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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성과평가 지표에 관한 연구: CSR 개념
연구 및 지표체계의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이명호*․김현식*

A Study on the Index of Performance's Evaluation for
CSR: Review of the Literature for Study on Concept of
CSR and Evaluation Measure System
Abstract
Since 1950s, there has been an impressive history associated with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s alternative
themes and civil society began to be mature, new approaches to evaluating CSR performance were developed. But the uncertainty of technical terms and definition could lead
the staffs in charge to misunderstand the concept underlying CSR. This paper is to review
for a variety of studies on CSR emerging from the literature during the period of 1960s
and 1970s and to empirically examine CSR performance evaluation. In addition, this paper attempts to find the root cause of adiversity that compared ISO26000 with other
organizations such as UN and GRI.
The result of this paper appropriately shows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could
be a proper output reflecting social trends in each era. Though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CSR concept articulated by Carroll (1979, 1994, 1999), this paper can
provide the range of contributions to developing some relevant CSR performance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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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Bowen(1953)은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man)’
이라는 저서를 통해 1930년대 등장한 기
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

ponsibility: 이하 CSR)을 ‘사회적 목표
나 가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경영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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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및 생태계 다양성의 존중, 기후 변화
등에 관련한 CSR 활동이 2000년을 전
후하여 확산되었다(Carroll, 1999; UNIDO,

2007; 신유근, 2001; 정기한 외, 2007).
CSR 활동의 참여 확산은 또 다른 의미
에서 그 활동 범위의 확장과도 상통한
다. 특히 엔론(Enron), 월드컴(Worldcom)
등의 사태는 CSR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그에 따라 행

시킨 사건으로 이후에 각 국가에서는 지

동할 의무(p.44)’라고 정리하였다. 이후

속가능보고서 발간, 청정기술 개발, 환

CSR에 대한 개념 논의가 본격화 되었는

경경영시스템 도입, 탄소개발 프로젝트

데, 법, 제도, 경제 등의 발전에 따라 수많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등을

은 연구들(McGuire, 1963; Carroll, 1979;

추진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노력 가운데

Buono and Nicholas, 1990; Frooman,

특히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

1997; McWilliams and Siegel, 2000;

가 2014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CSR 관

Tsoutsoura, 2004)의 개념도 변화하였다.

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특히 Carroll(1991)은 CSR이 기업 활동으

선진국들은 주가지수에 CSR 활동 내용

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

을 포함시켜 사회적 책임 투자(Social

결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요구나

Responsibility Investmesnt: SRI)와 연결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기업 행동의 규범적

시키는 추세이다(이인재, 2010). 나아가

체계로 정리하며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국제 표준화기구도 2010년 10월 발효한

규범적 체계의 테두리에서 그 활동의

ISO26000을 통해 기업의 CSR 활동 참

주체라 할 수 있는 기업도 지속가능경영

여를 독려하고 있다(이기훈, 이기영, 2011).

의 기반 확립을 위해 근로조건 개선,1) 제

이와 같은 CSR 활동의 확산 속에서 그

1)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협동조합과 같은 비
영리기관의 사회적 목적 지향의 활동이 활
발하였다. 그런데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문제
가 심각해지자 비영리기관 중심의 사회적
경제 활동은 더욱 폭넓게 나타났으며, 이와
동시에 사회적 기업 활동 역시 확대되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
적 기업 활동이 주목을 끌면서 사회서비스
제공도 활발하게 일어난 바 있다(이인재,
2010).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진행된 연구들(Ho-

effler and Keller, 2002; Bhattacharya and
Sen, 2003; 한은경, 류은아, 2003; 윤각,
서상희, 2004; 윤각, 조재수, 2007; 서구
원, 진용주, 2009)은 CSR 활동이 기업
이미지, 기업에 대한 태도, 기업평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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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통해 구매의도를 증대시켜 기업

업가치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

가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는 소

고 있다. 한편, 주주자본주의의 입장에

비자 입장에서의 경로 접근을 수행하였

서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이 늘면

다. 한편, 이익을 창출하여야 하는 기업

주주의 가치 제고에는 긍정적 효과가 없

의 입장에서 CSR 활동은 비용 요소로

음을 부각시킨 연구들(Freedman, 1970;

그에 따른 재무적 성과(financial perfor-

Bragdon and Marlin, 1972; Vance, 1975;

mance)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투입된

Brammer, Brooks, and Pavelin, 2006; 김

비용이 직접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는

용기, 김선화, 2008; Shen and Chang,

지 파악한 연구들(Cochran과 Wood, 1984;

2008; Renneboog and Alii, 2008; Nel-

Clarkson and Thompson, 1996; Shleifer

ling and Web, 2009)은 CSR 활동을 부

and Vishny, 1997; Vafeas, 2000; Ander-

정하고 있다.

son et al., 2005; 최현돌, 2005; 반혜정,

이상과 같은 상반된 결론과 함께 Ull-

2007; 김용기 , 김선화 , 2008; 김창수 ,

man(1985), Statman(2000), Derwall et

2009; 국찬표, 강윤식, 2011)이 주를 이

al.(2005) 등은 CSR 활동과 기업의 성과

룬다.

를 연관시켜야 하는 이유가 없고, 그 성과

기업가치 평가 이론의 틀 안에서 CSR

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밝히는 것이

한 연구들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그렇다고 CSR 활

등으로 그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

동과 그 성과가 별개임을 강조하는 것은

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아니다. 그 평가 과정에서 지표를 일관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긍정적 효과를

되게 적용하지 못한데 따른 문제임을 지

보고한 연구들(Cochran and Wood, 1984;

적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

Posnicoff, 1997; Waddock and Graves,

라서 본 연구는 CSR 개념과 범위를 이

1997; Margolis and Walsh, 2001; Orli-

해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평가지표의 일

tzky, Schmidt and Rynes, 2003; Cardebat

관성 여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and Sirven, 2010; 국찬표, 강윤식, 2011)

다시 말해 1960년대부터 활성화된 CSR

은 CSR 비용에 대비하여 더 많은 수익

개념과 범위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과

이 창출되었다고 분석한 동시에 이해관

정을 문헌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 최근

계자와의 상충관계 완화가 기업명성의

의 국제 표준화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제고, 매출 증대 및 부정적 사건에 직면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평가지표를 체계

할 가능성 등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기

적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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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은 제Ⅰ장의 서론에 이어 제 Ⅱ장

기한 자선적 책임의 CSR 개념을 토대로

에서 1950년대부터 CSR 개념 및 성과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개념적 연구흐

평가와 관련한 연구흐름을 정리하였다.

름을 1960년대와 1970년대 두 기간으로

제 Ⅲ장에서는 UN 글로벌 협약(Global

나누어 주요 연구자가 제기한 개념 중심

compact), GRI 가이드라인, ISO26000

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성과평가를 위한

등 국제표준을 정리하고, 이를 비교하였

지표체계의 구축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다. 제 Ⅳ장에서는 환경과 노동 등 주요

현재 CSR 활동에 대한 국제기구 지표체

CSR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연구흐름을

계 인식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파악하였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마지막

번 장에서는 개념연구가 활발했던 1960

제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함께

년대와 1970년대를 각각 구분하여 설명

실무적 입장에서 CSR 성과평가의 시사

하고, 실증연구가 활성화 된 1980년대부

점을 제시하였다.

터 2000년을 전후한 성과평가 관련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Ⅱ. CSR 관련 연구흐름

외부 환경의 영향에 따라 CSR 개념도
연도별로 상당한 변화가 있어 왔다(Frro-

man, 1997; Carroll, 1999; McWilliams

1. 초기(1950년대～1980년대)
연구 흐름

and Siegel, 2001; Tsoutsoura, 2004; Reinhardt and Stavins, 2010). CSR 개념 연
구의 발전 과정에서 처음은 Bowen(1953)

CSR 개념 연구는 1960년대와 1970년

이 “기업가는 ‘사회적 의식(Social Con-

대를 거치며 다양한 관점에서 이론체계

sciousness)’에 따라 ‘이익-손실’의 초과

를 구축하며 발전해 왔다. 이후 CSR 개

부분을 자선 혹은 기부하여야 한다”고

념을 토대로 성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

주장한 데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자선

는 단계에 접어들었던 연구흐름은 2000

적 책임의 관점은 1960년대에도 강조된

년대 엔론 사태와 금융위기, 경기침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근거에 대한 연

등이 몰아닥쳤다. 때문에 다시 기업의

구들이 이루어지면서 미묘한 차이가 나타

사회적 반응(Corporate Social Responsi-

났다(Davis, 1960; McGuire, 1963; Freed-

veness)을 중심으로 그 근본이 되는 이론

man, 1962, 1970). 특히 이 시기는 거리

적 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기훈,

시위와 불매운동 등 압력을 행사하는 이

이의영, 2011). 본 연구도 이런 측면을 고

해관계자들(Stakeholders)이 기업들에 구

려하여 1950년대에 Bowen(1953)이 제

체적으로 파악되면서 기업이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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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response)’을 할 수밖에 없었다(이

부분이 필연적으로 최소한의 CSR 수행

기훈, 이의영, 2011).

을 유인하고 있음을 적시한 것이다.

1960년대의 CSR 개념 연구는 Bowen

이후 법적인 부분은 CSR에서 하나의

이 밝혔던 기업 이익의 손실 초과 부분

책임으로 추가되었다. McGuire(1963)는

에 대한 자선적 책임의 CSR 개념을 보

‘Business and Society’라는 그의 저서에

다 명확하게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먼

서 사회적 책임은 경제 및 법적 의무임을

저 Frederick(1960)은 공공의 기대를 채

강조하면서 사회에 대한 특정한 책임으

우기 위한 경제시스템의 상호작용을 강

로 보았다. 아울러 Walton(1967)은 CSR

조한 CSR 정의를 기술하였다. 그러면서

의 필수 성분으로 자발적 행동주의(vol-

그는 기업을 영향력 있는 기부자(influen-

untarism)를 제시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

tial contributor)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서 최소한의 경영자 행동원칙으로 1960

경제시스템의 상호작용 안에서 단순히

년대의 CSR 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

영향력 있는 기부자라는 용어만으로 CSR

하였다.

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970년대는 많은 학자들이 CSR 개념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면서 학문적으로 번

Davis(1960)는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

성한 시기이다(Carroll, 1999). 앞선 1960

은 사회적 힘(social power)과 동등하여

년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힘에 대하

야 한다고 보고, 만약 그 의미대로 동등

여 법적인 부분에서 CSR을 규정하기 시

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면 사회

작하였다면, 1970년대는 그와 함께 윤리

적 힘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기술하

적 부분의 필요성을 추가로 강조하였다

였다. 즉, 주주자본주의 하에서 이해관

(Carroll, 1979). 즉, 경제적, 법적, 자선

계자들과의 상충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

적 책임의 CSR을 윤리적 관점에서 함께

록 기업가의 적극적 반응을 유도하는 법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적인 부분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차이

Carroll(1979)은 1970년대의 CSR 개념

를 둔 것이다. 이는 Frederick(1960)의 경

연구에서 윤리적 부분을 주요 요소로 포

제시스템 안에서 상호작용을 주주자본

함한 사회적 책임 영역을 [그림 1] CSR

주의 하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충관

에 대한 Carroll의 피라미드와 같이 정리

계로 구체화하고, 그 관계 안에서 법적

하였다. 기업가가 이익 추구 과정에서 법

인 최소 부문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임

준수를 기본으로 하되 자유재량의 의사

을 제시하는 것이다. 결국 자율적일 수

결정과 행동을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있는 자선적 책임의 CSR 수행은 법적인

윤리적 측면에서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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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arroll(1979).

[그림 1] CSR에 대한 Carroll의 피라미드

한 것이다. 1970년대 대부분 연구들은

점에서 차이를 가지게 한다. 초과 이익이

이러한 윤리적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축적되고 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상당히 노력하였다.

기업의 책임도 확대될 수밖에 없지만, 여

가장 먼저 등장한 연구자는 Johnson

전히 기업들은 법적 책임에서 최소한의

(1971)으로 기업의 이익극대화에 대응한

책임만으로 단기적 성과를 배분하는 데

이해관계자들을 종사자, 공급자, 판매자,

에만 집중하였다. 따라서 Steiner(1971)

지역 사회, 국가 등 그 범주를 크게 확장

는 기업 의사결정 과정이 경제 전체의

시켰다. 이는 기업이 파악할 수 있는 이해

영향력을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계자들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적

태도(attitude)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적법성을 제시하

장하였다.

기 위한 추상적 요소가 이익 극대화를 꾀

Manne and Wallich(1972)는 이를 보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 명확하게 설명하였는데, 기업이 전문

Steiner(1971)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 경

경영인 등 대리인(agent)을 활용함에 따

제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가

라 법에 의해 부과된 사회적 목적만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1960년대의

추구할 뿐 실제로 이를 확대하거나 응용

Davis와 Frederick이 강조하였던 개념과

한 책임 활동은 배제한다고 보았다. 즉,

유사하게 보였다. 하지만, 1960년대 말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터 1970년대 초반에 걸쳐 사회운동의

법적 강제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이해

이슈가 되었던 환경, 고용, 소비자 권리

관계자들과 타협하는 것이 기존의 사회

등이 정부규제 대상으로 부각되었다는

적 책임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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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또 다른 차원의 CSR 개념 접근 필

로 표현하였다. 즉, 기존에 사회적 책임은

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경제 및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장에서의

Eilbert and Parket(1973)은 CSR 활동

힘(market power) 혹은 법적 규제(legal

과 관련하여 기업은 ‘좋은 이웃(good ne-

constraints)로 나타냈다고 본 것이다. 따

ighborliness)’으로 이해되어질 필요가 있

라서 테두리를 보다 확장시키면 사회적

다고 보았다. 즉, 이웃의 문제들을 해결

표준, 가치, 기대 등이 되고, 이를 조합

하도록 도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자발적

한 후에 기업의 행동으로 반영할 필요가

참여를 전제한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있음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1970년대 들

1960년대 자선적 책임의 책임과도 상통

어 CSR과 관련한 ‘책임’과 ‘의무’의 용

한다. 다만, 인종차별, 공해, 지역 차별

어 접근에 대한 이견이 있어 왔는데, ‘윤

등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보다 구

리적 책임’은 의무(obligation)의 언급에

체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상이한 CSR

서 시작되어졌음을 피력하였다.

활동이 기업 조직의 다양성을 토대로 차

1970년대 후반에 Zenisek(1979)은 기

별화 되어 나타난다는 주장은 한 단계

업의 ‘윤리성(ethics)’과 경제주체 중 기본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Abbott and

단위인 개인이 가지는 사회의 ‘기대들

Monsen, 1979). 아울러 이들(Eilbert and

(expectations)’ 사이에서 적합한 개념을

Parket, 1973) 연구는 다양한 조직의 사

찾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적 책임에

례를 통해 상이한 CSR 활동의 실증적

서 책임의 범주가 지속 확장되어온 가운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

데 중요한 것이 결여 되어 있다는 데에

는데, Eells and Walton(1974)의 이론 및

서 출발하였다. 연구 결과 결여된 부분

실증 연구와 같이 CSR 활동에 대한 확

은 기업이 가진 관념적이고 기능적인 관

장적 논의를 제공한 것과 Backman(1975)

점에서의 윤리로, 이것은 사회의 요구

의 CSR 개념에 대한

및 기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수준에서

진화2)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Carroll, 1999).

판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진화 과정 중에 CSR 활동도

앞서 밝힌 것처럼 1970년대에는 CSR

점차 확산되었는데, Sethi(1975)는 CSR

연구가 번성한 시기로 이외에도 많은 연

활동의 중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의무’

구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
존의 경제적, 법적, 자선적 책임과 함께

2) 사회적 회계(social accounting), 지표(indicators), 회계감사(social audit) 등과 같이 다양
한 영역에서 CSR 활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리적 부분이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강조
되었다. 본 절의 내용을 요약한 <표1>

1960～1970년대 CSR에 대한 관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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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60～1970년대 CSR에 대한 관점 비교3)
CSR 수행의 주요 동기

주요 연구자
Davis/Back-man

초과 이익에 따른 CSR 수행

McGuire

경제 및 법적 필요성 하에서의 CSR 수행

Manne

자발적 행위로 CSR 수행

Steiner

경제적, 법적, 자발적 행위로써 CSR 수행

Eells and Walton

확장된 사회적 체계 하에서의 관계 강화를 위한 CSR 수행

Hay/Gray and Gates

사회적 문제 영역의 확장에 따른 반응으로써 CSR 수행

Carroll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율적 책임에 따른 CSR 수행

에서 앞선 CSR 개념연구가 다루었던 주

등 공공적 책임에 대응하는 다양한 차이를

요 동기들 가운데 윤리적 책임은 Carroll

재차 논쟁의 화두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1979)에 의해 명확하게 구분되었음을

1980년대에는 1970년대 윤리적 책임과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한 연장선상에서 CSR 개념연구가
지속되었다. 동시에 CSR에 대한 시민사

2. 1980년대 이후 연구흐름

회 요구가 높아지며 CSR 성과평가의 실
증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Carroll

1980년대 초기에 Jones(1980)는 CSR

(1999)은 이 시기에 개념 연구와 함께 그

개념 가운데 다양한 시각에서 논쟁의 중

개념을 토대로 CSR 측정을 위한 실증연

심이 되었던 공공적 책임(public respon-

구가 활성화되었다고 기술하였는데, 이

sibility)이라는 부분의 모호성을 요약하

는 1970년대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율

였다. CSR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에서 경

적 책임의 네 가지 CSR 구성 요소들에

제 및 법적 책임을 초월한 기업의 의사결

대하여 성과(Corporate social Performance)

정 행태가 바로 그 부분이라 보았다. 다시

측정을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할 필요성

말해 CSR 수행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의사결정에서 어떻게 고려할지가 모호

이기훈, 이의영(2011)은 이를 기업 혹은

하다는 것으로 기업 혹은 조직의 문화,

조직의 문화, 윤리적 이슈 등에 대한 상

경영자의 윤리 의식과 성과에 대한 기대

이하고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이
라고 부연하였다. 다시 말해 기업 고유

3) Carroll, A.B.,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4, No.4
(1979), pp.497-505 중 p.499.

의 문화에 따라 기업마다 상이한 기업윤
리(business ethics), 윤리헌장 등이 CSR
활동에 차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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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CSR 활동은 사

과평가 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는

회적 책임의 반응성(responsiveness), 공

CSR의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율적 책임

헌(contribution), 성과(Performance), 공

을 구분하고, 각각의 책임이 조작적 기

공 정책(public policy), 기업 윤리, 이해

능을 통해 평가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 이론 등 대안적 화두의 등장으로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어졌고, 대안들을 기존 CSR 개념연구

다른 시각에서 CSR 활동에 대한 기업

들과 병합하는 실증연구가 활발해졌다

의 전략 선택에서도 실증연구가 이루어

(Carroll, 1999).

졌다. Dalton and Cosier(1982)는 법 준수

1980년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Abbott

및 사회적 책임 수행 여부에 초점을 맞춰

and Monsen(1979)은 Fortune 연례 보고

기업의 의사결정 행태를 분석하였는데,

서의 500개 기업에 대한 CSR 활동 성과

이를 위해 단순히 한 축에는 법 준수 여

평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

부와 그 정도를, 다른 축에는 책임 여부

에서 기업의 ‘사회적 분쟁 발표(Social

와 그 정도를 열거해 2×2행렬(matrix)로

Involvement Disclosure) 회수를 CSR 관

구분하였다. 미국의 직업안전건강청(Oc-

련 척도로 활용하였다. 기준이 되는 자

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

료의 체계화는 Ernst and Ernst 회계 컨

tration)을 통해 확보한 약 5백만 개에 이

설팅 그룹을 통해 특정한 사회적 분쟁에

르는 작업장 자료 가운데 오염 저감장치

대한 활동을 분류하고, 지표로 작성된

를 설치해야 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설치

것을 활용하였다. 다만, 사회적 책임 발

규제 준수 여부와 지역민 민원에 대한

표를 위해 구성되어지는 목록 개발이 하

보상금 지원의 사회적 책임 수행 여부를

나의 컨설팅 그룹에서 발표되어진데 따

분석하였다. 연구 접근과 결과를 보다

른 객관성과 정확성 측면에 한계가 있었

구체적으로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목록 가운데 환

기업이 처한 전략 선택 상황은 오염 저

경, 기회 형평, 직원, 이사회, 생산 등 6

감장치 설치에 투입되는 비용이 지역민

개 항목에 대하여는 이후 연구에 중요한

불만 발생 시 필요한 비용의 50배에 달

기여를 하였다(Carroll, 1999). 한편, 본

하는 가운데 저감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격적인 CSR 개념의 실증연구의 시도로

검사는 77년을 주기로 이루어진다고 상

Tuzzolino and Armandi(1981)는 Maslow

정하고, 이를 네 개의 분면에서 각 상황

의 욕구 5단계설(Maslow’s hierachy of

을 묘사한 결과, 기업은 저감장치를 설

needs) 프레임을 Carroll(1979)이 제시한

치하여 근본적인 불만 발생을 제거하는

사회적 책임의 정의와 혼합시켜 CSR 성

법 준수와 함께 지역 이해관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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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수의 단점을 보완할 새로운 측정 지표 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업의 전략 선택 결

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과는 궁극에 법적 책임과 함께 지역의

이와 관련하여 Aupperle, Carroll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CSR

Hatfield(1985)는 이론적 고찰을 통한 개

수행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1970년

념 구조 활용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Tuz-

대까지의 CSR 개념연구가 그 토대가 되

zolino and Armandi(1981)의 연구와 유

었음을 보여준다.

사하다. 다만, Carroll(1979)의 네 가지 책

Cochran and Wood(1984)는 CSR 수

임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CSR 활동에서

행과 재무적 성과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반영되는 강도로 이해하여 각 책임에 우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산업별 특성을 고

열을 부여하였다. 즉, 경제적, 법적, 윤리

려한 기업들의 과거 재무 자료와 함께 당

적, 자율적 책임의 CSR 활동에 대하여

시 대표적으로 활용된 Moskowits 지수

기업이 어떤 책임에 더 집중하는지는 각

를 CSR 성과지표로 각각의 상관관계를

각에 대한 중요성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분석하였다. 이 지수는 1970년대 초반에

다. 경제적 책임은 기업의 이익이 곧 성

CSR 수행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Milton

과로 반영되는 가장 근본적 경영활동으

Moskowits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개별 지

로 사회적 기원과 맞물려 기업 스스로가

표들을 집계하여 최고 우수(outstanding),

CSR을 수행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반면

대체로 우수(honorable mention), 최악

에 법적, 윤리적, 자율적 책임의 CSR 활

(worst) 등의 서열화를 제시한 것이다. 각

동은 해당 기업을 바라보는 다수에게 중

자료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요한 척도로 작용하므로 사회적 관련성

서 CSR 수행은 기업 자산 규모와 비례

에 근거한 중요성에 따라 기업이 최소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외

범위 내에서 CSR을 수행하도록 강제한

의 변수들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었다.

다고 보고, 다시 Watrick and Cochran

이를 토대로 재무적 성과의 다양한 연구

(1985)은 CSR 성과평가 모형을 원칙, 수

들이 발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데 그

행, 제도 등과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 반

의미가 상당하다. 아울러 연구 한계로

응, 이슈로 구분한 세 가지 관점의 접근을

피력한 자산 이외의 기타 재무 자료들과

시도하였다. 즉, 사회적 이슈가 제도화

CSR 성과의 관계가 모호한 것은 기존의

되면 윤리적 요소를 원칙으로 사회적 책

Moskowits 지수가 가진 서열화라는 단

임, 경제적 책임, 공공의 책임 등 CSR을

편적 정보 제공이 가진 단점에서 기인할

수행하며 사회적 반응을 한다고 본 것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Moskowits 지

로 이후 실무에서 CSR 평가의 규범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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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CSR과 관련한 기존 대리인 이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민사회 활

(Agency theory)이 이해관계자 이론(Sta-

동이 활성화되며, 시민사회 체계 안에서

keholder theory), 청지기 이론(Stewardship

기업도 하나의 구성원으로 개인과 동일

theory),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한 규범 준수 및 의무 이행의 책임이 있

view), 제도이론(Institutional theory), 기

음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McWilliams,

업이론(Theory of the firm), 전략적 지도

Siegel, and Wright(2006)는 1990년대 시

자 이론(strategic leadership) 등에 따라

민사회 활동의 활성화와 관련한 전략적

다르게 반영되었다고 기술하였다. <표 2>

CSR 수행의 이론적 근거가 발전하였다고

CSR의 근거 이론 변화와 행동 양상은 그

<표 2> CSR의 근거 이론 변화와 행동 양상
근거가 되는 이론

주요 연구자: CSR 활동

대리인 이론

Friedman(1970): 주주의 부를 확대시키기 위한 활동

청지기 이론

Donaldson and Davis(1991): 기업의 성과보다는 도덕적 관점에서
필연적 활동
Freeman(1984):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

이해관계자 이론

Donaldson and Preston(1995): 기업 활동 이외에 도덕 및 윤리적
관점에서 강조되는 활동
Jones(1995): 신뢰와 협력을 통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반복적 이익
추구 활동

자원기반관점
이론
제도 이론

Hart(1995): 자원 및 생산 경쟁우위의 지속가능을 위한 환경적 책임
준수 활동
McWilliams et al.(2002): 경쟁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전략 활동
Jennings and Zandbergen(1995): 생태학적 지속가능 운영을 위해
기업이 준수 할 규범 이행 활동
Baron(2001): 마케팅과 경영 전략 상 소비자에게 비교우위를
제공하려는 활동

기업 이론

Feddersen and Gilligan(2001): 소비자에게 정보비대칭성 축소를 위해
시민사회에 호소하는 활동
McWilliams and Siegel(2001): CSR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에 따라
기업이 선택하는 이상적 활동

전략적지도자

Waldman et al.(2004): CEO 성향과 지적인 측면에 따른 활동

자료: McWilliams, Siegel, and Wright(2006)의 논문 중 p.7의 <Table 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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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CSR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와 그

Carroll(1994)은 1990년대 CSR 수행의

지표체계 구축을 실증적으로 접근하는

이론적 근거와 행태에 대한 연구흐름과

단계였다. 그러나 1990년대 연구는 앞서

관련하여 50개의 저명 학술지에서 주제

<표 2>와 같이 새로운 CSR 수행 근거에

및 이슈로 이를 구분하였다. 가장 많이 언

대한 이론을 제시하는데 집중하였다. 이

급된 주제 및 이슈로는 경영윤리, 국제

는 기존 CSR 개념의 부정이 아니라 CSR

적 사회 이슈 등과 함께 CSR 성과가 포함

수행 근거와 그 활동 범위에 대한 접근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0

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년대까지 이루어졌던 CSR의 개념연구

주요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한 기후변화와

는 사회적 책임, 사회적 반응, 사회적 이

관련한 환경 문제, 경제발전의 이면에서

슈 등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경제적,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평 등 문제 등 기업

법적, 윤리적, 자율적 책임 가운데 그 의

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환경, 경제, 사

미 부여에 따라 정의가 상이하였음을 알

회 등 각 분야의 문제를 주제로 반영하

수 있다. 1980년대 연구들은 세 가지 차

였다.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연

<표 3> CSR 관련 연구자와 주요 개념
연대

CSR의 주요 개념

주요 연구자

Bowen(1953), Eells(1956), Heald(1957),
1950년대
Selekman(1959) 등.

빈부격차 심화의 본격화로 경영수익에
상응하는 자선적 책임이 대두

Davis(1960), Frederic(1960),
1960년대 McGuire(1963), Freedman(1962, 1970),
Walton(1967) 등

잉여자본을 확보한 기업가의 적극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자선적 책임

Heald(1970), Johnson(1971),
Wallich(1972), Parket(1973),
1970년대
Ackerman(1973), Abbott and
Zenisek(1979), Carroll(1979)

Steiner(1971),
특정 테두리 안의 한계에 따라
Sethi(1975),
경제적, 법적, 자선적 책임 이외에
Monsen(1979),
윤리적 책임이 추가
등

Jones(1980), Dalton and Cosier(1980),
1980년대 Tuzzolino and Armandi(1981),
Buono and Nicholas(1990) 등
1990년대

CSR의 대안적 활동이 제시되며,
범위가 확장되는 전환점 마련

Donaldson and Preston(1995), Jones(1995), 이해관계자 모형의 대두와 시민사회의
Wood and Jones(1995), Swanson(1995) 등 CSR 활동이 활성화

Schwartz and Carroll(2003), Enderle(2004), 환경적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전략적
CSR의 관심이 확산되며 그 성과
2000년대 Bhattacharya and Sen(2004),
측정에 집중
Kotler and Lee(2006) 등

글로벌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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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접근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는 글로벌화에 따른 범세계적
시민의식 성장으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f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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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제표준과 그 지표
1. UN 글로벌 협약

national Entreprises), UN Global Com-

UN 글로벌 협약(Global Compact)은 사

pact, 국제 표준화기구의 ISO26000 등

회적 책임 수행과 관련한 국제 협약으로

환경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확산 노력

기업이 UN의 핵심기관, 노동계 및 시민

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체계
안에서 기업의 모든 행위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
리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급속한 경
제성장이 이루어진 시기로 그에 따른 기
후변화, 빈곤,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며,
연구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더욱 확대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표 3> CSR
관련 연구자와 주요 개념이다. 방대한

CSR 관련 연구들 가운데 Carroll(1994,
1999), Carroll and Shabana(2010)의 연구
관점에서 재정리한 결과로 연대별 특성

사회와 함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협약은 1999년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포럼에서 당시 UN의 사무총장이던

Kofi Anan이 인류의 세계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한 토대 마련의 일환으로 기업
인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한데서 출발하
여 2000년 7월 UN 본부에서 세계 50대
주요 기업 경영진과 노동, 환경, 인권 및

NGO 등에서 참석하여 공식 출범하였
다. <표 4> UN 글로벌 협약의 10대 원
칙을 통해 세부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을 요약하면, 1950년대 기업수익에 상응

기업과 세계시장의 사회적 합리성을 제

하는 자선적 책임으로 제한된 CSR 활동

시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여기

은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경제적,

에 가입한 기업은 세계적 원칙에 기반을

법적, 윤리적, 자율적 책임으로 세분화가

둔 기업전략 및 사회신념을 통해 세계

이루어지는 등 개념적 연구가 주를 이루

경제와 사회가 더욱 안정되고 정당하며

었다. 이후 1980년대에는 CSR의 대안적

포괄적으로 번영하고 번성하도록 기여

활동이 제시되었고, 1990년대와 2000년

한다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

대에는 이러한 대안적 활동이 CSR 수행

2013년 7월 현재 국내에는 UNGC 한

근거로 작용하며 그 활동 범위가 확대되

국협회가 존재하는데 SK텔레컴, KT, 대

었는데 이와 동시에 성과평가에도 상당

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아모레퍼시픽, 신

한 노력과 진전이 있어 왔다.

한은행, 우리은행 등 약 240개 기업들이

32

이명호․김현식

글로벌경영연구

<표 4> UN 글로벌 협약의 10대 원칙
구 분
인권

노동규칙

환경
반부패

세부 내용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공모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한다.

원칙 3

기업은 실질적인 결사의 자유 및 집단 교섭권을 인정한다.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원칙 5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철폐한다.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원칙 8

환경에 대한 책임강화에 솔선수범한다.

원칙 9

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한다.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자료: UNGC 한국협회.

가입해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120개국

수 있다. 둘째, 세계화, 기업 시민, 지속

에 5,216개 기업 및 단체가 가입한 상태

가능한 개발 등 동시대적 문제점에 대해

이다.

실질적인 해법 모색이 가능하다. 셋째,

글로벌 협약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

민감한 세계 현안협의에 대해 주도적인

로 하며, 회원자격은 UN 글로벌 협약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상시적인 위기

뉴욕본부에 가입이 되어있는 기업 및 단

관리가 가능하다. 넷째, UN의 세계적인

체 중 각국의 해당 협회에 가입 의사를

영향력에 접근성을 확보하고, 정부, 기

밝히면 참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참여를

업, 노동, 시민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

선언한 기업 및 단체는 실질적으로 활동

축이 가능하다. 다섯째, 기업 및 브랜드

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글로벌 콤팩트

가치, 종업원 사기와 생산성, 경영 효율

와 그 원칙이 기업 및 단체의 경영, 전

성 등을 높일 수 있다. 여섯째, 글로벌

략, 문화, 일상적 운영의 일부가 되게 하

협약의 참여자들과 지식과 경험을 공유

기 위해서는 해당 참여자가 매년 경과보

할 수 있다.

고를 하여야 한다. 참여의 이점은 첫째,

또한 원칙 이행과 협력의 측면에서 첫

국제기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

째, 기업 전략과 실천에 있어 글로벌 콤

함으로써 세계경제를 지속 가능하고 포

팩트의 원칙들을 이행해야 하며, 유엔의

괄적으로 만들기 위한 리더십을 행사할

폭넓은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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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언론, 강연

초되어 4만 톤의 원유 유출로 심각한 환

회 등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글로벌

경오염을 유발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환

콤팩트와 그 원칙들을 공적으로 지지하

경단체인 CERES(Coaltion for Environ-

며, 셋째, 연간보고서 등 기업 출판물에

mentally Responsible Economics)가 사

글로벌콤팩트와 그 10대 원칙 지지 내용

고 재발을 막기 위해 1997년 국제연합환

을 기술해야 한다.

경계획(UNEP)과 협약을 맺고 세워졌다.

다만, 이 같은 보편적 원칙을 실질적으

김창호(2006)는 지구 환경문제의 심각성,

로 이행하는 단계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

기업경쟁의 심화, 사회적 책임 투자의 확

하므로, 글로벌 협약은 단기간의 일회적

대, 시민사회의 성숙 등으로 인해 기업

행사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실행

경영에 상당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매년 세계 각처

있다고 보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지속

에서 다양한 내용의 글로벌 협약 관련

가능보고서를 주목하였다.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지역 네트워크 회

GRI의 주요 업무는 지속가능보고서 가

의와 국제회의를 통하여 참여기업 및 단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기업에 보고서

체들은 글로벌 협약의 원칙과 협력을 통

작성을 권장하는 선까지로 강제성이 없

하여 실제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RI 웹 사이트에

지를 알 수 있으며, 사회적, 환경적 이해

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13년까지

관계자들로부터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5,914개의 조직(동일 기업이라도 해당

있다. 글로벌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이라

국가에 법인으로 신고 된 경우 별도의 보

면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여 서로의 장점

고서 제출)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경

을 배우고 구체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

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립

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첫 해 10개에 불과했으나, 2013년 1,883
개 조직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2. GRI 가이드라인

와 같이 제출하는 조직이 급증한 것은 환
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속에 관련 보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기

고서를 제출하면 국제적 평가가 개선되

업의 지속가능경영 활성화와 환경보호를

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 POSCO, SK

이 기구는 1989년 미국의 대형 유조선

텔레컴, 유한킴벌리 등 44개 조직이 2013

엑슨 발데스호가 알래스카 해안에서 좌

년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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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GRI 가이드라인의 성과지표 영역
성과지표
영역
경제

환경

세부지표 규약

문항
수

글로벌경영연구

한편, GRI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
인은 2000년에 제1차인 G1, 2002년에 제

2차인 G2, 2006년 제3차인 G3, 2013년

경제적 성과
시장지위
간접 경제성 영향

4
3
2

제4차인 G4가 발표되었으나, 지난 2013

원료
에너지
물
생물다양성

2
5
3
5

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두 개의 구

대기 배출물, 폐수 및
배기물

10

제품 및 서비스
법규 준수
운송
기타

2
1
1
1

고용
노사관계
노동여건
직장보건 및 안전
및 관행
교육 및 훈련
다양성 및 평등한 기회

3
2
4
3
2

년에는 대체로 G3를 기준으로 된 보고
성으로 이루어진 가이드라인은 우선 지
속가능 보고서 작성을 위한 원칙과 지침
이 있다.
다음으로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운
영 전략과 성과 부분을 포함한 표준 공
시(standard disclosures) 두 개로 나누어
진다. 표준 공시와 관련한 성과지표는
경제, 환경, 노동여건 및 관행, 인권, 사
회, 제품책임 등 6개로 <표 5> GRI 가
이드라인의 성과지표 영역에 표시되어
있다. 6개 성과지표 영역 안에 세부지표

투자 및 조달관행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아동노동
강제노동
보안관행
원주민 권리

3
1
1
1
1
1
1

규약이 열거되며, 세부지표 규약의 하부

지역사회
부패
공공정책
경쟁저해행위
법규준수

1
3
2
1
1

핵심 혹은 부가적인 문항으로 성과평가

고객 건강 및 안전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제품책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고객 개인정보 보호
법규준수

2
3
2
1
1

인권

사회

자료: www.globalreporting.org.

에 다시 각각의 개별적인 문항들이 구성
되어 있다. 한편, <표 6> GRI의 세부 성
과지표 규약은 총 79개의 세부 성과지
표 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각 문항들은
에서의 중요성과도 상응한다.

3. ISO26000
1990년대 이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
심이 재차 확산되면서 ISO는 2001년에
국제표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
도록 결의안을 승인하였다. 2년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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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GRI의 세부 성과지표 규약
구 분

평가 항목
핵심
핵심
경제적성과
핵심
핵심
경제
부가
성과
지표 시장지위
핵심
핵심
핵심
간접경제성영향
부가
핵심
원료
핵심
핵심
핵심
부가
에너지
부가

물

EC1
EC2
EC3
EC4
EC5
EC6
EC7
EC8
EC9
EN1
EN2
EN3
EN4
EN5
EN6

부가 EN7
핵심 EN8
부가 EN9
부가 EN10
핵심 EN11
핵심 EN12

생물다양성
환경
성과
지표

부가 EN13
부가 EN14
부가 EN15

대기배출물,
폐수 및 배기물

핵심
핵심
부가
핵심
핵심
핵심
핵심
핵심

EN16
EN17
EN18
EN19
EN20
EN21
EN22
EN23

부가 EN24
부가 EN25
제품 및 서비스
법규 준수
운송
기타

핵심
핵심
핵심
부가
부가

EN26
EN27
EN28
EN29
EN30

세부 성과지표
창출, 분배된 경제적 가치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의미
복리후생 지원 범위
정부의 재정적 지원
사업장 법정 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비율
주요 사업장 현지 구매 정책, 관행 및 비율
주요 운영지역 현지 채용절차 및 임원 비율
간접시설 투자 및 공공복지 서비스 영향
간접적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
원재료 사용량
재활용된 원재료 사용비율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1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지량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재생가능 에너지 기반 제품/서비스 공급
노력 및 해당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
간접 에너지 절약 사업 및 성과
공급원별 총 취수량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토지 위치 및 크기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에서 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현행 조치 및 향후 계획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자연보호연맹 및 국가
지정 멸종 위기종 수 및 멸종 위험도
직/간접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   및 기타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최종 배출지별 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바젤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반입/반출/처리량 및
해외로 반출된 폐기물의 비율
보고 조직의 폐수 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 명칭, 규모, 보호 상태, 생물다양성 가치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법규 위반에 부과된 벌금/비금전적 제재 건수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환경 영향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다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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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여건
및
관행
성과
지표

인권
성과
지표

사회
성과
지표

제품
책임
성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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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세부 성과지표
핵심 LA1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핵심 LA2 직원 이직건수 및 비율(연령별, 성별 및 지역별)
고용
임시직 또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상근직에게만 제공하는
부가 LA3
혜택(주사업장별)
핵심 LA4 단체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노사관계
핵심 LA5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 기간
부가 LA6 노사 공동 보건 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
핵심 LA7 부상, 직업병, 손실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건수
직장보건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 지원 교육,
및 안전
핵심 LA8
훈련, 상담, 예방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
부가 LA9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
핵심 LA10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교육 및 훈련
부가 LA11 지속적 고용과 퇴직직원 지원을 위한 직무교육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부가 LA12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심사 대상 직원의 비율
핵심 LA13 이사회 및 직원의 구성 현황
다양성 및
평등한 기회
핵심 LA14 직원 범주별 남녀 직원간 기본급 비율
인권보호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심사를 통과한 주요투자 협약 건수
핵심 HR1
및 비율
투자 및
조달관행
핵심 HR2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의 인권심사 비율
부가 HR3 업무 관련한 인권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시간
차별금지
핵심 HR4 총 차별건수 및 관련 조치
결사 및 단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핵심 HR5
교섭의 자유
업무 및 해당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아동노동
핵심 HR6 아동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및 근절 조치
강제노동
핵심 HR7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근절 조치
보안관행
부가 HR8 업무 관련 인권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담당자 비율
원주민 권리
부가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업무활동 시작, 운영, 종료 단계에서 지역사회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사회
핵심 SO1
관리하는 프로그램 특성, 범위 및 실효성
핵심 SO2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단위의 수 및 비율
부패
핵심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핵심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핵심 SO5 공공정책 입장, 공공정책 수립 및 로비활동 참여
공공정책
부가 SO6 정당, 정치인, 관련 기관의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총액
경쟁저해행위
부가 SO7 부당경쟁행위 및 독점행위의 법적 조치 건수 및 결과
법규준수
핵심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개선 목적의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영향을 평가한 생명주기
핵심 PR1
상의 단계, 제품 및 서비스 평가 비율
고객 건강 및
안전
제품 및 서비스 생명주기 상 고객의 건강과 안전 영향 관련 규제 및
부가 PR2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핵심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요건 비율
제품 및 서비스
부가 PR4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 규제 및 규칙 위반 건수
라벨링
부가 PR5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 등 고객만족 관련 활동
핵심 PR6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관련 규제, 표준, 규칙 프로그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부가 PR7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관련 규제, 표준, 규칙 위반수
고객개인정보보호 부가 PR8 고객정보 보호위반 및 정보 분실 관련 불만제기 건수
법규준수
부가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 관련 법률 및 규제 위반 부과된 벌금

자료: www.globalreport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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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결과 ISO4)는 새로운 표준

발된 ISO26000은 2010년 11월에 발효

을 개발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에 관한

되었다. 사회적 위험과 영향을 파악하고,

ISO 실무그룹 구성을 결정하였다. 선진

관리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조직 거버

국인 스웨덴과 개발도상국인 브라질을

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

주축으로 한 실무그룹이 국가표준기구

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를 공동으로 주도하는 상황에서 총 8차

등 7개 핵심 주제가 포함된 ISO26000은

례의 국제총회를 개최하고 25,000건에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

달하는 서면 의견을 검토한 후 의견일치

자 이익 존중, 법규준수, 국제행동규범,

를 이루었다. 또한 ISO와 그 실무그룹은

인권 등의 7개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

이해관계자 의사진행을 기반으로 상당

다. ISO26000은 조직이 지속 가능한 개

히 진보적인 방안을 개발해 국제적 합의

발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

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

표로 국제노동기구(ILO), UN 글로벌 협
약, GRI 등이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4) ISO는 163개 국가 표준기구가 회원으로 가입
되어 있는 국제기구이다. 큰 국가, 작은 국가,
산업화된 국가, 개발도상국, 과도기 국가 등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18,400개 이상의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ISO 포트폴리오는 경제, 환경, 사회라는 3가지
측면이 모두 반영된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
련하여 비즈니스, 정부, 사회에 실용적인 툴
(tool)을 제공한다. ISO 표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무역을
촉진하고, 지식을 전파하며, 혁신적인 기술 발
전을 확산하고, 경영 및 적합성 평가와 관련
된 모범 관행을 공유한다. ISO 표준은 농업,
건축, 기계공학, 제조, 유통, 수송, 의료장비,
정보통신기술, 환경, 에너지, 품질관리, 적합
성평가, 서비스 등 거의 모든 활동 분야에서
솔루션과 혜택을 제공한다. ISO는 시장 요건
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표준을 개발
한다. 표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
제로 해당 표준을 이용하게 될 산업, 기술, 비
즈니스 부문에서 직접 확보된 주제 전문가
들에 의해 개발이 진행된다. 이러한 전문가
들은 정부 기관, 실험실, 소비자 협회, 학회
대표 등 관련 지식을 갖춘 다른 사람들 또는
국제 정부/비정부 기구와 공동으로 표준을
개발하기도 한다. ISO 국제 표준은 경제적 여
건에 관계없이 해당 표준에 대해 글로벌 차원
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국제 행동
규범과도 일치한다(자료: www.iso.org).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장 포괄적 기능을
수행할 가이드라인이다.5) 따라서 단순
한 법의 준수가 목표가 아니라 법을 준
수하는 것이 조직으로서의 기본적인 의
무이며 사회적 책임의 핵심 분야에 해당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사
회적 책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
키고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다른 방법이나
계획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

5) ISO26000은 조직의 크기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의 개념, 조건, 정의, 배경, 트렌드, 특징, 원
칙과 관행, 핵심 주제와 이슈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조직 전체에서, 조직의 정책과 관행
을 통해, 그리고 조직의 영향 범위 내에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통합, 실행, 촉
진하도록 하는 CSR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으
로 이해 관계자의 확인과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헌신, 성과 및 기타 정
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한다(자
료: www.is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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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understanding social responsibility),

ISO 표준은 농업, 건축, 기계공학, 제조,

다양한 출처에서 도출된 원칙의 지침을

유통, 수송, 의료장비, 정보통신기술, 환

제공하는 조직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 원

경, 에너지, 품질관리, 적합성평가, 서비스

칙(principles of social responsibility), 사

등 거의 모든 활동 분야에서 솔루션과

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 영향 등의 이해

혜택을 제공하지만, 시장 요건이 명확히

(recogniz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en-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준을 개발하

gaging stakeholders), 조직 실무에서 적

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준이 필요하

용할 수 있는 핵심주제 및 이슈에 대한

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제로 해당 표준을

지침 제공(Guidance on integrating social

이용하게 될 산업, 기술, 비즈니스 부문

responsibility throughout an organization),

에서 직접 확보된 주제 전문가들에 의해

사회적 책임 수단과 계획 등의 사례(Ex-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다. 해당 전문가들은

amples of voluntary initiatives and tools

정부 기관, 실험실, 소비자 협회, 학회

for social responsibility) 등과 함께 마지

대표 등 관련 지식을 갖춘 다른 사람들

막에 요약과 참고문헌을 싣고 있다.

또는 국제 기구와 비정부 기구 등이 공

한편, ISO26000은 7개 핵심 주제 및

동으로 표준을 개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요 이슈별로 240여 개의 기대사항을 열

ISO 국제 표준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

거하고 있는데, 기대사항들은 초기에 상

이 해당 표준에 대해 글로벌 차원의 합

이한 위원회에서 조문을 작성하였기 때

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국제 행동

문에 차별화 된 구조와 전개 방식을 따른

규범과도 일치하게 된다.

다. 따라서 일관되지 않은 내용 흐름에

ISO26000의 구성은 지침의 내용과 지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도 총 240

침이 필요한 이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개의 이슈 가운데 <표 7> ISO26000

서론을 시작으로 지침의 대상, 포괄범

핵심 주제와 중요 기대사항들에 중요 항

위, 적용 한계를 정의한 적용범위(scope),

목만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ISO26000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책임 이
해의 기초가 되는 핵심 조항과 정의들

4. 국제표준의 비교

(terms and definitions), 사회적 책임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와 조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UN 글로벌 협약,

건들을 열거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의

GRI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 ISO

역사적, 현대적 맥락과 개념적 특징에서

26000 이외에 코원탁회의(Caux Round

나타나는 질문을 다루는 사회적 책임의

Table) 기업행동원칙, OECD 다국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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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ISO26000 핵심 주제와 중요 기대사항들
핵심 주제

조직 지배구조

중요 기대사항
주요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 및 과정은 설명책임과 투명성을 확보
의사결정 및 과정은 이해관계자들을 존중하고 관련법을 준수할 의무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기 위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보상체계 조성
조직은 금융자원, 천연자원,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조직의 고위급 지위에 과소평가된 집단의 공평한 대우 촉진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 고려, 제약 범위를 규명, 의사소통을 활성화
조직의 의사결정에 남녀 직원의 효율적 참여 장려

인권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없는지 주의
인권존중을 옹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강구
조직은 직간접 혹은 무언의 공모를 적극 회피
조직 보안체계는 인권존중, 국제규범, 법 집행 위한 표준과의 일치 증명
조직은 인권 문제가 발생하면 치유 메커니즘을 설립
치유 메커니즘은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고, 투명하여야 함
취약그룹 등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차별의 철폐
개인의 삶, 의사표현자유, 집회결사자유 등을 존중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보장, 강제 및 아동 노동의 금지

노동관행

조직은 고용자로서 완전하고 안정한 고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조직은 피고용자가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안
피고용자의 임금, 보상, 근무시간 등 국제노동기준 및 국내법 준수
노사정 대화 방식을 비롯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의 적극 도입
조직은 직장에서의 보건과 안전에 최선의 노력
조직은 근로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환경

공정한 조직운영

조직은 여러 유형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연 에너지를 적극 활용
수자원을 보전하고, 각종 원자재를 효율적으로 이용
조직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방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적극 대응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노력
조직운영과정에서 부패 방지
조직은 로비, 정치적 공헌 및 참여와 관련된 활동을 투명하게 진행
각종 계약, 투자, 금전거래, 협력업체 선정 등에서 공정성, 투명성 확보
조직은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타인의 재산권 침해를 금지
조직이 취득하거나 사용한 재산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
공급망에 걸쳐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공정한 운영을 시행

소비자 이슈

공정성과 투명성, 배려의 원칙으로 소비자 응대
취약그룹을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내세우고 강요하는 것의 금지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보장
조직은 지속가능한 소비를 적극 권장하고 시행
소비자 불만을 사전 예방하는 조치와 적극 대응의 실행방안을 개선
소비자 개인 정보의 적극 보호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인식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창달에 적극 기여
지역사회의 고용창출과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 경주
납세의무 이행과 정당한 부와 소득의 창출
지역사회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노력

자료: http://www.is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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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본

계정상회의’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연구는 위에 제시한 국제 표준들을 중심

을 확대하자는 제안과 동시에 10년에 걸

으로 비교를 수행하였다. 이들 국제 표준

친 향후 추진 계획을 설정하면서 본격화

은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수행하는 비교

서 상이한 점이 있으나, 지속가능경영에

는 실질적으로 각 표준들에 대한 개별

대한 관심 증대 속에서 시차를 두고 제

조항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것이지, 셋

정 및 발효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공

가운데 특정 표준의 우수성을 인정하기

통점을 가지고 있다. 비교에 앞서 지속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각

가능경영에 대한 주요 이슈는 1972년 UN

표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데, 가장

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에 따른 성장의

최근의 ISO26000을 중심으로 먼저 UN

한계를 제시한데서 출발하였으나, 지속

글로벌 협약을, 다음에 ISO26000과 GRI

가능경영의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

가이드라인 각각의 공통 사항을 정리하

발위원회에서 등장하였다. 이후 1992년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RIO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개념이 구

먼저 ISO26000 7대 이슈와 UN 글로벌

체화 되었고,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

협약의 공통점은 아래 <표 8> ISO26000

<표 8> ISO26000과 UN 글로벌 협약의 비교
ISO26000 7대 이슈

UN 글로벌 협약 10대 원칙

조직지배구조

직장 기본권
인권

원칙
원칙
원칙
원칙

1:
3:
4:
6:

국제적 인권보호 선언의 지지 및 존중
실질적 결사의 자유 및 집단 교섭권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 철폐

취약 집단

원칙 5: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철폐

시민권 및 정치권

원칙 2: 인권 침해에 공모하지 않을 것

노동관행 노동조건 및 사회적 보호

원칙 5: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철폐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 촉진 원칙 8: 환경에 대한 책임강화에 솔선수범
환경

지속가능한 자원사용

원칙 9: 환경 친화적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

생태계

원칙 7: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지지

조직운영 부패 및 뇌물방지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원칙 10: 부당취득,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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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UN 글로벌 협약의 비교에 나타나 있

취약집단 관련 세부 항목이 6개, 사회적,

다. 내용을 보면 UN 글로벌 협약 10대

경제적, 문화적 세부 항목이 5개, 시민

원칙은 ISO26000의 7대 이슈 가운데 인

사회에서의 시민권과 정치적 관심에 대

권, 노동관행, 환경 및 공정한 조직운영

한 권리 등이 4개의 순서로 나타났다. 노

등에 중복되는 사항이 많았는데, 특히

동 이슈에서는 40개 중 노동조건 및 사

인권과 환경에서 상당한 공통 특성을 가

회적 보호가 11개, 사회적 대화 9개, 고

지고 있다. 이는 UN 글로벌 협약이 UN

용 및 고용관계 8개, 인적개발 7개, 직장

의 핵심기관, 노동계 및 시민사회 등과

에서의 안전 및 보건 등이 5개 등으로 반

함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에 집

영되었다. 환경에서는 45개 중 활동, 제

중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결국, UN

품 및 서비스 환경과 지속가능한 소비 및

글로벌 협약의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산이 각각 12개, 지속가능한 자원 활

ISO26000의 조직지배구조, 소비자이슈,

용과 생태계 관련 항목이 각 8개씩이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포함 범위가

고, 기후변화가 5개 등이 나타났다. 공정

다른 것을 제외하고, 공통적인 사항을

한 조직 운영에서는 21개 중 공급사슬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을 통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

다음으로 ISO26000 7대 이슈와 GRI

lity) 활성화가 7개, 공정경쟁 5개, 부패

가이드라인의 79개에 달하는 지표 규약

및 뇌물방지와 책임감 있는 정치참여가 각

은 다음 <표 9> ISO26000과 GRI 가이

각 4개, 지적재산권 존중이 1개로 나타

드라인의 비교에 나타나 있다. 이는 ISO

났다. 소비자 이슈에서는 26개 중 소비

26000 가운데 조직지배구조를 제외한 6

자 건강 및 보건과 관련한 항목이 5개,

개 이슈에서의 공통점을 파악하여 해당

제품회수 절차와 공정 운영, 마케팅 및

평가항목을 정리하고, 그 문항수를 정리

정보 등의 항목이 각각 4개, 환경 및 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이다.

회 친화적 제품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비교 결과를 외관상으로 보면 상당한

및 지원 항목이 각 3개씩, 소비자정보 및

공통점이 있었는데, 보다 발전시켜서 ISO

사생활 보호, 지속가능한 소비, 교육 및

26000의 6개 이슈에서 공통되는 문항수

인식 등에 각각 2개의 항목이 포함되었

를 기준으로 그 수가 큰 세부이슈를 정리

으며, 필수 상품 및 서비스의 접근과 관

하면 다음과 같다.

련한 항목이 1개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

인권에서는 26개 중 직장 기본권이 11

역사회 참여와 발전에서는 15개 중 사

개 요소로 가장 강한 공통점이 있었다. 다

회적 개발 기여가 6개로 각각 가장 많은

음으로 남녀 차별과 아동노동 등에 대한

공통 문항을 가진 가운데 공동체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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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ISO26000과 GRI 가이드라인의 비교
GRI 성과지표 79개 세부 지표규약
평가항목의 구분 기호
공통수
조직지배구조
EC3, LA2-4, LA6, LA9, HR1, HR4, HR5,
직장 기본권
11
SO8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EC1-3, EC8, HR4
5
인권
취약 집단
LA4, HR1, HR6, HR9, SO1, SO4
6
시민권 및 정치권
LA2, HR1, SO4, SO6
4
EC7, LA1, LA6, LA13, LA14, HR2, SO1,
고용 및 고용관계
8
SO8
EC1, EC3, EC5, LA1-3, LA6-7, LA9, HR2,
노동조건 및 사회적 보호
11
SO1, SO8
노동관행
사회적 대화
LA1, LA5-6, LA9, HR2, SO1-2, SO5, SO7
9
직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
LA4, LA6-9
5
인적 개발
LA3, LA8, LA10-12, HR3, HR8
7
활동, 제품 및 서비스 환경
EN8, EN9, EN16-25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EN1, EN2, EN5, EN6, EN19-21, EN26-30
12
환경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EN1-5, EN7, EN10, EN13
8
기후변화
EC2, EN4, EN6, EN16, EN17
5
생태계
EN9, EN11-15, EN23, EN25
8
부패 및 뇌물 방지
SO2-4, SO8
4
책임감 있는 정치참여
SO1, SO4-6
4
공정한
공정경쟁
SO1, SO4, SO5, SO7, SO8
5
조직운영
공급사슬을 통한 SR 활성화 EC6, EC9, LA1, LA4, LA6, HR2, SO5
7
지적재산권 존중
SO7
1
공정 운영, 마케팅 및 정보
LA4, SO4, PR6, PR7
4
소비자 건강 및 보건
EN26, LA8, SO4, SO8, PR2
5
제품회수 절차
LA5, PR2, PR6, PR8
4
환경 및 사회 친화적 제품
EN26, EN27, PR9
3
소비자
소비자 서비스 및 지원
PR1, PR3, PR4
3
이슈
소비자정보 및 사생활 보호 SO4, PR8
2
필수 상품 및 서비스의 접근 PR1
1
지속가능한 소비
PR3, PR5
2
교육 및 인식
PR3, PR5
2
EC1, EC8, LA8-10, SO1
6
지역사회 사회적 개발 기여
참여와 경제 개발 기여
EC1, EC9, LA2, SO7
4
발전
공동체 참여
EC1, LA4-6, SO5
5
ISO26000 7대 이슈

5개, 경제 개발의 기여가 4개의 순서로

은 ISO26000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GRI

을 알 수 있다.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을 위한 79개 항목

따라서 두 비교 결과를 종합할 때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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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협약, GRI 가이드라인, ISO26000

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 CSR 성과평가의

등의 보고서 작성 시에 공통된 부문을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해당 분

고려해 작성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조

야에서 새로운 평가지표를 제시하는데

직에서 각각의 보고서 작업을 분리하지

보다 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않고,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인력의 낭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요 이슈

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

가운데 세부적으로 노동 및 환경 두 개

만, 공통된 부문이 기업의 지속가능보고

의 분야에서 CSR 성과평가와 관련한 연

서 상에서 일관된 결과로 반영되어야 함

구흐름을 파악하였다.

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
서 각 국제표준은 요구하는 시점과 관점

1. 환경 분야 CSR 활동과 성과평가

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오류
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1990년대 중반 나이지리아의 석유 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직에서도 오

발 지역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던 글로벌

류 발견 시에 이를 신속하게 지적할 수

석유기업 shell은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였다. 환경
문제를 야기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해

Ⅳ. 최근 CSR 성과평가

결하는데 기여하지 않는 기업은 명성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큰 손상을 받는 것은
물론, 고객과 시장 등 사업 기반을 상실

본 연구는 상술한 바와 같이 국제적인

할 수도 있음을 일깨운 대표적 사건이다.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CSR에 대

이런 점에서 CSR에 대한 요구는 더 이

한 패러다임 전환을 인식, 시대적 흐름

상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환경

속에서 의미의 변천 및 발전과 함께 근

보호 관련 규제들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다

래 CSR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국제표준

르기는 하지만, 규제 준수 활동을 투명

을 파악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국제표준

하게 전개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사업

의 지표를 활용한 최근의 연구흐름을 파

수행 기회는 제약 받을 수밖에 없다(신

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 노

원무, 2010).

동, 환경, 공정한 조직운영, 소비자 이슈,

친환경 CSR의 사례와 관련한 선행연

사회 등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살펴보는

구로 Nagasawa and Kizu(2012)는 자연

것이 보다 직접적인 트렌드 파악에 용이

에서의 원료 공급으로 친환경 이미지가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분야를 중심으

브랜드에 흡수되면서 명품화장품(Lux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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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etics)으로 인식되고 있는 CHANEL,

인 연구들은 마케팅 관점에서 기업이 지

GUERLAIN, L’OREAL, ESTEE LAUDER

속가능경영을 위해 그 필요성을 강조한

등 네 개의 세계 유명 화장품 기업을 대

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D’Souza et

상으로 친환경적 CSR 활동 여부를 조사

al.(2009)는 마케팅 관점에서 소비자의

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생산물에 직접

환경친화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 구매의

연관된 친환경 원료가 포함되었으며, 이

도를 문화가 다른 호주와 포르투갈을 대

와 병행한 관련 CSR 활동이 지속되고 있

상으로 분석한 결과, 양국 모두에서 친

음을 파악하였다. <표 10> 명품화장품의

환경 기업 제품의 구매의도가 상당히 높

CSR 활동 내용은 이를 요약한 것이다. 명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을 비롯

품에 대한 사회적 반감(최항섭, 2003), 또

한 선진국에서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수

고가 전략에도 성공하고 있는 것은 환경

준임을 제시하며, 국가의 발전 정도가

에 대한 CSR 활동의 결과로 이해할 수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에 환경문제

있다. 따라서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이 높

를 고려한 안전한 제품의 선호가 높아짐

은 비용을 들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을 실증적으로 파악한 결과이다.

것은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명성에 대

한편,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 신흥국으

한 기대와 함께 친환경 CSR 활동을 통한

로 분류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연구도

이미지가 중복 반영되며 시장에서의 선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유재

호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욱(2013)은 중국시장에서 경쟁하고 있

그렇다면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는 다국적기업과 현지 기업들의 사회적

결정에서 친환경 CSR 수행이 어느 정도

책임 활동 차이에 대한 평가결과와 CSR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까? 친환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중국인

경 차원의 CSR 수행과 관련하여 국제적

들의 인식도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

<표 10> 명품화장품의 CSR 활동 내용
회사명

친환경 CSR 활동

CHANEL

원료 공급지에 대한 자연자원 보호 계획 신청 및 실행
원주민과의 파트너십

GUERLAIN

필리핀 마닐라의 누네타 공원에 대한 보호 계획 신청 및 실행
주요 원료인 로얄제리의 친자연적 연구화단지 조성

L’OREAL

화학 작용에서의 유해물 생성 최소화를 위한 설비장치 구축

ESTEE LAUDER

용기의 재활용 시스템
미국 OCEANA와 자매결연을 맺고, 환경 관련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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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업들의 CSR 활동은 책임관리, 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

장책임, 사회책임, 환경책임으로 구분한

설 2의 고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네 개의 평가 요소 모두에서 중국기업들

요인별 지각 차이를 보면, 미국인 고객

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특히 환

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 따른 지각

경 부문에 대한 책임의 경우 다국적기업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신흥국인 중국에 진출하면서 유럽 등

미국인 고객은 친환경 속성 지각에서 평

선진국에 비해 낮은 규제 수준에만 초점

균 4.02로 조사 대상 국적 가운데 가장

을 두고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효과적

높은 친환경 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인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호텔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환경 정책에

을 제시하며, 현지에서의 지속경영을 위

대해 안내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 경영자의 인식 전환이 불가피함을 시

일본, 중국, 한국 국적의 고객은 요인별

사한다.

지각에 대해 다양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

앞서 두 연구는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국적에 상관없이

친환경 CSR 수행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모두 남성보다 친환경 지각이 높은 것으

중요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국가 성장

로 나타나 여성을 위한 친환경 마케팅

정도에 따른 직접 비교 시에 어느 정도

전략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러한 국가

호텔기업은 친환경 활동에 대한 중요성

간 수준 차이를 고려한 인식 차이를 통

을 인식하여 세부적인 친환경 지침을 작

해 친환경 경영이 소비자 구매와 직접적

성, 직원들을 교육하고 고객들에게도 호

연결성이 있음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천

텔의 친환경 활동 및 재활용에 대한 회

외(2011)는 호텔기업에 대한 친환경 호

사의 협조 내용을 알려 성과를 달성할

텔 속성의 지각 차이에 관한 연구를 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행하였다. 국내호텔의 최대 고객인 미국,

앞서의 선행연구들에서 경영자의 인

일본, 중국, 한국 국적의 고객을 대상으

식 전환에는 비용 투입이 불가피함을 간

로 국적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친

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박

환경 지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

기정 외(2009)의 연구를 살펴 보았다.

과 가설 1의 국적에 따른 요인별 지각차

이 연구는 IT도입으로 구현되는 친환경

이를 살펴보면, 친환경 정책, 친환경 시

적인 정보시스템이 기업에서 에너지 비

설, 친환경 교육 및 회계, 친환경 주방환

용 절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경영 측면

경, 환경홍보 및 절약, 자연친화적 객실

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지 살

관리, 객실비품의 재활용 등에서 지각

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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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지면서, IT 산업에서도 지속 가

와 압력이 정부 또는 국제기구, 그리고

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 IT에 대한 논의

NGO 등에 의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구하고, 실제 경영에서는 이러한 규제와

때 이를 통한 기대효과에도 대다수 기업

압력에 순응하면서 그 수준을 초과하는

은 정보시스템의 친환경성에 대한 동기

친환경 기업이 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의식과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부족한 실

훼손하는 비용 증가 요소로 인식되고 있

정임을 연구의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이

다. 특히 국내 기업은 1970년대 이후 경

를 위해 그린 IT의 특화된 범주인 `그린

제개발에 초점을 두고 인식 전환의 시기

정보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가 상당히 뒤쳐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기업에서 그린정보화의 수준을 균형있

아니다.6)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보다 더

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그린정보화

환경보전의 기업윤리 및 책임을 토대로

수준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킬

그 결과 기업의 그린정보화 수준을 전

필요가 있다.

략, 지원, 설비, 활용, 효과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서울 소재 3개 주요 대

2. 노동 분야의 CSR 활동과 성과
평가

학의 그린정보화 수준 평가에 적용한 결
과 해당 대학들이 네트워크와 서버 운영

노동 부문에 대한 CSR은 1960년대 유

등의 실질적인 설비 측면에 관해서는 적

럽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권익을 추

극적으로 그린 IT 설비를 도입하거나 계
획 중에 있어 그린 정보화의 성숙한 단
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였다. 다만, 이
러한 사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에 적용될 경우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
진한 현실이다. 즉, 기업이 해당 비용을
통한 성과와의 연결은 지극히 이윤극대
화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기후 변화, 자원 고갈 등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규제

6)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관련하여 김정인
(1998)은 1970년대 이후 매 10년 단위로 정
부 정책과 대비한 기업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 및 경영철학을 정리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구 분

1970～ 1980～ 1990～ 2000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정부 경제개발 산업구조 선진국
정책 우선
변동
진입

환경과
무역의
조화

최소
환경 비용으로
법기준
관리 인식
충족

녹색
소비
주의

기업생존
과 직결

경영
환경
품질관리 재고관리
철학
관리

지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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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가치이념이 인간의 존엄성이라

(2002)는 다국적 기업의 경쟁 심화, 정부

보고 고용차별, 성차별, 인권침해, 작업

역할 축소, 시민활동 활성화, 무형자산 증

장 안전성, 단결권 등을 강조하게 되었

대 등에 따라 기업의 지속 발전이 어려

다(Carroll, 1999; Sethi, 1975; nakamura,

워졌음을 경고하며, 노동 부문 CSR 활동

19987)). 1980년대 들어 글로벌화로 다국

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Dawkins

적 기업의 활동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이

(2009)는 노동 부문에 대한 CSR이 노사

키가 12세의 아동 노동으로 이미지 악화

간에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가 발생하였는데, 이때부터 다국적 기업

하기 위해 합리적 관점에서 종업원의 생

의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산성 증대를 수반하도록 노동조합의 사

가 경영안정화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

회적 책임을 상위에 놓고 경제적 형평성

었다. 아울러 1990년대에는 다시 시민운

(economic equity), 직장 민주화(work-

동이 활성화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1970

place democracy), 사회적 정의(society

년대 이후 나타난 환경적 책임보다 노동

justice) 등 각각의 영역에 이슈가 되는

권 존중의 Code of Conduct 운동8)이 배

기준 지표를 열거하였다. Iqbal, Ahmad,

경이 되었고, 사회적 책임 투자 운동으로

Sheeraz, and Bashir(2012)는 내부 이해

까지 전개되면서 노동 부문 CSR은 시장

관계자의 CSR 인식이 직무 태도 및 성

경제 안에 제도적으로 안착하게 되었다

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Vogel, 2005).

‘노동자 삶의 질’, ‘차별 없는 직장’, ‘고

2000년대는 경제시스템 및 윤리적 관

용권의 관심’, ‘노동자 자기계발’, ‘최선

계에 따라 노사 간 협약이 친화적으로

의 업무 조건’ 등을 기준 지표로 제시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Donaldson and

바 있다.

Dunfee, 2002). 특히 이 과정에서 UNIDO

국내에서도 내부 이해관계자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

7) 企業倫理への社會的對應, 經營倫理, 第3卷
(1998), p.5의 내용.
8) Code of Conduct 운동은 본사만이 아니고
하청사에 대한 노동기준책임을 원청이 관리
해 가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Nike사의 경우
가 대표적인데 이런 운동을 기업들이 수용
하게 된 배경은 다양한 시민운동단체와 국
제기구의 압력이 작용한다. 미국 기업들이
환경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198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압력과 이에 힘입은 환경
분야에서 정부규제의 강화 때문이다(이장원,
2007).

부문 CSR 수행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고 보고 있다. 김성수(2004)는 현대 경
영자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6가지 내
용9) 가운데 이해집단의 이해 조정에 대

9) 기업 존속 및 발전, 종업원 복지향상, 이해집
단의 이해조정, 공해발생 방지, 사회개혁, 후
계자 양성 등을 현대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내용으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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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책임에서 특히 내부 고객이라 할 수

건강과 안전을 제공할 것이 강조되었다.

있는 종업원에게 정상적 생활을 유지하

네 번째로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

기 위한 적정임금 지급과 고용안정, 노

는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동조건의 합리성 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

권순원(2008)은 노동 부문에 대한 CSR

에 대한 노동자 의사참여의 범위와 건전

의미 정립에도 국내의 대부분 기업들은

한 노사관계 등이 사회적 대화의 영역

실무에서 이를 수행하거나 평가할 지표

안에 자리하고 있다.

기준이 미흡하다고 보고, CSR 수행이 기
업은 물론 내부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CSR-노동기준지표를

Ⅴ. 결 론

정리하였다. 그리고 다시 권순원, 김소영,
이호선(2009)은 노동 부문 CSR 수행과

그동안 NGO나 종교, 윤리적 문제에

종업원 조직몰입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

국한되었던 CSR 활동과 관련한 연구들

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마케팅, 재무, 생산 등 다양한 관점으

이러한 학계의 노력 속에 국제기구도

로 분화되며 발전한 것은 이제 자본시장

2010년 11월에 기업지배구조, 소비자 이

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에 그

슈, 지역사회기여, 환경, 인권 등과 함께

비중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노동 관행을 포함한 ISO26000의 사회적

다. 그러나 CSR 활동에 대한 지속적 변

책임 기준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화 및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일부

노력과 관련하여 Iqbal, Ahmad, Sheeraz,

선행연구들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and Bashir(2012)와 권순원, 김소영, 이

개념과 역할, 범위 등의 문헌 고찰에 집

호선(2009)의 기준 지표를 ISO26000의

중하였던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끊임없

인권 및 노동관행 지표 분류에 따라 비

이 축적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하면 크게 다섯 영역에서 공통점을 가

이를 통해 CSR 활동이 이해관계자에게

진다. 먼저 인권, 고용 및 고용관계에서

호응을 얻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산

차별없는 직장, 고용 창출 및 유지 등 고

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용권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중요한 사항

본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UN 글로벌

으로 인식되고 있다. 두 번째로 인간으

협약의 10대 원칙, GRI 지속가능보고서의

로 추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계발

가이드라인 세부지표 규약 및 ISO26000

및 인적투자가 담겨져 있다. 세 번째로

등 국제표준을 비교하였는데, 이를 통해

최선의 업무 조건을 제공하여 직장 내

시대흐름에 따른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글로벌경영연구

CSR 성과평가 지표에 관한 연구

49

파악하였다. 특히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시에 공통된 부문을 고려해 통합적인 관

CSR 개념연구가 활발하였던 1960년대

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공통된 부문이

와 1970년대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을 고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상에서 일관된 결

찰한 결과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율적

과로 반영되어야 함은 결코 간과할 수 없

책임의 수행 영역이 국제표준에 포함된

는 문제이다. 따라서 조직에서 보고서 작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의 원칙이 일관되

성 시에 오류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지적할

게 수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

수 있는 자세로 임하는 동시에 각 국제기

러 CSR 활동과 평가에 대한 최근 동향

구에서도 요구하는 시점과 관점의 차이로

을 통해 사회적 책임 반응을 살펴본 결과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

국제표준에 부합한 활동이 이루어짐을 파

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악하였다. 다만, 사회적 책임의 이슈와 관

한편, 앞으로 실증적 연구 결과들도

련하여서는 GRI 가이드라인과 ISO26000

지표체계의 긍정적 측면을 보다 강하게

을 통해 노동 관련 항목이 상당한 분량

지지하는 것은 물론 부정론자들의 주장

을 차지하고 있지만, 질적 측면에서 환

도 완화시킬 수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경에 대한 관심 증폭으로 노동 측면의

적 책임에 대한 포괄적 성과평가 지표로

이슈 발굴이 다소 지진한 것으로 이해된

ISO26000 활용이 활성화 되면 기업들도

다(이장원, 2007). 이는 CSR이 여러 이

CSR 활동 공시가 활발해져 소비자 인식

해관계자와의 이해를 통해 확산될 수 있

전환을 통한 매출 증대에도 더 크게 기

다는 점에서 대부분 시민운동이 환경 영

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토

역에 집중된데 따른 결과임과 동시에 기

대로 그동안 부정적 시각에서 CSR 활동

업이 내부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종업원

을 망설이던 기업들에게 적극적 참여를

에 대하여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는 상호 대립관계가 여전하기 때문으로

내생적 성장 요인의 측면에서 지속가능

이해된다.

보고서 발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특히 최근의 국제표준인 ISO26000을

있을 것이다.

중심으로 공통점을 파악한 결과 사회적

지속가능발전은 ‘후속세대가 그들의

책임의 중요성이 특정 책임에 치우치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하

않고 있음과 함께 성과지표 개발이 긍정

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것(UN, 1987)’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

하였다. 다만, UN 글로벌 협약, GRI 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지

이드라인, ISO26000 등의 보고서 작성

속가능경영은 조직과 이해관계자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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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을 증진하고 조직의 경제적, 사회

속가능경영에 대한 표준으로 그 성과 정

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여 조직

도에 따라 사업 기회가 제약될 수 있음

의 가치를 제고하는 경영활동’으로 정의

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

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은 지속가능한

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CSR의 중요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두 개념이

성에 대한 기업 경영자의 인식 전환과

결합된 개념이다(홍성태 외, 2012). 따라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계시켜 하

서 CSR을 단순히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나의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않는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준수하여야

대한 고민과 해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는 부담스러운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기업들도 ISO26000 등 새로운 경

만 인식한다면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영 환경 변화를 통찰하고 이를 선제적이

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는 단지 비용과

고도 전략적인 CSR 활동을 전개해 나가

의무일 뿐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

는 전환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영 전략 차원에서 CSR을 활용하려면 이

계기로 글로벌 기업으로서, 또는 글로벌

를 혁신의 기반으로 만들려는 새로운 접

기업의 사업 파트너로 각 조직은 국제

근이 필요한 것이다.

규범에 부합하는 내부 관리 체제를 서둘

지난 반세기에 걸쳐 글로벌화가 진행

러 정비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되면서 CSR에 대한 논의와 요구, 압력

마지막으로 CSR 활동에 대한 사회적

등은 다방면에 걸쳐 획기적으로 증대하

관심 증대 및 발전과 달리 기업의 참여

여 왔다. 대표적으로 UN의 Global Com-

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국제표준에 따르

pact, ILO의 표준, OECD의 다국적기업

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가이드라인, ISO9000과 14000 등과 함

주요 산업별로 CSR 활동이 기업가치에

께 지속가능보고서 및 사회적 회계 등의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실증할

원칙 등이 글로벌 환경 하에서 기업들이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CSR 활

담당하여야 하는 환경 분야의 책임 영역들

동 성과를 표현하는 양적 지표가 빈약한

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ISO26000은 CSR

상황에서 공시된 자료에 기반한 기업가

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지금까지 논

치 영향력의 분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의되어 왔던 다양한 CSR 영역들에 대한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여

종합적인 국제표준의 역할을 담당할 것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러한 제한된

이다. 환경 이슈 가운데 기후변화, 자원고

공시 자료로부터 얻어진 분석 결과의 한

갈 등에서 국제적 규범들에 지침을 제공

계에서 벗어나 CSR 개념에 대한 문헌고찰

하고 있는 ISO26000이 향후 기업의 지

및 국제표준의 테두리 안에서 CSR 활동

글로벌경영연구

CSR 성과평가 지표에 관한 연구

51

성과를 산출하고, 이를 그 효과분석에

대한 기업의 기대 수준에 미치는 영

적용할 수 있다. 물론 CSR 활동의 개념

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과 범위가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상

제2호(2009), pp.242-251.

황에서 과거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된 지

[6] 김동원, 이규용, 권순식, 김영두, 진

표는 이미 그 의미가 퇴색되어질 수 있

숙경, 김윤호, “한국적 노사관계 모

으나, 학계에서 그러한 가치를 염두하고

형의 개발을 위한 탐색적 시도”, ｢노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발전시켜 나간다

동정책연구｣, 제9권, 제2호(2009),

면 향후 실무에서도 확실한 방향 설정과

pp.125-162.

함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리라는 데
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7] 김성수, ｢21세기 윤리경영론: 이론과
실제｣, 삼영사, 2004.

[8] 김성택,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에 대한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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