 총 8km 구간의 자전거길을 완성하였
다. Bike KIA 프로젝트는 지역 내 문화 및 관광 특성과 연계한 이동권 강
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 것이다. 슬로바키아 공장은 2020년까지 총 34km
의 Bike KIA 자전거 테마 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내․외
부관계자들은 기아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조성을 통해 지역주
민 및 여행객을 대상으로 기아차에 대한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고, 아동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환경 또한 기아자동차의 사회공헌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 중 하나
다. 기아자동차는 2003년 글로벌 환경경영을 공표하고 친환경 글로벌 선
도업체가 되기 위한 실천을 본격화하였다. 그 일환으로 2006년 국내 최초
로 공장과 서비스 부문 온실가스 제3자 검증을 실시한 후 온실가스 인벤
토리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검증범위를
슬로바키아 공장을 포함하여 해외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기아자동차는
2020년까지 2008년 대비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 30% 저감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슬로바키아 공장의 온실
가스 총 배출량은 3만 7천t, 자동차 한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0.1t 수준
이다.
기아자동차는 환경 보호를 위해 각 공장을 친환경 설비로 전환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그룹사와 공동으로 운영 중
인 화학물질관리시스템(e-CMS)을 통해 2005년 이후 생산되는 모든 차종
에 적용된 부품의 화학물질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있으며, 각
공장에도 유해물질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
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과 시설 기준은 물
론,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TRI: Toxic Release Inventory, 환경부 주관)
등 다양한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한 화학물
질로 대체하기 위해 취급시설을 개선하거나, 친환경 설비로 전환하는 등
의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공장의 녹지율은 75.7%
에 달한다. 이는 타 지역 기아자동차 공장들과 비교하여 압도적인 수치
다.17)
17) 녹지율은 (녹지면적/(부지면적-건물면적))을 의미한다. 기아자동차 타 지역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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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는 전 세계 권역별 서비스 세미나를 실시하여 서비스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을 협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매년 주요국 서
비스 책임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사업실적과 실행전략을 공유하는 글로벌
서비스 책임자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전 세계 우수 서비스
인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역량을 겨루고 전문지식을 교류하는 글로벌 경
진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임직원의 역량과 태도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공헌활동도 마찬가지다.
슬로바키아 공장은 모든 사회공헌활동의 근간이 임직원의 참여임을 강
조하고 있다. HMMC와 마찬가지로 슬로바키아 공장에서도 누구든지 자
유롭게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제안이 가능하다. 제안이 채택되면 제안
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공장은 다
양한 공식적ㆍ비공식적 봉사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는 슬로바키아 공장의 내부적 CSR 활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
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슬로바키아 공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노사관
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용자의 노사관계 역량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 측정과 모니터링, 피드백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내부관계자는 슬로바키아 공장 노동자들의 직무만족도가 매
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슬로바키아 공장은 일하기 좋은 근무환
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가족친화경영 또한 꾸준히 추진 중이다. 건강한 휴
식문화 형성을 목표로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임신기 근로단축,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 다양한 육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공장 내 육아휴직 복귀율은 100%라고 한다. 소통과 협
력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하모니룸은 기아자동차 국내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심리
상담제도의 슬로바키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운영 중인 마
음산책은 심리상담을 기반으로 한 고충처리 제도다. 근로자들이 편리하
의 녹지율은 다음과 같다. 국내의 경우 소하 27.5%, 화성 32.6%, 광주 19.2%, 해
외의 경우, 중국1공장 11.7%, 중국2공장 25.9%, 중국3공장 27.1%, 조지아 32.9%,
멕시코 38.9% 수준이다(기아자동차, 201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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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장 내 상담실을 설치하고 심리상담과 교육을 제공
하고 있으며, 직원뿐 아니라 직원 가족과 협력사에도 개방해 지역상담센
터와 연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내부 관계자는 상담 참여 직원들의
삶의 질과 직장만족도, 작업능률은 향상되고, 결근시간과 직무 스트레스
는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한다.
슬로바키아 공장은 협력사들과도 대체로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
다. 슬로바키아 공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사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돕
고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영자금과 기술력
확보를 돕고, 인재 유치와 유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슬로바
키아 공장은 협력사들과 동반성장을 위한 운영전략을 세 가지로 설정하
고, 전담조직을 구성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3대 운영전략은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육성, 지속성장 기반 강화,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 3개의 축을 중심으로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그 범위를 2․
3차 협력사로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글로벌 경쟁력 육성의 핵심 활동으로는 협력사와 공동 기술 개발, 특허
출원과 기술 보호 지원 등이 포함된다. 내부관계자는 최근 공급망 관계
내 규제가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을 늘려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슬로바키아 공장은 지속성장 기반 강화 활
동의 일환으로 협력사 대상의 다양한 자금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해당 지
역에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지 공장 건설은 물론, 수
출물류 공동화와 원산지 증명서 시스템 구축까지 종합적인 글로벌 판로
확대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의 최종목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과
동반성장 문화 조성에 있다. 슬로바키아 공장은 매년 2차 협력사까지 포
함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의 윤리경영과 사회책임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경영(OHSAS
18001) 인증, 환경경영 시스템(ISO 14001) 인증 취득을 권고하는 등 협력
사 근무환경 개선을 독려하고 있다. 1․2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을 유도하고, 기아자동차 내부 윤리규정인 하도급 4대 실천사항이 2․3차
협력사에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1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개선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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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금융․인력 지원정도를 평가해 매년 열리는 협력회 정기총회에서 우
수업체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3. 삼성전자
가. 일반 현황 : SEPM(삼성전자 폴란드 브롱키 공장)
삼성전자는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생산, 판매, 연구 활동
을 수행하는 총 142개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SEUK(영
국), SEF(프랑스), SEG(독일), SEI(이탈리아) 등 판매법인과, SESK(슬로
바키아), SEH(헝가리), SEPM(폴란드) 등의 생산법인 등을 포함하여 총
31개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18)
삼성전자 폴란드 법인(이하 SEPM: Samsung Electronics Poland
Manufacturing)은 삼성 생활가전 최초의 유럽 생산공장이다. SEPM은
2009년 폴란드 서부의 소규모 도시 브롱키(Wrongki)에 자리 잡았다. 브
롱키는 수도인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380km 떨어진 곳에 있다. 인근의
주요 도시로는 물류 특화지역인 포즈난(Poznań)이 있다. 포즈난에는 다
양한 다국적기업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2015년에는 국제적 전자 상업 회
사인 아마존(Amazon.com)이 진입하기도 했다. 최근 아마존과 같은 다수
의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이 유럽시장 공략의 거점을 독일 등 서유럽에서
폴란드 등 중부유럽으로 옮기고 있다. 이전의 주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
은 인건비와 저렴한 임대비용이다.
SEPM은 ‘유럽 생활가전 1위’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여타
해외 사업장보다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전해진다. SEPM의 대지면적은 6
만 2,000평, 건물규모는 2만 2,000평 규모다. 삼성전자의 경영진은 공장
설립 이전 생활가전 분야에서 유럽 시장 공략의 최적지를 물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고 한다. 2009년 삼성전자는 가전 분야 폴란드의
대표기업인 아미카(Amica)의 인프라와 인력을 전격 인수하였다. 언론에
18) 출처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2%BC%EC%84%B1%E
C%A0%84%EC%9E%90(검색일: 2018. 8. 25)

제9장 중부유럽 진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 255

따르면, 당시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는 ‘유럽 가전시장 1위를 위해서는 현
지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현지 생산거점 확보가 절실했던 상황’
이라며 “65년 전통의 가전 제조사인 아미카의 생산, 판매 인프라에 삼성
전자의 혁신적인 공정기술을 적용할 경우, 승산이 충분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인수를 밀어붙이게 된 것”19)이라고 언급했다.
아미카 인수작업이 마무리된 지 열흘 만에 삼성 브랜드 제품 생산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생산이 개시된 지 5개월여 만에 생산 효율은 3배 가
까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유럽 내 생산거점이 확보되면서 제품 공급 리드
타임이 4주 이상 단축되었다. SEPM은 물류비용 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현지 생산거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
럽의 주요 거래처들로부터 주문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SEPM
의 현지 법인장은 “삼성의 표준화된 자체 생산공정을 결합하는 작업을
동시 병행하고, 아미카의 현지 부품 공급망과 거래선을 그대로 인수받았
던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SEPM의 주요 생산품은 세탁기와 냉장고다. 설립 초기에는 보급형 제
품이 주로 생산되었지만, 점차 고급형 제품 생산비율이 늘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은 100%를 초과한다. 2011년 SEPM은 1억 달러(한화 약 1,131
억 원)를 추가로 투자하여 공장 라인을 증설하였다. 2018년 현재 SEPM
에서는 프리미엄 세탁기, 건조기, 고급 냉장고 등 고가 제품 위주의 생산
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호평을 얻고 있는 제품은 과거에 비해 세탁 시
간을 절반가량 줄인 퀵드라이브(Quick Drive) 세탁기다. 퀵드라이브 세탁
기의 유럽 내 시장점유율은 2017년 2/4분기 30%대에서 2018년 2/4분기
60% 이상 성장하며 2위 업체와 4배 이상의 격차를 벌렸다. 냉장고 제품
도 2012년 이후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SEPM의 냉장고는 폴
란드의 전체 냉장고 시장에서도 30% 이상의 점유율로 2012년 이래 1위
를 유지하고 있다. 빌트인 냉장고 부문에서는 1년여 만에 2배 이상 성장
하여 현재 30% 이상 점유율로 선두를 기록하는 등 유럽 소비자들로부터
차별화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SEPM에는 현지인력 약 1,4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소수의 주재원
19) 머니투데이(201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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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폴란드인이다. 팀장 이상급 리더의 경우 현지인의
비율이 88%를 차지한다. 다른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해외법인
은 현지인 리더에 의한 운영을 매우 중요시한다. 한국인 주재원들은 기본
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만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은 현지인 리
더들에게 이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실제로 실무자들에게 가장 많은 의
사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EPM 인력 중 상당수는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브롱키 인근 주민들이다. 대다수의 중부유럽 국민들은 기
본적으로 원거리 이동을 꺼려한다. 폴란드인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향
과 가족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다. 이와 같은 국민적 습성에 따라 온 가
족이 모두 한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SEPM에는 아미카로부
터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인수 당시 아미카 직원
1,000여 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0명이 SEPM으로 오게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SEPM, 어머니와 딸은 아미카에서 일하는 사례도 꽤 있다. 아미카
가 오븐,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등 비교적 가벼운 경량 가전제품을 생
산하는데 반해, SEPM은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상대적으로 중량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전직 아미카 직원들은 SEPM이 폴란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경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
다고 한다.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SEPM의 이념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본사의 핵
심가치를 따르고 있다. 조직설계에 있어 고성과작업 조직을 지향하며, 고
객요구와 환경에 초점을 맞춘 수평적 조직을 추구한다. 공정한 인사, 세
심한 교육, 높은 처우와 복리후생 등은 삼성전자 전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인사관리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제도의 경우 우
리나라와 상이한 환경적 특성에 따라 각 법인별로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
하며, 이러한 차이에 따라 인사 노무 관리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우선, 중부유럽에 진출한 다른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SEPM 관계자
들도 인적자원관리의 가장 큰 난점으로 채용 문제를 언급했다.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부유럽 국가들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다양한 인
센티브 제공에 따라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에 따라 유휴노동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이동을 꺼리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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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습성 등의 이유로 타 지역의 폴란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
다. SEPM은 성수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파견회사 등을 통
한 간접고용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출신의 외국
인 노동자들이다. 비자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폴란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회당 최대 1년이다.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임시거주증을 발급
받고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문화적 차이, 생활관습의 차이에 따라 인적자원관리상 어려움을 겪기
도 한다. 예컨대, 폴란드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에 대한 관념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SEPM 관계자는 폴란드 진출 초기 근로시간 설정과 관련하
여 폴란드 현지 근로자들과의 사이에서 상당한 수준의 이견이 존재한 바
있다고 전했다. 폴란드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에 퇴근한다. 한국과 같이 별도의 점심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근무
중 10∼15분 휴식시간이 주어지며 이때 간단히 요기를 한다. 폴란드 노동
법은 6시간 이상 근무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5분의 휴식시간을 제공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점심시간이 존재할 경우, 15분 이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
함되지 않고, 쉬는 만큼 퇴근시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
로자들은 별도의 점심시간을 선호하지 않는다. 폴란드 직장인들은 일반
적으로 오후 4∼5시 사이 가족들과 함께 늦은 점심 식사를 한다고 한다.
시간외근로 관련 이슈도 인사관리상 문제 중 하나로 제기되었다.
“시간외근로, 특근에 대해서는 (폴란드 근로자들의 호불호가) 계절적으로
달라요. 여름에 날씨 좋을 때는 싫어하고, 겨울에 어차피 집에 가서 할 일
없을 때는 (선호하기도 하고)…” (SEPM D프로)

병가 사용에 따른 어려움도 큰 것으로 전해진다. 폴란드 노동자들은 의
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언제나 병가를 활용할 수 있다. SEPM도 설립 초
기 현지인들의 잦은 병가 사용에 따라 조업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
을 경험한 바 있다.
SEPM은 기본적으로 우량기업의 인적자원관리와 노동관계 특성을 가
지고 있다. SEPM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상급단체는 금속노조이며,
노조가입률은 10% 수준이다. 노사는 매년 4월 임금협상을 실시한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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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은 대체로 온건하고 합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SEPM은 환경요
인과 기업 특징에 적합한 효과적 경영방식을 추구하며, 고용안정, 보상
및 성과배분제 개선 등을 실천하는 등 현지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
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SEPM의 일․생활 균형 정책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폴란드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귀속감
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SEPM은 근로자와 기업 화합
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체육대회, 사내 모임
등 폴란드 직원들의 귀속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
며, 개개인의 고충 처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일반 현황 : SESK(삼성전자 슬로바키아 갈란타 공장)
삼성전자 슬로바키아 생산법인(이하 SESK)은 2004년에 설립되었다.
SESK는 슬로바키아 남서부 트르나바 주 갈란타(Galanta)에 위치해 있다.
삼성전자는 2004년 SESK를 유럽 전체와 북아프리카․CIS(독립국가연
합)를 총괄하는 제품 공급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존의 스페
인과 영국의 생산설비를 슬로바키아로 이전하였다. SESK 공장 규모는 4
만 2,000평이며, 주요 생산품은 LCD․LED 패널, 레이저프린터, DVD 플
레이어, MP3 플레이어, 홈시어터 등 디지털미디어 관련 제품이다. 삼성전
자는 유럽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위상을 공고화하기 위해 2010년 1억
유로(약 1,500억 원)를 갈란타 공장에 추가로 투자하였다. 현재 SESK의
연매출은 28억 유로(약 3조 7,000억 원), 임직원은 약 2,500여 명 규모다.
SESK는 2006년 이후 LCD TV 부문에서 삼성전자 멕시코 공장 생산
량을 추월하였다. 삼성 글로벌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의 LCD TV를
생산하는 공장이 된 것이다. 2006년 이후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 SESK
의 LCD TV 1일 생산량은 약 2만 대에 달하였다. 내부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6개의 TV 컨베이어벨트 라인과 셀 라인을 24시간 2교대로 운영해
도 주문량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해당 기간 동안 SESK의
LCD TV는 시장점유율에서 유럽 내 LCD 분야 선두주자였던 필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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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s)를 추월하였다. 내부 관계자는 SESK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지속
적인 공장혁신 활동과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지목했다. 내부
관계자는 특히 주요 협력업체들이 SESK에 인접해 있는 것이 SESK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기 이후 유럽 시장의 전반적 경기침체에 따라 한때 SESK의 생
산량이 급감하였다. 경기불황은 2013년까지 계속되었다. 여러 가지 어려
움에 직면한 SESK는 2012년 슬로바키아 공장 철수를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슬로바키아 정부가 삼성 공장의 잔류에 대한 추가 지원금 2,800만
유로(약 390억 원)를 지급하고,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
공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SESK는 다시 잔류를 결정하였다. 2014년부터
슬로바키아 경기는 회복세로 들어서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경제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현재, SESK는 또 다시 귀로에 서 있다. 다수의 중국 업체들이
LCD TV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
현지 인건비 수준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ESK는 TV 생산공장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고 있으며, 다시 한번 슬
로바키아 공장의 잔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슬로바키
아 보더라디(Voderady) 지역에서 운영해 온 TV 디스플레이 공장을 폐쇄
하고, 갈란타 공장에서만 TV를 생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보더라디
공장의 기존 인프라와 인력은 SESK에 그대로 통합되었다. 중국산 저가
브랜드들의 유럽 내 시장점유율 증가에 따라, 삼성전자는 향후 TV 부문
에서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고급화, 차별화 전략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SEPM과 마찬가지로 SESK 또한 소수의 주재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슬로바키아 현지인이며, 그중 상당수는 공장 인근의 갈란타 주민
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인력 비율은 약 40%다. 임신 후 병가 사용, 출
산 후 육아휴직 비율도 높은 편이다. 폴란드인들과 마찬가지로 슬로바키
아인들도 고향과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한 특성이 있다. 슬로바키아 근
로자들의 노동력은 매우 우수한 편이지만, 한국 근로자들과 같은 자발적
열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슬로바키아 근로자들은 시간외근로를 선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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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되도록이면 정시에 퇴근하고자 한다. 퇴근 후나 주말에는 개인
텃밭을 가꾸거나, 집수리를 하는 등 가정에 충실한 삶을 추구한다고 전
해진다.
“슬로바키아 직원들은 대체로 성실하고 소박해요. 내 집 갖기가 로망인 근
로자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하구요. 시골에 땅을 사두
고 매달 월급으로 기자재를 구입해서 조금씩 조금씩 집을 짓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번달 월급으로는 현관문, 다음달은 거실 창틀, 그 다음달은 마
루 바닥을 시공하는 식이죠. 많은 직원들이 주말을 이렇게 보내요. 여직원
들도 마찬가지구요. 슬로바키아는 육체노동도 남녀 똑같이 합니다.”
(SESK C프로)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SESK의 원칙은 SEPM과 같다. 기본적으로 삼성
전자 본사의 핵심가치를 따르고, 고성과작업 조직을 지향하며, 참여적․
수평적 조직을 지향한다. SEPM과 마찬가지로 개별 제도의 경우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한편, SEPM과 같이 SESK 관계자들도 채용의 어려
움을 토로하였다.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이동을 선호하지 않는 국민들의
습성에 따라 타 지역의 슬로바키아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SESK에서도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 시 간접고용이 활용된다.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대부분 동유럽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별짓 다 해봤습니다. 슬로바키아 모든 신문에 광고를 내고, 각 지역의 고
용센터들도 이용했습니다. 몇 차례 채용박람회도 개최했고요. 자동차와 달
리 TV는 즉시 구입하기 때문에 인력 운영 예측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를 성수기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인력회사
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세르비아나 우크라
이나 노동자들입니다. 태도나 숙련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근로자들이 내외
적으로 훨씬 더 인정받습니다. 슬로바키아인들과 유사합니다. 술, 담배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요. 기숙사에서 돌연사하는 노동자들도 간
혹 있습니다. 파견인력의 경우 정규직과 임금 차이가 없습니다. 에이전시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오히려 더 비싸죠. 파견인력 중에 정규직 전환 희망
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SESK C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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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K 또한 우량 무노조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와 노동관계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슬로바키아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낮은 귀속감을 극복하고
노사화합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체육대
회, 사내 모임, 다양한 고충처리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 SESK 공장 내
위치한 사원협의회실은 실시간으로 직원들의 고충 안건을 접수하고 신속
히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사원협의회실에 가서 협의회 대표하고 얘기를 계속하고 대표는 그거 가
지고 안건도 만들고… 그 앞에 함이 있고, 군데군데 터치패널 스크린을 설
치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찍고 예를 들면 인사를 찍어요. 그리고 노사를
탁 눌러요. 본인 사원증 찍고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용을 쓰지 않아도
그 메일이 곧장 담당자한테 가요. 누구한테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직접 찾
아가요. 그렇게 미팅을 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라인 중간에 그런 게 있으
면 그렇잖아요. 불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뭔 얘기냐 그러니까 하다하다 그런 방식으로 바꾼 거죠… 신문고, 고충처
리함 같은 거는 당연히 있고…” (SESK C프로)

SESK의 관리자들은 경영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노사 간 정보
비대칭을 좁혀가고자 한다. 회사의 주요 행사에는 직원 대표를 초청하고,
사원 행사에는 임원급이 대거 참여하는 등 상호간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CSR 활동
삼성전자의 경영이념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다섯 가지 경영원칙에는 법과
윤리 준수, 깨끗한 조직문화 유지, 고객․주주․종업원 존중, 환경․안
전․건강 중시, 그리고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수행 등이 포
함되어 있다. 삼성 경영진은 세계화 시대에 사회적 책임 활동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강조하고,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기업
의 사회적 책임 제고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업의 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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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창출 활동을 통해 전 세계 경제․사회․환경의 균형 발전을 달성하
고자 하는 UN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지지하며, 사회공헌활동과 공급망 정
책을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
을 지속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또한 점진적으로 더욱 강조되
고 있다. 삼성전자 경영진은 고객, 투자자,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정부,
국제기구 등과 소통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이 경영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으며, 뉴스룸 채널 등을 통해 회사 의견과 입장도 분명하
게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목표에는 협력사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협력사 사업장 아동공 철폐,
중점관리협력사 현장점검 실시, 협력사 안전보건․환경 관리를 위해 협
력사 제조라인의 유해물질 사용 금지, 노동관행 및 인권 강화를 위해 공
급망 내 강제노동 방지를 위한 정책과 활동 공개, 사내 여성 지원모임
(Employee Resource Group) 설립, 협력사 상생 경영을 위해 2차 협력사
와 미거래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 활동지원, 글로벌 이해관계자 협력 강
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 보호는 삼성전자 사회적 책임 활동의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다.
삼성전자는 1992년 삼성 환경선언과 1996년 녹색경영을 대내외에 공표하
고, 2008년 녹색경영 가치체계를 새롭게 정립한 바 있다. 2014년 환경 보
호와 관련된 중장기 로드맵 Eco-Management 2020(EM2020)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제품의 친환경성을 고려한 에코디자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품질인증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아울러, 부품과 원재료
구매 시에는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내부 평가기준을 대외공인기관의 환경마크 인증기준
과 동일하게 친환경제품 개발률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제품 신규 개발 과제 90%가 환경마크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인된 환경마크 인증
을 취득하고 있다. 한국, 미국, 유럽 등 총 11개 국가의 환경마크와 미국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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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시험소인증(UL : Underwriters Laboratories), 캐나다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등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6년 말 누적 기준 총 2,054개 모델이 환경마크 인증을 취득하였다. 휴
대폰, TV, 세탁기 등 다양한 제품군의 전 과정 탄소배출량을 파악하여 제
품의 환경영향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탄소 라벨
링을 인증받고 있다. 각국 정부, 단체 등에서는 제품의 친환경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
의 친환경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
재활용 용이성 향상 제품 등 친환경 제품과 국가별로 시행하는 자발적 폐
제품 회수․재활용 활동,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녹색경영 활동으
로 수상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2013년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전 사업
장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 ISO 50001을 인증받았다. 기존 경영시스템과
에너지 시스템이 통합된 것을 의미하는 에너지 경영은 에너지 효율화, 최
적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보호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EPM은 2012년 11월에, SESK는 2013년 8월에 인증받았다.
삼성은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전에 협력사의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여부와 부품의 유해물
질 함유 여부를 파악하여, 삼성전자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부품, 원료, 생산 공정의 환경영향을 평
가하여 인증을 취득한 협력사에 한해 거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SEPM
은 2016년 폴란드에서 제품/서비스 전자업종 부문 소비자만족 대상을 수
여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공급망 내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삼성전자의 전 사업장을 포함한 공급망에서 관련 정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식제고 교육, 리스크 평가툴 개발,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모
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자산업시민연대(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제사
회에서 요구하는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
사업장과 협력사, 인력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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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단기, 중장
기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정책 이행 여부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
삼성전자 사회적 책임 활동 중 또 다른 주요 키워드로 교육을 꼽을 수
있다. 각 해외법인에서는 CSR 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이 실시
되고 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
며 수업하는 참여형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2016년을 기준으로
72개국 857개 학교에서 운영되었다.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서관, 아프
리카 지역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는 태양광 인터넷 스쿨, 가나 여성 전자정
비사 양성 직업훈련 등도 해당 지역에서 큰 호평을 얻은 바 있다.
또 다른 키워드는 혁신과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다. 삼성전
자의 ‘솔브 포 투모로우’는 과학, 공학, 기술, 수학을 이용한 창의적인 문
제 해결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역사회에 공
헌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에는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 6개국(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중국, 싱가포르 등 18개 국가에서 총 18회의 공모전과 경진대회를 실시하
였다. 삼성전자는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해당 지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보급형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실제 소방관이 화재 진압 당시 겪었던
고충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로, 2016년 아이디어 부문 대상을 수상한 아이
템이다.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의 어둠 속에서 시야를 확보해 인명 구조
를 돕는 보급형 열화상 카메라는 수상 후 삼성전자 C-Lab 사회공헌 과제
로 발전되어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SEPM과 SESK는 폴란드 블롱키,
슬로바키아 갈란타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소방서에 열화상 카메라를 보
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밖에도 발화 장애인의 의
사소통을 돕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솔루션, 난독증 진단 애플리케이션
디텍티브, 난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책
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SESK의 외부적 사회공헌활동은 공장시설이 위치한 갈란타 시에 집중
되어 있다. SESK는 갈란타 내 다수 유치원 리노베이션, 초등학교와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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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수에 랩 시설 설치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갈란타 시, 슬로
바키아 교육부와의 오랜 논의 끝에 결정된 것이다. SESK는 각 유치원과
학교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2018년 현재, SESK
는 갈란타 시와 함께 갈란타 내 다수의 놀이터 시설 보수 활동, 갈란타 성
(城) 복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에도 관여하고 있
다. 갈란타 마라톤, 갈란타 축제, 문화예술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다수
의 갈란타 로컬 스포츠클럽, 어린이 스포츠클럽에도 후원하고 있다. 내외
부 관계자들은 SESK의 CSR 활동이 갈란타 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
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SESK의 CSR 활동에 대한 갈란타 시민들의 만족
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SESK의 CSR 프로그램 대다수가
그들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활동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CSR 활동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역사회의 니즈입니다. 슬로
바키아 정부가 과학 발전, 과학 인재양성 의지가 높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실험실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실도 모든 학
교에 일괄적 시설이 아니라 IT랩, 생물랩, 물리랩, 화학랩 등 각 학교의 요
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갈란타 성은 과거 부르주아가
살던 곳입니다. 사회주의를 거치면서 성 외곽이 시멘트로 발라져 흉하게
변했거든요. 현재 갈란타 시와 함께 성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갈란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SESK C프로)

SESK과 마찬가지로 SEPM의 CSR 활동도 지역사회인 브롱키의 니즈
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브롱키는 폴란드 외곽의 구 도시 지역에 위치해
있어 낙후된 건물이 많이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도 취약한 편
에 속한다. 이에 따라 SEPM은 브롱키 인근 학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낙후된 시설을 보수하는 자원봉사를
수행하기도 한다. SEPM의 CSR 활동 가운데에는 어린이나 학생을 대상
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다. 인근의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습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고, 고아원 등에 세탁기나 냉장고 등을 정기적으
로 기부하고 있다. 어린이 사생대회, 가족 달리기도 매년 후원하고 있다.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인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및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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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교육을 지원하기도 한다. 현재 SEPM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졸업생 다수가 근무하고 있다. CSR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인재 육성과 더
불어 채용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에 따르
면, 어린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은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보다 내․외부 만족도가 높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CSR 활동이 많아요. 지역사회의 반응도 가장 좋고,
봉사하는 임직원들도 모두 만족합니다. 하고 나면 뭔가 뿌듯하고… CSR의
성과라는 것이 금전적으로 환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CSR 활동
을 통해 임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CSR의 진정한 성과로 볼 수 있겠죠.” (SEPM D프로)

최근 경제수준 향상에 따라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점점 주변 이
웃들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취약계
층 지원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NGO들이 생겨나고 있으
며, 사회적 행위자로서 이들의 입지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SEPM과
SESK도 정기적으로 NGO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NGO를 통한 간접적 지
원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NGO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NGO 측에서 공문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기
도 합니다. 취약계층 대상 행사를 개최하는데 지원해달라는 것도 있고, 환
경단체, 문화예술계, 여성단체들의 지원 요청도 꽤 있어요. 워낙 많고 다양
한 건들이 있다 보니 제안을 접수하면 선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
지역사회에 속한 NGO들이다 보니 잘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CSR 취지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대체로 지원을 합니다.”
(SEPM D프로)

삼성전자는 매주 전 해외법인의 CSR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각 해외법인의 CSR 활동은 본사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지만, 모두
동일한 일률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경쟁사의 CSR 활동
을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별로 없다. 각 법인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적 특
성, 지역사회의 니즈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삼성전자 해외법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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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SR 활동은 국내 본사의 가이드를 기반으로 하되 법인별로 특화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는 SEPM과 SESK의 내부 CSR 활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SEPM과 SESK는 우량기업의 인적자원관리와 노
동관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조직설계에 있어서는 환경요인과의 외부 적
합성, 그리고 기업 특성과의 내부 적합성이 매우 강조된다. 직원들의 고
용안정성이 높고, 임금수준과 복리후생 수준도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일․
생활 균형 정책의 제도화, 현지 노동자 인권보호 수준 또한 높은 편이다.
2013년 삼성전자는 해외 사업장 근로환경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각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14년에
는 리스크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업장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
인을 확인하고 고위험군 사업장을 파악하고 있다. 노동인권 분야 관리 실
적이 저조하거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매년 ‘삼성전
자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미주 4개, 동서남아 2개 등
고위험군 사업장 11개를 대상으로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총 227개
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3개 사업장의 경우 모든 과
제에 대해 100% 개선을 완료하고, 전 사업장에서 211개(93%) 과제 이행
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 진단을 보완하기 위해 분기별로 각 사업부 주관하에 특별진단
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사 요청 등에 따라 외부의 제3자 전문기관을 통
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사업부 특별진단은 근로시간 관리, 취약계층
임직원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숙련도 제고, 조직문화 개선 등 특정
영역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집중 컨설팅하고 있다.
2016년에는 미주, 유럽, 동서남아 지역 등 총 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진단을 진행하여 해외사업장의 관리역량을 향상시켰다. 제3자 점검 시에
는 전자산업시민연대(EICC) 등 업계에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
인 리스크 분석과 효율적인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임직원들의 노동인권 관련 의식제고를 위해 해외 사업장의 문화
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전 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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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고충처리의 경우, 2015년에 수
립한 ‘글로벌 고충처리 표준절차(Grievance Resolution Guideline)’를 바
탕으로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핫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사원대의기구 등
네 가지 유형의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 사업장 모니
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충접수 유형, 처리 진행상황, 처리 결과를 추적하
고, 고충유형과 채널별 처리기한 준수율, 처리율, 임직원 만족도와 인지도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주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
장의 경우 모국어로 된 고충처리 채널 소개자료 제공을 의무화하여 임직
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제31항의 ‘비사법적 고충처리
제도에 대한 효과성 기준’을 고려하여, 고충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
확한 정보제공, 고충 제안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고충처리 시 차별 금지
등 임직원의 실체적,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
민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국내외 46개 사업장에서 해당 국가의 법규와 사업장
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직접․비밀 투
표의 원칙 아래 스스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며, 근로자 대표는 주 1회
이상 현장 근로자들과 간담회나 면담을 진행한다. 각 사업장의 노사협의
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 임직원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 결
과는 게시판 등을 통해 전 임직원에게 공개되고 있다. 2016년에는 전 세
계에서 총 2,10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1,921건(91%)이 처리되
었다.
삼성전자의 다양성 정책은 여성, 장애인, 이문화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본사 중심의 획일적인 전개가 아니라 각 국가별 상황,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 임직
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출산 후 경력
단절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채용 시 장애인에게 가산점 부여,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장애인 신입사원 공채 도입 등 장애인 사회진출을 지원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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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하는 사내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임직원 주도로 지역사회
와의 정기적인 교류회와 공헌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사내동호회가 스물 몇 개가 있어요. 태권도, 복싱, 에어로빅, 여성 줌바댄
스, 낚시, 수영, 사격, 임직원 꽃꽂이 모임도 있고요. 유리병 안에다가 자갈
하고 꽃하고 이끼하고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제 책상에도 하나 갖다 놨
더라고요. 동호회에서 만들어준 선물이라고.” (SEPM D프로)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매년 글로벌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만족
도, 신뢰도, 피로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점검 결과 점수가 저조한 부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체력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음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은 글로벌 SCI(Samsung Culture Index)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해외
법인들도 매년 조사를 합니다. 폴란드 법인도 시행 이후 SCI 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좀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 폴란드 직원들은 지나치게 정
직하게 평가하거든요. 싫은 건 정확하게 싫다고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관대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업무환경 만족도도 높고, 직원들 표
정도 다들 밝고 한데, 점수는 중국이나 남미 법인들보다 낮게 나와서 의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륙별, 국가별 특성이라고 봐야겠지요.” (SEPM D
프로)

SEPM과 SESK는 협력사들과도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SEPM과 SESK는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사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돕고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와
의 관계에 있어서 ‘We Buy Value, We Pay Trust’라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SEPM과 SESK는 주요 협력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모임을 주
관하고 있다. 협의체는 본사의 정책 및 공지사항이 교환되고 협력사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기능한다. 삼성전자는 모든 협력
사가 ‘삼성전자 협력사 행동규범’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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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국제표준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개선을 지원하고 있
다. 협력사 진단을 통해 환경, 인권, 재무 등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한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는 등 지원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SEPM과 SESK는 협력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2년에는 협력사 근로환경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협력사를 점검 및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협력사 교육을 전담
하는 교육센터와 협력사의 혁신활동 현장 지원을 전담하는 컨설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 협력사 선정 시에는 구매․품질, 환경안전, 노동인
권, 에코파트너, 재무현황의 5개 영역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며, 모든 영역
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 협력사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안전, 노동 인권, 에코파트너 영역은 EICC 체크리스트를 준용
한 것이다. 실태평가는 각 영역별 사내 평가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시하며, 재무상태(신용등급)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
용하여 점검하고 있다.
환경안전의 경우, 산업안전, 소방시설, 산업보건, 유해물질, 환경시설
등 22개 조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화학물질 사용 공장에
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 제공과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중점 관리 협력사의 모든 근로자들이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
력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육체적 과
중업무 통제, 위험장비 안전 관리, 절연기구 정기검사 여부 등을 점검하.
고 근로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모든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장치 구축을
요구하며, 매년 ‘환경안전 혁신대회 협력사 데이’를 개최하여 협력사의 환
경안전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협력사를 시상하고 있다.
노동인권의 경우 자발적 근로, 근로시간 준수, 차별금지 등 20개 조항
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에코파트너 분야에서는 제품
환경 정책, 교육훈련,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을 체크하고 있으며, 삼성전
자 에코파트너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한해 거래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매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협력사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평가, 통제하고 있다. 우수 협력사의 경우 차년도 물량 우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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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지원 프로그램의 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업체는 개선대
책 시행과 함께 물량축소 및 추가거래 제한의 페널티를 얻게 된다.
삼성전자는 매년 구매실적과 종합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거래규모,
비즈니스 연관성과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은 핵심 협력사(Critical
Supplier)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들 협력사와는 신규 거래기
회 우선 제공,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 등의 인센티브와 함께 중장기적
사업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 외에도 한국 소재 2차 협력사까지 관리를 확대하여 전체 공급
망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차 협력사가 2차사와
삼성전자의 거래 기본 계약서 수준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
며, 2차 협력사의 자금여건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
사에 지급하는 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을 확대하고, 60일 내 지급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또한 1차 협력사에 2차 이하 협력사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과 지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협력사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고 한다. 본사는 환경안전 이슈 발생 위험이 높은 항목에 대해 안전 사용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1차 협력사가 2차 이하 협력사의 환경안전 수준
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삼성전자 협력사 협의회인 ‘협성
회’와 협성회의 2차사들로 구성된 ‘수탁기업협의회’ 운영을 통해 1․2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동반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본사 관계자는 핫라인, 사이버신문고, 협력사 방문 협의, 교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1․2차 이하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하고
고충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한다. 접수된 모든 사례는 삼성전자
담당부서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접수 1주일 이내 제보자에게 조치
계획 회신 후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삼성전자, 2017 : 82).

제4절 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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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4개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살
펴보고자 했다. 조사대상 기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등이
며, 주요 조사방법으로는 심층면접과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은 EU 가
입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뛰어
난 입지 조건, 우수한 노동력, 안정적 노사관계 등을 바탕으로 유럽 내 대
표적인 제조업 기지로 자리 잡고 있다. 중부유럽 4개국에는 전자 및 자동
차 제조업 부문에 속한 소수의 대기업들과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진출해
있다. 향후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에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내수 활성화,
해외기업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 증가와 같은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낮은
실업률, 가파른 임금상승률과 같은 위협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조사대상 기업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인적자원관리상 난점으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노사협력 수준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
었다.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국가의 노동 관련 법규 준수, 노동 3권에
대한 법적 보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대상기업 중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있으며, 무노조 사업장
의 경우 고충상담실, 하모니룸, 사원협의회실 등이 노조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주로 종업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방안, 효율적 생산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모두 적극적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비
교적 최근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중장기 비전을 선포하고 CSR 체계를
재정비한 바 있다. 각 기업의 CSR 활동은 본사의 가이드를 기반으로 하
되 법인별로 특화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CSR 활동 선정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해당 활동이 각 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며 호의적 브랜드 태도형
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브
랜드 가치 증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헌활동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로그램 선정과 운영에 있어서도 전 직원이 자유롭게 참
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지역사회 문제 해
결과 노동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에 매우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조사대상 기업들의 CSR 활동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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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각 법인의 CSR 프로그램 대다수가 그들
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활동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뷰 참여자들
은 해외법인들의 다양한 CSR 활동이 회사 브랜드 이미지뿐 아니라 한국
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내부적 CSR 활동에 있어서도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견고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노동 3
권에 대한 법적 보장을 중시하고 있다.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노력
도 계속되고 있다. 조사대상 기업 노동자들의 전반적 직무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협력사들과도 대체로 우
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사의 성장 인프
라 구축을 돕고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사
를 중심으로 협력사들과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협력
사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대상기업들은 협력사 소속 근
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사례연
구 결과에 따르면, CSR은 간접고용과 같이 기존의 고용관계에 의해 커버
되지 않은 영역에 속한 근로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데 긍정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 기업들은 원칙 면에서는 국내의 본사와 큰 차이
가 없지만, 콘텐츠나 프로세스상에서는 일부 상이한 CSR 활동을 수행하
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각 법인을 둘러싼 환경적 차이, 각 지역사
회의 니즈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장은 중부유럽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 기아자
동차, 삼성전자 등의 사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비
교적 생생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이해당사자들을 대
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보고 편향의 오류 또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중부유럽 진출 한국 대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
석을 위해서는 향후 개별 근로자, 사내하청 관계자 등으로 조사대상을 확
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정부기관, 연구단체, 대학, 노조, NGO 등과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풍부한 함의
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대안모색 편

노동조합과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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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사회적 책임

제1절 들어가며

노동조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대응할 것인가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주제인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이 이해관계자
들에 대한 책임을 넓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노동조
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와 관련하여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우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록 노동조합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수록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이
며 이는 노동조합에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Justice(2002)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노동자 혹은 노동조
합에 일곱 가지 측면에서 도전이 되거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운데 자발성 측면(voluntary aspects)은 기업들이
스스로 법을 잘 준수하여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노동조합에 기회를 제공
하지만 반대로 기업이 스스로 법과 제도를 잘 준수할수록 노동조합의 역
할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Justice, 2002: 5). 나머지 여섯 가지 다른 측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관계자 관점, 노동 등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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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및 순위
공개, CSR에 대한 경영진의 참여 등인데, 이러한 측면들도 모두 노동조
합에 기회나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Justice, 2002: 6～12).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에 관해서는 비교
적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 왔지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nion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노동조합이 사
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손영우, 2012)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채 이론화되기도 전에 기업과 산별
수준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도 하다. 따
라서 10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 흐름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사례의 시사점을 분석하도록 한다.

제2절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이론적 배경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노동조합이란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이해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경제적 공정성, 작업장 민주주
의,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Dawkins, 2010: 2016).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행위자인 기업만이 아니라 기업과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비영리 시민사회단체(NGOs)에도
역할을 요구받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크게 주목받지 못해
왔다(Sobczak & Havard, 2015). 그러나 기업만이 아닌 노조의 사회적 책
임 역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
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보다 인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
합은 내부 구성원과 공급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조직
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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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일종의 인증제도인 ISO 26000
은 기업 이외의 정부, 노조, 시민사회단체, 대학, 공공기관 등 각 조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
해 국내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장원(2013: 10)은 ISO 26000에서 제시되어 있는 일곱 가지 사회적 책
임 항목을 소개하면서 만약 사회적 책임이 확산된다면 한국의 노사관계
도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표 10-1 참조).
이장원(2013: 11)은 당시 노사가 사회적 책임에 근거해 활동을 하게 된
다면 새로운 노동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표 10-2>처럼
도식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섭형태가 기업별 교섭에서 사회적 교섭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노사대결보다는 노사책임이 강조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가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작동기제로 기업의 노동전략은 노동력
유연화에 있으며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은 시민사회 연대노선이라고 설명하
<표 10-1> ISO의 일곱 가지 사회적 책임 영역
항목

세부 내용

조직 지배구조

법규준수, 책무성 제고, 투명성 확보, 윤리적 행위증진, 이해관계자
중시

인권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존중,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존중, 취
약 집단권리 존중, 노동기본권 존중

노동관행

고용,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산업보건과 안전, 인
간개발

환경

오염방지, 지속가능항 지원 사용, 기후변화 완화 및 대응, 자연환경
보호 및 회복

공정운영관행

반부패, 책임 있는 정치적 개입, 공정경쟁, 사회적 책임 증진, 재산
권의 존중

소비자 이슈

공정한 영업, 정보제공, 소비자 건강과 안전 보호, 지속가능한 소비,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자원, 분쟁해결, 소비자 정보 보호, 필수적
생산품과 서비스 기회 보장, 소비자 교육 및 인식제고

지역 및 사회

지역사회 참여, 경제발전 기여, 사회발전 기여

자료 : 이장원(2013: 10).

280

한국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표 10-2> 사회적 책임에서의 새로운 노동체제
1987년 노동체제
특징

작동 기제
정책 대응

1997년 노동체제

새로운 노동체제

교섭구조

기업별 교섭

기업별 교섭, 산별교섭 사회적 교섭

노사관계

노사대결

노사타협

노사책임

정치경제모델

개발독재

개방 탈규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기업의 노동전략 노동력 내부화

노동력 외주화

노동력 유연화

노조의 대응전략 투쟁노선

실리노선

시민사회 연대노선

원․하청 정책

원․하청 산업별 동조화 원․하청 기업별 양극화 원․하청 상생

노동 정책

노사 이익분배 조정

구조조정과 갈등

노사 상생 가치 창출

오너 가치 중시

주주 가치 중시

이해당사자 가치 중시

잦은 파업

비정규직 양산

상생 경영체제

기업목표와 기업목표
노동현안 노동 현안
자료 : 이장원(2013: 11).

였다. 또한 자본 조달에 있어서 개발금융(1987년 노동체제), 외주유치
(1997년 노동체제)에 이어 사회적 책임투자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내다보았다.
국내 연구 중 정승국․강충호․한동균(2011) 역시 노조의 사회적 책임
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등 경제적
인 요구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할 필요성이 높
아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노동조합
의 사회적 책임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
공헌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을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으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USR이라고 명명하
지는 않았으나 금융노조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나 연세의료원의 의료
인력 확충, 다인병실 확대, 의료민영화 저지 등은 내용상 노동조합의 사
회적 책임과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저자들은 노동조합의 사회
적 책임의 과제들로 상급단체노조 차원으로는 USR에 대한 노선 정립,
USR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사 및 노정 간의 합의
를 추진하고 현장 수준에서는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 마련, 평가와 결과를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등을 제안하였다
(정승국․강충호․한동균, 2011: 1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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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우(2012) 역시 노동조합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고, 필
요한 것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원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에 사회적 책임을 획일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저자는 경제단체가 사회
적 책임의 표준을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해외연구로 Dawkins(2010)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주된 세 가지 목적인 임금 등 경제적
공정성, 작업장 민주주의, 사회적 정의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주요 선행연구들에서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을 <표 10-3>과 같이
리뷰하였다.
Dawkins는 특히 사회 정의에 노동조합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주목했는데 Hyman(1996)은 노동조합의 추구하는 사회 정의는 환경, 소
비자 및 공동체의 사회적 정의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Godard(1997)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사회적 정의는 사회적 이
슈를 의제화하는 것이며 Kochan & Shulman(2007)은 노동조합이 추구하
는 사회적 정의는 일, 가정,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연대라고 소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선행연구들은 노동조합이 사회적 정의를 추구
하려는 목적을 가져야 하며 그 내용은 주로 조합원의 범위를 넘어선다.
<표 10-3>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 목적
Freeman &
Medoff(1984)
경제적
옹호

Hyman
(1996)

Godard
(1997)

Budd
(2006)

Kochan &
Shulman(2007)

노조 조합원들을 노동자의 경제적 임금과 복리후생 효율적인 노조
생활임금
위한 독점적 모습 대변
등의 극대화
활동(Efficiency)

고용보호, 고충
존중과 인적개발,
작업장 집단적 노사 관계 노동자의 지위향
공정성(Equity),
처리, 노동권 보
다양성과 공정
민주주의 를 통해 쟁취
상
보이스(Voice)
호등
기회
사회 정의

-

환경, 소비자, 공 건강보험 개혁
동체의 사회적 등 사회적 이슈
정의 쟁취
를 의제화

자료 : Dawkins(2010: 133)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일, 가정, 공동
체를 위한 사회
적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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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바탕으로 Dawkins(2010)는 이해관계자 이슈들에 대한 노
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작업장 공동체를 위
한 책임, 사회적 공동체를 위한 책임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표
10-4>에 나열하였다.
Sobczak & Havard(2015: 315)는 프랑스 노동조합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는데 하나는 CSR에
몰입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이며 다른 하나는
CSR에 몰입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노동조합의 협력적 관계에 따라
노동조합의 CSR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모형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전략은 CSR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해관
계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 및 이들과의 관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주요 행위자는 결국 CSR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노동
자)들이며 이들과 노조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이다(그림 10-1 참조).
한편,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조합원들의 조직 및 노조에 대한 태도에
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Dawkins(2016)는
325명의 미국 사우스웨스턴 소재 직업별 노조의 조합원 325명을 대상으
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직무만족, 그리고 노조몰입 간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직무만족 및 노조몰입과 정(+)의 관계를
<표 10-4>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경제적 공동체를 위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
한 국제협약 체결 시도
․모든 노동자를 위한 단체
교섭 옹호
․노동조합의 기금(사회적 책
임에 활용)
․양질의 일자리, 공정한 노
동조건 등을 위한 활동

작업장 공동체를 위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공동체를 위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고용안정, 안전, 괴롭힘
할 수 있도록 견제
방지, 차별해소를 위한 작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기
업장으로 개선
준으로 표준화
․글로벌 노조 네트워크
․협력사를 위한 사회적 책
․기부보다 단체교섭 등을
임 마련을 위해 노력
통한 노동기본권 확대
․인종, 종교, 성, 장애를 이
․산업안전과 같은 주제를
유로 한 모든 차별에 대
CSR의 활동으로 포함
해 반대의견 조직

자료 : Dawkins(2010: 13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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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노조의 CSR에 대한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자료 : Sobczak & Havard(2015: 31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가지고 있으면서 직무만족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노조몰입 간의 관계
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이
해관계자들의 이해대변을 통해 직무만족을 가져오며 직무만족은 다시
노조에 대한 몰입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조직에 대한 태도나 노조에 대한 일체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3절 한국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사례

1. 개별 기업수준 노동조합의 사례
가. LG전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많이 소개된 사례 중 하나가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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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다. LG전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주목을
받아 온 이유는 노사가 함께 노조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홍보한 이유도 크지만 그보다는 LG전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
임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2010년
LG전자 노동조합은 노조 활동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전략으로 노동조합
의 사회적 책임(USR：Union Social Responsibility) 헌장을 발표하였다.
당시의 사회적 책임의 헌장에는 환경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와 차별 해소,
협력사와의 공존, 국제 공동체 공헌, 노조운영의 투명성 제고, 업무혁신에
의 참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LG전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활동은 노조 차원의 다양한 방식의 기부나 지원활동이었으며 협력사 직
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나 해외 자회사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부활동을 살펴보면 상여
금 끝전을 모아 아프리카 등 지역에 기부하거나 사랑의 저금통 같은 행사
를 통해 모은 기금을 캄보디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주로 직원
들의 참여를 통한 기금마련 후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한편, 노동조
합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내실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LG전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 외에도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LG전자의 USR은 노동
조합의 독자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회사와의 협력과 지원 아래 노동조합
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형
태의 직접 지원이나 해외 자회사로 LG전자 USR의 전파 등은 회사의 지
원 없이 노동조합이 혼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
서 강찬영(2013)은 LG전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노사협력형 모델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정승국 외(2011: 71)의 연구에서도 LG전자 노동조합
의 사회적 책임 모델은 노조의 단독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사 차원에
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LG전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기 위해 USR 활동을
계획, 평가, 실행하기 위한 노사 공동의 조직이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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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5> LG전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
사회적 책임 항목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1) 직접지원

노사 간부(노동조합 간부 및 회사 노경협력팀 간부)의 아시아 빈곤국
구호활동(2010년 5월), 상여금 끝전 기금조성(2010년 6월부터 실시)
글로벌 커뮤니티에 공헌하기 위한 기금조성
사랑의 저금통(2010년 11월～2011년 1월 모금활동, 캄보디아 지원)
지역사회 물품기증(2011년 11월)
다문화 가정 32가구 고향방문 지원(2012년부터 지속)

(2) 조합원 참여

USR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조합원들의 USR 서포터즈 활동

인도네시아 공장 USR 전파(2012년 5월)
(3) 해외 자회사로의
베트남 공장 USR 전파(2015년)
USR 전파
중국 및 멕시코 공장 USR 전파 등
(4) 협력사 지원

협력사 직원 자녀 22명 장학금(인당 백만 원) 지원(2013년부터 지속)

(5) 지배구조 투명성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회계감사 내실화), USR 리포트, CSR
제고
리포트 작성 참여 등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10-2] LG전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조직도

자료 : 강찬영(2013: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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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예를 들어 격월로 진행되는 USR 실무협의회는 노조와 회사가 각각 참여
하는 조직인데, 여기서 USR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새로운 내용을 검토하
였다. [그림 10-2]를 보면 USR 사무처 아래 경제분과, 사회분과, 환경분
과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승국 외(2011: 85)에 따르
면 LG전자 노동조합 전임간부 24명 중 7명이 USR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LG전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단순한 기부활동에서
벗어나 사내하청 형태인 도급회사의 정규직화 요구 등 이해관계자의 균
형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LG전자는 협력사
형태인 서비스센터 직원 3,900여 명을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조합이 꾸준히 정규직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
민주노총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LG전자 노동조합과는 다른 형태
로 진행하고 있어 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현대자동차 지부의 사회적 책임은 단체교섭을 매개로 이루어지
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연맹에 소속된 LG전자 노동조합이 일상적인 노사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소속된 대표적인 노조지부로 현대차 지부는 주로 단체교섭과 협약을 통
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0-3]처럼 현대차 지부는 단체교섭을 통해 회사 측에 사회공헌기금 출연
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0억～50억 원 규모로
총 45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왔다.
매년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거나 아동, 청
소년, 다문화가정 등을 지원하거나 봉사활동 동아리의 운영자금으로 활
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은 농촌마을과 자매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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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현대자동차의 사회공헌기금 합의 내용
(단위 : 억 원)

자료 : 저자 작성.

을 맺어 농번기에 일손을 돕거나 농산물을 구매하는 1사 12촌(12개 마을)
활동이나 다양한 형태의 봉사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의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이재훈․손우정․이영수
(2017)는 금속노조 및 현대차 지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기금의
계획과 집행, 결산 등을 모두 회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수동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노동조합 내
부에도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그 결과 2017년 단체교섭에서는 노사가 사
회공헌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둘째, 현대차 지부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명명하지는 않지만 이해관계자
들의 균형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 지
부는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이전에 6,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한 데 이어 2018년 노사합의로 2021년까지 3,500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18년 단체교섭에서는 하후상박 임금
요구안을 마련하여 금속노조 전 사업장 임금인상 요구안 7.4%(146,746원)
보다 낮은 5.3%(116,276원)로 하고 차액은 부품사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반영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인 사내하청 비정규직
과 사외 부품회사 노동자들의 이해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특히, 2018년 단체교섭에서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사회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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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해소방안으로 적정 납품단가를 포함한 투명한 거래 정착 및 부품협력
사 상생협력기금 5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대차 지부의 사회적 책임은 LG전자 노동조합과는 다른 특징
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노사가 일상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진행하기보다는 단체교섭이라는 전통적인 협의를 통해 사회공헌
기금이나 사회적 책임을 결정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노사공동 활동이 소극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공
헌기금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보더라도 회사 측이 주도적으로 준비, 진행
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지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후상박 임금인상 요구, 부품사 상생기금 마련 등
단순한 사회봉사활동을 뛰어넘는 사회적 연대에 초점을 둔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고 있었다.

2.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사례
가. 민주노총
기업노조나 기업지부의 사회적 책임 외에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 중 민주노총은 2003년부
<표 10-6>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의 변천
연대기금

사회연대노총

사회연대운동

시기

2003～04년

2009년

2015년～현재

주체

민주노총 산별노조,
대공장지부

민주노총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회

내용

비정규직 차별해소

조직화, 보편적
복지확대, 차별해소

지역, 생활연대

재원

사용자, 노사정, 노사 공동

조합비

노동조합, 노사공동

결과

산별수준에서 의미 있는 성과
민주노총의 사업으로 진행중이나 뚜렷한
없었으나 대공장 수준에서
지속되지 못함
성과를 남기지 못함
사회공헌기금을 만듦

자료 : 이재훈․손우정․이영수(201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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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사회연대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 전략을 수립해 왔다. 그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노동조합 내부의 이슈들도 있지만 저소득 취
약계층 지원 및 지역연대라는 활동도 적지 않다.
첫 번째 시도는 ‘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이었는데 민주노총 내부
의 이견, 사용자단체의 반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대자동차 등 기업별 노동조합 차원에서 사
회공헌기금을 합의하는 성과를 만들었다(이재훈․손우정․이영수, 2017:
33～35). 두 번째 단계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연대전략’으로 2009년 민주
노총은 노동운동 혁신을 위해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임금, 고용 등 차
별해소, 보편적 복지제도 확충, 지자체와의 교섭강화, 지역 내 생활연대
운동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사업으로 기획되지는 못하였다(이재훈 외,
2017: 36～37). 마지막 단계 역시 두 번째 단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뚜렷할 만한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있다.
나. 한국노총
한국노총의 사회적 책임은 구체적인 전략이나 비전을 제시하거나 혹은
직접 나서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하기보다 소속노조들의 사회적 책
임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7년 한국노총은 임단협 지침서에 국제규범 준수, 지속
가능보고서 발간과 노조의 참여, 공정거래, 환경보호, 사회적 지원, 정경
유착 근절, 불이익 금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몇
몇 지역지부들은 해당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관련 후원활동(용인지역지부
등)을 시작하거나 노사민정이 사회적 책임 실천을 결의(안성지역지부 등)
하였으나 광범위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2008년 한국노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진단표를 개발하여 산하 노동
조합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인데, 공정거래․반부패, 인권과 법 준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
권 보장, 열린 경영, 안전한 작업환경, 지역사회 기여 등 7개 항목 63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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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7> 제1회 한국노총 사회연대공헌상 수상 노조 및 주요 활동
소속 노동조합

활동내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안부 쉼터 봉사, 비정규직 연대기금 모금 등

조선내화노조

급여 1% 기부, 장학재단 건립 등

KB국민은행

무료급식 봉사, 미얀마 주민센터 건립 등

도로공사노조

무기계약직 노동자 조직화, 비정규직 연대기금 조성 등

자료 : 저자 작성.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도 유사하게 되어 있다(권
순원․김주일, 2011: 40～44)
한편, 2018년 한국노총은 산하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
회연대공헌상을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수상한 노동조합은 이미 사회적 책
임 활동으로 어느 정도 알려진 연세의료원노동조합, 화학노련 조선내화
노조,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 공공노련 도로공사노조가 공동으로 수
상하였다. 수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다. 산별노조 및 지역본부
민주노총 차원의 사회적 책임 전략들은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
했으나 산별노조들의 적지 않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우
선, 보건의료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보면 2007년 보건의료노조 산별
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의 1/3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에 활
용, 비정규직 노동자 2,400여 명을 정규직화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보건
의료 노사는 2012년 산별교섭을 통해 병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노사공
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정청천․조성재,
2013).
다만, 병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2017
년 병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노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환자만족-직원만족-국민
만족 좋은 병원 만들기의 일환으로 보건의료산업 ISO 26000의 26개 이슈,
52개 기준을 성실하게 실행할 것을 확약하는 노사 공동협약에 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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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준수한다”고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 2017년 산별협약에는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 대
정부 청원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이용체계 개선’과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를 정부에 공동으로 청원하였다(이정희, 2018). 대한민국 의
료이용체계 개선에는 병원의 경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총
량제, 고가장비 도입 인허가 기준 강화, 신규 병의원 개설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80% 수준으로 상향하고 어린이 입원진료비를 무상으로 하며
장기적으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정희, 2018).
최근의 사례로 사무금융노조의 사회연대기금도 주목할 만하다. 2018년
2월 사무금융노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결의
하고 사회적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총
6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후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사무금
융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KB증권(8억 원), 교보증권(2억 8,000
만 원), KB국민카드(5억 원), 하나카드 등 2018년 11월 현재 총 5곳과 사
회연대기금 조성에 대해 합의하였다. 사회연대기금은 2019～22년 3년 동
안 매년 조성하기로 하였다. 사무금융노사의 사회연대기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한다.
또 다른 사례로 지역본부들의 사례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앞서 현대
차,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이나 보건의료노조 및 사무금융노조들에 지역
본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본부나 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소사업장이 많으며 지역수준의 교섭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경주지부, 경남지부, 대구지부, 포항지
부 등은 비록 소규모 기금이지만 회사출연 혹은 노조출연 또는 공동출연
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의 희망연대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주목
해볼 만하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케이블 TV 설치기사, 인터넷 설치기사,
콜센터 노동자 등을 새롭게 조직화한 노동조합으로 창립 초기부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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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8> 금속노조 지역본부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사례
사업명

시작
기금조성 방식
연도

주요 사업

예산

금속
사회공헌기금
경주지부

2012 전액 회사 출연

이주노동자, 장애아동,
2016년 650만 원
노인 요양시설 기금전달

금속
사회연대사업
경남지부

2015 조합원 기금

취약계층지원, 비정규직, 2016년
이주노동자 지원
2억 2,500만 원

금속
지역복지기금
대구지부

2010 노사 공동 출연 사랑의 쌀 기부

2016년 3,655만 원

금속
지역사회공헌기금 2010 노사 공동 출연 지역아동센터 기부
포항지부

2016년 1,736만 원

민주노총
사회연대기금
안산지부

2016 조합원 기금

안산노동안전센터

2016년 1,994만 원

희망연대
지역연대사업
노동조합

2010 조합원 기금

과일나눔, 집수리, 밥상
2016년 7,912만 원
나눔, 네팔아동학교 지원

자료 : 이재훈․손우정․이영수(2017: 56) 및 희망연대노조(2017)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연대 및 사회적 책임 활동을 중요한 사업방향으로 삼고 있다. 주로 조합
원들의 모금이나 노사합의에 의한 기금마련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집수리, 밥상모임, 네팔아동학교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희망씨와 전략적인 연대를 통
해 나눔사업, 인권사업(청소년 노동인권 등) 등도 진행하고 있다. 희망연
대노동조합의 사회공헌활동이 다른 노조와 다른 점은 지역과의 연대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조직화와 함께 노동조합의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는 것이다.
라. 양 노총과 정부의 협력적 사회적 책임 활동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했던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2017년 11월 성과연봉제를 폐지하
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재원으로 정부 측과 협
의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였다. 공식명칭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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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공공상생연대기금의 비전과 미션

자료 : 공공상생연대기금 홈페이지(https://solidarityfund.or.kr/mission-vision).

으로 공공산업노조연맹(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연맹(한국노총), 금융노
조(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가 참여
한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의 미션이나 비전을 살펴보면 사회적 격차 완화, 사
회적 연대, 사회공공성 강화, 정의로운 사회 실현 등 사회적 책임과 밀접
하게 관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주요 사업을 보면,
비정규직․청년․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연대사업이 적지 않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비정규직이나 저
임금 노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으로 88억 원이 배정되었다. 또
한 청소년 학습방(12.7억 원)과 청년 구직자 공공기관 연수프로그램(32.4
억 원)에도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주로 미래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활
동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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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9>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주요 사업
사업명

주요 내용

(추정)
수혜인원/소요예산

희망사다리

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본인 장학사업

500명/20억 원

희망새싹

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자녀 장학사업

1,000명/68억 원

희망어울림학습방

학습방 운영(각 지역 공공기관 노사협조로 공
간 마련, 선생님 봉사료 지급, 연내 순차적으로 1,500명/12.7억 원
50호 개소 추진)

꿈&일터 매칭

청년 구직자와 각 공공기관을 연결한 방학기간
(2개월) 직장체험 연수프로그램 운영(선호기관
1,000명/32.4억 원
에서 1개월, 비선호기관에서 1개월 꿈과 일터를
매칭할 수 있는 현장체험 시행)

꿈나누기 연구사업

기존 일자리 정책의 오류와 비정규직․무기계
1.2억 원
약직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사업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포럼 운영

정례적 포럼 운영을 통해 사회공공성 강화에
2억 원
필요한 연구 진행

혁신도시 순회
노동법 교육․토론회

비정규직․정규직 전환대상자․저임금노동자 대
1억 원
상 노동법 교육 및 도시락토론회

혁신도시 지역소통
인문학 강좌․좌담회

지역주민, 대학생, 공공노동자, 개별 사업장 노
동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 및 도시 1억 원
락 좌담회

자료 : 공공상생연대기금 홈페이지(https://solidarityfund.or.kr/mission-vision)를 참
고하여 저자 작성.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시사점은 초기업노조의 수준을 넘어서 양대노총과
정부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사례로 노사 공동활동만이 아니라 노
정 공동활동으로도 사회적 책임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절 소 결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다양한 조직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0장에서 사례로 살펴
본 4개 유형의 특징을 재원, 활동주체, 프로그램 순으로 정리하면 <표

제10장 노조의 사회적 책임

295

10-10>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재원
은 조합원이 출연하거나 회사 출연, 아니면 공동으로 출연하는 경우로 구
분되었다. 사례 중 공공상생연대기금은 개별 조합원들의 성과급을 반납
하는 특이한 경우였다.
사회적 책임 활동의 경우 대부분 노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활동(LG전
자노조, 산별노조, 지역별 노조, 공공상생연대기금)하고 있었으나 현대차
노조지부의 경우 회사가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형태였다.20)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은 재원 규모에 따라 다
르지만 단순기부,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 지원활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 또는 임금격차 완화 노력 등의 지원 등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루어지
는 활동이었고 산업안전이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연구 및 교육)
은 지역노조나 공공상생연대기금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의 도입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LG전자노조나 현대차 지부처럼 스스로의 활동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표 10-10> 사례노조의 사회적 책임 특징 요약
USR 재원

USR 활동주체

USR 프로그램

LG전자노조

조합원 참여+
회사 지원

노조 주축+회사
지원

기부, 취약계층
지원+비정규직 지원

현대차지부

회사 출연
(단체협약)

회사 주축+노조
참여

기부, 취약계층
지원+비정규직 지원

산별노조,
지역별노조

회사 출연 조합원
노조 주축
출연 노사공동 출연

기부, 취약계층 지원+
비정규직 지원+산업안전

공공상생
연대기금

노조 인센티브
반납+정부지원

기부(장학)+취약계층 지원+
공공성 강화

노조 중심의 재단
주축

자료 : 저자 작성.

20)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지부는 최근 노동조합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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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등의 산별노조나 공공상생연대기금은 노조의 사
회적 책임이란 개념을 내세우지 않지만 실제 내용이 조합원만이 아닌 공
동체 전체의 이해를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 존재했다.
둘째,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행수준에 있어서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단위노조에서부터
지역본부, 산별노조, 그리고 총연맹에 이르기까지 사회공헌위원회, 사회
연대실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담당자를 두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지, 노조의 사회적 책임
의 성과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지에 대한 총괄적인 고민은 부족한 상
황이다. LG전자노조의 경우 USR 실무협의회를 노사가 함께 진행하고 있
어서 노조 전체적인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생연대기금도 재단법인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어 체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대부분
은 노동조합 담당자가 고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재원을 마련
했다고 할지라도 창의적인 노조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었다.
셋째,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조 내․외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수의 국민들은 한국의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고 있다고 거의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조합원들
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여전
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
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
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좀 더 입체적이고 전략적
인 접근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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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ㆍ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

제1절 들어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논의와 실제 기업 경영에서의 도입
은 영미에서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영미에서는 CSR의
도입과 활용이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개념, 의의 및 목
적, 근거 등에 대해서 단일한 이해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EU, UN,
ILO와 같이 구성국이나 가맹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제기
구나 GRI나 ISO와 같은 국제단체가 CSR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격화하면서 그 이행에 관하여 평가․인증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CSR에 대한 이해가 보다 명확해졌다. 또한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역할
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
드, 덴마크, 영국 등 유럽의 국가들이 CSR의 도입과 활용에 관해서 정부
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제도화에 진전을 이루어나가면서 이러한
이해는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영미 국가에서 형성된 전통적인 CSR 이론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
이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여야 하는 박애적, 후견적인 행위라는 색채가 강
했다. 그러나 근래의 CSR 이론은 CSR의 도입과 이행을 기업활동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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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성요소로 이해하고 이를 조직화하고 내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
기와는 많이 다르다. 즉 CSR의 도입과 이행은 경영 그 자체에 내재하는
관행으로 이해되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발전법｣에는 CSR의 도입
과 확산을 염두에 둔 법조항이 도입되어 있는데, 이들 법률의 정의를 보
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이란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을 말한
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산업발전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을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
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CSR는 법적
인 개념으로 포착되고 이해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이 CSR의 도입과 이행을 기업의 법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법률에서 말하는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
여야 하는 실익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 법률에 근거하여 CSR를 추진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CSR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부 차
원에서 CSR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
면서 CSR이 확산된다면 CSR이 법적 개념으로서 명실상부한 위치를 가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1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적 제도화 현황과 개선방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2절 CSR 도입과 확산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CSR 도입과 활용에 관한 논의
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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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의 제도화가 활발하게 진전되면서 이제는 CSR의 개념, 의의, 근거,
필요성에 관한 일반론적 이해를 둘러싼 논의보다는 국가가 CSR의 도입
과 확산, 그리고 실효성의 담보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논
의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추세이다. CSR의 도입 및 이행 여부는 1차적
으로 기업의 판단 사항이지만, CSR의 확산과 정착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보면 CSR의 확산과 정착
에서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노희진, 2009 : 73). 그러나 국가가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주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1. CSR의 도입과 확산에 있어서 국가의 접근법
일반적으로 CSR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은 다음과 같
이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CSR을
국가의 전략적 의제로 설정하는 단계이다. 전략적 의제 설정을 위해서는
국가, 기업, 노동조합, 시민단체,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CSR의 도입
필요성과 내용적 수준, 실천 담보 방법 등에 관해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CSR의 전략적 의제화는 전략적 행위이기
때문에 전략적 의제로 채택된 이후에는 CSR의 비전과 목적, 행동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공
적인 담당조직을 설치하는 단계이다. CSR 정책 수행을 위한 정부 조직의
구조, 형태, 역할 등 정책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정부조직의 구조인데, 일반적으로 CSR
의 담당 주요 주무부서는 노동관계부처, 경제관계부처, 외교부 등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유렵위원회에서는 CSR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총괄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조직 내에 기존의 부서가 CSR
을 담당하거나 담당부서를 새롭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정부와는 상당
정도 독립성을 가진 정부 이외의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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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또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기업의 지
속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CSR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발성에
기초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단계는 행동계획이 담당조직을 거쳐 공공정책으로 구체화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주로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CSR의 확산을 위해서는 그 도입과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것보다
는 적절한 시장 보상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CSR의 도입과 성실한 이행에 대한 가장 좋은 보상은 시
장에서의 긍정적 반응이다. 시장은 소비자가 있는 상품시장과 투자자가
있는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시장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기업의 CSR 성과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명확치 않지만 CSR에 어긋나
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은 명확하다(예:
아동노동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갑질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반
감 및 처벌요구 등). CSR은 상품구매뿐만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CSR에 대한 시장의 보상을 촉진하기 위해서
는 정부가 소비자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통해 CSR 우수기업의 제품 구
매와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안영환, 2007 : 19～20). 즉, 기업
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증 및 포상제도 등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CSR의 목적과 행동
계획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기업에 조세혜택을 제공하거나,
정부조달사업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매우 유력한 보상수단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보상제도가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이 CSR
의 이행 성과를 공개하고 제3의 기관은 그 이행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
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정부가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는 CSR 도입과 실행의 담보를 위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을 제
공하는 단계이다. CSR을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불이
익을 줄 수 있으며 도입하였음에도 실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서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
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곧 입법 정책의 문제가 된다.
물론 CSR 전략과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담당조직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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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업의 CSR 도입과 실행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도 법제도
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CSR 도입과 확산에 있어서 정부의 접근법
2000년에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는 산업자원부 주도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 추진 기본계획(안)｣
(2005)을 마련하여 추진한 적이 있다. 2009년에는 앞에서 언급한 ｢산업발
전법｣을 개정하여 지속가능한 경영 종합시책의 수립과 지속가능한 경영
의 지원에 관한 조항(제19조)을 도입하고, 2017년에는 이 조항을 더욱 확
대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중소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사회적 책임
경영의 지원과 정부 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2017년
<표 11-1> 산업발전법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3.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4.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
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
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가 제8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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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개정 이전까지 단순히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개정에 의해서 5년 단위의 계획수립과 시행이 정부의 의무로 되어 있다.
동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시책은 공
포 후 1년 이내에 수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정부는 동 개정법이 시행
되는 2017년 12월 12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즉 2018년 12월 12일까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로 2009년 ｢산업발전법｣ 개정에 의하여 정
부는 종합시책을 수립하여야 했지만 현재까지 종합시책을 수립하지 않았
다. 이에 2017년 개정에서는 제19조 제3항이 신설되어 5년 단위의 종합계
획에 더불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다.
여기에 제5항 내지 제8항을 신설하여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를 설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CSR 도입 및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2009년 ｢산업발전법｣에서는 단순히 “정부는 기
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는 조항만 존재하였으나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지속가능경영센터로 지
정된 곳은 아직 없다. 산업발전법과는 달리 중소기업진흥법에서는 2012년
개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8과 제62조의9는 ｢산업발
전법｣ 제19조와 그 내용과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8 제1항 단서에서 “산업발전법 제19조에 따른 지속
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한 점을 보면 CSR에 관한 정부의 전략과 행동계획 수립에 관해
서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종합시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
조의8의 기본계획보다 상위 계획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7에서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도
록 노력하여야 하는 주체로서 명확히 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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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제62조의 7(사회적 책임경영의 지원) ①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의 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
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
여야 한다. 다만, ｢산업발전법｣ 제19조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62조의 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
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
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책임경영지원센
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지침의 제공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사회적책임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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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산업발전법｣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지속가능경영을 하여야 할 의
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8에 따라
서 정부는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016년 10월에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1)｣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표 11-3>과 같다.
<표 11-3>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 육성 3대 전략 및 6대 추진과제
전략

기업의 CSR 경영 신규 CSR 경영 도입 기업의 역 중소기업 친화적 CSR 인
도입 촉진
량 제고
프라 조성
CSR 경영에 대한 인식 CSR 활동 단계별 역량 강 CSR 조사연구 및 전문가
전환 유도
화(개별기업 지원)
양성
<중소기업(CEO)‧소상
공인>
민관 공동 캠페인 전개,
CSR 주간 운영, 포상
확대, CSR 클럽 등 지
역 확산 프로그램 실시

(진단) 성과관리 도구 개발, <맞춤형 조사연구>
애로상담 및 현장클리닉 실태조사 품질 향상,
(계획) 준비 매뉴얼 배포, DB 구축 ‧ 연구개발 수행
심화진단 후 사업 연계

<전문인력 육성>
(활동) CSR 개선도구 제 CSR 전문 컨설턴트 양성
민간 전문패널 위촉
공, 맞춤형 CSR 컨설팅

<일반 시민>
(공시) CSR 보고서 지원, <확산기반 활성화>
비즈쿨, 인식개선 사업, 공시 효과 ‧ 활용성 제고
CSR 센터 및 공식 사이
SNS 등을 활용한 홍보,
트 활성화
대국민 CSR 공모전 개최
추진 교육을 통한 CSR 이해 파트너십을 통한 역량 보 CSR 경영 추진에 대한 인
강(이해관계자간 협업)
센티브
과제 도 제고
<예비 CEO ‧ 임직원>
창업교육에 CSR 필수화,
중기 근로자 교육기관에
CSR과정 마련 유도

<위탁 ‧ 수탁기업>
공급망 CSR 지침 개발,
대 ‧ 중소기업간 공동 CSR
활동 촉진, 수탁기업협의
회 교류활동

<기존 CEO ‧ 임직원>
최고경영자 과정에 CSR <동종기업 ‧ NGO>
강의 포함 독려
미흡기업 멘토링 및 CSR
임직원용 CSR 직무교육 협동조직 구성 ‧ 활동 촉진,
국내외 CSR 활동 시 기업
<소상공인>
과 NGO 간 협력 중개
소상공인 특화 CSR 교
육, 유용한 CSR 정보 제
공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6. 10. 27)

<직접적 인센티브>
메인비즈를 CSR 실천기
업 확인제로 개편, 경영
혁신 마일리지 운용
<간접적 인센티브>
협력사 CSR 지원 대 ‧ 중
견기업 동반성장지수 우
대, 사회책임공공조달 강
화, SRI지수, 모태펀드 출
자를 통한 사회책임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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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CSR 도입과 확산을 위한 입법 정책

1. CSR의 특징과 CSR 입법의 장애요인
CSR에 관한 입법정책에 있어서 종래 소극적 입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
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
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는 기업의 고유한 본질이다. 자
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서 기업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21) 이
러한 본질을 기업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때만이 이러한 기능도 발휘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CSR을 기업의 법적 책임으로 인정하게 되면 자칫 기업
의 영리추구적 성격이 퇴색하고 공익추구적 성격이 강해져 결과적으로 자
본주의 시장경제질서와 기업의 역할 모두가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CSR의 내용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다. CSR이 단지 윤리적인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윤리적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은 그 책임의 불이행이나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며, 이는 결국 그 사회의 윤리의식 수준
에 달려 있다. 이에 비하여 법적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은 국가의 공
권력이다. 그 책임의 불이행이나 위반이 있는 경우에 국가는 공권력이라
는 강제력을 이용하여 그 책임을 이행하게 하거나 제재한다. 이러한 강제
적 이행과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행위자가 무엇을 하여야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
을 지는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21)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잘 대변하고 있
음. 물론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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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7 제1항에서는 중소기
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에선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
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 대
한 이러한 추상적인 언술로는 사회적 책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처럼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 준수를 일반인에게 강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7 제1
항에서는 사회적 책임경영에 관한 중소기업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 “노력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설사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역시 이 규정에 대해서 법적인 구
속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
고 입법자가 이러한 책임의 불이행이나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와 같은 행
정벌이나 벌금과 같은 형벌을 부과한다면 이와 같은 제재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22) 실제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62조의7 제1항의 의무를 중소기업이 위반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항도 규정하지 않는다.
셋째, CSR을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이나 벌금과 같은 형벌로 그 준수가
강제되는 의무가 되기 어렵다고 했을 때, 손해배상과 같은 사법(私法)적
인 구제방법에 의해서 그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이 물어질 가능성이 모색
22)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원칙에 대해서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
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
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음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판례집 17-1).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
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
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으로 되
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법이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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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나 이러한 시도도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업이 사
회적 책임을 이행하였을 때 그 이익은 사회, 즉 소비자, 근로자, 일반 공
중, 나아가 미래세대가 받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 즉 CSR 불이행의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경우 이익과 불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나아가 CSR의 이행과 불이행에 의해서 그 이익과 불이익
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
을 수 없다. 즉, CSR의 이행에 의하여 얻는 이익은 반사적인 것이지 법으
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23) 이러한 논리대로라
면 어떠한 법률에 ‘기업은 경영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진다’고 하는 조
항을 삽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은 기업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
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CSR에 관한 입법에 대해서 위와 같은 부정적인 논거 중 근래
에 들어서 첫 번째 논거는 힘을 잃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CSR에 관한 인식의 주류는 이미 CSR 도입과 이행을 기업활동의 본질적
구성요소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CSR의 도입과 이행을 경영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CSR에 관
한 입법에 관한 부정적인 논거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논거인데, 그 책임
내용의 모호함과 이익/불이익 귀속관계의 불명확은 CSR을 법적 책임으
로 규정하는데 매우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형법, 민법, 상법 등과 같은 전통적인 법률에도 그 책임 내용이 모
호한 규정(소위 일반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규정들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 과정 속에서 법원 및 학계에 의해서 그 의미
가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해석되고 적용되어 왔기에 큰 문제
가 없다. 예를 들어 민법 제2조는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3) 이러한 점은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입는 주체가 그 기업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서 사
회적 평판이 악화되고 그 결과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기업의 매출이 급감함으로
써 주가가 떨어지거나 배당이 급감하였다고 하여도 주주는 기업에 대해서 사회
적 책임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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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권리는 남용하
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들 조항에서 ‘신의’, ‘성실’, ‘남용’이라는 말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이 조항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추상적
인 일반조항은 로마법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법규범이기 때문에 사람
들은 이 조항이 단순한 윤리적인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나 책임이라
고 인식한다. 또한 민법 제61조에서 법인의 이사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량한’이라
는 의미가 모호하다고 하여 역시 이 조항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
하는 사람은 없다.
법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이행 강제를 본질로 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어느 사회 규범에 있어서 그 의무와 책임의 추상성은 법으로서 작용하고
인식되는 데 많은 장애가 된다. 그 의무와 책임의 추상성이 극복되고 법
으로 작용할 수 있으려면 법원과 학계에 의해서 그 의미가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전제로 하여 해석되고 적용되면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사회구성원들 간에 법적 규범이라는 인식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법관은 어떠한 추상적인 내용의 규범을 기술한
법률 조항을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인식하지 않거나, 즉 법관은 이러한
법률 조항을 법원(法源, source of law)으로 보지 않거나, 설사 그렇게 인
식하더라도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입법 방안
현대 사회는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가치도 다원적일 뿐만 아니라 그 변
화의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종종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규범을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입법은 법규범의 실체적 내용을 명확히 특
정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규범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주고받으면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
거나 당사자의 선택과 노력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조직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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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이른바 ‘법의 절차화’에 대해서는
법학자들 간에 견해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현대 사회의 입법에서 보이
는 이와 같은 경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최근 우리나라 상법에서 감사위원회의 의무적 구성이나 준법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지원인의 선정 의무에 관한 규정과 같이 내부통제에 관한 법
ㆍ제도가 급격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즉 기업에 구체적인 행위 책임을 부여하는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
고 준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직과 절차를 갖추는 것을 의무
화하는 수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기업의 내부통제에 관한 법ㆍ제도 정비는 CSR에 관한 입법의 가장 전
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법 제542조의13은 “자산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
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
여야 한다”고 하고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에서
는 준법통제기준이 담아야 할 사항을 대략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상
법에서는 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
나 벌금과 같은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는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는 인센티브가 미약하지만 향후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한 민․형사적 인센
티브가 강해진다면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이 증
가하게 됨에 따라 이 의무는 법적인 의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CSR에 관한 입법도 이와 같이 법의 특징을 고려하여 구상되고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CSR의 도입과 활용에 관한 절차와 조직을 정비
하는데 입법이 주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결국 CSR의 책임 내용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절차와 조직을 통한 CSR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CSR의 책임 내용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
다. 따라서 핵심 영역, 핵심 영역별 세부 과제, 과제별 세부 행위 등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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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0과 같은 국제규범규격과 동일한 수준의 체계를 세우고 그 구체적인
행위 규범을 합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
다. 설령 CSR에 관한 국제규범규격을 참고로 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규
범규격을 만들고자 하여도 그러한 시도가 국제규범규격보다 낮은 수준의
것을 지향한다면 인권단체, 노동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좌절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CSR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들어 이를 평가하는 각종
CSR 지표가 쏟아지고 있다. CSR의 평가지표에 관한 다양한 기관과 평가
방법이 생겨나면서 CSR 평가의 신뢰성을 비롯한 방법의 투명성과 평가
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의 대립적 의견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1)｣에 따라 중소기업의 CSR 경영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한 기본 도구인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고 점차 기업규모‧업종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손쉬운 CSR 경영 수준 측정을 위해 성
과지표를 바탕으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배
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생산성본부와 함께
2016년도 중소기업 CSR 성과지표와 해설집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사회책임 경영 성과지표 통합관리 시스템(https://www.csr.go.
kr)’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회책임 경영 성과지표 통합관리 시스템
에서는 다음과 같이 19개 지표를 제시하고, 각 지표가 CSR에 관한 다양한
국제규범24)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상세히 보여주는 표도 제시하고 있다.
CSR의 도입과 이행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에 기반하고 있는 것
이라는 측면에서도 CSR의 실효성은 법률에 의한 직접적인 제재에 의해
서 담보되기보다는 국가의 촉진과 지원, 시장의 선택, 사회적 압력에 의

24) 중소기업 사회책임 경영 성과지표에서 가장 많이 참고가 된 국제지표는 ISO
26000, G3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OECD Guidelines for MNEs,
Business in the Community Performance Indicators, Ethos Indicators on CSR,
DJSI Korea Criteria, EICC Code of Conduct, UN Global Compact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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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 중소기업 CSR 성과지표 항목
지표1

의사결정

지표2

이해관계자 참여

지표3

오염예방

지표4

지속가능한 자원사용

지표5

기후변화

지표6

자연환경의 보호

지표7

부패방지

지표8

공정경쟁

지표9

책임감 있는 공급망

지표10

인권 존중

지표11

공정한 작업 조건

지표12

안전 보건

지표13

고충처리 시스템

지표14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

지표15

광고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지표16

고객 보호

지표17

고객정보 및 인식

지표18

사회적 투자

지배구조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인권 및 노동관행

소비자와 고객

지역사회

자료 : 중소기업 사회책임 경영 성과지표 통합관리시스템.

해서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장의 선택, 사회적 압력이 실효성 담보
기능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중요
하다. CSR 관련 입법이라고 하면서도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CSR이 확산․정착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ㆍ제도 구축의 핵심에는 CSR의 이행 상황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평가와 정보개시, 나아가 설명 책임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CSR의
도입과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유럽의 선진국에서 정보개
시의무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CSR의 특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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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SR의 책임 내용을 포괄적이고 망라적으로 구성하여 그 이행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개시하도록 하는 것에는 이해당사자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현실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사회
적으로 중요한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서 장래에 그 책임의 이행을 법적 의
무로 전환할 수 있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보개시 의무의 대상
을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CSR에 관한 입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CSR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
체적인 개별 가치나 규범이 본래 법적 규제에 의해서 달성되어야 하는 것
일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법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이 점을
간과할 경우 CSR이 오히려 법적 규제를 회피하거나 면피하려는 수단으
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가치나 규범이 본래 법적 규제로 대처하여 할 것인지, 법
적 규제로 이행하기 전 단계로서 당분간은 CSR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법적 규제와 CSR을
병용․보완하여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과적인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
토하여야 할 것이다.

제4절 CSR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1. CSR 관련 법․제도 현황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면서도 기업에 대해서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다양하게 많다. 예를 들어 ｢고용정책기본법｣
에는 1994년 제정 당초부터 “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근로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의 개
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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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보다 오래된 법률을 예로 들면 현행 ｢소비자기본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법｣(1980년 제정) 제3조에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
이러한 법률 조항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 현재의 CSR론의 관점에서 볼
때 CSR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조항 하
나만을 보아서는 그 자체로서는 CSR 관련 법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 왜
냐하면 이들 조항을 담고 있는 법률에는 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
의 이행에 관해 별다른 대책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책
임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이행에 관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상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조항을 CSR 관련 법제도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
다. 즉, 현재 많은 법률에 산개되어 있는 사업자의 책무 조항을 CSR 관련
조항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항은 이미 기업
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책무 조항과 함께 책무의 이행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본 ｢고용정책기본법｣의 사업주
책무 조항은 동 법 제15조의2와 같은 고용형태공시의무나 직원능력개발
의 지원(제20조), 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제30조)과 같이 정부의 촉진책
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프레임워
크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즉, 고용안정에 관한 CSR 관련 법ㆍ제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본법｣이라는 제목의 법률 중에는 CSR
에 포섭될 수 있는 사업주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책무의
이행을 위한 촉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규정한 법률이 상당수 존
재한다.

2. 사회적 책임투자 및 CSR 관련 정보 공시를 위한 개정 법률안
연기금 및 국책은행의 투자 및 자금운용 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CSR 및 기업지배,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적
으로 고려하는 투자, 이른바 사회적 책임투자(SRI：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연기금 및 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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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투자 및 자금운용 시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자율 또
는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의 발의가 증가하고 있다(예: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한국투자공사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
행법).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는 2018년 7월 30일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기업들)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어서 국민연금에 의한 SRI가 기대되고 있다.
민간금융투자기관의 SRI에 관해서는 2016년 금융위원회 및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이 주도하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작성
하여 공표한 바 있다.
SRI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하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0대 국회에도 4건
이 제출되어 있다. 홍일표의원안, 이언주의원안, 민병두의원안에 대해서
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상 사업보고서 의무제
출 대상기업25)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
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대안이 의결되었다(2017. 3. 23). 금융위원회는
사회공헌 등 비재무적 정보는 투자자의 직접적인 투자 판단에 미칠 영향
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공시를 의무화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
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입장이다.
홍일표의원안은 ① 금융․조세․환경․인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
재현황, ② 내부신고제도 등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와 실행에 관
한 사항, ③ 환경관련 계획 수립 및 규제준수 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 여
섯 가지 사항을 공시하고, 이언주의원안은 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에 관한 사항, ② 단체협약 체결 현황 등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③ 임원
중 여성 비율 등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열 가지 사항을 공시하며, 민병
25)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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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의원안은 기부금 내역을 공시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제수의원안
은 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내역, ② 기업 내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대책,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등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③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개선 과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산업발전법｣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CSR 법ㆍ제도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떼려고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종합시책이 조만간 발표된다면 비로소 CSR이
국가의 전략적 의제로 명실상부하게 등장할 것이고, 추진체계와 행동계
획도 정비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CSR 도입의 확산과 정착을 위
해서는 각 사회정책 영역별로 존재하는 각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의 책무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각 기본법의 체계 내에서 CSR 관련 법ㆍ
제도로 정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결국에는 공시의무
를 포기하고 자율적 공시로 머물게 된 이유가 이해당사자의 거센 반발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사회정책 영역별로 CSR의 수준과 이행 담보 방
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CSR에서 담고 있는 각각의 개별적인 행위 책임의 성질과 사회적․경
제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행위 책임 중에서 각 영역
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되는 것은 향후 법적 책임으로 전
환할 것으로 시야에 넣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CSR 관련 법제
를 각 영역별로 구축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과 같이 상장기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수준에서 CSR 도입 여부와 이행 상황을 공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CSR을 이와 같이 각 사회정책 영역별로 분산적으로 추진한다
면 그것이 국가의 CSR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을 이해당사자에게 주
기 어렵고, 각 분야별 CSR 간에 정합성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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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산업발전법｣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달리 CSR의 도입
과 이행을 기업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산업발전법｣은
단지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CSR에 관한 기본법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도 역시 각기 법률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CSR에 관한 기본
법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CSR의 도입과 이행의 주체가 기업이라고 하여 기업 및 산업정책에 관
한 부서가 CSR에 관한 담당부서가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CSR이 사회
의 중요한 공익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담당부서를 격상시
켜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에 관한 사항도 CSR의 기본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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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결과 요약과 함의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크게 제3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사
회적 책임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1부는 제2～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
2장에서는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상대적으로 살펴
보았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수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틀의 한 부
분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 결과였다. 제1장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의 이론
적 틀을 다시 상기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의 철학과 조직문
화, 최고경영자의 의지 등 기업적인 측면과 제도적 압력으로 볼 수 있는
법과 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제2장의 결과는 제
도적 압력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성과의 메커니즘을 지지한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12-1]과 같다.
제3장과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도 의미 있다. 제3장에서는 한국 상장기
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활용하여 통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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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제2장의 결과 : 일자리 제도 - CSR 활동 - 사회적 성과(불평등
감소)의 메커니즘

자료 : 저자 작성.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항상 일정하게 유
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충격이나 정치적 혼란 시기엔 그 활동이 위축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원만족으로 측정한 내부적 CSR은 외부적
CSR과 서로 상충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4장에서는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98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기업인 고객회사와 동반진출한 기업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둔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업의 사
회적 책임 활동에 기업의 철학이나 문화, 제도적 압력 외에도 기업환경
및 기업의 역량(자원)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12-2]와 같다. 제3장에서 본 것처럼 경제적
위기나 정치적 혼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기업의 역량과 자원은 오히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늘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환경적 상황 및 기업 내부의 상황에도 영향
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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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제3장의 결과 : 한국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

자료 : 저자 작성.

제5장에서는 한국 6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사례조사를
다루고 있다. 심층면접조사와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 대기업
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단순 기부형에서 참여형 그리고 전략형으로 진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략적 방향은 각 기업마다 서로
달랐는데 이는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우위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었
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의 철학이나
조직문화와 같은 추상적인 요인 외에도 기업의 경쟁우위를 기업의 사회
적 책임과 결합하는 전략적 정책이었다.
본 연구의 제2부는 해외사례를 다룬 것으로 제6장부터 제9장까지에 해
당한다. 제6장은 해외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심층면접조사를 한 것이며 나머지 장에서는 멕시코, 중국, 중부유럽 국가
들에 진출해 있는 한국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6장
에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사회적 책임 활
동을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고용
을 창출하는 것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선 한
국 기업들이 저임금, 자국문화 무시, 노조회피 등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기업들이 향후 주력해야 할 사회적 책임
영역은 환경, 교육, 공급망 내 사용자의 책임성 강화 등이 꼽혔다. 제7장

320

한국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에서는 멕시코 내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LG전자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8장에서는 중국에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사례를 보았으며 중부유
럽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한편, 제1장에서 신제도주의 이론과 기업전략이론을 바탕으로 제도적
압력과 기업의 CSR 전략수준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CSR을 유형화하였다
(그림 12-3 참조).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 조사의 결과를 대입하
면 [그림 12-4]로 재구성할 수 있다. 즉, 한국 대기업의 CSR 전략 수준은
높은 편이며 현지국의 제도적 압력에 따라 중부유럽, 중국, 멕시코 순으
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중부유럽에서는 균형적인 CSR이, 멕시코에서는
내부적 CSR이 강조될 수 있다.
이들 해외법인의 공통된 특징은 첫째, 본사의 CSR 전략을 현지에 맞게
수정하여 현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 기부활동도 존재하지만 직원
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CSR로의 이행이 진행 중이었다. 둘째, 생산
법인으로서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 중요하게 수행
되고 있었다. 특히, 원활하게 인력을 수급받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는 관
리직이나 생산직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를 위해 해외법인들은 주로 지역사
[그림 12-3]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형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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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유형에 따른 본 연구의 사례

자료 : 저자 작성.

회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과 기부 등 외
부적 CSR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다행히 해외법인들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대체로 주변의 여론은 호의적이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었다. 셋째, 내부적 CSR의 방식은 지역마다 약간씩 상이했다.
중국의 경우 집단적 노사관계가 중요한 매개체였으며 공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멕시코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매우 협력적인 편이어
서 가족친화적인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적 CSR을 수행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부유럽의 경우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또는 개
별적인 고충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의 내
부적 CSR이 중요했다.
<표 12-1>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의 주요 해외
법인의 공통점과 특이점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마지막 제3부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제11장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제12장에서 법ㆍ
제도적 현황과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 노동조합은 지부, 지역본부, 산별
노조, 총연맹 수준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크게 나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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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주요 해외법인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공통점과 특이점
국가
중국

법인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공통점

지역사회 공헌+노동관계 중 공회의 CSR 활동
시+협력사 사회적 책임 지원
-

기아자동차
멕시코 삼성전자

특이점

지역공동체에 공헌+가족친화적
HR 정책+현지법 준수

LG전자

노사관계 존중 및 USR 활동

체코 현대차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외
중부유 슬로바키아 기아차
세금의 2%를 환급받아
부적 CSR 활동+고충처리 중
럽
CSR
비용으로 활용
슬로바키아 삼성전자 심의 내부적 CSR 활동
폴란드 삼성전자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12-5] 연구의 이론적 틀 수정 제안

자료 : 저자 작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활동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원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제12장에서는 법ㆍ제도 개선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산업발전
법｣(19조 지속가능경영)이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8절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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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등 일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으
나 포괄적이지 않으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
시의무를 강화하거나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을 볼 때 본 연구의 제1장에
서 제안한 연구의 이론적 틀은 대부분 타당성을 가지며, 나아가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이론적 틀을 수정할 수 있다.

2. 이론적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것으로 국제비교 연구를 통
해 한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
으며 국내자료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역사적으로 어떤 패턴
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의 사회적 책임은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나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에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으로 통시적 관찰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결과이다.
둘째, 한국 다국적기업 해외 생산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생산법인이 현지의 제도적 압력에 의해 어떻게 사회적 책임 활동
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현지 법인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한국 본
사의 CSR 정책 및 현지 국가의 제도적 압력에 의해 달라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대체로 대기업들은 현지에서 균형적인 사회적 활동을 통해 좋
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동반진출한 1, 2차 협력업체의 사회적 책
임 활동에 대해선 세밀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
안 대부분의 CSR 연구는 국내에서의 활동만을 연구해 왔는데 본 연구는
해외 생산법인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Global CSR과 Local
CSR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역시 LG전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제외하면 그동안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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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했던 영역이었다. 본 연구결과, LG전자 노동조합과 현대자동차 노동
조합처럼 많이 알려진 사례 이외에도 지역본부, 산별노조, 그리고 공공상
생연대기금이나 희망연대노조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노조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긍정적인 점과 한계적인 부분, 그리고 보완해
야 할 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긍정적인 시사점으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계속해서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 기부행위에
서 출발하여 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하려고 했던 초기의 활동에
서 벗어나 내부 직원들을 활용한 참여형 사회적 책임을 통해 외부적으로
참여 동력을 확보하고 내부적으로 참여를 통해 자긍심과 기업에 대한 애
착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리고 최근엔 기업의 경쟁우위와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접목하여 사회적 책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형으
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적 방향은 해외법인으로 확산되는 추세
이다.
둘째, 한계적인 부분으로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항상 일정하
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충격이나 정치적 혼란기에 사회적 책임
이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기업들이 지나치게 전략적 성과를 강조
하게 되면 균형적인 사회적 책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
적 CSR과 외부적 CSR 활동은 서로 상충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지하고 나아가 균
형적인 CSR 활동을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
함을 보여주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들이 필요하며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노동조합들은 기업수
준에서 직접 사회공헌활동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통해 사회공헌기금을 조
성하며 산별수준의 협약을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
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때로는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때로는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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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2절 지속가능한 고용관계를 위한 정책제언

본 연구의 핵심적인 요지는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진화하고 전
략화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기업
의 재량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기업에만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그 이유는 [그림 12-5]에 제시한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향상시
키기 위해선 기업이나 정부, 그리고 노동조합이 다함께 요구되며 특히 지
속가능한 고용관계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
적 제안을 한다.

1. 기 업
가. 균형과 통합적 CSR 활동 전략
기업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사회공헌활동으로 축소하지 말고 회사 최
고 수준의 전략 차원으로 격상하여 소비자, 협력사, 노사관계, 지배구조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현재 CSR팀은 주로 사회공헌활동
만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고 내부적 CSR, 환경․고객․공급사를 위한
CSR은 사회공헌위원회나 CSR팀이 아닌 별도의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
었는데 이를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균형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
나. 협력업체의 CSR 활동 지원
한국의 경제구조 및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매우 큰 현실을 감
안하여 대기업들은 1, 2차 협력업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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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지금도 해외진출 시 1차 협력업체에 대해선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다양한 조언과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그 강도를 높여 적극적
인 지원과 개선방향을 함께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진출 시에만
이 아니라 국내 1, 2차 협력사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들 회
사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등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다. 저임금, 비정규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 확대
기업의 강점을 살린 전략적 CSR을 확대하되, 수혜자를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가진 저임금,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한다. 당장은 노동력이 과잉인 상황이
지만 향후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결국은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한 기업들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각
생산법인들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공헌활동과 노동자들의 고충처리에 적극적이었다. 따라서 노동시
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은 당장은 노동과잉의 시대에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앞으로 도래할 노동빈곤의 시대엔
양질의 노동인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노동조합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라. 해외법인 Local CSR의 글로벌화
한국 대기업들의 해외 생산법인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
역공동체를 위한 활동과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개별 노동자, 지역공동체만이 아
니라 기업에도 원활한 생산이라는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와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인도,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선 인권침해나 노동법을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탈법적인 경영
도 일부 존재했으며 기사화된 적도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에서
의 CSR 활동을 글로벌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국가의 제도적 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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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더라도 기업의 전략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노동․인권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2. 노동조합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듯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도 점점 더 중
요해지고 있다. 모든 활동이 그러하듯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도 기업에
의해 완벽하게 수행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고용관계와 관련된 부분이
그렇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 밝혀진 것처럼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을 의
미하는 내부적 CSR은 다른 사회적 책임, 특히 외부적 사회적 책임과 상
충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제한적인 자원을 보유한 기업 입장에서는 기
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의 CSR 활동을 하려고 할 것이며 그 과정
에서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이 후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조합
의 사회적 책임의 방향에 대해 다음을 제안한다.
가.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적 확산과 외적 홍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조직 내부의 개념 정리와 대국민 홍보
가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 금융노조, 보건의료노동조합, 사무금융노조
등 많은 산별노조들이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책임
활동(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하고 있지만 노조의 이러한 노력이 사회
적 책임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지도 못한 상
황이다. 기업별 노조의 기부활동은 주목받고 있는 데 비해 산별노조들의
활동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산별노조 스스로 사회적 책임 활동
을 노조활동의 일환으로만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활동과
사회적 책임 활동이 반드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이 기업활동 중 하나이듯, 노동조합의 일상활동도 사회적 책임 활동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처럼 산업구조조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용안
정을 위해 노조의 기금마련, 일자리 나누기,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재취
업 알선 등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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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체계화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용관계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면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체계적인 사업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내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획하고 고민하고 추진할 부서나 담당
자를 두도록 해야 한다. 부서와 담당자를 두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무
엇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지, 노조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성과
를 어떻게 모아낼 것인지 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이 이루
어지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초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처럼 단순한 기부활동에 머무를 수 있다. 변화하고 있는 고용관계 상황에
서 사용자의 책임이나 노동조합의 책임을 규명해내는 사회적 책임이 필
요하다.
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략적 접근
노동조합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단순기부형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전
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전략형으로 변모하여 기
업의 강점(경쟁우위)과 사회적 책임을 접목시킨 것처럼 노동조합도 각 노
동조합의 전문성을 살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전략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조합원이 노조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형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관계 측면에서 노조의 권
리 확대나 노조조직률 제고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노동조합이 어떻게 참
여하고, 기여할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본법 제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안정적이면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속가
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기업은 경제적인 충격에 취약하고 정
치적인 불안정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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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본법｣을 제안한다. 이 법에는 고용관계 기금조
성과 사회적 투자를 위한 공시제도의 개선을 담도록 하며 구체적인 내용
은 아래와 같다.
가. 고용관계 기금조성(법인세 1% 환급과 1%의 매칭펀드)
해외사례(인도, 슬로바키아)를 참조하여 세금의 일부와 기업의 매칭펀
드를 통해 기금을 만들고 이를 고용관계 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다. 특히, 지금처럼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관계
개선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재정을 투
입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일
자리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슬로바키아의 사례를 참조하여 세
금의 1%를 환급해 주고 대신 기업들은 매칭해서 추가로 법인세의 1%를
고용관계 기금으로 적립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곳에 활용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법인세 신고금액
[그림 12-6] 법인세 현황 및 납부기업
(단위 : 조 원, 천 개)

자료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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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1.3조 원에 이른다. 따라서 1%를 환급하고 기업이 1%를 추가로 부담
한다면 매년 7만 개 기업이 1조 원 이상의 기금을 고용관계 및 일자리 개
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나. 사회적 투자를 위한 공시확대
기업정보에 대한 공시 역시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며 사회적 투
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고용공시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임금공시, 근로기준법 위반, 환경
위반, 중대재해 발생 공시 등 사회적 무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공시하여
사회적 투자 및 정부지원 시 활용하도록 한다.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정책방향

본 연구는 다양한 발견과 시사점, 그리고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미
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중소기업까지 충분히 포괄
하지 못했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어떤 사회적
책임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음에도 이를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해외사례로 한국 기업들이 많
이 진출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채 살펴보지
못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들은 미래 연구에서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향후 연구과제 중 하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장으로만 살펴보았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현황만
이 아니라 사회적 성과, 조합원들의 태도, 미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
펴본다면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재활성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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