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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지침의 구성과 실천방안
*

**

권석균 ∙최보인

The Configuration and Implementation of Ethical
Management Codes, Values and Conducts:
A Three Dimensional Approach
Abstract
Societal demands for ethical management(EM) are dramatically increasing in the 21st century. EM is a basic requirement in modern era for securing social legitimacy and as well for
protecting and improving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who are much more keen and active than
before. Therefore, EM is pre-requisite not only for social purpose but also for economic reasons.
This study seeks to find an appropriate configuration of EM codes, values, and conducts,
which contributes to the measurement for evaluation and monitoring from the societal standpoint. To do this, we examined various configurations and relationships between EM codes,
values, and behavioral guidelines in 30 large Korean firms. Then it is proposed to adopt the
configuration consisting of three elements: corporate credo, ethical code, and the ethical behavior guidelines.
Then, a three dimensional model has been suggested to develop the system of managing ethical issues. Those dimensions are: core values of ethical management, the scope of stakeholders, and the categories of EM and CSR. It has been suggested to set 3 or 4 core values
of EM typically in case of large firms. The stakeholders surrounding the firm are prioritized
into primary and secondary interest groups, which reflect the industry characteristics and the
firm's business models and strategies as well. The EM and CSR categories include legal, ethical, economic, and social.
Using the matrices of the dimensions, we can develop a comprehensive list of a priori ethical issues. Then it becomes possible to design in detail the management system of ethical issues, which helps minimize the risk of ethical violations and prepare fully invented response
repertoires. The firm can improve its agility and responsiveness to ethical issues by adopting
and implementing a well developed system of ethical issu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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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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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하면, 기업의 윤
리성 및 사회공헌도와 재무적 성과 간에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오늘
날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기업을 둘러
싼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보호 뿐
만 아니라 일반사회로부터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다. 다수의 국
내 기업들이 이제는 명시적으로 윤리경

는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대체
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최
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책임의 성
과에 관한 연구 및 사례소개 등 기업윤
리 연구(예: 박헌준, 이종건, 2002; 박헌
준, 권인수, 2004; 김승묵, 2007 등)가 활

영을 천명하고 있으며 그 실천을 위해

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역시 연구결과

노력하고 있다. 윤리경영은 이제 선택이

가 일관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연구결과

아닌 필수 경영활동이다.

는 기업의 윤리성이나 사회공헌 외에 다

규범적 관점이나 사회적 정당성 측면

른 여러 가지 변수들과 기업의 특성들이

에서 뿐만 아니라 윤리경영을 경영성과

함께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

에 연계시켜 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

사한다.

반적으로 볼 때, 기업이 비윤리적 행동

이처럼 윤리경영이나 사회책임경영이

을 통해 단기적 이익을 높일 수 있을 것

기업성과와 어떤 관련을 갖는가에 대해

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해관계자의 외

서는 아직 인과성이 불확실하다. 그럼에

면을 받거나 법적 규제를 받게 되어 이

도 불구하고,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

익이 훼손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이해될

구와 압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 있다. 그러나 윤리경영은 비윤리적

이에 부응치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기

행동을 하지 않는것 뿐만 아니라 윤리중

업윤리 연구도 이제 기업의 재무성과와

립적인 행동을 뛰어넘어 능동적으로 윤

의 연계성이나 그 외 기업이미지 개선

리 기준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등과 같은 효과성에 치우친 실증 연구만

이러한 의미에서 윤리경영이 기업의 재

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윤

무적 성과를 높여줄 것인가에는 논란이

리경영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연구가 필

존재할 수 있다.

요한 시점이다. 그간 윤리헌장과 윤리강

일찍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령 등 이념적 요소와 행동지침, 각종의

연구한 학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윤리 실천프로그램 등 윤리경영의 구성

재무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려 노력해 왔

요소와 체계가 기업별로 매우 다양하게

다(McGuire, Sundgren, and Schneewies,

구성되어 오고 있는데, 윤리경영의 진일

1988; Cochran and Wood, 1984). 이러

보한 정착을 위해 좀 더 명확한 윤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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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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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기업에 있어서 윤리경영
의 지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한

이에 본고에서는 윤리경영을 어떻게

국 기업들의 윤리경영 지침에 대하여 약

체계화 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의사결정

30개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해 본

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윤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를 통해 확인

리헌장, 윤리강령, 윤리규범, 행동지침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마다 매우 다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윤리경영 지

양한 구성형태를 갖고 있으며 동일한 구

침을 어떻게 구조화 할 것인가 살펴보기

성요소를 갖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

로 한다. 그다음 문제는 윤리경영 지침

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2000)에서 종

에 어떠한 윤리경영 요소를 담아야 할

업원의 윤리 행동을 유도하는 지침으로

것인가이다. 여기서 우리는 윤리경영의

서 기업윤리헌장(Charter of Business Et-

주요 의사결정 차원을 통해 기업이 추구

hics), 기업윤리강령(Code of Business

하는 이념과 가치, 윤리경영의 대상과

Ethics), 및 종업원행동지침(Guidelines

영역, 그리고 실천 주체 등의 이슈를 명

for Business Conduct) 등으로 구성할 것

확히 정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리

을 제안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경영의 차원을 응용하여 다양한 윤리적

<표 1>에서 보듯이 국내기업이 채택

이슈를 발굴하여 이른바 이슈관리 시스

하고 있는 윤리경영 지침은 윤리헌장, 윤

템을 구축하여야 함을 논하기로 한다.

리강령, 윤리규칙, 윤리규범, 윤리지침,
실천규범, 행동지침 등 실로 다양한 구
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숫자도

Ⅱ. 윤리경영 지침의 구성
요소와 주요 차원

2개에서부터 6개에 이르기까지 천차만
별이다. 또한 같은 명칭이라 하더라도
기업마다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

1. 윤리경영 지침의 구성요소

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윤리헌장이 별
도로 없고 윤리행동강령에 서문의 형식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기업은 윤리헌장

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예: SKT, 국

에서부터 종업원행동지침에 이르기까지

민은행 등)이 있다. 또한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의 지향점과 이념적 좌표를 설

을 여러 가지 규정으로 세분화 해놓은

정하고 조직구성원 개인 및 집단의 윤리

기업들(예: 현대자동차, 한국전력공사 등)

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내용을

도 있다. 이같이 윤리행동강령이라고 되

체계화하여 윤리경영 지침으로 삼는다.

어 있지만 그 내용구성은 기업별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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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지침
기업명

구성 요소

SKT

윤리규범, 윤리실천지침

KTF

기본정신, 윤리강령, 실천기준

KT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행동지침

POSCO

윤리규범, 행동준칙, 실천지침

하이닉스

윤리경영선언, 윤리강령,
윤리강령 세부시행규칙

동부화재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지침,
윤리적 행동지침

삼성화재 윤리강령, 윤리행동지침
윤리강령, 행동규범,
삼성전자
행동규범 원칙

기업명
이랜드

구성 요소
윤리강령, 윤리규범, 행동수칙

대한
주택보증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윤리행동규범, 윤리강령실천지침

현대
자동차

윤리헌장, 임직원 윤리실천강령,
직장윤리규정, 선물관리규정,
구매총괄본부 윤리헌장 및 강령

교보생명
롯데
백화점
대우조선
해양

직무윤리헌장, 실천규범
윤리행동준칙, 윤리행동 세부지침
선포사, 윤리규범, 행동강령

GS건설

윤리규범, 윤리규범 실천지침

효성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지침

LG전자

윤리규범

아시아나
항공

윤리강령, 윤리규칙, 윤리세칙

LG화학

LG화학 윤리규범, 실천지침

비씨카드

윤리경영 선포문, 윤리헌장 전문,
윤리강령

유한
킴벌리

직무윤리규범

현대건설

윤리강령, 윤리규범

우리
투자증권

윤리강령, 행동지침

현대
중공업

윤리헌장, 윤리규범,
직무윤리 실천지침

국민은행 윤리강령
우리은행
신세계

우리윤리강령, 우리행동기준,
우리실천기준
윤리규범, 윤리실천지침,
윤리행동규범

윤리강령, 윤리규칙, 임직원
두산그룹 책무 및 이해상충이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지침

에쓰오일

임직원 윤리규정

한국
전력공사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임직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행동지침,
고위 회계책임자의 윤리준칙,
자율행동 윤리지침

자료원: 각 기업 홈페이지.

다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성 중에 공통점을 찾아보

자면, 대부분의 기업이 전국경제인연합
회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 중 기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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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강령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각 기

이렇게 각양각색인 기업 윤리경영 지

업 윤리경영 지침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

침의 구성형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해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제시한 바

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앞서 언급한 바와

와 같이 크게 윤리헌장, 윤리강령, 종업

같이 산발적인 윤리경영 지침의 구성형

원행동지침 등의 세 부분으로 재구성이

태로 인해 각 구성요소별로 그 내용이 천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SKT의 윤

차만별이어서 기업간 비교가 불가능 하

리강령은 강령 자체의 내용은 따로 있지

다는 것이다. 물론 벤치마킹 역시 어려

않고, 윤리규범과 윤리실천지침의 두 가

워진다. 둘째는 그로 인해 기업 상호간

지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규범의 서문은

혹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서로 적극적인

기업의 경영이념 및 목표를 제시하는 등

감시를 할 수도 없으며, 결국 전반적인

다른 기업들의 윤리헌장과 비슷한 내용

윤리경영 참여도를 낮추게 된다는 점이

을 담고 있고, 본문은 기업에서 통상적

다. 셋째, 사회적 관점의 윤리경영 실천

으로 윤리강령이라 지칭하는 내용들을

정도에 대한 지표(measurement)의 개발

포함하며, 이러한 윤리규범을 준수하기

역시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

위한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는 것이 윤

해 결국 사회적 소통이 불가능해지고, 기

리실천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또

업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정당성 획득에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윤리헌장, 윤리규

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범, 직무윤리 실천지침으로 구성되어 있

이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데, 여기서의 윤리규범의 내용은 다른

는 윤리경영 지침의 일반적인 구성형태

기업의 윤리강령에 해당된다. 한국전력

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기업들이 적

공사의 경우는 윤리강령이 일반적인 윤

극 수용하는 자발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

리헌장의 내용을 담고 있고, 임직원의

다. 이로써 개별기업 수준이 아닌 사회

행동강령과 행동지침이 직무와 직급별

적 소통이 가능한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로 나누어져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그

있을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업의 윤리경

윤리경영 지침의 구성에 관하여 Mur-

영 지침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

phy(1989)는 기업신조(corporate credo),

다. 그러나 기업별로 그 구성형태가 달

윤리강령(ethical code), 그리고 윤리 프

라서 동일한 명칭의 지침, 예를 들어 명

로그램(ethics program)의 세 가지가 필

칭은 같은 윤리강령이라도 기업에 따라

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구

그 내용의 깊이를 다르게 가져갈 수밖에

성요소는 모든 기업에 그 중요성이 똑같

없는 것이다.

은 것은 아니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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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요소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 이처럼 그동안 기업의 윤리강령 및

이 연구에 따르면 세 가지 구성요소 자

행동지침은 모두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체는 불변하는 것이되 기업에서 그 중

요구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

어느 것을 중심으로 윤리경영을 추구할

부분이었다. 그러나 기업윤리강령과 행

것인가는 기업 상황에 따른 선택의 문제

동지침에는 종업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기업

해야 하는 바람직한 행위만을 규정할 것

의 경우라면 세분화된 윤리강령과 잘 진

이 아니라 경영자와 대주주, 나아가서 협

화된 윤리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윤리경

력업체까지 윤리행동의 실천적 주체로

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윤리행동지침

고 있다.

에는 종업원 뿐 아니라 기업경영활동에

그렇다면 윤리경영 지침을 어떻게 구
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앞서 언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
적 기준이 담겨져야 한다.

급한 바와 같이 전국경제인연합회(2000)
에서는 윤리헌장, 윤리강령, 종업원행동
지침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가
능한 한 이 제안을 그대로 따르되, 단지
종업원행동지침을 윤리행동지침으로 바
꿔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종업원행동지침이 종업원들에
게만 일방적으로 윤리 준수를 요구하고
경영자, 대주주 및 여타의 주요 이해관

[그림 1] 윤리경영 지침의 구성형태

계자들에게는 윤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윤리경영은 각 기업의 재량에

이영면(2004)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

따라 자유로운 체계와 방법으로 실천해

업들의 윤리강령이나 윤리적 행동에 관

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자유로운 구성형

한 제규정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슈로

태의 윤리경영 지침을 만들고 실천하기보

제기되고 있는 소유구조, 지배구조, 재산

다는 [그림 1]과 같은 구성형태로 체계

상속, 고위임원의 부정부패, 불법 정치

화하여 사회적 소통이 가능한 윤리경영

자금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지침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데 반해, 주로 직원 수준의 부정부패 근

윤리헌장은 구성원들에게 기업이 추구

절 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신념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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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다. 그리고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의 내
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문서로,

2. 윤리경영의 3차원 모형

기업 윤리가치에 따른 구성원들의 실질
적 행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해관계

윤리경영 지침의 기본 구성요소로서 윤

자들에게 적용한 것이다. 윤리강령에는

리헌장,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지침에는

기업마다의 이해관계자들을 규정하고, 중

윤리경영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

요도에 따른 순위를 부여하여 우선순위

실행방법, 적용 대상과 영역 등 다양한 내

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윤리적 관

용과 이슈가 담겨지게 된다. 그렇다면 그

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내용과 이슈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

윤리행동지침은 업무수행 과정 중에 실

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윤리

질적으로 발생하는 윤리적 상황에서 대응

경영의 주요 차원을 명확히 인식하고 차

행동과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해주는 세

원별로 어느 대상과 수준까지 윤리경영을

부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윤리적 행위자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

들이 봉착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상

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윤리경영의 차

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그러한 상황

원은 곧 의사결정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발생 시 윤리적 대응행동의 기준을 정해

윤리경영을 위한 주요 차원을 정의하

주는 것이다.

는 데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던

기업이 특유의 이념과 가치를 품는 윤

사회적 성과(CSP: Corporate Social Per-

리헌장을 선포하고 윤리헌장을 품는 윤

formance) 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리강령을 제정하여 윤리헌장과 윤리강

본 연구에서는 윤리경영 3차원 모형을

령을 기본으로 하는 윤리행동지침을 만

도출하였는데, 먼저 선행연구들을 살펴

드는 등 3단계 윤리경영 체계를 순서대

보기로 한다. 일찍이 Caroll(1979)은 기업

로 정립하면, 실제 기업에서 종업원들에

의 사회적 성과에 관한 3차원 모형을 제

게 기업의 윤리적 신념을 전파하고 의사

시하면서 사회적 반응 이념, 사회책임 범

결정 과정에서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시

주 및 사회적 이슈 등의 세 가지 차원에

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기준이

따라 사회책임경영의 영역과 그 성과를

되는 커다란 틀 안에서 세부적인 윤리경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반응

영 실천프로그램 등을 설계, 운영하는

이념에는 사후반응(reaction), 방어(defen-

것이 조직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각

se), 순응(accommodation), 선행적 반응

기업의 윤리경영을 전파하고 소통하는

(proaction)의 네 가지 단계가 있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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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범주로는 경제적, 법적, 윤리적 그

리 연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 하

리고 자유재량적(discretionary responsi-

나로 사회적 성과의 구성개념의 차원성

bility) 책임 추구의 네 가지 영역이 있으

문제를 꼽았다. CSP의 한 측면만을 반

며, 사회적 이슈로는 소비자보호, 환경

영하는 단일 차원을 사용한 연구결과들

보전, 차별시정, 제품안전, 직업안전, 주

은 일반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

주보호 등 6가지를 들었다.

면, CSP차원을 총합하여 단일복합 척도

이후 Caroll(1991)은 사회책임의 범주

를 사용하면 CSP의 의미가 불분명해진

를 피라미드 구조로서 경제적, 법적, 윤

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적 및 자선의(philanthropic) 책임 등의

환경 오염을 다루는 연구와 기업의 불법

순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수정하였다.

행동을 다루는 연구들의 분석결과를 비

또한 사회적 이슈를 이해관계자별로 그

교한다든지, 또는 중요 이슈와 주요 이

리고 도덕 유형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해관계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복수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는

의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소유주, 소비자, 종업원, 지역공동체, 경

함께 비교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다는

쟁자, 공급자, 사회운동가, 일반대중 및

것이다.

기타 사람들 등 9가지로 정의하였으며,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적 반응 이

도덕 유형은 비도덕적(immoral), 도덕중

념과 과정, 사회적 책임의 원칙과 범주,

립적(amoral), 도덕적(moral) 유형으로 구

사회적 이슈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주요

분하였다. 한편, Wood(1991)는 사회적 책

차원이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임의 원칙, 사회적 반응의 과정, 사회적

에 준하여 윤리경영의 경우에도 윤리 의

관계의 정책 및 결과 등의 세 차원으로

무의 원칙, 이념 및 범주와 윤리적 이해

구성된 CSP의 위계체계를 제시하였다.

관계자, 윤리적 이슈 등이 주요 차원으

이로써 사회적 책임경영의 주요 이슈와

로 논의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Carroll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였

(1979, 1991)의 CSP 차원을 보면, 주요

으며, 이 연구에 기초하여 Clarkson(1995)

차원으로 제시된 사회적 이슈로서 소비

은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분석, 평가할

자보호, 환경보전, 차별시정, 제품안전,

수 있는 주요 이슈를 개발하고 중심조직

직업안전, 주주보호 등의 구분은 이해관

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집단에 따라

계자(고객과 사업파트너, 종업원, 주주/

CSP 차원을 범주화하는 등 다양한 연구

투자자, 지역사회, 국제사회 등) 차원과

명제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이 중복되므로 독립된 별도의 차

박헌준, 권인수(2004)는 향후 기업윤

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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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윤리경영의 3차원 모형2)

찬가지로 윤리경영에서도 윤리적 이슈

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나

는 별도의 차원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이

아가서 다양한 윤리적 이슈들을 도출하

해관계자 차원과 여타의 주요 차원의 상

고 그 실질적 관리방안의 지침을 마련할

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수 있다.

바람직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경영의
주요 차원을 [그림 2]에서와 같이 세 가
지로 정의하였다. 이 세 가지 차원에 따

Ⅲ. 윤리경영의 실천적
방안 도출

라 윤리경영의 주요 내용과 대상 및 영
2) 그림에서 제시된 핵심가치들은 윤리경영의
보편적 가치로서 선택된 것임. 기업 고유의
상황에 따라 핵심가치의 수와 내용은 어느
정도 차별화 될 수 있음. 두 번째 차원인 이
해관계자 범위도 기업별로 그 구성이 달라
질 수 있음. 마지막으로 윤리․사회책임 범
주는 그림에서 제시된 바처럼 4개의 수준으
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별로 그 수
준을 달리할 수 있을 것임.

1. 윤리경영의 이념적 기반으로
서 핵심가치의 설정
기업이 윤리경영 지침을 수립하기 위
해서는 가장 먼저 윤리경영의 이념적 지
향점에 따라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대내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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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명확히 선포하고 소통하여야 한다.

을 참고하여 기업이 윤리적 경영을 함에

이는 곧 윤리경영의 핵심가치이다. 핵심

있어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것들을 기록

가치는 환경의 변화나 시간의 흐름에도

한 것이며, ‘기업문화 핵심가치’에는 각

불변하는 윤리경영의 근본이므로 최우

기업이 경영이념, 조직문화 등에서 표현

선으로 고려되어 설정되어야 하며, 윤리

하고 있는 가치들을 정리하였다.

경영뿐 아니라 창업자의 창업이념이나,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윤

기업의 문화 등과 그 맥락을 같이 해야

리경영의 핵심가치를 명확히 밝히고 있

할 것이다.

는 기업은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밝히

그러나 윤리경영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고 있다 하더라도 기업문화 핵심가치와

서 ‘윤리적 핵심가치’에 대한 연구는 찾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아보기 어렵다. ‘가치’와 그 맥락을 같이

점이다. 기업이 ‘윤리경영 핵심가치’를

하는 연구주제로는 윤리적 분위기나 윤

홈페이지, 브로셔 등을 통해 표명하고

리풍토 나아가 윤리적 문화 등이 있다고

구성원들이 이를 인지하도록 노력할 때,

볼 수 있는데, 분위기나 풍토 혹은 문화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윤리경영 실천

라는 것은 글이나 말로써 명확하게 표현

정도는 우수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윤

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므로 윤리경

리경영 핵심가치’와 ‘기업문화 핵심가

영의 이념적 토대를 구성원들에게 명확

치’가 일치하거나 둘 사이에 유사성이

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분위기, 풍토 혹

높은 경우 구성원들에게 내재화 되는 속

은 문화 이전에 좀 더 가시적이고 명확

도가 빠르고 쉽기 때문에 기업의 윤리경

하게 추구할 수 있는 핵심가치를 설정해

영 실천이 더욱 잘 될 것이다.

야 한다.

윤리경영의 핵심가치를 명확히 언급한

이러한 윤리경영 핵심가치는 기업문화

기존 연구로는 한정화 등(2002)의 연구

에서의 핵심가치와 일관성을 가지고 조

가 있다. 여기서는 윤리경영의 최소한의

화를 이룰 때, 구성원들에게 쉽게 수용

필요조건으로 적법성(legality)을 확보함

되고 체득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윤리

과 더불어 모든 기업은 도덕성, 공정성,

경영 핵심가치와 기업문화 핵심가치를

및 투명성을 핵심가치로 추구해야 한다

비교하여 <표 2>에 정리하였다. 각 기업

고 보고 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의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윤

첫 번째 원칙인 도덕성(morality)은 자신

리경영 핵심가치’는 각 기업에서 윤리경

의 행위나 동기, 목표 등을 사회적으로

영의 핵심가치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통용되는 윤리적 규범이나 직업윤리 기

있는 것 외에도 기업윤리헌장 및 강령 등

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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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fairness)은 행위자가 받게 되는

비 보상의 적절성을 보여주는 분배공정

보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수단과 절차의

성 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으로,

공정성을 뜻하는 절차공정성과 기여 대

기업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이해관계자

<표 2> 윤리경영 핵심가치와 기업문화 핵심가치의 비교
기업명

윤리경영 핵심가치

기업문화 핵심가치

LG전자

정직, 공정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인간존중 경영

우리은행

정직, 성실, 공정, 투명

고객, 도전, 인재, 정직

현대자동차

신뢰, 환경, 사회공헌

한국전력공사 공정

신뢰경영, 투명경영, 현장경영
고객존중, 변화지향, 수익중시

GS칼텍스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

고객만족, 구성원 성장, 주주가치
극대화, 사회발전 기여, 신뢰, 유연,
도전, 탁월

신세계

합법성, 투명성, 합리성

가치 공유, 풍요롭고 합리적인
생활문화 선도

포스코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생하면서
‘신뢰와 존경 받는 기업’

고객지향, 실행중시, 도전추구,
인간존중, 윤리준수

KT

Clean KT 구현, 회계투명성

고객관점, 주인의식, 열린문화

KTF

기업윤리 선도기업
(Business Ethic Leader)

고객중심, 창의, 신뢰, 혁신, 주인정신

삼성생명

생애(lifetime), 건강(health),
지역사회(community)

to be respected, world’s premier,
provider of financial freedom

삼성화재

정도경영, 정도보상, 상생경영,
투명경영, 나눔경영

법과 윤리 준수, 깨끗한 조직문화 유지,
고객․주주․종업원 존중,
환경․안전․건강 중시, 글로벌
기업시민

정도, 투명, 청렴

신뢰, 존경, 혁신

한화

투명한 기업, 청렴한 기업,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기업

변화, 신뢰, 책임, 도전

교보생명

지속적 성장, 인류사회의 공동번영

롯데쇼핑

정직, 성실경영, 존경과 신뢰, 투명성 고객본위, 독창성 추구, 품질제일주의

삼성물산

상생경영, 공존경영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

대한항공

윤리경영, 투명경영

투명경영, 책임경영

현대상선

투명경영, 상호신뢰, 혁신,
공정한 경쟁

경영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성장
잠재력 확충, 조직역량 제고 및
문화재정립

자료원: 각 기업 홈페이지 및 브로셔.

고객지향, 정직과 성실, 도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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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권리 보호 및 이익을 기업경영의

함을 강조한다. 그 첫째는 기업문화의 핵

과정 및 결과배분 측면에서 공정하게 보

심가치와 일맥상통해야 한다는 것이고,

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다. 마

두 번째는 현대의 한국 기업경영 상황에

지막으로 투명성(transparency)은 정보의

비추어 이해 가능한 보편성을 가짐과 동

원천에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시에 개별 기업만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성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고

물론 윤리경영의 지향점을 어느 방향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

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핵심

개 등을 통해 정보에의 접근가능성을 높

가치를 선정할 것인가는 기업의 선택에

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다.

달려있으며, 실제로 <표 2>에서 확인할

이상의 보편적인 핵심가치는 윤리경영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에 따라 다양한

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

윤리경영 핵심가치들이 존재하고 있다.

업들이 이들을 그대로 자사의 핵심가치

그러나 윤리경영의 핵심가치란, 기본적

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실제

으로 윤리적인 경영을 위해 기업이 보편

기업에서는 <표 2>에서와 같이 상생, 신

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들을 표현하되 각

뢰, 정도, 나눔, 성실 등 다양하게 윤리

기업의 특색 및 경영자의 경영 이념 등

경영 핵심가치들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을 담아, 보편성과 특수성 양자 모두를

업의 특성에 따라 또는 기업의 전략이나

충족하도록 선정해야 할 것이다.

문화의 차이에 따라 윤리경영에서도 추

또한 기업의 핵심가치는 앞서 언급한

구하는 바가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

바와 같이 기업문화의 핵심가치와 그 맥

기도 하다. 또한 실제 기업들이 제시하고

락을 함께해야 한다. 윤리경영에서의 핵

있는 윤리경영과 기업문화의 핵심가치가

심가치와 기업문화의 핵심가치가 일치

제대로 정렬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

하지 않는 경우 구성원들은 혼란을 겪을

이다. 따라서 도덕성, 공정성, 투명성은

수 있으므로 윤리경영을 위해 ‘윤리’의

윤리경영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개념 및 판단기준은 구성원들에게 반드

원칙들이기는 하지만, 모든 기업에서 이

시 내재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윤

를 받아들여 일관된 윤리경영의 핵심가

리의 기업문화화가 필수적이다(이종영,

치로 삼도록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

1999). 기업이 진정한 윤리경영을 실천

로 판단된다.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윤리경영 핵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윤리경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것이 기업

영 핵심가치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문화의 핵심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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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기업들은 성공

은 경영의사결정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것

적인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

을 의미한다. Fassin(2009)은 다양한 이

의 핵심가치와 기업문화의 연계성을 확

해관계자 집단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보하고, 윤리경영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경영과정을 복잡

하는 기업문화를 형성하며, 이를 가시화

하게 만들지만, 광범위한 참여자들이 의

하는 노력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명확하

사결정 권한을 가질 때 기업은 사회전체

게 인식시켜야 한다.

의 이해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지
적하고 있다. 즉, 기업이 이해관계자를 선

2. 윤리경영의 대상으로서 이해
관계자 범위의 설정

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관리를 하는 것은 결국 사회전체의 이해에
잘 대응해 지속적이고 바람직한 경영을

기업의 고유한 이념과 문화적 특성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반영하는 윤리경영 핵심가치를 정립했

그렇다면 윤리경영은 어떤 이해관계자

다면, 다음으로는 업의 특성을 반영한 과

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일까? 이해관

업환경으로서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규

계자는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되

정하고 이어서 윤리․사회책임 범주가

어 왔다. 우선 Caroll(1979)은 이해관계자

결정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 윤리․

를 고객과 사업파트너, 종업원, 주주/투

사회책임 범주가 핵심가치 이후에 고려

자자, 지역사회, 국제사회 등 다섯 가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가변적이기

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후 Caroll(1991)

때문이다. 기업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은 소유주, 소비자, 종업원, 지역공동체,

환경의 변화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쉽게

경쟁자, 공급자, 사회운동가, 일반대중,

변하지 않지만, 이해관계자의 구성과 윤

그리고 기타 사람들 등의 9가지로 더 세

리․사회책임 범주는 시대의 흐름 또는

분화 하였다. Freeman(1983)의 연구에서

경영 환경의 변화, 혹은 기업의 전략 등

는 이해관계자를 ‘기업목적의 달성에 영

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다. 따라

향을 주거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서 기업의 핵심가치와 기업의 특성을 반

집단이나 개인’으로 정의하고, 종업원,

영하는 이해관계자와 윤리․사회책임 범

고객, 공급자, 주주, 은행, 환경론자, 정

주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부, 기타 기업을 돕거나 해칠 수 있는 집

윤리경영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단을 포함했다.

선정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기업이 윤리

국내 연구에서는 이종영(1999)이 이해

경영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선정하는 것

관계자를 ‘경쟁자, 고객, 투자자,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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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부, 외국정부와 기업, 지구

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환경’의 8가지로 구분했고, 허갑수(2006)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단을 의미 하는

는 기업윤리의 대상을 ‘주주, 종업원, 소

것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약간의 차이

비자, 정부, 타기업, 지역사회’의 여섯 가

는 국외 연구들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

지로 구분했다. 또, 김성수(2004)는 이해

임의 대상을 ‘국제사회’까지로 보고 있

관계자에 따라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이

는 반면 국내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지

념이 있으며, 이를 위해 윤리경영에서

역사회까지로 한정하는 것을 볼 수 있

취급해야 할 문제들이 있음을 제시하기

다. 실제로 한국기업들은 <표 3>에서 보

도 했다.

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까지 실질적인 이

이렇게 학자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

해관계자로 포함시켜 대상으로 삼고 있

의를 내리고 있으나, 그 내용은 기업이

는 경우는 드물다. 국내기업들이 윤리경

<표 3> 기업별 이해관계자의 범위
기업명

이해관계자

기업명

이해관계자

SK텔레콤

1차: 고객, 구성원, 주주
2차: business partner, 사회,
환경

한국
고객, 주주, 구성원
전력공사

CJ홈쇼핑

1차: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2차: 주주 및 투자자, 국가와
사회

GS칼텍스

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미래세대, 투자자

SK
고객, 주주, 투자자, 종업원
네트웍스

포스코

고객 및 거래처, 주주 및
투자가, 임직원, 국가와 사회

한국
고객, 주주, 종업원, 협력업체,
가스공사 사회

LG전자

고객, 협력업체, 임직원, 국가와
사회

교보생명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회사,
국가와 사회

롯데쇼핑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사

KB
국민은행

고객, 주주, 임직원, 투자자

삼성물산

우리은행

고객, 주주, 투자자, 임직원,
고객, 주주, 임직원, 국가와 사회 대한항공 협력사, 관계기관, 지역사회,
NGO, 정부

KT

롯데

현대자동차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자료원: 각 기업 홈페이지 및 브로셔.

현대상선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회사,
국가와 사회

고객, 투자자, 임직원, 업계,
지역사회 및 국가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회사,
사회, 시민단체, 환경, 정부

고객, 주주, 투자자, 임직원,
협력사, 경쟁사, 사회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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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익 또는 이해를 가진 이해관계자들(지역

들은 국제사회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사회, 생태적 환경, 해외진출지역, 금융

점만을 제외하고는 Caroll(1979)이 초기

기관, 경쟁업자 등)이며, 기업의 투입-산

에 정의한 이해관계자들과 가장 유사하

출과정과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관련

게 구분되어 있다. 즉, 표에서 보듯이 고

되어있느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차적

객, 임직원, 협력사, 주주 및 투자자, 국

이해관계자가 2차적 이해관계자에 비해 보

가와 사회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다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한다. 또,

가장 일반적이다.

Freeman(1983)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이해관계자는 다시 중요도에 따라 범

크게 내부 이해관계자들과 외부 이해관

주화해 볼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의미와

계자들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부 이해관

범위에 있어서는 대부분 학자들의 의견

계자는 금융기관, 소비자, 공급자, 종업

이 유사한 반면, 이해관계자들을 범주화

원, 지역사회가 있고, 외부 이해관계자

하는데 있어서는 약간씩 차이를 나타내

로는 NGOs, 환경론자들, 정부, 비평가,

기도 한다. Carroll(1989)과 Wood(1990)

미디어와 기타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는 이해관계자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은 일차적/이차적

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첫 번째는 소유

이해관계자, 직접/간접적 이해관계자, 일

권(ownership)을 기반으로 한 관계, 두 번

반적/구체적 이해관계자, 합법적/파생적

째는 권리(right)를 기반으로 한 관계, 그리

이해관계자, 전략적/도덕적 이해관계자, 핵

고 마지막으로 이익 또는 이해(interest)

심/전략/환경적 이해관계자 등 여러 가지

를 근간으로 한 관계가 그것이다.

로 범주화 해 볼 수 있다(Fassin, 2009).

Carroll(1989)과 Frederick, Davis and

이같이 이해관계자 범주의 기준은 다양

Post(1988)는 1차적 이해관계자와 2차적

한 관점에서 제시되었으나, 각각의 이해

이해관계자로 구분하면서 이들은 이해관

관계자 집단은 업의 특성과 경영 상황에

계의 범주, 기업 활동과의 관련성 정도,

따라 그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기

이해관계자문제의 심각성 정도, 그리고

업에 맞게 구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

실체의 명확성 정도 등에서 차이가 나타

어 건설이나 홈쇼핑 등의 산업에서는 협

난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1차적 이해

력업체가 기업경영활동에 가장 큰 영향

관계자는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의미가 소

을 미치는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될 것이

유권이나 권리로써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

다. 반면, 일반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소

들(근로자, 일반주주, 채권자, 소비자, 공

비자와 판매업체가 최우선순위의 이해

급기업 등)이다. 2차적 이해관계자는 이

관계자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같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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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도 경영 자원과 역량의 구성이나

의 [그림 2]에서 보듯이 기업은 법적 책

전략에 따라 어떤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

임이라는 최소한의 영역뿐만 아니라 윤

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기업에서는 후순

리적 책임에 이르기까지 윤리경영을 펼

위의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쳐나가야 함과 동시에 윤리중립적인 경

업의 특성이 변화하거나 경영 환경이 변

제적 책임 영역과 사회기여 책임 영역에

화함에 따라 이전에는 범위 내에 들지

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도

않았던 이해관계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

결정하여야 한다.

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부각되는 경우
도 있을 수 있다.

기업의 윤리․사회책임 범주는 그 개
념영역에 있어서 미묘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해관계의 중요도에

Wood(1990)는 사회적 책임은 이해관계

따라 1차적 이해관계자와 2차적 이해관

자를 비롯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대응

계자로 구분하여 윤리적 대응성을 갖추

하는 규범체계인 반면, 기업윤리는 사회

어가되 경영 환경이 변화하면 이해관계

의 윤리규범에 대응하는 기업의 규범체

자별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

계라고 하였다. 즉, 윤리경영이란 이를

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기업들

준수해야 한다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출

에서는 이미 일부의 기업들이 1차적 이

발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책임은 이를

해관계자와 2차적 이해관계자를 구분하

실천하려는 기업의 자유의지를 반영하

여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반드시 1차적

는 능동적인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및 2차적 이해관계자라는 명칭으로 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기업들은

해관계자를 구분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주요 이해관계자

사회적 책임의 일부를 지고 있다고 볼

집단에 대해 더욱 명확히 핵심가치를 구

수 있다.

현하고 윤리의무 범주를 확장하고 그리

신유근(1995)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 더욱 세부적인 윤리적 이슈를 발굴하

기업윤리는 어느 한 쪽만을 상대적으로

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려는 연구경향보다는 양자를 포
괄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개념의 제

3. 윤리경영의 영역으로서
윤리․사회책임 범주의 결정

시를 통해 그것의 통합가능성을 모색하
려는 연구경향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의 개

윤리경영에서 세 번째 주요 의사결정

념을 엄격하게 구분해 사용하기 보다는

은 윤리․사회책임 범주의 결정이다. 앞

양 개념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미래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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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있는 사회적 반응(social responsiveness)

다음으로 국제적 동향을 간단하게 살

활동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펴보면, 글로벌 자율보고(GRI) 주요 지

고 하였다.

침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환경관리체계

본 연구에서도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및 사회공헌성의 세 부분에 관하여 각

책임의 범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기업이 ‘지속가능성 발전보고서’를 발행

보다는 기업의 경영활동 선상에서 윤리

및 공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 지표

적으로 책임져야 할 범위가 확장된 것으

는 기업의 경제적 책임(경제적 지표), 사

로서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보고 있다.

회적, 법적 책임(사회적 지표-노동, 인권,

즉, 비도덕적인 것을 하지 않고 도덕적

사회, 제조물 책임), 환경적 책임(환경적

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리

지표)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윤리

경영의 확장은 자연스레 도덕중립적인

적 책임은 모든 지표의 기본 바탕으로

경제적 책임과 사회기여 책임까지 연결

깔려 있다.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적 동향을 간단하게 살

윤리․사회책임 범주에 관한 기존 연

펴보면, 글로벌 자율보고(GRI) 주요 지

구를 살펴보면, 우선 Caroll(1979)은 기

침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환경관리체계

업들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 범주를

및 사회공헌성의 세 부분에 관하여 각

경제적, 법적, 윤리적, 그리고 자유재량

기업이 ‘지속가능성 발전보고서’를 발행

적 책임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허갑수

및 공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 지표

(2006)는 기업활동 영역의 유형을 기업

는 기업의 경제적 책임(경제적 지표), 사

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시장 메카니

회적, 법적 책임(사회적 지표-노동, 인

즘으로 해결되며 의무인 ‘본질적 영역’,

권, 사회, 제조물 책임), 환경적 책임(환

시장 메카니즘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의

경적 지표)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무인 ‘의무적 영역’, 시장 메카니즘으로

윤리적 책임은 모든 지표의 기본 바탕으

해결되며 자율인 ‘부수적 영역’, 시장 메

로 깔려 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

카니즘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자율인 ‘책

수에서는 기업의 책임을 경제적 분야

임적 영역’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장

(profit), 환경분야(planet), 사회분야(peo-

선구, 석상훈(2007)은 CSR의 환경을 간

ple)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이러한 사회

단하게 내부환경(인적자원관리, 작업장

적 책임을 통한 기업의 발전가능성을 평

안전과 건강,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

가한다. 또한 OECD에서 발간한 기업의

외부환경(인권, 지역사회, 사업파트너)으

사회적 책임 관련 보고서를 보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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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분야로 구분되는데, 공정한 경영 관

윤리경영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

행, 법규의 준수, 공정한 고용과 노동권

이다. 또한 사회기여 책임의 효과가 큰

보호, 환경지킴이, 그리고 기업시민(cor-

경우에 해당 이해관계자, 예를 들어 지

porate citizenship)이 그 주요 내용이다

역사회 발전에의 기여까지도 윤리경영

(OECD, 2001). 최근에는 이러한 국제지

의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표들을 반영하는 국내 윤리경영 분야별

이러한 윤리․사회책임 범주의 결정

측정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등도 활발하게

을 위한 기본 원칙은 가능한 한 모든 이

진행되고 있다(이영면, 박상언, 2007).

해관계자들에게 동일한 영역까지 적용

이상의 논의를 보면, 사회적 책임 범

하도록 노력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주에 있어서는 기업 본연의 임무인 경제

우선순위가 높은 이해관계자들부터 최

적 책임이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러나 윤리경영에 있어서는 모든 기업

소극적 의미의 윤리경영을 뛰어 넘어 적

에서 마땅히 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극적 윤리경영이 가능해진다.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3차
원 모형에서 윤리․사회책임 범주 차원
은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경제적 책

Ⅳ. 윤리적 이슈의 발굴 및
관리시스템

임, 그리고 사회기여 책임의 순서로 구
분하였다.

1. 윤리적 이슈의 발굴

기업은 윤리․사회책임 범주를 이해관
계자별로 그 중요성과 실행효과성에 따

윤리경영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윤

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리적 이슈를 통해 구체화된다. 기업이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까지는 모든 이

윤리적 이슈를 범주화하여 이슈별 관리

해관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방안을 도출하여 관리하면, 위기가 닥치

하는 책임범주이나 경제적 책임과 사회

기 전 완충제도로 사용이 가능할 뿐 아

기여 책임의 적용은 이해관계자별로 차

니라 이슈별 영향력의 크기와 시급성 등

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협력업체

에 따라 이슈 발생 시 순서대로 대응할

가 이해관계자로서 중요성이 높은 기업

수도 있을 것이다. 차원별 고찰을 통해

의 경우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뛰

윤리적 이슈의 연역적 발굴과 이후 꾸준

어 넘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장기적으

한 귀납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에

로 보장해 주는 경제적 책임 범주까지

서는 매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윤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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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 실행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윤리경

관계자 이슈와 윤리․사회책임 범주별

영 3차원 모형을 구성하는 각 차원들을

이슈를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하여 윤리

이용한 윤리적 이슈의 발굴에 관해 논하

적 이슈를 발굴할 수 있다. 특히 범주에

기로 한다.

따른 구분은 윤리적 이슈를 발굴하는 데

기업의 의사결정자는 윤리적 문제를 체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즉 기업에서 모든

계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윤리적 기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에 적용해 평가하고 대안을 선택하는 일

윤리적 이슈들을 발굴할 수 있다. 모든

련의 과정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게

이해관계자에 대해 똑같은 노력을 기울

된다.

여 관리를 하기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이해관계자들의 구분에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각 기업은 이해관

의해서 윤리적 이슈가 발굴된다. 윤리적

계자들을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

이슈를 미리 발굴하고 이를 사전적 및

도에 따라 범주화하고, 특히 기업별 윤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리경영의 직접 대상이 되는 1차적 이해

하면, 기업경영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윤

관계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리적 이슈가 실제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지침 등에 의한 차별화된 관리를 꾸준히

않고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윤리적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가 1차적 이해

이슈와 관계된 경영위기가 닥친다고 하

관계자가 될 것인가는 기업마다 차이가

더라도 빠르고 쉽게 대응해 나갈 수 있

있으므로 각 기업에서 중요도에 따른 1

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제 Ⅱ

차적 이해관계자를 선정하고, 경영 프로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Wood(1991)는

세스 상에서 각 이해관계자와의 발생 가

CSP의 3차원 중 하나인 사회적 반응의

능한 이슈들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할 것

과정요인으로써 이슈관리의 중요성을 강

이다. 또한 중요한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조하였고, Clarkson(1995)은 CSP차원 중

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의 윤리적 이

하나인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이슈개발

슈의 발굴을 통해 발생확률이 높고, 발

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생했을 경우 피해가 큰 것부터 차례로

이처럼 윤리적 이슈개발을 위한 연구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들이 이미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윤리경영 3차원 모형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와 핵심가치에 따른 범주

복합적인 차원에서의 이슈개발까지 가

화(예시)

능하다. 기업마다 윤리경영의 궁극적 목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다

표인 고유의 핵심가치를 반영하는 이해

르지만, 일반적인 기업에 적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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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객, 임직원, 협력사, 주주 및 투자

정화 등(2002)이 제시한 주요 이해관계

자, 국가와 사회를 이해관계자로 하여,

자별 윤리경영의 주요 이슈를 참고로 하

앞에서 예로 들었던 도덕성, 공정성, 투

였다. <표 4>는 이들이 언급한 윤리경영

명성 세 가지의 윤리경영 핵심가치에 따

이슈들을 발전시켜 통상의 기업들에 적

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들을 생

용될 수 있을 만한 핵심가치와 이해관계

각해보면, <표 4>와 같다. 이 표는 하나

자별로 구성하였다. 각 기업마다 기업의

의 예시로, 전국경제인연합회(2000)가 제

핵심가치와 기업에서 정하는 이해관계

시한 기업윤리 영역별 윤리적 이슈와 한

자에 따라 전반적 기업경영 과정에서 발

<표 4> 이해관계자-핵심가치에 따른 윤리적 이슈(예)
도덕성

고객

임직원

협력사

투명성

비정상 불법 금전거래
불공정거래 규정 위반
비윤리적 소비 및 조달
불안전한 제품 및
품질불량 제품 판매
불필요한 소비 조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비윤리적 담합
불공정 대금결제 강요
거래선 비용전가
파트너 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

무자료 음성거래
편법 세금계산서 분할
상품정보 미기재와
누락

겸업 및 부업
업무시간 내 사적업무
업무소홀에 따른 관리손실
회사정보 유출
내부규정 고의 위반
허수 주문
종업원간 과다경조금 요구
상사에 대한 과다 접대

탈법적 비정규직 처우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 위반
성별 및 인종 차별
기업정보 사적 남용
정실 인사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이해를 위한 공적 업무
처리

회사자금 유용 및 착복
법인카드 사적유용 및
은폐
회사자산 사적 이용
성희롱 묵인 및 은폐
비정상적 접대
고의적 사고은폐
경영관련자료 부당
미공개

고객정보 유출
불법 과장광고
각종 고객권리 침해

교섭력 남용의 거래조건
개인차원 지분 요구/투자
편법 조작

현금 수수
과다향응
개인비용 전가

대주주 중심 편향 배당
소액주주 권리침해

분식회계
회계공시 조작
위장분산

주가조작
주주 및
변칙 내부자거래
투자자

국가와
사회

공정성

경쟁사
경쟁사정보 부당 첩보활동
유포
매출 위한 미풍양속 파괴
의장권
생명윤리 훼손
에너지
사회적

비방 및 허위정보
및 특허권 도용
낭비 촉진
비용 이전

뇌물공여
탈법적 경쟁행위
불법/변칙 로비
인허가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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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들을 생각해 보

적 이슈의 발굴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지

아야 할 것이고, 특히 이해관계자의 범

속되어야 한다. 각 이슈마다의 해결방안

위가 넓은 기업의 경우에는 1차적 이해

을 찾아 시스템화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이

시간과 경험의 누적에 따라 각 기업은

슈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미리 고려하여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적합한 최적의 이

대응 방안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슈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명확한 준법시스템(compliance

2. 관리제도적 실행방안

system/program)을 구축하고 준법행동을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원별 매트

작업장에서의 성별, 민족, 소수자 배경에

릭스에 의한 윤리경영 이슈들을 발굴한

따른 차별을 금지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

후에는, 이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

를 만들고 이를 구성원 특히 관리자들에

는 관리제도적 실행방안을 개발하여야

게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다. 또다른 예

한다. 관리제도적 실행방안은 [그림 3]

로는 공정거래 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

과 같이 이슈관리 시스템, 활성화 시스

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소비자

템, 준법 시스템 및 인사제도 연계 등으

불만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구

로 나눌 수 있다.

제를 할 수 있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
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윤리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
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는 우선 윤
리경영 담당 조직으로서 윤리경영 지원
센터나 윤리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피드백 체제를 확
립하며 윤리경영 실천 사례를 축적하여

[그림 3] 관리제도적 실행방안

구성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 의견 및 만

첫째, 이슈관리 시스템은 각 기업의 경

족도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영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윤리

찾아내는 노력이 그것이다. 또한 고의성

관련 의사결정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이 없는 비윤리적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별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사전신고 면책제도나 조직내 구성원이

이슈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수정은 윤리

불법,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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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윤리경영 지침의 구

넷째, 구성원들의 윤리경영에의 참여

성과 주요 차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

도를 높이기 위해 인사제도와의 연계가

는 관리제도 등이 잘 정렬된 모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구성원들의 윤리 준수

윤리경영의 틀을 갖추고 다듬어 나간다

노력 및 윤리적 성과를 인사평가와 보상

면 기업은 성공적인 윤리경영을 통해 지

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한다.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역량을 개발

것이다.

해주고 윤리경영 참여도를 고취하고 윤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윤리행동지침의

리의식 수준을 높이는 등의 기업윤리 교

일관성, 윤리경영 핵심가치와 이해관계

육도 윤리경영의 필수적인 성공요인이다.

자, 윤리․사회책임 범주 간의 잘 짜여진

이러한 윤리경영의 관리제도적 실행방

매트릭스, 여러 관리시스템 간의 상호연

안은 윤리경영의 추진 역사나 기업별 특

계 등은 효과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성에 따라 그 구체화 정도나 도입 수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구성요소와 차원,

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관리제도적 실행방안의 윤리경영을 위

이해관계자 구성이 복잡하거나 이해관계

한 세 가지 요소간의 균형 잡힌 구성도

자간 이해 상충이 큰 경우에는 그들의 참

성공적인 윤리경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여와 피드백을 이끌어내는 제도가 더욱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윤리경영의
확장이 이익창출에 주는 충격이 큰 경우
에는 기업의 체질과 조직역량을 강화하

Ⅴ. 결론

는 노력과 함께 점진적으로 윤리경영을
발전시켜나가는 제도적 진화 경로를 택

기업이 시행하는 윤리경영의 근간은 윤

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윤

리헌장을 비롯하여 윤리강령, 윤리행동

리경영 추진 역사가 짧은 기업의 경우에

지침으로 구성되는 윤리경영 지침에 담

는 인사제도 연계 등의 제도적 장치는 과

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에서 윤

도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리경영 지침의 구성형태를 조사하였는

그러므로 기업 고유의 여건 하에서 효율

데, 각 기업별로 실로 다양하게 구성되

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제도적 실행방안

어 있어서 윤리경영의 보편적 기준을 마

을 개발한 이후에는 이를 실행해보고 꾸

련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윤리경영은

준히 수정 보완하면서 진화시켜가는 것

개별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기도 함과 동

글로벌경영연구

윤리경영 지침의 구성과 실천방안

83

시에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경

우리은행의 경우도 윤리경영과 기업문

영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일종의 기

화의 핵심가치로 ‘정직’을 공통적으로

준 또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윤리

표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의

경영의 사회적 소통을 위해서는 최소한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윤리경영 지침의 구성에서 표준화가 어

각 기업은 윤리경영의 직접 대상인 1차

느 정도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적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제시한바 있는 윤

이고 차별화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리경영 지침과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종

있다. 마지막으로 윤리․사회책임 범주

합하여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행동지

를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

침으로 구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해야 한다. 이렇게 설정된 윤리경영의 세

윤리경영 지침에는 윤리경영의 이념과
가치, 대상과 영역 등의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
서는 윤리경영의 차원 개념을 도입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윤리경영의 세
가지 차원에 의거하여 기업별로 업의 특
성과 경영환경을 반영한 윤리경영의 주
요 내용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차원에 따라 차원별 매트릭스에 의한 윤
리적 이슈를 발굴하고 발굴된 이슈를 토
대로 이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 밖에 본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지
는 않았으나, 체계적 윤리경영을 위해서
는 다양한 윤리경영 관리시스템을 개발
하여 윤리경영의 지침과 차원 및 윤리적

서 다양한 윤리적 이슈를 발굴하고 관리

이슈에 연계시켜 전체 윤리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 고유

윤리경영의 차원에서는 먼저 기업이 윤

한 특성과 경영 상황에 알맞은 관리시스

리경영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적

템을 구축하고 그 실천을 통한 학습으로

기반으로서 핵심가치를 선정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면 성공적인 윤

그리고 이는 기업문화 핵심가치와 잘 정

리경영이 이루어 질 것이다. 윤리경영이

렬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윤리경

실천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문화가 조화

영 우수실천기업으로 꼽히는 신세계의

를 이루어야 하므로 급격한 제도적 충격

경우 윤리경영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있

은 오히려 윤리경영의 자발성을 해칠 수

는 ‘합리성’은 ‘합리적인 생활문화 선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의 윤리

라는 기업문화와 일맥상통하며, 2009년

경영 실천이 점차 체화되고 노하우가 축

아시아경제신문과 이코노믹 리뷰가 선

적됨에 따라 점차 제도적 진화를 만들어

정한 한국의 10대 윤리기업 중 하나인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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