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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이상훈

기업의 사회책임(CSR)의 법제화 방향

- 사회책임정보의 공시법제화를 제안하며 -

이상훈 / 변호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Ⅰ. 서론 

2010년 2월 사회책임 국제표준인 ISO 26000이 국제표준화기구의 76개 참여국 전자투표에서

56개국의 찬성을 얻어 최종국제표준안(FDIS)으로 등록됐다. 최종 국제표준이 공식 제정되기

까지는 올해 5월 회원국 총회와 8-9월께 투표를 한 차례 더 거쳐야 하는데, 이때는 자구 수

정 등만 논의되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사실상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르면 10월쯤 국제표준에 오를 전망이다.

반면 2010년 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낸 보고서를 보면, 국내 100대 기업의 59%가 ISO 26000

대응책을 갖추지 못했다. IS0 26000의 향후 영향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ISO 26000

의 영향을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폄하해서도 안 된다. ISO 26000을 거

론하지 않더라도 최근 일본의 도요타 사건이나 우리나라의 국민기업이라고 칭하던 기업의

어두운 면을 보면서 더 이상 기업의 사회책임을 외면할 단계는 아니다.

이에 기업의 사회책임을 당위적으로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이를 사회적으

로 적절하게 흡수할 것인가를 논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일환으로 ‘법제화’의 방향을 논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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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법제화의 필요성과 현황

가. 법제화의 필요성

기업은 영리적 생산 활동으로 사회에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은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로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피해와 해악을 끼친다. 이러한 이유에서 갈수록 커지

는 기업의 영향력에 맞게 기업에 사회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다.

한편 기업의 사회책임은 도덕의 문제로 보아야지 법률로 강제화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나 장애우에게 충분한 취업기회를 주자는 자발적 캠페인보다도 할당제 등을

규범화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효과적인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현재 노동자, 소비자,

지역 주민 등의 보호를 위한 특별입법의 형태로 일부 영역에 대하여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는 하느냐 마느냐의 일도양단식의 문

제가 아니라, 어떠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까지 법제화하느냐의 정도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은 일부 특별입법으로 시행되던 기업의 사회책임을, 일반적이고

명시적으로 의무조항을 두거나 나아가 통합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이다. 이는 비록 일

부 특별입법으로 기업의 사회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의 심각한 병리현상의 방지

를 위한 최소한의 것에 그치고 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다.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일반조항을 두자는 입장은, 갈수록 증대하는 기업의 영향력을 고려

할 때 공해방지법 및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준법행위가 사회존립의 기반이 되고, 이러한 것

을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권리남용금지 및 신의칙과 같이 기업의 사회책임에 관한 일반규정

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은, 일반 규정을

두더라도 회사가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가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이 없고, 만일 일반 규정을 신설할 경우 경영자의 재량권 남용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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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외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사회책임을 일반적으로 법제화하고 있

지 않다. 대신 미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책임을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논의하였고, 1984년 모범

사업회사법 제3.02조 제13항에서는 “회사는 공공의 복지 또는 자선, 과학 또는 자선, 과학 또

는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개별 주법에서는 특이한 조항들이

눈에 뛴다. 즉 조지아주 회사법에서는 “이사가 각자의 지위에 기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무엇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사회, 이사회의 각종 위원회 및

개개의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어떠한 행동의 영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종업원, 고객,

거래처, 회사 및 종속 회사의 채권자, 회사의 영업소 또는 다른 설비 및 종속회사가 존재하

는 지역 사회의 이익 및 이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모든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14-2-202b5, 1990), 뉴저지주 회사법에서도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나아가

코네티컬주는 이사의 의무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shall consider)”로 규정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2006년 회사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이사의 의무에 대해 아사는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이익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성공을 추진하여야 하지만, 주주의 이익

을 위한 회사의 성공이란 단기적 뿐만 아니라 장기적 성과를 고려하여야 하고, 종업원, 공급

자, 고객과의 관계, 높은 수준의 사업윤리 유지의 필요성, 이사들의 행위가 환경이나 지역사

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인도 고려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다는 이른바 “진보된 주주가치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기타 각 국에서 사회적 책임방안과 관련하여 법제화한 것은, 기업의 사회책임보고제도를 강

제화하는 방안, 연금법에서 연금투자의 고려요소를 가입자 등에게 알리는 방안 등이 시도되

고 있다.

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사회책임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

에 관한 법률, 환경보전법, 남녀차별금지법 등의 특별입법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기업의 사회

책임을 묻고 있다. 반면 기업 활동의 기본법인 상법에서는 기업의 사회책임에 관한 일반 규

정을 두지 않고, 이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제

382조)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충실의무(제382조의3)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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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2007. 1. 3.제정)

주요 규정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

영(이하 "지속가능경영")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2.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3.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제정취지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이윤 이외에 환경·노동·소비자·지역사회 등에 대

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규범화·표준화

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경영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

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상법에서 특이한 조항으로는 이사의 제3자에 관한 책임규정이 있다. 즉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이사는 회사

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3자와의 관

계에 있어서 그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 경제사회에서 주식회사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여 회사 구성원

이외의 사람들도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제3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특별히 위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현행 이사의 제3자의 책임규정은, 회사의 문제를

단순히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회사의 부당한 영향력을 외부적으

로 적정히 통제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책임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와 별도로 종전의 입법례의 태도에서 벗어서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세계적 추

세에 맞추어 기업의 사회책임을 직접 겨냥한 법률들이 새로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산업발전

법, 지속가능발전법,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현 정부 들어서는 저탄소녹생경영기본

법이 제정되었다. 다만 아직까지 위 법률에서는 약간 색채가 다른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외

하고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규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기타 외국에서

시행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보고제도를 강제화하는 법률이나 연금투자의 고려요소를 가입자

등에게 알리는 방안 등은 법제화되지 않았다.

<표1> 기존의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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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2008. 4.16 제정)

주요규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국가이행계획을 5년 단위

로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지방이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추진하도록 함.(제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지속가능성지표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방지속

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제13, 14조)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되, 시·도

의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장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정취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그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운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사회통합·환

경보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사회적 기업 육성법(2007. 1. 3.제정)

주요규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

사결정구조 등을 갖추어 사업적 기업으로서의 인증을 받을 것(제8조) 

-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

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음(제1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

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음(제11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

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함(제

1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3조)

-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14조)

- 사회적 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

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17조)

제정취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2010.1.13.제정)

주요규정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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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략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법 제9조).

- 정부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경제ㆍ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 등을 위하

여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22조 및 제23조).

-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산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 정부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

문별ㆍ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

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법 제40조 및 제41조).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로 하여금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

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법 제42조, 제44조 및 제45조).

-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

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하되,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ㆍ관리방법 및 거래

소 설치ㆍ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법 제46조).

- 정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사회ㆍ경제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고, 저탄

소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법 제51조, 제53

조, 제57조 및 제59조).

제정취지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ㆍ재

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ㆍ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

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ㆍ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법제화의 전체적인 방향

가. 사회책임정보의 공시법제화의 필요성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여러 법제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끌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업의 사회책임정보의 공시법제화이다.

기업의 사회책임정보 공시법제화는 몇 년간 계속 논의되어 오던 주제이다. 최근 예로는

2009. 12. 8.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안수현 교수(한국외

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ESG와 기업공시제도’의 주제발제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글로벌 투자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고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증대하는

점, 그리고 외국과의 FTA 체결 등의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국내 ESG 공시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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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비가 시급한 반면, 국내 기업들은 ESG 공시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정보대상을 임의

적으로 선정하여 작성하고 관련 정보공시를 홍보성 정보로 제공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한 후, “기업공시제도를 활용하여 ESG 정보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

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협의의 일부 ESG 정보의 경우에는 조속한 공시제도화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의 10대 과제 중에도, ‘기업의 상장·경

영공시 여건 등에 ESG 요소 반영을 검토’1)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위 공시제도에 대해서 2010. 2. 1. 기업책임시민센

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를 받았지만 추

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 작업

을 마쳤을 것이므로 시행은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보고서의 공개와의 관계

1)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 244-245쪽 250쪽, 2009. 07.

7-2-2. 기업 녹색경영 정보공개 촉진

◯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공개 제도화

- 기업의 상장·경영공시 요건 등에 ESG 요소 반영을 검토

• 한국거래소(KRX) 등의 관련 규정에 ESG 정보공개 요건 반영을 우선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확대 검토

※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의 경우 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

• 기존에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관련 환경정보의 공개 추진

※ 환경부, 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서 보유중인 기업의 환경규제 위반정보, 각종인허가 사항, 인증관련 사항

등에 대한 민간부분의 정보이용 활성화

◯ 기업의 단계적 녹색경영 정보공개 활성화 촉진

- 자발적인 녹색정보 공개에 대한 시상제도 추진

•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GRI 9)가이드 기반의 자발적인 정보공개유도 및 우수 정보공

개기업 시상제도 도입

※ 한국거래소(KRX)의 사회책임투자 지수와 연계하여 녹색경영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우수사

례 개발, 시상제도와 연계, 확대 추진

• 단계적으로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경영 정보공개 제도로 확대 적용

◯ 주요지표 (250쪽)

구분
연도별 목표수준

2009 2010 2011 2012 2013

상장사 녹색경영 정보공개 비율 (%) 2 10 15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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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책임공시의 법제화의 취지는, 회사에 의하여 관련 정보를 공시한 후 이에 기초한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회사 경영의 공정

적절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즉 기업공시의 강화를 통하여 사회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책임을 보다 실질화 하자는 입장이다.

사회책임보고의 법제화를 찬성하는 입장은, 오늘날의 투자자는 자본차익 이외에 경제, 환경,

윤리, 사회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갖고 기업의 활동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므로, 이러한 정보들은 투자자에게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

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들 정보는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오늘날은 지식, 명성, 네

트워크, 협력관계, 공급망 등의 무형자산 들이 회사의 부의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데 비하여,

정작 이들 정보유형은 기업이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연차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무형자산의 정보들에 대하여도 외부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사

회적 책임 정보가 법제도로 강제되지 않고 기업 임의에 맡길 경우 기업이 실질적으로는 그

러한 내실을 갖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공시하거나

기업이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정보만 제공함으로써 외부자를 오인키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 만일 사회적 책임 정보를 공시할 경우 각 회사간 비교가 가능해짐으로써

실제 내실 있게 준수하는 기업이 다른 기업과 차별화됨으로써 자본조달과 주식평가측면에서

유리한 취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사회책임보고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이러한 정보들의 공개를 강제화할 경우 기

업의 비용과다로 인한 부담증대로 기업의 경쟁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 사회책임보고

를 강제하더라도 비재무적 정보가 많다는 특성상 그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점,

공시를 강제할 경우 기업 자체의 사회적 책임의 인식에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작용한다는 점

을 근거로 한다.

다. 외국의 입법례

(1) 유럽의 일반적 동향

1990년대 들어 유럽은 지속가능성보고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EU위원회는 정책적 어젠

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EU위원회는 2001년에 「보다 바람직한 세

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유럽: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U전략」을 공표한 데 이어, 200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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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과

 근로기준

- 인력의 채용과 활용(영구직과 임시근로자, 용역직, 초과근로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상

장기업은 반드시 인력감축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재고용노력을 포함한 고용안정계

획에 대해서도 공시

- 영구직원과 임시직원의 근로시간과 재직기간의 구성, 전직율 및 이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

- 근로자에 대한 보수(이 경우 임금, 자기발전 및 복지비용, 여성과 남성의 평등으로 구분

하여 기술)

- 산업관계, 단체교섭사항, 건강 및 안전조건, 근로자 연수, 장애근로자의 취업, 회사 복

리후생제도, 하도급업체의 중요성 등 기재

는 회계현대화 지침을 발표하였다. 위 회계현대화 지침에서는 기업의 사업, 상황, 발전을 이

해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경, 종업원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고 사업에 관한 재무적 지

표와 비재무적 주요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2004년 6월에는 기업

의 사회적책임(CSR)을 최고 의제로 삼은 포럼에서 CSR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 프랑스

기업의 사회책임보고서의 법제화에 가장 앞선 나라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1977년의 법제화

를 통해 1979년부터 기업이 스스로 보고하는 사회 보고(보통 Bilan Social로 알려짐)를 실시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기

업이란 자본과 노동의 통일적 조직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혀 있고, 이에 기초하

여 노동자의 경영참가의 수단으로서 관련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다. Bilan Social의 지표는 고

용, 임금, 산업안전보건, 기타근로조건, 교육훈련, 노사관계, 기타 기업관련 조건으로 구분되

어 있다. 기업은 Bilan Social을 내기 전에 매년 5월 노동조합 또는 종업원 대표의 확인을 거

쳐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들어 EU회원국들이 갈수록 지속가능성보고제도에 대해 높은 관

심을 가지게 되고, 프랑스는 이러한 보고제도에 관한 입법추세에 동참하여 향후 유럽에서 선

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된다. 이에 2001년 5월 신경제규제법(Nouvelles

Regulations Economics)을 제정하여 상장회사들로 하여금 2003년 연차보고서부터 자사의 사

업 및 활동결과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그 방법과 내역을 시행

령에 따라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NRE에 따른 보고서는 종전의 Bilan Social보다 ⅰ) 공

개대상 정보를 근로정보에서 환경, 사회책임 정보로 확대시켰고, ⅱ) 공개대상 상대방도 회

사 내부에서 주주 등 회사 외부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2> 신경제규제법(Nouvelles Regulations Economics)에서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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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재무보고서(Operating and Financial Review)에 따라 공시하여야할 정보

 - 사업기간동안 회사의 경영발전과 경영성과

 - 결산기의 회사의 지위

 - 사업연도 동안 회사의 발전, 경영성과 및 지위에 이른 주된 추세와 일체의 요인

 - 회사의 장래 발전, 성과,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된 추세와 일체의 요인

 - 회사의 경영, 목적, 전략

 - 회사의 이용가능한 자원

 - 회사가 직면한 위험과 불확실성

지역공동체의

이익

- 고용 및 지역발전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

- 환경, 소비자단체, 이웃보호를 위한 각 단체 및 사회적 통합, 교육기관과의 연계활동

- 하도급업체가 자사의 영업에 미치는 중요도, 하도급업체가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 준수에 대한 노력

- 해외 자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해외 지역적 발전과 인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및 

이에 대한 고려시 채택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사항

환경

- 물, 원자재 및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의 소비상황, 에너지 재생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

고자 노력하는 경우 그 노력, 환경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 이용, 대기, 

수질, 토지오염배출과 소음

- 생명의 균형 및 자원 환경의 손해예방장치와 동물과 지구생물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

- 환경보호를 위한 평가, 인증관련 활동

- 해당 법률준수를 위해 취하는 회사의 노력과 활동

(3）영국

2002년 영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 고용정책

등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Corporate Responsibility Bill이 일부 위원들에 의하

여 제출되었지만 결국 폐기되었다. 그러나 위 법안은 ‘1985년 회사법(영업 및 재무보고와 이

사보고서 등) 규칙 2005[The Companies Act 1985(Operating and Financial Review and

Director's Report etc.) Regulations 2005]’의 통과에 영향을 주었고, 2005년 3월 22일부터 위

개정법이 발효되었다. 2005년 개정법은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회사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경영자에게 영업환경과 전망을 점검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로 하

여금 사회적 책임관련 정보를 포함한 경영재무보고서(Operating and Financial Review:

OFR)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재무보고가 정량적인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하여, 경영재

무보고서(Operating and Financial Review: OFR)에서 기존의 재무보고 이외에 영업, 성과,

계획 및 전망, 이사가 사업의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예를 들어 근로자, 거

래처, 고객과의 관계, 환경 및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회사의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등에 대

한 정보)도 관련 주요성과지표에 포함시켜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표 3> 경영재무보고서(Operating and Financial Review)에 따라 공시하여야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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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문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실행(회사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포함)

 - 회사 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실행

 - 사회 및 지역공동체 관련 이슈에 관한 정책과 실행

그러나 2006년 개정 공포된 신회사법은 위 OFR 보고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비재무정보

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경영진단서(Business Review)의 작성의무로 대

체하였다. 경영진단서(Business Review)에는 사업의 성과와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이나 종업원 문제도 포함시켜야 하며, 이사보고

서(director's report)에 첨부된다.

영국의 위 사회보고제도는 영국에서의 대대적인 회사법 개정 작업과 연동하여 진행되었다.

1998년 영국의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는 종전의 시대에 뒤처

지고 누더기식인 회사법을 21세기의 현대적인 회사법 체제로 바꾸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고,

이를 위한 회사법 개정검토위원회는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았다. 그리고 회사법

개정검토위원회는 이사의 의무의 경우 이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아닌 주주의 이익

을 위하여 회사의 성공을 추진하여야 하지만, 주주의 이익을 위한 회사의 성공이란 단기적

뿐만 아니라 장기적 성과를 고려하여야 하고, 종업원, 공급자, 고객과의 관계, 높은 수준의

사업윤리 유지의 필요성, 이사들의 행위가 환경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인도 고

려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다는 이른바 “진보된 주주가치(enlightened shareholder value)"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른바 “진보된 주주가치(enlightened shareholder value)"는 위

사회보고제도의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4) 독일

독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2005년 1월부터는

EU 회계현대화 지침이 적용되어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연차보고서에 EU 회계현대화 지침

반영을 의무화하였다.

이와 별도로 독일에서의 특이점은 노사 간의 많은 정보교환 현상이다. 독일은 산별노조와 사

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전국적, 지역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단체교섭과는 별도로, 기업

내의 종업원평의회(경영협의회)를 통해 경영인사사항 등에 관해 노사간에 광범위한 정보교환

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작업시간, 임금지급사항, 휴식시간 등의 구체적 기준, 복리후생시

설과 관리 등의 이른바 사회적 사항(soziale Angelegengheiten)과 경제적 사항(wirtschaftliche

Angelegengheiten)관한 정보가 대부분 종업원들에게 공개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종업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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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경영협의회)는 인사계획 등에 제안하여 일정한 참여권을 실현한다.

(5) 기타 유럽

덴마크의 경우2) 1995년 유럽국가 중 처음으로 환경보고서를 관련기관과 일반인들에게 공개

할 것을 강제하는 Green Accounting Law를 제정하였다. 위 법률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

치는 약 3,000개의 회사는 자신들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재한 Green Account를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더하여 덴마크에서는 기업이 자신들의 사

회적 역할 수행과 국제 노동 기준에의 적합성 등을 담은 보고서로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

을 권유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1999년 Accounting Act Regnskapsloven를 제정하여 모든 회

사가 연차보고서에 건강, 안전과 환경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강제화하였다. 스웨덴은 1999년

Financial Accounts Law를 제정하여 환경 관련 허가를 요하는 약 20,000개의 기업들로 하여

금 연차보고서에 환경정보를 포함할 것을 강제화하였다. 네덜란드는 1999년 4월 10일

Environmental Management Act를 제정하여, 수 백 개의 회사들로 하여금 매년 4월 1일 관

련기관에 전년도의 활동과 경과, 주된 환경 변화를 기재한 환경보고서를 제출하고, 7월 1일

이전에 대중에 이를 공시하도록 강제하였다.

(6) 미국

미국에서는 유럽 국가와 달리 CSR에 대한 정부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없다. 다만 연방 증권

법에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환경정보, 회사 지배구조, 그 외 사업 정보 등 일부 비재무정

보에 대하여도 공시를 강제화한다. 대표적으로 연방공시법 규칙 S-K Item 303에서는 경영자

의 경영토론 및 분석보고서(MD&A)를 규정하고, 이 보고서에는 기업성과와 재무상태에 영향

을 미치는 회사상태와 기회 및 위험을 서술형식으로 과거와 장래의 관점에서 요역하여 기술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기업 외부로부터 CSR을 촉진시킨 것은 사회적 책임투자펀드(SRI 펀드)의 역할이

크다. 예컨대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 연금을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

(CalPERS)은 2002년에 투자지침으로 인권정책을 채택하였고, 전체 SRI 펀드의 규모는 증가

하는 추세이다. SRI 펀드는 비재무정보의 제공범위의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회사에 각종 사

회적 이슈를 담은 주주제안3)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 기관투자자 행동을 실현하고 있다.

2) The pitfalls in mandatory reporting, Paul Scott, Environmental Finance(2001, 4.)

3) 주주제안이란, 이사회가 아닌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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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2년 미국에서 제기된 사회적 주주제안 중 일부4)

제안건수 투표건수 평균득표율

지구온난화 문제 21 6 18.8%

인권문제 16 13 7.4%

유전자조작식품 14 11 5.7%

교용평등 34 16 16.6%

환경보고서 작성 8 3 7.8%

국제노동기준 48 27 8.8%

정치헌금 9 8 5.8%

(7) 일본

일본의 경우 처음에는 각 기업들이 자발적인 사회보고서나 환경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다

가, 2004년 “환경정보 제공 촉진에 의한 특정사업자 등의 환경을 배려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

한 법률(사업자의 환경배려 촉진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2005년 4월 1일부터는 특정사

업자에게 매년 환경보고서의 작성, 공표를 의무화하였다. “사업자의 환경배려촉진법”은 사업

자가 환경보고서 등을 통해 환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 정보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활

용되는 것을 장려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정부가 먼저 국가적 사업 활동을 통한 환경배려 상황을 매년 공표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배려 상황을 매년 공표할 것

③ “특정사업자”를 지정하여 연 1회 환경보고서 공표를 의무화할 것

④ 대기업은 환경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에 노력할 것

이후 일본 환경성은 환경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자세하게 해설한 “환경보고서의 기재

사항 등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표했다. 현재 일부에서는 보고서의 범위를 노동안전위

생, 인권 및 고용, 지역문화의 존중 및 보호, 정보개시, 소비자보호와 안전문제에 관한 정보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 기타 나라들

호주는 1999년 회사법에서 환경고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 상장회

사의 사업과 활동상황 분석결과 공시를 요구하였다.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 증권거래소 상장

4) 水口 剛, 諸外國におけるCSRの動向と將來展望, 法律時報 76卷 12號(20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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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는 GRI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기준으로 사회책임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고, 말레이

시아는 CSR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행(mandatory report)하도록 한다.

<표5>각국의 ESG정보 기업공시제도화 현황5)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한국 
남

아프리카

공시

강제
0 0 0 0 0 × 0 × △

대상

기업
상장 상장 상장

SEC
등록기업

비상장사

(환경규제

대기업)

상장사

(특정비재

무정보)

상장

3. 우리나라의 입법방향

가. 총괄

사회책임보고는 각 국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추어 관련 보고서의 공개의무를 강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는 노사관계의 특이성에 따

라 노동정보를 폭넓게 공개한데 이어 점차 그 공개대상정보를 넓히려는 경향이 있고, 북유럽

의 경우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환경관련 정보의 공개를 법제화하

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발달과 전통적인 민간영역에 의한 견제추이에 따라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의 강화와 직접적인 주주권행사 및 투자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

라도 세계화 추세와 맞추어 사회책임보고를 법제화하는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에 따를 필요

가 있다. 실제로 2007년에 산업발전법에서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

성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도록 국가 정책의 원칙을 밝혔고, 녹생성장위원회

에서도 기업공시제도화를 주요 과제로 밝힌 이상, 기업의 사회책임과 관련한 최소한의 실행

장치로서 관련 정보의 공시를 우선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5) 안수현, ‘ESG와 기업공시제도’ 51쪽, 2009. 12. 8.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가 주최한 심포지엄 발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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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표 설명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 임원별 보수

- CSR총괄임원을 별도로 두고 있는지와 그 직책

인적자원과

근로조건에

관한사항

- 유형별 비정규직 수 및 비율 / 평균임금

- 외주화 인원 수 및 비율

-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수 및 비율

- 임원의 남녀 수 및 임금비율

- 근로자의 평균 초과근로시간

- 근로자의 평균 휴가 사용 일수

- 근로자의 평균 연령 (남/여)

- 신규 채용인원과 연령별 분포 현황

기업의 사회책임보고를 법제화할 경우 가능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산업발전법, 지속가능발전

법,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독립적인 신설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체제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기라는 점을 고려한

다면 그 완충으로서 이미 각종 보고서를 공시하는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는 방안

이 현실적으로 판단된다.

나. 어떠한 내용을 공시할 것인가.

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

고서, 분기보고서 등을 정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보고서에서는 재무적 정보를

위주로 기재하고 있고, 기업의 사회책임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책임정보

도 종전의 보고서에 추가하여 공시하면 가장 간편한 방안이 될 것이고, 기업의 부담을 고려

할 때 1년에 1번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다만 기업의 사회책임정보 중 비재무적 또는 서술식 정보의 경우에는 가치 판단의 요소가

많고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중 일정부분 계량화가 가능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ESG 정보를 우선 포함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좁은 의미의 ESG 정보를 우선 공시하자는 총론적인 주장이 있었

는데, 구체적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기업책임시민센터, 참여연대, 좋은기업센터(준), 환경운동

연합에서 고민하였던 일부 좁은 의미의 ESG 공시대상정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6> ESG 공시대상정보



   2010. 4. 29.20

- 퇴사 인원과 연령별 분포현황

노사관계에

관한사항

- 노사협의회 개최 횟수

- 평균 교섭기간

- 기업 경영진 노사협의 참여현황

- 파업 횟수

-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

- 파업으로 인한 해고자 및 징계 발생 현황

- 파업 후 노조 및 노조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현황

- 이사회 근로자대표 참여현황

종업원

교육훈련에

관한사항

- 직원유형별 1인당 교육훈련시간 및 비용

- 전직프로그램의 도입 및 이용 현황

- 종업원 의견 청취프로그램 현황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사항

항목 작성 및 산출기준 단위

사회공헌비 총액 　 백만원

사회공헌비

구성

사회복지 　

백만원의료보건 　

교육/학술 　

항목 작성 및 산출기준 단위

지방세

납부 총액

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사옥 및 사업장이 위치

한 시, 도, 군에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지역개발세, 면허세, 공동

시설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을 부과하는 모든 지방세의 총액

백만원

정

부

지

원

조세

감면액

및

세액

공제액

당해년도 기준으로 납부된 국세 및 지방세 총액 중 조세감면된

금액과 세액공제된 금액의 총액 (총납세액-조세감면액+세액공제

액)

백만원

정부

보조금

당해년도 기준으로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산업육성, 설비의

현대화, R&D지원 등 법률 규정에 의해 소요자금의 일부를 국고

금에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의 총액과 각종 세금공제 총액

의 합산한 금액. 단,보조금의 상환여부와는 무관함.

백만원

기타

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공제 등 금

전적인 지원이 아닌 ‘시설’, ‘부지’ 등 ‘비금전적 지원’에 대한 내용
서술

- 지역인력 채용 성과

 : 당해년도 총 신규채용인원 중 사업장이 속한 ‘지역거주자’로서 채용된 총인원.

-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전-비금전적 혜택 및 납부한 세금

 : 당해년도 기준으로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산업육성, 설비의 현대화, R&D지원 등 법

률 규정에 의해 소요자금, 국고금 지원내역과 사업장이 속한 지자체에 부과한 지방세 총

액. 단, 지원의 형태(금전, 비금전), 상환여부와는 무관함

 -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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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육 　

환경보전 　

응급구호 　

국제구호 　

기타 　

사회봉사 활동

임직원 사회봉사활동 총 시간
연간 임직원 사회봉사활동

총 누적 시간
시간

임직원 1인당
사회봉사활동 시간

연간 사회봉사활동 시간
/ 총 임직원 수

시간

임직원 사회봉사활동
총 참가인원

연간 임직원 사회봉사활동
총 누적 인원

명

-하도급업체와 관련 사항

1차 2차 3차

협력업체 수

평균 현금결재 비율

평균 계약 유지 기간

-소비자 권리에 관한 사항 

 : 제품 및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차와 소비자 

고충처리를 위한 시스템

환경영향에

관한사항

핵심지표(단위) 하위지표(단위)

물자원투입량
(m3)

수자원의 내역(m3)
-상수

1) 총에너지투입량

핵심지표(단위) 하위지표(단위)

총에너지투입량
(TOE)

투입에너지의 내역(줄, kWh, TOE 등)
-구입 전력
-자체 생산 전력
-화석연료(석유, 천연가스, LPG, 석탄 등)
-재생가능에너지
-신에너지
-기타(구입열 등)

저감 목표와 저감대책

2) 총물질투입량

핵심지표(단위) 하위지표(단위) / 지표 예

총물질투입량과
원산지(톤, 원산지)

자원의 종류(톤 및 기타 단위)
-금속(철, 알루미늄, 동, 납 등)
-플라스틱
-고무
-유리
-목재
-종이
-농산물 등

투입 시 상태(톤 및 기타 단위)
-부품, 반제품, 제품, 상품
-원재료
-보조재료
-용기포장재
기타 지표(톤 및 기타 단위)
-순환자원
-고갈성 천연자원
(화석연료, 희소광물 등)

-재생가능한 천연자원
(적절히 관리된 농림수산물 등)

-화학물질

3) 물자원투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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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수
-지하수
-해수, 하천수
-우수

저감목표와 저감대책

4)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핵심지표(단위) 하위지표(단위)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CO2톤)

교토의정서 대상 6물질 배출량(CO2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일산화이질소(N2O)
-하이드로플오로카본(HFC)
-퍼플오르카본(PFC)
-육플루오르화황(SF6)
배출활동의 내역(CO2ton))
-생산공정 내 에너지 소비
-사무관리 영역 에너지 소
-수송에 따른 연료사용
-폐기물처리
-공정
-기타

저감목표와 저감대책

5)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핵심지표(단위) 하위지표(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톤)

SOx, NOx, 먼지, CO, HC

저감목표 및 저감대책

6) 화학물질배출량, 이동량

핵심지표(단위) 하위지표(단위)

화학물질배출량,
이동량(톤)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발암물질, VOC(톤)
기타 관리대상 물질 배출량(톤)

저감목표 및 저감대책

7) 총제품생산량 및 총제품판매량

핵심지표(단위) 하위지표(단위)

총제품생산량 및
총제품판매량(톤)

중량 외 단위에 따른 생산량 및 판매량
(개수, 면적, 용적 등)
환경부하 저감에 기여하는 제품, 서비스 등의 생산량 및 판매량 (톤)
친환경 상품 인정된 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량(톤)
용기포장사용량(톤)

8) 폐기물 등 총배출량과 최종 처분량

핵심지표(단위) 하위지표(단위)

폐기물 등
총 배출량(톤)

폐기물 등의 처리방법 내역(톤)
-재사용
-재활용
-열회수
-단순소각
-최종처분
-기타(보관, 저장 등)
폐기물 등 종류 내역(톤)
-유가물(有價物)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저감목표와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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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총배수량

핵심지표(단위) 하위지표(단위)

총배출량(m3)

배출처의 내역(m3)
-공공 수역
-하수도
수질(mg/l)
-BOD, COD, SS

저감목표와 저감대책

 10) 기타사항

핵심지표(단위) 하위지표(단위)

환경비용
폐기물비용
사회공헌활동
환경관련 규제
준수사항

- 매출액 대비 환경비용
- 폐기물예치금납부액
- 폐기물예치금반환액
- 폐기물부담금납부액
- 사회공헌활동의 상황
- 가맹 또는 지원하는 단체
- 비영리단체(NPO) 기부액 및 지원액
- 지원들의 환경관련 교육 정도
- 환경법규제와 그 대응상황
- 과거 5년 이내의 법령 등 위반 및 사고의 내용, 원인, 대응책 등
- 벌금, 과료 등의 금액, 건수
- 환경관련 소송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요구 등의 상황

뇌물과

반부패에

관한사항

- 부패방지정책

: 임직원 및 협력업체가 경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

패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강령, 사규, 규정,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을 보고함.

 

- 내부신고제도 

: 부패가 발생하면, 임직원이 직접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예, 전용전

화, 면담, e-mail, 게시판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운영결과의 성과를 보고함. 

- 부패방지 교육 프로그램

: 부패사고 방지에 필요한 내부 인식 및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임직원

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며, 교육을 받은 직원의 수와 비율을 보고함.

- 부패방지 모니터링 및 성과공개

: 부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사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와 부정부패 대

응 및 조치 건수 등 성과를 보고함.

접수일시 부패유형 신고내용 조취결과(징계, 해고, 등) 기타

인권에

관한사항

- 인권정책

: 임직원 및 협력업체가 경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강령, 사규, 규정,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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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함. 인권은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노동3권 보장, 차별금지, 성희롱 등 ‘인권전반’

을 대상으로 함.

- 인권침해 고발 시스템

: 인권침해 발생시, 임직원이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예, 전용전화, 면

담, e-mail, 게시판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운영결과의 성과를 보고함. 

-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시간

: 인권침해 방지에 필요한 내부 인식 및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임직원

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며, 교육을 받은 직원의 수와 비율을 보고함.

- 인권침해 방지 모니터링 및 성과공개

: 인권침해 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사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와 조

치 건수 등 성과를 보고함.

접수일시 침해유형 침해내용 조취결과 기타

법규위반에

관한사항  

 법인 및 임직원이 경영과정에서 발행한 사건으로 인해 정부(환경,노동 등) 및 정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환경규제 등)과 법

원에 의해 법규위반을 이유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은 현황. 단, 제재의 수용여부

(항소 등)와 무관하게 제재를 받은 모든 사건을 포함함.

결정

일시

사건

명

사건

내용

위반법률

및 법령

제재

유형

제재부과

기관

금액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진행상황

(소송중,

변론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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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떠한 형식으로 규정화할 것인가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구체적 내용은 주로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공

시서식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사회책임정보의 경우에는 도입 초기단계이어서 그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범위를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의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지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자본시

장법에서의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표7> 자본시장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

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

서에 그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

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

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

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

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

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

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동일)

② (동일) 

③ (추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

업보고서에 아래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환경

적, 경제적 성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나. 비정규직의 인원수와 임금 등 인적자원과 근

로조건에 관한 사항

다. 쟁의행위 일수 등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라. 1인당 직원훈련시간 등 종업원 교육훈련에 관

한 사항

마. 지역인력채용 등 지역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바. 환경비용 등 환경 영향에 관한 사항

사. 내부신고제도 등 뇌물 및 반부패에 관한 사항

아. 인권정책 등 인권에 관한 사항

자. 법규 위반에 관한 사항

④ (현행 ③항)

⑤ (현행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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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기업사회책임 공시법제화는 기업의 사회책임과 관련한 여러 법제 중에서 가장 논란이 적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시도되고 있는 법제이다. 또한 굳이 기업의 사회책임을 논하지 않더라도,

SRI 펀드 등 투자자들의 새로운 욕구에 부합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촉매제적 기능도 보유한다. 기업의 초기 부담을 고려한다면 좁은 의미의 ESG 정보를 공시하

는 방안도 가능하다. 본 발제에서는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와 법률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해지고, 나아가 기업의 사회책임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에 대

한 국민들의 사랑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정보공개 토론회 27

토론 1

토 론 문

김주일 좋은기업센터(준) 소장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 기업의 사회책임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ISO 26000이 아니더라도 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하

며 우리나라의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넘어야 할 고비

이기도 하다.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는 더 이상 피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CSR 이슈가

걸림돌이 아닌 경쟁력의 디딤돌로 삼아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상황이다.

○ 기업의 사회책임정보의 공시필요성은 사회책임 투자자나 글로벌 투자자의 확대에 따라 기업

정보의 공개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는 녹색성장의 필요성 차원에서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기업의 사회책임공시는 경쟁

력 있는 기업으로서 응당 중시해야 할 고객 만족, 근로자 만족, 지역사회 만족, 협력회사 만

족, 환경만족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유수한 선진기업들은 기업의 가치를 더 이상 재무

적 가치나 현금흐름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총합적 가치의 산물로서 기

업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 국내에서 최초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낸 기업들이 왜 사회적 책임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을 중시

하였는가를 눈여겨보기 바란다. 해외 유수의 기업에 납품하거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기 위하

여, 또 글로벌 투자를 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였다. 해외에서는 주주가치 만이 아니라 고객가치, 근로자가치, 환경가치 등을 창출할 수 있

는가를 경쟁력의 원천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사회책임정보 공시요구

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의 기준이자 가이드라인이며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한

것이다.

○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많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예컨대 보고년도 기준으로 2002년 지속가능보고서가 처음 발행된 이후 2007

년에는 57개 기업이 2008년에는 56개 기업이 보고서를 발행하였다(2010년 4월 현재 보고기준

으로 집계). 또한 2005년도 이후 CSR보고서를 발행한 기업 중 공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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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고 있는 특성을 볼 수 있다. 특히 2006년 이후에 20여개 기업 이상이 처음으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2008년 발행은 아직 미발행된 기업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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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보고서는 기업 사정에 따라 매년 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한번 이상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행한 기업은 총 84개 기업이 이른다. 이들중 유가 상장법인은 44개이며 코스닥

상장법인도 3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매출액 100대 기업 중 CSR보고서를 발행하는 기업은

2007년 25%, 2008년 24%정도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

하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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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등 특별입법의 형태, 상법의 제3자 책임규정, 산업

발전법의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규정,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부분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특별입법 및 개별법은 별도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정보의 공시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

법이나 녹색성장기본법 등이 제정된 것은 매우 큰 진전이며 기업의 상장 및 경영공시 요건

등에 ESG 요소 반영이 검토한다는 정부 정책도 큰 진전 중의 하나이다. 10년 전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이 처음 소개될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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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들이 실현되고 구체화되기 위한 선결조건이 있다. 바로 인식의 전환을 위한 패러다임

의 전환과 정책 인프라로써 정보의 공유이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각 기업이 사회책임

보고서를 꾸준히 발행하도록 사회책임정보의 공시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사회

책임정보의 공유와 활용은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프라로써 역할을 수행하며 정

부정책의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기업 내외의 이해관계자 들에게 필요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정보 인프라의 구축은 바로 사회책임정보의 공시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 또한 우리나라의 입법방향과 관련하여 법체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본법으로 제정되

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장법인의 형태로 먼저 도입하는 단계별 접근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발제 원고에서 논의된 공시대상 정보 중 “외주화”의 개념과 고용형태에 대한 지표는 기업의

관행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 도급, 용역, 무기계약, 단시간, 기간제, 파견 등 다양한 지표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또한 기업인권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용차별

이슈를 인권문제에서 거론하기 싫어하는 인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차별과 관련된 지

표가 조금 더 세부화되고 이의 구제책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등 이직관련 지표의 세부보완이 필요하고, 고충처리 및 권리분쟁,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등

에서는 이의 자체적 갈등해결방안 또는 구제책 등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

다. 또한 이러한 사회책임정보의 공개나 사회책임보고서를 공시할 경우 이러한 정보나 보고

서를 인증할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 대한 언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해외에서는 프랑스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이미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입법 예를 보고하

고 있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법들이 상당수 도입된 유럽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사회적 책

임투자 펀드의 역할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유럽이

미국과 달리 법령에 의한 규정을 통해서 기업의 행동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 비하여

시장의 발전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 반영되는 정도가 미국만큼 발전

하지 못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유럽이나 일본 등과 크

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제대로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여 주가에 반영하지 못한다

면 정부가 선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하여 시장

기능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법적 개입은 결코 규율이나 규제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기능을 촉진하는 방법일 것이다. 즉 사회책임정보 공시를 통하여 경

쟁력 있는 기업이 올바로 평가받고 더 나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이것은

시장내 정보의 대칭성을 회복하여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기여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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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토 론 문

류영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부설 지속가능투자연구소 연구소장,

(주)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 사회책임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ESG 정보공개는 몇 가지 점에서 그 당위성을 갖고 있다.

- 첫째로, 신뢰할만한 ESG 정보는 사회책임투자 확대의 전제조건이 된다. 지난 3년 전부터 국

내에서도 국민연금과 몇몇 공모펀드들을 중심으로 사회책임투자가 뿌리내리고 있지만, 여전

히 그 확산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즐비하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신뢰할만한 기업의

ESG 정보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즉 정확한 정보 없이는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정보입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 회사에 대한 사회책임투자자들

의 투자 역시 원천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거나 무늬만 사회책임투자가 되는데 그칠 것이다.

- 둘째로 기업의 입장에서 ESG 정보공개는 CSR에 대해 스스로를 규율하는 방편 및 내부통제수

단이 될 수 있다. 즉 자기 회사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다고 생각해 보라. 그것은 곧 자기를

자연스럽게 스스로 검열하고 규율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ESG정보공개는 국

내기업들의 ESG 수준을 자연스럽게 제고시키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ESG 성과를 그들의 투자분석에 반영하

는 것이 곧 '수탁자 책무(Fiduciary Duty)'를 다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컨센서스를 이뤄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주

주인 기관투자자들의 거센 요구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더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 이미 국제적으로도 ESG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 유엔이 앞장서서 주창한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가 그 대표적인 예다. 지난 2006년 출범

한 유엔 책임투자원칙에는 현재 전 세계 약 720개 자산보유자, 투자자, 서비스 회사 등이 참

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을 합치면 약 22조 달러 정도에 육박한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서명기관들의 수와 운용자산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여섯 가지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 3원칙에는 "투자한 기업들에게 ESG 정보공시를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는 국민연금, 서스틴베스트를 위시한 14개의 기관들이 동 원칙에 서

명 참여하고 있다.

- 다음으로 탄소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영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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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비영리기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들은 이 프로젝트에 서명한 475개 기관투자자

들을 대신해서 전 세계 4,500개 기업들에게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입수된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들은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됨

으로써 전 세계의 투자자들의 투자분석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 그 밖에도 골드만삭스나 쏘이에테 제너랄 등과 같은 Sellside 투자자들도 기업의 ESG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골드만삭스는 가장 적극적이다. 그

들은 GS SUSTAIN이라는 ESG 분석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 섹터별로 ESG 성과가 우수한

리더기업들을 발표하고 있다.

○ 그렇지만 기업들에게 있어서 ESG 정보공개 작업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몇 가지 사전

조건이나 인프라가 구비되어야 한다.

- 첫째, 발표 주체인 기업 내부에 지속가능경영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

담팀이나 전담인력(혹은 담당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공유 및 관련된 전략과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그리고 사후관리 등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는 당연히 추가적인 코스트가 수반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비교적 큰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에게는 결코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 둘째, 매우 광범위하고 다의적인 ESG 정보공개를 규정하는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야 한다.

어떤 주제와 내용들이 ESG 정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한정 및 정의가 필요하고, 공시방법과

형식에 대한 공시빈도, 공시매체 등에 대한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별 특수성을 고

려하고 기업 규모별 차별성을 어떻게 반영하여 공시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와 합의도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GRI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것을 원형

그대로 국내기업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실정에 맞게 로컬라이즈할 것인지도 또한 고려

해야할 내용이다. 또한 내년부터 국내기업들에게 적용되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기준에 맞게 ESG보고에서도 연결 자회사까지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회사로만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 그렇다면 현재 국내의 ESG 정보공개 현황은 어떠한가.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한 정보공시는

크게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공시로 대별될 수 있으나 현재 각 시장 공시의 경우 ESG 정보공

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ESG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임의적인 체계

에 따라 공시하는 실정인데 주로 GRI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러

한 지속가능보고서의 발행 기업 수는 지난 2006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2008년 현재 약

48개 기업들에 이르고 있고 점차로 그 발행 기업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러나 SRI와 관련지어 볼 때 국내 ESG 정보공개에는 문제점들이 많이 존재한다. 발간기업수

가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보고서 미

발행기업들의 경우에는 SRI 스크리닝업체들이 각기 회사 웹사이트나 영업보고서, 뉴스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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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회사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공개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설문지에 의해 판단하는데 정성적인 질문의 경우 회사 내

설문응답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응답됨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한

다. 따라서 정보의 신뢰 수준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즉 특정한 검증기준에 의해 제

3자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제1자에 의한 정보공개가 내포할 수밖에 없는 신뢰성의 문제이다.

- 또한 ESG 성과와 기업 재무성과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실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운용사

나 스크리닝업체에게만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적 흐름을 야기함으로써 크

게 보면 결국 시장실패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또한 있다.

○ ESG 정보공개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에게는 또한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음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가능경영의 장기적 효과를 위해 단

기적으로 코스트를 부담할 수 없는 현실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선진 여러 나라들처럼 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경우에도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통한 컨

센서스를 도출하고 그에 근거한 추진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는 이른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모나 섹터의 기업관

계자들의 참여가 또한 전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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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사회책임투자지수 개요

명인식 한국거래소 정보사업부 부장

I. 사회책임투자지수(SRI지수) 개요

□ SRI지수 개념

○ SRI지수란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비재무적 관점에서 평가한 후 투자에 적합한 종목을 선정하여 구성한

지수를 의미

○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지수 또는 지속가능책임투자(Sustainable &

Responsible Investment)지수로도 통용

□ 개발배경

○ 전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SRI지표를 통해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투자(사회책임

투자)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 국내에서는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인식이 낮아 SRI지수 개발을 통해 사회책임투자 및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

○ 정부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정책에 부응

- 녹색성장위원회의「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09.7.6, 제4차 회의)」에

SRI지수 개발 계획이 반영됨

□ 그 동안의 추진경과

○ SRI평가기관(기업지배구조센터 및 에코프론티어) 선정 (‘09.2월)

○ 정부(금융위)의 녹색금융 과제*로 채택 (‘09.3월)

* 녹색성장위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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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I평가 (‘09.4월~6월) 및 SRI지수 발표 (‘09.9.14)

○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09.12.8)

○ SRI지수 ETF(KTB Great SRI, 508억원) 상장 (‘09.12.15)

□ SRI 시장현황

○ (해외현황) 전세계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07년말 현재 약 4.96조유로(약 6,855조원)로 추산되며,

이 중 유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유럽 53%, 미국 39%, 기타 8% (자료출처 : 유럽사회책임투자포럼,『SRI Study 2008』, 2년 주기로 발표)

- 미국, 유럽국가 등 선진국의 SRI 투자규모는 전체펀드투자의 10~15% 수준이며, 주요 투자주체는

공공성을중시하는 연기금임

【 해외 사회책임투자 규모 】
(단위 : 10억유로/조원, 2007년말)

구 분 유 럽 미 국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일 본 합 계

유 로 2,665.4 1,917.3 333.6 41.4 5.5 4,963.2

원 화 3,682 2,648 461 57 8 6,855

주)원화 환산은 2007.12말 환율적용(1유로=1,381.26원)

- 선진국의 경우 높은 사회책임투자 수요를 반영해 ‘99년 Domini 400 Social Index를 시작으로

다양한 SRI지수 및 관련상품이 출시

【 해외 SRI지수 현황 】

국가 지수명 산출/평가기관 평가내용

미
국

 Domini400

  Social Index주2)

 S&P / KLD주3)

  (1999)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기준으로 평가

 (미국기업 400종목)

 DJSI주4)

 (DowJones -

  Sustainability 

  Index)

 DowJones/SAM

  (1999)

 경제․환경․사회기준으로 기업의 장기가치 평가

 (전세계기업 317종목)

유
럽

 FTSE4GOOD  FTSE/EIRIS(2001)
 기업의 사회적 책임(환경, 사회 및 이해관계자,

 인권, 공급처․노동관계, 반뇌물) 이행정도 평가

독
일

 DAX global 

  sarasin

  - sustainability

 Deutche Bὅrse /

  Sarasin(2007)

 경제․환경․사회 기준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독일지수 34종목, 스위스지수 27종목)

남
아
공

 JSE SRI Index
 요하네스버그거래소

  /EIRIS(2004)

 요하네스버그거래소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정도 평가 (남아공기업 61종목)

인
도

 S&P ESG India
 S&P/CRISIL&KLD

  (2008)

 NSE거래소 상장기업 중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평가 (인도기업 50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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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수 구성종목수는 대표지수 기준임

   2. NYSE 및 AMEX에 각각 ETF 1종목씩 상장

   3. ‘09.11월 Riskmetrics社에 피인수

   4. DJSI World지수는 시카고기후거래소에 선물상품으로 상장되었으며, DJSI EURO STOXX 40 지수는

      독일거래소(DBAG)에 ETF로 상장

   ※ 참고 : DJSI의 한국기업 편입현황(DJSI Korea에 포함된 41종목 제외)

  

지수명 종목수 편입종목

 DJSI World 6  포스코, 삼성SDI, SK텔레콤, 삼성전자, 삼성전기, 롯데쇼핑

 DJSI Asia Pacific 14
 한국전력, KT, LG화학, 롯데쇼핑, 포스코, 삼성SDI, SK텔레콤, 삼성전자,

 삼성전기, 신한금융, 아모레퍼시픽, 현대제철, KB금융, SK에너지

 DJSI World 80 /

 DJSI Asia Pacific 40
1  포스코

○ (국내현황) '10.3월 현재 국내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약 1.6조원으로 추산되며, 해외시장과 비교

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

【 국내 사회책임투자 규모 】

(‘10.3월말 기준)

투자기관 운용규모 비  고

국민연금 1조 3,688억원 국내주식 직접 또는 위탁투자

공모펀드 2,099억원 국내 주식형 펀드

ETF(KTB Great SRI) 526억원 ‘09.12.15 상장

합  계 1조 6,313억원

 주) 자료출처 : 국민연금 및 제로인(한국펀드평가) 홈페이지

     (국내에는 아직 SRI시장규모를 집계하여 발표하는 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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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장기업 SRI 평가내용

□ 평가기관

○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기업지배구조센터, 에코프론티어)을 통해평가

* ‘11년부터는 기업지배구조센터가 자체 개발한 모형으로 독자적으로 SRI평가 예정

○ 에코프론티어가 SRI평가를 수행하고, 기업지배구조센터는 평가과정 및 결과를 검증,

KRX는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수 개발

* SRI지수는 일반적으로 SRI평가, 평가결과 검증, 지수산출을 별도 기관이 수행

구    분 KRX SRI DJSI FTSE4GOOD

지수산출 KRX Dow Jones FTSE

SRI평가 에코프론티어(한국) SAM(스위스) EIRIS(영국)

평가검증 지배구조센터 딜로이트 회계법인 등

 주) 에코프론티어는 미국 Riskmetrics社의 Innovest SRI 평가기법 사용

□ 평가대상기업

○ KRX 상장기업중 중대형기업

- KOSPI 200 및 스타지수 구성종목*

* 해외지수산출기관 사례(대형주 대상 SRI지수구성)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SRI관련 정보접근성 감안

- 기업지배구조센터의 기업지배구조 평가등급이 ‘보통’이상인 종목

○ 2009년 평가기업 : 총 330사*(유가증권시장 300사, 코스닥시장 30사)

* 코스피200 구성종목(200사), 스타지수 구성종목(30사), 기업지배구조평가 보통등급이상 100사(코스피200

및 스타지수 구성종목 제외)

□ 평가방식

○ (평가모형) 에코프론티어가 사용중인 미국 Riskmetrics社*의 Innovest 평가기법** 사용

* ‘94년 JP Morgan의 사업부로 출발하여 재무위험 측정수단인 VAR(Value at Risk)모형을 개발하였고,

‘98년 리스크관리 컨설팅회사로 분사. ‘09년초 SRI전문평가기관인 Innovest社(‘95년 설립)를 합병

** Innovest 평가기법은 다보스포럼의 ‘세계 100대 지속가능기업’ 선정 등에 사용

○ (평가방법) SRI평가요소를 환경분야(EcoValue21모형)와 사회․지배구조분야(IVA모형)로 구분

하여 평가

- 평가대상기업을 21개 산업으로 분류후 총 122항목(환경 51항목, 사회․지배구조 71항목)을

평가하여, 동종 산업별로 7단계 등급*부여 (산업내 비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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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AA, A, BBB(산업평균), BB, B, CCC의 7단계로 등급 부여

【 Innovest 평가항목 】

구  분 평 가 내 용

환  경  환경위험, 환경경영역량, 환경관련 수익기회 등

사회․지배구조  지배구조, 인적자원․이해관계자 관리, 제품 및 서비스 등

주) 자세한 평가항목은 <별첨> 참조

○ (정보원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주로 이용하며, 보완수단으로 사업보고서, 환경보고서, 개별

기업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뉴스검색,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

* KRX SRI구성종목 70사중 28사(40%)만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09년 SRI평가기준)함

□ 평가결과

○ 평가대상 330사중 투자적격기업(BBB이상)은 131사(40%), SRI 우수기업(A이상)은 84사(25%)임

【 SRI평가결과 】

구   분 AAA AA A BBB BB B CCC

종   합
(비  중)

40사
(12%)

19사
(6%)

25사
(8%)

47사
(14%)

55사
(17%)

70사
(21%)

74사
(22%)

환   경
(비  중)

37사
(11%)

19사
(6%)

28사
(8%)

47사
(14%)

48사
(15%)

59사
(18%)

92사
(28%)

사회․지배구조
(비  중)

37사
(11%)

23사
(7%)

31사
(9%)

51사
(15%)

52사
(16%)

66사
(20%)

70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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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Innovest SRI 평가방법

【 모형 개요 】

구    분 내    용 비   고

개발기관

 미국 Innovest Strategic Value Advisors社

 * 세계적인 지속가능성평가 및 투자자문기관으로서

   ‘09년초 Riskmetrics Group에 피인수

구    성

환 경
 EcoValue21(EV21)

 * PwC․모건스탠리 등과 공동개발
 51개 항목

사회․지배구조
 IVA

 * Intangible Value Assessment
 71개 항목

평가결과  산업별 7단계 평가등급 부여  산업내 상대평가

활    용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

  100대 지속가능기업 선정(‘05년부터)등

정보원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보고서,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보도자료, 뉴스검색, 설문조사 등

【 세부 평가항목 】

모형 항목 세부 평가항목

EV21

환경위험
 ◦ 토양오염위험, 독성물질․유해폐기물 배출위험, 환경법규준수 등

 ◦ 지속가능성위험 :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성, 자원 재활용 등

환경경영

역량

 ◦ 환경전략, 환경관련 기업관리 역량,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감사

   환경회계 및 환경보고서 작성 등

환경전략 

수익기회

 ◦ 환경경쟁력 : 환경에서 비롯된 사업기회를 전략화하는 회사의 역량

   및 경쟁력(환경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성과 등)

 ◦ 환경기회 : 환경과 관련된 미래 사업기회(고객 및 시장의 환경이슈 민감도등)

IVA

지배구조
 ◦ 지속가능한 지배구조 : 지속가능경영 실행전략, 지속경영보고서 발간 등

 ◦ 윤리경영기준 등

인적자원

 ◦ 임직원 동기부여 및 개발

 ◦ 훈련 및 개발

 ◦ 근로복지 환경

 ◦ 동기부여 보상 및 권한

 ◦ 노사관계

 ◦ 보건안전

이해관계자

 ◦ 이해관계자 파트너쉽 : 주주 등 주요 이해관계자 관계

 ◦ 고객 : 고객관계 및 고객만족

 ◦ 규제 및 정책 : 관계당국과의 관계 및 법규위반 현황

 ◦ 지역사회 : 지역사회 지원 및 지역기업 우대 프로그램, 기부현황 등

 ◦ 공급망 관리 : 협력사 선정의 공정성, 중소기업과의 계약 등

제품 및 

서비스

 ◦ 지적자산 및 연구개발 :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된 제품개발 등

 ◦ 제품의 안전성

신흥시장 

정책

 ◦ 신흥시장 전략 : 해외진출 및 신흥시장 생산전략

 ◦ 인권보호 : 인권보호 노력, 분쟁사례 등

 ◦ 아동 및 강제노동 방침

 ◦ 비민주정권 : 비민주정권하 국가 진출방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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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RI지수 구성종목 현황 및 지수성과

□ 선정기준

○ SRI평가등급이 BBB이상(투자적격등급) 종목중 평가등급이 높은 종목순으로 선정하되, 평가

등급이 동일할 경우 시가총액순으로 선정

* 단, 도박, 담배, 주류, 군수사업을 주된영업으로 하는 종목 제외

□ SRI지수 구성종목(70종목)

○ (평가등급) 전종목 A등급 이상 ( AAA : 39종목(56%), AA : 19종목(27%), A : 12종목(17%) )

* SRI평가등급 : AAA, AA, A, BBB(투자가능권고등급), BB, B, CCC

○ (시장구분) 유가증권시장 69종목(코스닥종목 : 다음커뮤니케이션)

○ 산업분포

- (종목수) 금융(10종목), 화학(9종목), 전기전자(7종목) 順

- (시가총액비중) 전기전자(31%), 금융(15%), 자동차(8%), 금속(8%) 順

【SRI지수 구성종목 현황】

(‘10.4.20, 단위:억원) 

업  종 회사명 시가총액 업  종 회사명 시가총액 업  종 회사명 시가총액 

가정용품

(3종목)

아모레퍼시픽 49,807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4종목)

제일기획 16,060 
제  약

(3종목)

유한양행     17,959 

LG생활건강     47,479 SBS 6,790 LG생명과학      7,990 

웅진코웨이     28,305 웅진씽크빅** 5,829 대웅제약      5,287 

건  설

(3종목)

삼성물산     90,294 대교 4,684 조  선

(2종목)

현대중공업    196,080 

GS건설     46,665 운  송

(2종목)

대한항공 48,797 대우조선해양     42,872 

대림산업     24,812 아시아나항공** 10,300 

지주회사

(5종목)

LG    121,308 

금  속

(2종목)

POSCO    457,731 
유  통

(3종목)

신세계 97,697 SK     43,158 

현대제철     75,418 롯데쇼핑 96,424 GS     36,562 

금  융

(10종목)

신한지주    223,585 현대백화점 23,847 한진해운홀딩스      8,517 

KB금융    213,652 의  류 LG패션 7,763 풀무원홀딩스**      1,748 

우리금융    145,083 음식료 CJ제일제당 28,537 통  신

(2종목)

SK텔레콤    140,094 

삼성화재     96,408 
자동차

(3종목)

현대차 276,447 KT    124,420 

기업은행     84,357 현대모비스 160,617 

화  학

(9종목)

LG화학    175,287 

하나금융지주     77,538 기아차 103,203 SK에너지    115,582 

삼성증권     41,772 

전기전자

(7종목)

삼성전자 1,238,787 S-Oil     63,046 

대우증권     40,396 LG전자 177,917 제일모직     39,400 

동부화재**     24,886 하이닉스 169,396 KCC     35,978 

대구은행     20,215 LG디스플레이 157,260 효성     27,602 

기  계

(2종목)

두산중공업     92,766 삼성전기 99,343 한화케미칼     22,445 

두산인프라코어     36,034 삼성SDI 64,693 금호석유      9,038 

비금속광물

(3종목)

한일시멘트      5,448 삼성테크윈 44,842 동부하이텍      3,239 

쌍용양회      5,241 전력가스

(2종목)

한국전력 220,699 
IT서비스

(2종목)

NHN    89,036 

아세아시멘트      2,526 한국가스공사 35,551 다음* 9,060 

종이목재 한솔제지 4,821 

 주) * : 코스닥종목(1종목), ** : 비KOSPI200종목(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 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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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성과

○ SRI지수의 기준일인 '09.1.2부터 최근까지의 수익률 분석결과 SRI지수 수익률이 코스피200

수익률을 상회(outperform)

【 SRI지수와 코스피200의 지수수익률 비교(‘10.4.22기준) 】

구 분

SRI지수

기준시점

(‘09.1.2~)

1년

(‘09.4.22~)

6개월

(‘09.10.22~)

3개월

(‘10.1.22~)

1개월

(‘10.3.22~)

SRI지수

(초과수익률*)

59.85%

(9.16%)

37.90%

(7.30%)

8.97%

(2.16%)

3.72%

(0.51%)

5.11%

(0.88%)

코스피200 50.68% 30.60% 6.80% 3.21% 4.23%

 * SRI지수 수익률 - 코스피200 수익률

【 SRI지수 및 코스피200 지수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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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지

수

SRI지수

수정K200

  * 지수추이 비교를 위해 SRI지수 및 KOSPI200 지수를 ‘09.1.2 현재 1,000P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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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향후 계획

□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CSR 노력이 기업가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ETF등 SRI관

련 금융상품의 추가 상장 추진

□ 기업의 CSR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CSR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CSR 우수기업에 대한 명단 발

표 및 시상(‘11년 예정)*

* 기업지배구조센터와 공동추진

□ 기타 환경경영 인식확산 및 문화조성을 위해 SRI환경지수(‘10년)*등 환경관련 지수를 개발하

고,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추진

* SRI 3대 요소중 ‘환경’ 요소만을 반영하여, 기존 SRI지수보다 환경관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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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토 론 문

박선숙 민주당 국회의원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정의: 주주, 고객, 거래처, 노동자, 지역주민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stake holders)에 대해

기업이 갖는 사회적 책임으로 캐롤(A. B. Carroll)에 따르면, 특정시점에서 사회가 기업에 대

하여 가지고 있는 경제적, 법적, 윤리적 및 자선적 기대를 모두 포함(김성수, 「기업의 사회

적 책임(CSR)의 이론적 변천사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연구』, 제16권제1호, 한국기업경영

학회, 2009.3)

cf. EU 집행위원회(EU-Kommission)는 이를 “기업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여 사회적 요구

와 환경적 요구를 기업활동과 이해당사자들과의 상호작용 속으로 통합시키는 근거로 활용하

는 개념”으로 정의

○ 목적: 법령준수, 투명경영, 윤리경영, 인권존중, 환경보호 등을 통해 기업이 영업활동의 기반

인 사회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도록 유도

- 일본의 사쿠마켄(佐久間健)은 21세기 기업은 이익중심의 ‘천동설 경영’에서 사회적 책임 및 사

회공헌 중심의 ‘지동설 경영’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지적(佐久間健, 「CSR 戰略

の方程式」, 社會經濟生産性本部)

○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틀이자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을 반영

하는 틀이라는 점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짐. 특히 총수

일가 중심의 지배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그 함의가 크다고 할 것임.

□ 현황: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고려한 CSR 경영이 강조

○ ‘97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미국 환경단체인 CERES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환경관련 NGO

기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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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Guidelines on Economic, Environment and Social Performance)을 제정하여 이를 기

준으로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현재의 재무보고서 수

준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 1999년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제안하고, 2000년 7월 창설된 유엔글로벌컴팩(UN Global

Compact)은 인권, 노동권, 환경, 반부패 등 4개 부분에서 대해 10대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회원수는 ‘07년 4,230개(기업회원 3,209개)에서 ’09.1월 현재 6,200개로 급성장. 기업은 120개국

에서 4,700개 이상 참가. 한국은 ‘09.4.17 현재 151개 기업 및 NGO가 참여

- 유엔글로벌컴팩의 10대 원칙은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의 기본적 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earth charter), 유엔 반부패협약 등 국

제적인 합의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짐.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인권

원칙1: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원칙2: 인권 학대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한다.

○ 노동 기준

원칙3: 실질적인 결사의 자유 및 집단 교섭권을 인정한다.

원칙4: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철폐한다.

원칙5: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철폐한다.

원칙6: 고용과 직업에 관한 차별을 철폐한다.

○ 환경

원칙7: 환경문제에 대한 사전주의적 접근법을 지지한다.

원칙8: 더 큰 환경 의무를 장려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원칙9: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반부패

원칙10: 금품 강요 및 뇌물수수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그 밖에도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적․사회적 영향 등 기업의 지

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하는 투자방식인 사회책임투

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가 확대되고 있어 투자유치의 측면에

서도 CSR가 강화되고 있음.

○ UN의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은 환경․사회․기업 지배구

조(ESG; Environment, Social, Corporate Governance) 이슈들을 투자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ESG 이슈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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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사회책임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사회책임투자 규

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007년 2조7,110억 달러로 1995년 6,390억 달러 대비 3배

이상 증가. 유럽 사회책임투자의 총 규모는 2002년 3,360억원 유로에서 2007년 2조6,650억 유

로로 대폭 확대(구정한, 「사회책임투자의 확대와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18권 16호,

13쪽)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공시 법제화의 필요성

○ 기업의 CSR을 강화하고 ESG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활발히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데 사회

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나, 그 의무화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림.

- 의무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시를 의무화할 경우 오히려 사회적 책임의 인식과 진작을

저해할 수 있고, 도의적인 의무와 법의 구분을 방해하며, 그밖에 기업이 비용 과도로 인한 부

담 증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킨다고 주장(안수현,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화를 위

한 試論」, 『환경법연구』 제29권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7, 36쪽, 69~70쪽)

- 우리나라의 경우 GRI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자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의 수가 점차 증가* 그러나 GRI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수준율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저조하고, 핵심 이슈가 빠진 보고서들이 많다는 지적

(신태현, 「지속가능성평가와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기업지배구조연구』 vol. 22,

2007, 34쪽 이하; 안수현,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화를 위한 試論」, 51쪽에서 재인용)

* ‘06.9월 현재 GRI 기준에 의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국내 기업은 삼성SDI, 현대자동

차, 기아자동차, 한국다우코닝, BAT코리아, 디아지오 코리아, 포스코,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

사, 신한은행, 대우증권 등이 있음.

○ 그러나 정보공개 의무화로 CSR 관련 기업의 책임(accoun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할 수 있음.

- 진정한 CSR 실천과 레토릭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실질

적 관찰과 입증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모니터링과 검증시스템 도입이 필요(여현

덕․박정민, 「유엔글로벌컴팩의 성격과 발전방향」,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제2호, 2009

년 여름, 134쪽)

○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업의 CSR에 대한 관찰과 입증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상장법인

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공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발제자 견해에 동의)

- 공시제도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근로환경 개선, 환경위험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의 책

임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 측면에서 이들 모든 분야에서 횡적으로 관련이 있고, 기업의 책

임제고면에서도 중요한 기능 수행(안수현,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화를 위한 試論」,

36쪽 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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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의 경우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재무보고서에 비재무정보인 해

당 기업의 CSR 정보를 추가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보고서의 경우 그 위반에 대해 강력한 재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그 준수력과 억지력의

측면에서 효과적

- 이 경우 상장법인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공시의 대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영역

○ 공시의 내용은 무엇이 될 것인가와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영역 ⑴ 자선활동의 책

임 ⑵ 윤리적 책임 ⑶ 법적 책임 ⑷ 경제적 책임으로 구분한 바 김성수 교수의 논의를 참고

할 수 있음(김성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이론적 변천사에 관한 연구」, 6쪽). 그 세

부적 내용은,

⑴ 자선활동의 책임: 기부, 자선사업, 지역공헌, 헌금, 자원봉사

⑵ 윤리적 책임: 투명거래, 인권존중, 법정신, 신뢰, 안전, 문화존중, 환경존중

⑶ 법적 책임: 뇌물방지, 공정거래, 담합, 상법/형법상 책임, 각종 규제, 행정지도

⑷ 경제적 책임: 이익극대화, 점유율 확대, 기술혁신, 경영전략, 고용보장, 배당 극대화

○ 한국의 재벌체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업지배구조(총수일가 지배 및 순환출자구조), 공

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여부(삼성전자 하도급 위반 사례),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 여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사례), 노사관계(삼성의 노동3권 부정), 검찰 및 행정부 관료와의 유착

(삼성의 김용철 변호사 폭로 사례) 등은 그 계량화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공시되어야 할 것임.

□ 소결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공시 법제화를 위해 대표발의 등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함께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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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토 론 문

이상학 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 소장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질화하기 위한 “기업 사회책임 공시 법제화” 취지에 공감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사

회적 책임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으며, 진정한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 미흡한 실정을

고려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제도화는 필요함.

○ 발제문은 우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적용범위를 확

대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업의 초기 부담이나 거부감을 고려하여 공시의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임.

○ 기업의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에 대한 불만이 상당

히 높다는 점에서 기업의 비재무적 사항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이 가능할 것으로 봄.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기업내부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모니

터 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방식으로는 1)노조, 2)노사협의체 등 이해관계자에의 설명, 3)

설문조사, 4)CSR보고서 작성, 5)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보의 공개가 중요한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상황이나 미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재무적 지표들이 필요하

며, SRI 투자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공시대상 정보를 노동부문으로 한정하여 검토.

- GRI 가이드라인, ISO 26000, SA 8000, 그리고 참여연대가 만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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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GRI 3 ISO 26000 SA 8000 PSPD-CSRL 발제문/추가 의견

인
권

인권

보호

(HR1) 인권관련협정

(HR2) 인권업체비율

(HR3) 인권보호교육

(HR6) 아동노동건수

(HR7) 강제노동건수

(HR8) 인권보호위반

(HR9) 안전요원비율

(HR10) 원주민 권리
보호위반건수

ㆍ아동노동금지

ㆍ강제노동금지

ㆍ프라이버시보호

ㆍ아동노동 금지

ㆍ학교 교육 지원

ㆍ연소자의 위생   
적 사업장 관리

ㆍ강제노동 금지 

ㆍ고용예치금금지

ㆍ신체적 체벌, 정
신적 강압 금지

ㆍ종업원간 차별 해소 제도 
도입 

ㆍ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력

ㆍ부당해고 구제 제도 도입 

ㆍ성희롱 근절 교 육 및 제
도 운용

ㆍ사생활 침해 방지제도 도입

ㆍ경영과정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인권침
해 예방 정책

ㆍ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ㆍ성희롱 금지

ㆍ인권침해 고발 시
스템

ㆍ인권교육 프로그램

ㆍ인권침해방지 모니
터링과 성과 공개

차별

금지

(HR4) 차별행위건수 ㆍ차별금지 ㆍ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ㆍ장기 근속자 프로그램 마련

ㆍ장애인 고용 비중의 확대

ㆍ비정규직 임금 차별 철폐

ㆍ비정규직 복지지원

고
용

및

노
사
관
계

고용

(LA1) 고용유형, 고
용계약 및 
지역별 인력

(LA2) 이직건수/ 비
율

ㆍ고용평등기회 ㆍ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계약, 도
제계약 금지

ㆍ정규직 확대

ㆍ비정규직 감축 

ㆍ장기근속 확대

ㆍ구조조정 회피

ㆍ외주화 억제

ㆍ비정규직 

ㆍ외주화 

ㆍ고용:청년,고령,장
애인 고용

ㆍ평균연령

ㆍ퇴직연령

노사

관계

(HR5)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위
반건수 

(LA4) 단체교섭 적
용대상 직원
비율

ㆍ결사의 자유

ㆍ갈등해소시스템

ㆍ의사소통시스템

ㆍ노동 3권 보장

ㆍ노동조합대표자  
 차별 금지, 구
성원 접촉 보장

ㆍ노동조합의 적극적 인정 

ㆍ쟁의행위로 인한 해고 회피

ㆍ쟁의행위 방지 노력

ㆍ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
상금지

ㆍ교섭기간 단축 노력

ㆍ교섭기간

ㆍ파업회수

ㆍ노동손실일수

ㆍ파업 관련 해고 및 
손배소송

ㆍ단협적용 직원

근
로
조
건

안전

/

보건 

(LA6) 노사공동보건
안전위원회
직원 비율

(LA7) 재해건수

(LA8) 재해교육

(LA9) 보건 및 안전

ㆍ안전한 작업위생

ㆍ위험물질 관리

ㆍ비상상황 대비

ㆍ공정한 산재보
상

ㆍ재활프로그램

ㆍ안전한 작업장 

ㆍ안전책임자선임

ㆍ건강과 안전교육 

ㆍ안전시설 제공

ㆍ적극적 산재보상제도 운영

ㆍ중대 재해 건수의 공시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
영

ㆍ산업안전교육  

ㆍ작업환경개선투자 확대

∙ 부가 건강진단지원 

표”와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시대상 정보를 개괄적으로 비교함.

○ 공시대상에 포함을 고려해 볼 수 있는 항목

- 부당해고 구제제도

- 정규직 및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및 비정규직 복지 지출

- 노동조합 유무 및 조합원수(기존의 공시 내용)

- 산업안전 교육, 산재보상제도, 작업환경개선 투자, 건강진단 지원, 재해 및중대 재해 발생 건수

- 사회공헌비 부담자 내역

○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항목

- 이사회 근로자 대표 참여 현황

< 노동관련 글로벌 기준과 PSPD-CSRL 및 발제문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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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평가

(LA14) 남녀기본급
비율

ㆍ공정한 임금 
및   조건

ㆍ합리적 징계절
차

ㆍ최저임금 보장

ㆍ징계 목적의 임
금삭감 금지

ㆍ법정 노동시간 준수 ∙ 연
간 휴가일수 및 휴가사용
일수 확대

ㆍ임금수준의 향상

ㆍ복리후생비의 확대

ㆍ이직률 감소를 위한 제도
의 적극적 모색

ㆍ초과 근로시간

ㆍ휴가사용

근로

시간

ㆍ근로시간 준수

ㆍ초과근무 강제 
금지

교육

훈련

(LA10) 교육시간

(LA11) 직무교육

(LA12) 정기성과평
가 및 경력
개발 직원비
율

ㆍ1인당 교육훈련 시간 확대

ㆍ1인당 교육훈련 비용 증액

ㆍ전직훈련 프로그램도입 
및 활용

ㆍ종업원 의견 청취프로그
램의 활용

ㆍ경영지침에 종업원 존중 
명문화

ㆍ1인당 교육훈련시
간과 비용

ㆍ전직프로그램 도입

ㆍ의견청취 프로그램

ㆍ교육훈련 개선 평
가제 운영

인적
자원

/

복리
후생

(LA3) 상근직 직원
에게 제공하
는 혜택

다양
성 /
기회
균등

(LA13) 이사회 및 
직원의 구성 
현황

ㆍ고용 및 승진
차별 금지

ㆍ성별 고용 및 임금

ㆍ장애인 노동자

경
영
참
여

경영 

및 
정책

참여 
등

(LA5)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기간

ㆍ정책/협약 준수 

ㆍ회사 정책 점검

ㆍ협력업체 관리

ㆍ노사협의회의 실질적 노
사협의 기구화

ㆍ기업 경영진의 노사협의
회 참여

ㆍ이사회와 주주총회 근로
자대표 참여

ㆍ고충처리 제도의 실질적 
활용 

ㆍ회사경영 정보의 적극적 
공개

ㆍ이사회 근로자 대
표 참석

ㆍ노사협의회 개최와 
합의내용

ㆍ경영진 노사협의회 
참가

가족친화

ㆍ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운영

ㆍ직장탁아소 운영

ㆍ과 가정의 조화  프로그
램 운영

ㆍ부모 부양 지원제도의 활용

ㆍ경영 방침에 일과 가정의 
조화 명문화

지역사회

배려

ㆍ하도급업체 지원

ㆍ하도급업체와 장기적 거
래관행 유지 

ㆍ하도급 거래 대금 현금 
결재비중 확대

ㆍ하도급업체 종업원의 임
금, 근로조건 개선에 대
한 관심

ㆍ사회공헌기금 지출 확대

-

자료 : 기업의 사회적책임 노동지표 개발을 위한 토론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참여사회연구소, 2008.2.18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법제화 방안, 이상훈, 2010.4.29,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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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6

토 론 문

이성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Ⅰ들어가며

발제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일련의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2) 법적 규제의 하나로 '사회책임정보공시의 법제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3) 이 공시에 포함할 정보 항목이 처음부터 포괄적일 필요는 없고 일부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

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이렇게 구성된 항목에 대한 보고의무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반영하자.

우선 ESG를 반영한 기업공시를 의무화 하는 맥락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좀 더 나아가 강제

하는) 맥락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토론자는 후자의 입장에서 발제문을 읽고자 한다.

전자의 입장에서 발제문을 읽게 되면(발제자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이 관점을 기

대하고 있겠지만) 매우 구체적인 부분, 예컨대 발제문 <표4>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공시 항목이

적절한지 여부나, 이 공시 의무 제도가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

어지겠지만 이 분야는 매우 많은 부분에서 토로자의 전문지식 범위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을 뿐

만 아니라 토론자의 관심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다. 왜냐하면 ESG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경영평

가를 받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적 책임 보고서나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진행상황

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와는 다른 지평위에 있기 때문이다.

토론자가 후자의 맥락, 즉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법제화가 갖는 일반적인 장/단점

에 초점을 맞추어 발제문을 읽고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

리고 사회적 책임 중에서도 '인권경영'에만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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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은 스스로 계몽될 수 있는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맥락은 현재 두 가지 이념형적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자

율적 참여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적 의무부여임. 유엔글로벌콤팩트나 존 러기 UN특별대표 등

UN의 기본입장은 자율적 참여이고 시민단체 등은 강제적 의무부여를 주장하고 있다.

이 둘은 말 그대로 이념형적 분류이며 실제에서는 다양한 층위에서 상호 교집합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제시하고 야단치는 시민사회의 운동이다. 나이키 사례만 보더라도 기업이 스스로의 계몽에 의해

서 Good practice를 창출하기 보다는 장기간 사회의 잔소리를 들었던 경험과 이것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다른 기업들이 모방하게 되는 것이다.

즉, 운동→모범사례 발생→확산→모방→자기체화→새로운 모범사례 발생→확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첫 번째 모범사례는 단 한 기업일 수 있지만 두 번째 모범사례는 매우 많은 다수

라는 점 때문에 이 모방과 확산이 반복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참여기업이 증가하는 양적 확대뿐

만 아니라, 어느 순간 근본적인 질적 변화도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질적

변화란, 첫째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발생하는 것, 둘째 기업 활동과 인권경영 간의 선순환(이

윤추구와 인권경영이 상호 모순되지 않는 단계)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이러한 질적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 발제문에 예시된 국가들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혹독하고 처절하기까지 한 시민운동의 힘을 통해 제1 모범사례가 발생했

던 데까지를 인권경영 제1기라고 본다면, 이 모범사례가 확산되고 이를 모방하려는 움직임이 다

수의 기업들에서 논의되고 연구되는 단계를 제2기, 그리고 이들 제1 모방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자기 체화함으로써 제2의 모범사례를 확립한 단계를 제3기라고 편의상 구분해 본다면,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2기 언저리에 도달해 있어야 할 것이다. 서구 선진국들은

아마도 제3기가 이미 끝나서 이 사이클이 다시 반복되기 시작해서 제2, 제3의 모방 기업들이 연

이어 출현하는 단계이거나 최소한 제3기 초입에 있다고 추측된다.

법제도의 도입은 바로 이러한 질적 변화가 선행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 둘 간의 괴리가 지나치다면 기껏 제정한 법은 종종 무시되거나 회피되며, 심각한 경우 사문

화되거나 희화화 된다. 이런 사례를 우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본다. 이 법은 '차별행위'에 대한 강한 형사처벌 조항을 갖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매우 독특한 입법례이다.6) 이 법 이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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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최근에 제정되거나 개정되면서 지금 우리나

라에서는 성차별, 장애차별, 그리고 연령차별의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

나 이 법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차별관행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이러한 행위는 차별이다'라는 개략적인 인식조차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차

별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과 인식 제고이지 무작정 형사처벌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형제가 범죄 발생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없듯이 강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고 해서 성차별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다소 과도한 비유가 되긴 했지만, 토론자의 핵심 주장은 법제화 자체가 목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논의에서 특히 그러하다.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다. 절대다수의 기업은 스스로 계몽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언가 외

부로부터의 자극이 필요하다.

6) 오히려 국제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성희롱은 인권위 권고 대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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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가며 : 운동과 법제화

나이키는 운동에 의해서 계몽되었다. 운동의 두드러진 특징은 싸움이고 대립갈등인데, 이것은 언

제나 필요한 요소이고 아무리 인권경영 선진 사회라 하더라도 위 사이클의 어느 단계에 있더라

도 항상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인권경영이 전무했던 시기에서는 운동이 전부였을 수 있겠지

만, 이미 최우수 사례에서 보듯이 제3기를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운동이 전부는 아니며, 오히려

주된 활동도 아닌 보조자로의 모습이 더 타당할 듯하다. 기업은 대화의 대상이며 모범사례를 기

초로 인권경영과 이윤추구 간에 선순환이 가능함을 실증해 줌으로써 인권경영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협력할 대상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제화는 그 자체 목표라기보다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도 동등한 목적이 되는 양가적인 방향이기를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발제자가 <표4>에서 제시한 항목들은 많은 고민의 흔적이 있으며, 이를 기업공시의

주요 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는 기본 취지에 토론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 법제

화가 언제쯤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기에, 실제 법제화와 더불어 지금 이 토론

회와 같이 법제화를 향해 가능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과 기업 당사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관계자

들 간의 폭넓은 교류와 대화, 그리고 이해 증진의 장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붙임> 기업의 인권경영 관련 최근 인권위 활동 소개

1. 2009년 실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인권경영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 보고서 완료함. 보

고서 전문은 홈페이지/국내인권자료/인권상황실태조사 중 140번 게시물

(http://www.humanrights.go.kr/02_sub/body03_2.jsp?NT_ID=17&flag=VIEW&SEQ_ID=597072&page=1&PROC

ESS_ID=)

2. 권고 혹은 의견표명

일반 진정사건에 대한 각종 차별시정 권고 외에도 관련 정책권고를 수차례 한 바 있음. 특히 노동기본권과 관련

된 권고가 많음. 예컨대 산업안전 관련 의견(2003.4.14), 최저임금제 개정 관련 의견(2007.9.6, 2008.12.18), 

공공부문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 권고(2007.9.10), 고용허가제 관련 권고(2008.1.10), 고용보험제도 개정 관

련 의견(2008.7.18), 비정규직법 개정안 관련 권고(2009.5.21), 사내하도급근로자 인권개선 권고(2009.9.3)7), 

건설일용근로자 관련 의견(2010.3.25)

※ 노동기본권 외에도 학습권(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권고, 2006.10.9) 등이 기업의 사회적 책

임과 관련 정책권고 였음. ☼

7) 2009. 9. 3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증진을 위해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

한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신청권 인정,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정의규정 개정을 통해 사용자책임을 확대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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