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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에 대한
논의는 소비자 주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부 선진국들에서만 쟁점화되었던 주제였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문제가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무역 공세의 한 항목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제적 차원에서
CSR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 기업에 대한 규제의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후진국들에
대한 선진국의 일방적 강요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후진국들에는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
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윤리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중진국의 선두에서 높은 대외무역 의존도를 지니고 있
는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하겠
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를 단순히 새로운 무역장벽, 또는 기업에 대한 사회의 또
다른 압력으로만 인식함으로써 적극적 활용은 그만두더라도 CSR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든 외면하기
에만 급급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외면과 지연만으로는 CSR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
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지금이라도 CSR의 수용과 활용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임
한다면 만시지탄의 우는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단 국내적으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도 CSR에 대한 논의의 양과 수준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CSR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면 CSR의 구체적인 이행목표나 방법, 제한 조건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순히 경험적으로 이제까지의 주요 사례들을 나열하거나, 막연한 덕목을 제
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도덕감에 호소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에 필진은 CSR의 이행과 활용을 위해서
는 먼저 CSR의 내용과 평가체계에 대한 체계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간의 CSR에
대한 실천적 논의와 윤리, 경제, 정치 이론적 전망들을 참고하여,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실행성이라
는 CSR 4원칙을 도출하고 그에 근거한 구체적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평가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CSR 4원칙 도출의 이론적 배경과 정당화 방식, 그리고 4원칙의
평가체계 접목방식을 검토했다. 이런 맥락에서 2절에서는 우선 CSR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그와 관련
된 실천적 논의를 조망하였다. 이론적 배경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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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서는 주주이론 및 이해관계자 이론의 대립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루어졌고, 실천적 논의로서는
OECD를 비롯한 국제단체들의 평가 체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3절에서는 CSR 평가 체계 추론
을 위한 이론적 원칙과 방법을 고찰 하였다. 여러 가지 논의가 병행되었지만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실행성으로 집약될 수 있는 CSR 4원칙의 도출과정과 정당화 방식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이러한 고찰이 갖는 실천적 함축으로서 가능한 평가지표 체계를 예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기업윤리 평가지표

Ⅰ. 서 론
19-20세기 고전경제학 패러다임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윤 또는 주주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었다면, 21세기 기업은 고전적인 목표 외에도 사회적 책임(이하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CSR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소
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 측면에서 분명 바람직한 현상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속가능
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조성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직도 몇몇 기
업은 CSR을 거추장스런 사치품(incumbent luxury)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글로벌 스탠
더드를 표방하는 기업은 더 이상 CSR을 외면하던 과거의 방식으로 경영을 이끌어 나갈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 기업의 도덕성 문제가 거론되면 단순히 윤리적 차원의 비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매출의 감소나 투자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로부
터의 문책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업도 시민들의 CSR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오히려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경쟁의 공정한 조건을 보장받는 방안을 모
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세계화 및 무역자유화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윤리 라
운드(Ethic Round)는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다.
CSR은 기업이 스스로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 통념적으로 기대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CSR의 이행은 보다 합리적이며 윤리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경쟁력 저하만을 우려하여 이에 마냥 저항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적극적
으로 수용함으로써 자국의 기업문화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문제는 CSR의 의제를 설정하고 주도하는 선진국들의 요구가 - 방향 자체의 합리성에
도 불구하고 - 내용적으로 많은 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은
공해물질의 양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산업시설을 가동하여 오늘날과 같은 지위에 도달할 수 있었
으면서 후발산업국가에 새로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다. 또, 생명공학
과 관련된 논란에서와 같이 만일 자신들의 특정한 문화적 배경에 근거한 기준을 세계에 강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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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이 또한 다른 문화권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 따라서 윤리라운드를 통해 공정경쟁 조건의
획득이라는 경제적 목적과 윤리성 제고라는 사회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모두 반영하는 최대한 공정한 CSR 평가체계와 이행제도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공정한 CSR 이행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CSR의 항목과 이행수준 측정 지표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단일한 이행항목과 이행수준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태도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나라나 문
화권이 합의하는 평가체계는 마련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적절한 수준에서 가급적 많은 주체의
이해관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논의의 출발점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합의의 범위와 수준 및 시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단순
의견청취식 논의방식은 단지 요구의 빈도가 높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요구만을 반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불공정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맥락에서 필진은 무엇보다도 먼저 CSR 이행제도 마련의 전제조건으로서 CSR 평가체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우선 CSR 평가체계는 국내적으로 뿐 아니
라, 범세계적 차원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문화 중립적, 이해관계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이론적 접근은 이러한 중립성의 요구를 최소한도나마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론적 접근은 CSR 평가 체계의 개념적 명료성과 체계적 합리성을 획
득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기존 이론, 특히 윤리 이론의 성과를 도입한다면 CSR 평가 항목의 비
중 및 우선성에 대한 선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마지막
으로 필진이 각각 윤리학, 경제학, 정치학, 그리고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론적
접근방식을 취했다고 해도 특정 학문에 경도되지 않은 학제적(interdisciplinary)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글에서는 먼저 2절에서 CSR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그와 관련된 실천적 논의를 조망하였다.
이론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주주이론 및 이해관계자 이론의 대립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루어졌
고, 실천적 논의로서는 OECD를 비롯한 국제단체들의 평가 체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3절에
서는 CSR 평가 체계 추론을 위한 이론적 원칙과 방법을 고찰 하였다. 여러 가지 논의가 병행되었
지만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실행성으로 집약될 수 있는 CSR 4원칙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했으며,
개별지표 구성의 방법으로서 롤즈(John Rawls)의 반성적 평형의 방법을 원용할 것을 제안했다. 4
절에서는 이러한 고찰이 갖는 실천적 함축으로서 가능한 평가지표 체계를 예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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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과 실천적 논의
1. 이론적 배경
경영 목표로서의 CSR은 개념 정의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흔히 움직이는 과녁(moving target)
에 비유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크게 보면 기업은 인간이 아니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특히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의미하며, 경영진의 책임은 결국 합법성의 테
두리 내에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보는 주주이론(stockholder theory)과 기업은 사
회제도의 일부분이며 기업 구성원 또한 시민이므로 기업의 책임은 주주뿐 아니라 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포괄해야 한다고 보는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의
대립으로 압축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주식소유자 이론보
다는 이해관계자 이론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두 이론 모두 CSR 논의의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는 기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주주 이론
주주이론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이론은 기업을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경영인[대리인]이 현물시장에서 투입재와 산출재를 매매하고 [조직의 운영을] 관장하
는 생산계획의 집합"으로 규정한다(Fama 1980).1) 계약의 집합이란 기업이 노동자, 전문경영인 등
피고용인과 이들을 고용한 주주로 구성됨을 의미하며, 모든 행위자들은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
하기 위하여 기업이라는 법률적 허구(legal fiction)하에서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
주는 기업 활동에 따른 위험을 담보로 이윤을 가져가는 주인(principal) 혹은 잉여 청구자(residual
claimant)이며, 피고용인은 주주와 사전적 계약(ex ante contract)에 의해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대
리인(agent)이다. 이렇듯 기업은 법에 의해 형성된 인공적 구성체(artificial construct)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다(Jensen and Meckling 1986, 215-6).
같은 맥락에서 프리드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하는(subversive) 개념
이며, 기업에게 굳이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경쟁체제에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주주
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Friedman 1962, 133).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
이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첫째, 주주는 전문 경영인을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고용하였는데, 그것은 기업의 이윤을 늘림으로써 주주들의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이

1) Fama의 영문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corporation is a set of feasible production plans, presided over by
a manager who, buying and selling inputs and outputs in a spot market, chooses the plan that
maximizes owners'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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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이행에 자원을 투입하면 이윤과 투자자들의 수익이 줄며, 그러한 투자를
하는 전문경영인은 주주들에 대한 피신탁인 의무(fiduciary responsibility)를 저버리는 것이고 이
는 곧 계약의 의무에 불성실한 것이다. 둘째, 사회적 목적을 위한 기업의 지출은 대표권 없는 징세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이다.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과제인데, 전문경영인이 사
회적 목적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면 그는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의
정책결정자로 행동함과 같다는 것이다(Friedman 1962).

2) 이해관계자 이론
이해관계자 이론은 기업을 사회 속에서 함께 생존하고 성장하는 인격화된 존재로 파악한다. 기
업은 사회에 배태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업 활동은 곧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와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좁게는 주주, 소비자, 종업원으로 볼 수 있으며 넓게는
지역사회와 환경까지 포함한다. 이해관계자 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법적ㆍ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사회 속에서 건전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런 맥락
에서 소비자 운동가로 잘 알려진 네이더(Ralph Nader)는 현대 사회의 기업은 그 규모와 경제력,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정부와 거의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마찬가
지로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Nader and Green 1973).
이해관계자 이론을 주창하는 대표적 학자 캐롤(Archie Carrol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
법, 윤리, 자선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가장 기초적 수준에서 기업은 주주에게 투자이익
을 돌려주고 지역사회를 위해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경제적 의무를 지닌다. 그 다음 기업은 실정
법과 정부 규제를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 윤리적인 수준에서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판단된
만족스러운 기준들을 따를 의무를 지니고, 자선의 수준에서 기업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인류의 복지 또는 선을 증진시킬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Carroll 1979; 1991).
<그림 1> Carroll의 CSR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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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이 1979년과 1991년에 제안한 CSR 4단계 피라미드(pyramid) 모형은 아직까지도 가장 권위
있는 패러다임이지만, 2003년에 스스로가 시인했듯이 4단계 피라미드 모형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
고 있다. 가령 4단계 피라미드 모형은 CSR 영역들 간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중첩되는 CSR 영역을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책임을 하지 않고 법적․윤리
적 책임을 다하는 특정 기업이 있다면 4단계 피라미드 모형은 이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Schwartz and Carroll 2003).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슈워츠와 캐롤(Mark Schwartz and Archie Carroll)은 상호 중
첩적인 경제적․법적․윤리적 영역으로 구성된 CSR 벤다이어그램 모형을 새롭게 제시한다. 새로
운 모형의 특징은 우선 기존모형에서 사용하던 자선영역이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슈워츠와 캐롤은
자선은 의무의 범위를 넘는 "바람직한(desirable)" 행위이기 때문에 기업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Schwartz and Carroll 2003).
<그림 2> CSR의 벤다이어그램 모형

슈워츠-캐롤 모형은 경제적 영역, 법적 영역, 그리고 윤리적 영역의 3개 기본 영역과 4개의 중
첩영역을 포함하여 모두 7개의 상호배타적인(mutually exclusive) 영역으로 구성된다. 벤다이어그
램 모형은 우선 피라미드 모형이 암시하고 있는 책임영역 간의 위계를 배제하고 있으며, 또한 중
첩영역의 도입을 통해 3개의 책임변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CSR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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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적 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이 진전됨에 따라 기업의 재무 외적인 성
과와 관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준칙이나 표준을 의미하는 글로벌 규약(global instruments)이
발표되거나 준비되고 있다. 주로 국제기구나 NGO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UN Global Compact,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SO 14001, SA 8000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규약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규약을 자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업
행동과 관련하여 행동강령(code of conducts) 등의 공적 약속(public commitments)을 작성하는데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OECD 2001a, 2). OECD의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행동강령을 발표하였다고 한다(OECD 2001b). 문제는 이러한 관행
이 범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음에도 각 기업의 약속이나 경영관행에 있어서 기업환경의 차이에 의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글로벌 규약들은 국제적인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구체적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
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주관기관이나 내용, 그리고 추진체계 등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면
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간에 역할 중복을 회피하고 시너지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제
기되고 있다.
각 글로벌 규약들의 주관기관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국제기구가 주도하기도 하고, 노조 ․ 사업
자단체나 종교단체 등 NGO가 주도하기도 하며, CSR 분야에서 개인적 신망을 지닌 개인이 제창
하기도 하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경제계 지도자들이 주관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관기관의 차이는 각 규약들이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차이
를 가져올 수 있어 중요하다. 이중에서 각국 정부간 합의를 형성하면서 진전되고 있는 글로벌 규
약으로는 OECD Guideline과 UN Global Compact를 들 수 있다. 또한 SA 7000과 GRI가 특징적인
것은 이들 규약들이 단순히 약속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검증과 보고의 표준을 제시하여 개별 기업
의 실행 강제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의 설계 자문을 수행하는 경제단체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은 한 보고서에서 앞에서 언급된 글로벌 규약들을 비교하고 있다. 이 보고서
는 모든 규약들이 제시한 항목을 통합 분류하여 책임성, 기업행동, 지역사회 기여, 기업지배구조,
환경, 인권, 소비자 보호, 노사관계 등 8개 부문이슈와 각 부문이슈를 구성하는 54개 세부이슈를
열거하고 규약 간에 비교하였다.2)
여러 글로벌 규약들을 가장 뚜렷하게 구별하는 특징은 추진체계라고 할 수 있다. Caux
2) 이러한 비교결과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OECD. 2001. The OECD Guideline & Other Corporate
Responsibility Instruments : A Comparison. Paris : OECD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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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나 Benchmarks는 공식 추진체계가 전혀 없으며 각 기업의 자발적 책임성 제고도구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OECD 가이드라인은 각 국가 내에서 주로 정부창구기관(National Contact
Points)에 의한 확산과 준수장려를 추구하고 있다. UN Global Compact와 Global Sullivan
Principles는 주요 기업의 약속을 권고하여 준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SA 7000과
GRI는 개별 기업의 경영관리와 보고과정을 지원하고 있어 다른 규약과 효과적인 역할분담과 이에
의한 시너지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Ⅲ. CSR 평가 체계 추론의 이론적 근거
1. CSR 평가 체계 추론의 원칙
1) 이해관계자 이론의 우선성
CSR 평가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주주이론(stockholder theory)과 이해관계자이론(stakeholder theory) 사이의 논란을 마무리 하는
일이다. 양자 간의 논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체계 추론의 원칙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이론을 우선시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실천과 이론 양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실천적으로는 CSR에 대한 논의가
일차적으로 주주와 그들을 대리하는 경영진의 요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압력에서 비롯되었다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주주와 경영
진이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요구나 압력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못하고, 많은 기업들이 그런 것처
럼 일종의 의무 이행이나 이미지 광고의 일환으로서 CSR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CSR의 이
행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주이론에
전적으로 근거한 평가체계는 사회적으로 수용되거나 작동되지 않을 것이 명백할 것이다.
한편 이론적으로도 주주이론은 상당히 모호한 이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3) 그 주창자인 프리
드만에 따르면 주주이윤의 보장은 법규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그렇다면 이해
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법규에 규정된다면 주주이론을 주창하는 이들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당한
배려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에 대해 이해관계자 이론가들과 주주 이론가들 사이에 견해차가 존재할 수 있지만 주주 또한 이해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이론이 더욱 포괄적이라 할 수 있겠
3) 주주이론의 대표적 논거에 대하여는 다음 저서를 참고할 것. Friedman, Milton, 1970.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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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이해관계자 이론의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기업의 업종과 규모, 여건 등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해도 이러한 조건과 범위의 관계를 명시함으로써 CSR의 범주가 어
디까지인지를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해관계자 이론을 우선시한다고 해서 주주이론이 주장하는 바가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이해관계자는 외연적으로 주주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자 이론은 주주의 이익을 배
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과 함께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동시에 반영하자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지배 구조가 주주, 특히 소액 주주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경우에
는 주주의 정당한 몫이 강조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추후에 논의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CSR 평가체계를 종합, 부문, 개별의 3단계 지표로 구성하
고, 부문지표 구성단계에 이해관계자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부문지표를 이해관계자에 따라 경영,
지역사회, 환경, 노동자, 소비자의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다만 여기서 경영 부문에 포함되는 지표
들은 이해관계자의 일환으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 포함되는 지표들이 나타내는 책임들
의 바탕을 이루는 일반적인 경영의 책임으로 개념화하였다. 다시 말해 경영진과 관련된 CSR은 경
영진이 책임의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사회구성원인 기업을 대표하는 책임의 주체임으로 인
해 부여되는 책임임을 밝혀둔다.

2) CSR의 절차주의적 이해
다음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CSR 도출 과정에 대한 윤리적 원칙에 관한 것이다. 학자마다 이견
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의 윤리적 입장은 규범윤리적 차원에서 대체로 의무론(deontology)과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의 두 가지 틀로 제시되고 있다.4) 전자는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는
입장으로서, 칸트적 보편주의(universalism)나 현대 계약론자들의 절차주의(proceduralism)적 입장
이 여기에 해당한다. 후자는 옳음에 대한 좋음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윤리적 이기주의
(ethical egoism)나 공리주의(utilitarianism)가 대표적인 이론들이라 할 수 있다.5)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이론의 흐름 중의 어느 한 흐름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론상의 대립은 CSR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 가는데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절차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면 공정성(fairness)이나 공지성(publicity) 등의 절
차적 덕목이 강조됨에 반하여, 결과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면 복지와 관련된 성과 덕목들이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두 이론의 입장 중 어느 한 쪽을 택함으로 인해 CSR의 세부 항목이 크게 달라질
4) 가령 Frankena, William K. Ethics (Prentice-Hall) 황경식 역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84)을 참조할 것.
이외에 덕이론(virtue theory)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덕이론은 결과주의에 포함된다
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의무론과 결과주의의 절충적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다.
5) 필진은 현대계약론이라는 개념보다 절차주의(proceduralism)라는 표현을 더 선호한다. 그 이유는 계약론
(contractualism)이라는 명칭은 종종 Hobbes, Locke, Rousseau 등의 고전적 계약론과 J. Rawls, J.
Habermas 등의 현대 계약론자들, 곧 절차주의자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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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필진은 윤리이론 전반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CSR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이유로 인해
절차주의적 입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결과주의는 특정 덕목의 효용이 계산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런데 CSR에 관련된 논의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
도 CSR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경험적으로 유의미한 계산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결과주의는 개별 주체가 계산된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끌
어 내기 어렵다. 그러나 절차주의는 서로간의 합의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합의의 결과가 어떤 것
이든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셋째, CSR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이미 절차
주의적 방식인 합의 기초 접근방법(consensus-based approach)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6) 다시
말해 기업, 노동자, 소비자 등을 대표하는 단체와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CSR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수정 ․ 보완
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CSR에 관한 논의에서는 절차주의적 입장이 결과
주의적 논의를 포괄할 수 있다. 절차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공리의 원칙을 하위원칙으로 포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관계자간의 대립이 문제가 되는 CSR 평가지표 추론과 관련하여서
는 비록 절차주의적 원칙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리의 원칙도 포함시켜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CSR 4원칙: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실행성
구체적으로 절차주의에 근거하여 CSR을 특징짓는 원칙을 구성해 보기로 하자. 그런데 절차주
의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CSR이 적용되는 영역도 다양하므로 사실 모든 사람이 온전히 합
의할 수 있는 CSR 윤리원칙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CSR 윤
리원칙의 역할이 CSR과 관련된 모든 기업행동방식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법체계
에서 헌법이 기능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CSR과 관련된 최소한의 합의가능한 원칙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가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 롤즈(J. Rawls)가 이른바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 개념을 통해 제시하는 것처럼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서로 상이한 형이상학적, 윤리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지지하는 원칙과 유사한 최소의 CSR원칙을 기업의 모든 이해당사자
들에게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원칙 중에서 가장 먼저 제시될 수 있는 덕목은 바로 공정성(fairness)이다. 이는 절차주
의적 입장을 취하는 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원칙이며 자유주의자는 물론, 그 대안적 입장을 취
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자이고자 한다면 누구나 수용할 수밖에 없는 덕목이다(Rawls 1971). 물론

6) 1990년대 말부터 국제 사회에서는 경영, 회계, 투자자, 시민사회, 학계, 노동 등 각계 인사들에 의하여 합의
기초 접근방법에 의한 사회적 책임 보고체계에 관한 논의와 협력이 전개되고 있다(GRI 200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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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공정성이 최고의 덕목이라거나 유일한 덕목이라는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윤리적 입
장에 따라 공정성 보다는 정의(justice) 또는 배려(care) 등을 더욱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취하든 공정성을 전제하지 않은 덕목 - 가령 공정하지 못한 정의, 공정
하지 못한 배려 등 - 은 전혀 윤리적인 덕목, 특히 절차주의적 덕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공정성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고, 따라서 CSR의 기본원칙으로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할 항목인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공정성의 도입여부라기 보다는 공정성의 내용이다. 가령 자유주의자의 평등관과
사회주의자의 평등관이 서로 상이할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절차주의자라고 하더라도 공정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중첩적 합
의7)가 가능한 공정성은 자유주의자나 사회주의자를 막론하고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정성을 의미
한다. 그리고 CSR과 관련된 논의에서 그것은 바로 경쟁의 공정한 조건이다. 예를 들어 거래 관계
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던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직무 이상으로 차별하는 등의 행위
는 모두 경쟁의 공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공정성의 덕목에 위배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로 도입되어야 할 원칙은 공익성(publicness)이다. 공익성은 절차주의적 입장을 취하는지,
또는 결과주의적 입장을 취하는지에 상관없이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공정성과 공익성의 위계(hierarchy)인데,
절차주의적 입장을 취한 이상 공정성이 공익성에 우선한다는 단서를 붙이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
을 것이다. 또 한가지 공익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CSR의 일환으로서 공익성의 범
위를 어디까지 책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공익성의 범위를 극단적으로 확대한다면 사기업의 이
윤추구 자체가 CSR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고, 역으로 공익성의 범위를 최소화하
면 주주이론을 수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필진은 공익성을 가급적 최
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CSR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전술한 것처럼 공익
성에 대한 공정성의 절차주의적 우선성을 수용하는 이상 공익성은 상대적으로 공정성의 유사한
수준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만 CSR의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성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해도 공정성과의 위계로 인해 적절한 수위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로 필요한 원칙은 투명성(transparency)이다. 투명성은 그 자체로 윤리적 내용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성과 공익성을 준수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반드시 선행되어
야 하는 덕목이며, 따라서 거의 모든 국제 규약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덕목이다(OECD
2001a, 12-15). 투명성은 우리가 어떤 윤리적 입장을 갖고 있는가와 무관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점
7) 이는 물론 롤즈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중첩적 합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Rawls, John. 1993. Political
Liberalism.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Lecture IV를 참조할 것.

376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6집 1호

에서 오히려 공정성이나 공익성에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CSR 측정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이다. 사외이사제나 노동자의 경영참여 보장, 그리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엄격한 규정 등은 모두 일
차적으로 이런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실행성(praticability)의 원칙이다. 현실적으로 CSR 이행수준을 측정하
려고 할 경우 기업마다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행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가식적인 제도나 규범들이 순전히 대외홍보용으로만 제작되어 ‘밤엔 도둑인 낮의
자선가’를 양산할 수 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기업의 CSR활동의 내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CSR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CSR 담당자가 다른 부
서의 일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CSR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이다. 이처럼 실행성의 지표들은 운영부서의 존재나 활동 유무를 점검함으로써 외형적인 CSR 이
행 수준의 실제성을 검증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의도와 결과의 종합
평가체계 산출의 또 하나의 쟁점은 평가지표를 형식적으로 CSR 이행 결과를 측정하는데 초점
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CSR 이행 의도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통
상적으로 지표는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답은 당연히 전자일 것 같지만 현실적으
로 기업의 CSR 측정과 관련해서는 각 기업이 처한 환경이 극심히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CSR의
결과만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악덕기업과
후진국의 윤리적 기업을 비교하는 경우 국가나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수평적으
로 비교한다면 전자가 후자보다 CSR 이행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CSR 이행에
그다지 관심이 없지만 선진국에 진출한 기업이, CSR 이행에 상당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지만 후진
국에 진출한 기업보다 훨씬 윤리적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작업의 성격상 안
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업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기업을 비교할 때에도 이러한 전도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CSR 평가와 관련
해서는 결과와 의도를 함께 반영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하겠다.
의도는 주로 기업을 대표하는 경영진의 의지나 활동과 관련하여, 결과는 기업의 활동에 대한 책
임부담 대상주체의 평가와 관련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업의 CSR 활동 자체는
경우에 따라 의도에 포함될 수도 결과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평가지표의 중복성을 배
제하기 위하여 의도에 대한 평가지표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내용을 나타내거나 결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포함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CSR 행동강령의 보유여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
쳐 채택되어 공시된 성문의 선언으로서 행동강령을 가지는 것 자체가 독자적인 CSR의 구성요소
이므로 의도 측정에 포함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와 결과의 종합이라는 이론적 근거
에 따라 CSR 종합지표에 결과지표 외에도 기업을 대표하는 경영진의 의도와 관련된 윤리경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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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표나 여러 개별지표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CSR 평가 체계 추론의 방법
1) 평가체계 구성과 반성적 평형의 방법
합의된 CSR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CSR의 개념을 명시하고 그로부터 하위 지표를 도출하는 연역적 방식(deduction)이고, 다
른 하나는 통념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하위 지표로부터 CSR의 개념을 도출하는 귀납적 방식
(induction)이다. 두 추론 방식 중에서 귀납적 방식은 항상 귀납의 오류가8)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하고 확률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CSR과 관련
하여 이미 폭넓게 합의된 공리(axiom)로서의 윤리적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한계상황
이 존재하는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는 귀납적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러한 귀납적 방식은 귀납의 원자료들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연히 절차주의적 경향을 지닌 개별 지표로부터 지표선정의 원칙을 도출
하기 시작했다면 그렇게 도출된 지표선정의 원칙과 선정된 지표들은 모두 절차주의적일 것이며,
역으로 처음부터 결과주의적 경향을 지닌 개별 지표들을 활용했다면 그 결과는 대체로 결과주의
적일 것이다. 그래서 귀납주의자들은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흔히 소박한 귀납주의적 방법과
구분되는 세련된 귀납의 방법을 사용한다. 필진이 여기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반성적 평형의 방법
도 이런 의미에서 세련된 귀납의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원래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의 방법은 롤즈가 자신이 제시한 정의의 두 원칙을 정
당화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이다. 롤즈는 합의가능한 정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인
들이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숙고된 도덕 판단들(considered moral judgments)로부터
정의원칙을 도출한다. 그리고 다시 이 정의원칙들로부터 개별 판단들을 추출하여 다른 숙고된 도
덕 판단들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을 반복함으로써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원칙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9) 물론 이러한 롤즈의 방법론은 정당화의 방법으로서는 불충분한 것이다.
우선 숙고된 도덕 판단들의 선정이 자의적이며, 그로부터 도출된 정의원칙들로부터 다시 개별 판
단들을 도출하여 검증한다는 것은 이른바 순환논증의 오류를 범하는 셈일 터이기 때문이다(Rawls
1993).10) 그러나 근래 들어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전통적 방식으로는 윤리적 판단을

8) 귀납의 오류란 n 번째까지의 결과와 n+1 번째의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
서 비롯되는 불완전 추론의 오류를 말한다.
9) 반성적 평형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Rawls(1971), chapters 4, 9를 참조할 것.
10) 그래서 롤즈의 후기 저작에서는 반성적 평형의 방법 대신에 중첩적 합의 개념이 정당화의 주요 요소로
활용된다. Rawls, John. 1993. Political Liberalism.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Lecture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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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기 곤란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자 반성적 평형의 방법은 정당화의 방법이 아니라 발견의 방
법으로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는 롤즈의 본의와 무관하게 실천 윤리학
(practical ethics)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예시를 위해 개별 지표를 도출하는데 반성적 평형의 방식을 한정적으로 적용하였
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개별 지표들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고 오류불가능한 CSR 체계가 도출되
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윤리적 입장에 근거한 독단적 CSR
주장이나 지엽적인 CSR 지표의 무근거한 나열을 회피함과 동시에 이론적 근거를 확고히 하면서
도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그럼으로써 지속적인 토의와 보정을 용이하게 하는 지표체계를 수
립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 실천적 논의의 수용
CSR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는 세계화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향지우고 평가하는 기준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범세계적 표준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아직 상세한 표준이 제시되는 수준의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
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처럼 국제적 합의가 형성된 사항은 평가지
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CSR 지표의 선정을 위하여 다양한 국제적 논의가 제시하는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CSR 평가지표 예시에 OECD Guideline, GRI, SA 8000을 주로 참고했다. 그중에서도
OECD Guideline(OECD 2003)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가이드라인은 유일하게
다자간에 승인되고 각 국 정부가 준수를 촉진하기로 약속한 포괄적 준칙이다. 둘째, 이 가이드라인
은 국제투자와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선언의 일환으로 정립되어 CSR에 대한 요구가 긴박한
해외진출 기업에 적절하다. 셋째, 이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본국 모기업과 현지법인에게 모
두 적용되기 위한 것이며, 가령 중소기업도 가능한 만큼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규범이어서 대기업
이외의 기업에도 대체로 무리없이 적용할만한 지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CSR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싼 경제주체들의 합의가 중요하다. 주
주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노동자, 소비자 뿐 아니라 NGO, 언론, 협력 기업,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토론과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CSR 종합지표 체계의 구성에 있어서 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의 합의 결과도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책임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구분
CSR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각 개별지표는 내용에 따라 적용의 범위를 나타내는 규범범위와 준
수의 영역을 나타내는 규범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 규범범위는 세계(global), 전국(national),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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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등으로 구분되며 규범영역은 법률적(legal), 윤리적(ethical), 경제적(economic) 등으로 구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령 노동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항목은 가급적 세계적인 표준에 따라
법률적 수준에서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자의 복지와 관련된 항목은 전국이나 지역적 표준에
따라 윤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은 규범범위와 규범영
역에 따라 각 개별지표에 대하여 이러한 구분의 유형을 규정함으로써 준수의 수준과 강도를 가늠
하고 이에 따라 실행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또한 개별지표의 성격에 따라 부문지표도 대체로
어떤 구분유형에 속하는 지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역시 CSR 준수의
수준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간의 불필요한 논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Ⅳ. 맺음말 : CSR 평가체계의 예시
그러면 이러한 이론적 규정들이 CSR 평가 체계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실천적 효능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 I>은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방법에 기초하여 도출된 CSR 평가체
계에 대한 대략적 구도이다.
<표 I> CSR 평가지표 체계
부문

경영

지역
사회

환경

덕목

투명성
(transparency)

공정성
(fairness)

의도

경영공시체계

결과

회계 공시
CSR 공시

의도

지역 모니터링 체계

행동강령
공정경쟁 행동
부패․뇌물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경영현지화

결과

대 주민 정보 공개

의도

환경 모니터링 체계

결과

환경영향 정보 공개

의도

노동자 의견수렴
체계

안전․보건 수칙

사내복지 제도

책임자․전담부서

결과

대 노동자 정보공개
징계․포상 절차

부당노동 금지, 고용평등,
최저임금 준수, 인격권
침해, 안전․보건 사고

생계임금
복지 프로그램
작업장 환경

노동법규 위반
해고율․이직률

의도

제품 모니터링 체계

결과

표시 절차․내용

소비자정보 관리 체계
제품․서비스 안전․보건
소비자 프라이버시 침해

품질관리 체계
A/S 처리
소비자 불만처리

노동자

소비자

현지 재투자
지역정치활동 자제
환경관리 체계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배출
제품의 환경친화성

공익성
(publicness)

실행성
(practicability)

기업지배구조
책임자․전담부서
CSR 적용 범위
이사회의 CSR 심의
한국경제 기여
CSR 국제규약 이행
협력기업 관계
지역 자원봉사 체계
책임자․전담부서
고용 창출
기업 종사자 긍지
지역개발 기여
지역 정부․언론 평가
기부․자선 활동
에너지관리 체계
책임자․전담부서
원자재․에너지 사용
환경법규 위반
리사이클링
ISO 14000 인증
생물다양성 영향

책임자․전담부서
소비자보호 규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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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표의 세로축은 CSR 이해관계자를 경영, 지역사회, 환경, 노동자, 소비자의 5부문으로 분류
한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경영 부문은 물론 주주의 이해관심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지만 종합적
책임을 평가해야 할 항목들을 위한 부문구획이기도 하다. 반면에 가로축은 CSR의 윤리적 원칙을
우선성 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그리고 개별 지표 산정을 위해서 세로축에 각각 의도와 결과의 항
목을 추가했으며, 개별 항목들은 현재 OECD를 비롯한 국제단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항목들을 가
급적 포괄하도록 배열했다. 개별 항목들의 평가 지침은 그 성격에 따라 범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 따라 법적, 윤리적, 경제적 차원에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이 앞 절에서 제시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 도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
에 필요한 모든 CSR 지표를 포괄했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실천적으로 필진들이 미처 생각하
지 못한 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항목이 개발될 수도 있다. 또, 이해관계에 따라 여전히 특
정한 항목을 강조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며, 무엇보다 이러한 평가체계를 지표화할 측정방
법이나 정보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념틀
은 CSR 지표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이론적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방식, 특히 CSR 4원칙은 CSR 평가 지표들의 우선성이나 가중치 산정에 도움
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우선성 논의는 주로 주주의 이익이 우선시될 것인가, 아니면 이해관계
자의 이익이 우선시 될 것인가의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CSR 4원칙은 어떤 책임들
이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이해 주체와 상관없이 윤리학적 측면에서 비교적 상세히 조
명해 준다. 예를 들어 개별항목의 중요도(가령 경영부문 투명성과 노동자부문 투명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지만 개별 부문 내에서의 윤리적 위계(가령 경영부문 투명성과 경영부문 공
익성)는 좀 더 명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범주의 위계에 동의한다면 평가항목 및 이행수준의 정도를 두고 벌어지는 이해
관계자간의 대립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보면 투명성과 공정성에 해당
되는 항목들은 CSR 이행의 논리적, 형평적 전제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법제화될 필요가 있는 항
목들이며, 공익성이나 실행성의 범주에 속하는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법제화보다는 세제상의 혜택
이나 사회적 권면을 통해 이행되어야 할 항목들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평가체계의 완전한 구축은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해관계 중립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윤리는 모두의 이해관심을 공정히 반영하는 데에서 출
발한다. 설령 후진국의 주장이 일반적인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후진국
의 이해관심이라면 공정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보편성의 편파적 강요라는
윤리적 형용모순이자 힘의 논리의 재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CSR 평
가체계는 그 이행 대상이 되는 기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가령
중소기업의 CSR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직적 지원이
동반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국가나 지역별 기업문화, 경제력의 차이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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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suring Good Deeds:
A Theoretical Inquiry into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aluation Index

Jeong, Won-Gyu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i, S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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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Hoon-Yong
(Dong-A University)
Lim, Suk-Jun
(Dong-A University)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become prominent in business language and
strategy.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reasingly encourage CSR and form
partnerships for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In Korea, however, CSR has been largely
neglected. Local firms tend to view it as an inappropriate societal intrusion and the government
considers it another trade barrier by advanced countries. We claim that CSR is rapidly
becoming the standard global practice and, consequently, the Korean business community,
NGOs, and government should participate in setting a uniform CSR evaluation index. This
paper, using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develops theoretical insight into the construction of
a ‘CSR Index.’ This index will be a strategic management tool to enhance businesses’ capacity
to develop, measure, and communicate best practices in the CSR field. Applying Rawl’s
‘reflective equilibrium’ as a methodological tool, we derive four ethical principles of CSR
(transparency, fairness, publicness, and praticability) and apply them to five key impact areas
(management, community, environment, workplace, and marketplace).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In Chapter Two, we review the epistemological argument over the nature of the firm
and its domain of responsibility, as debated between stockholder and stakeholder theories.
Chapter Three introduce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principles for constructing a CSR
evaluation index. We propose four ethical principles in evaluating CSR - transparency, fairness,
publicness, and praticability. In Chapter Four, we derive a ‘CSR Evaluation Index’ in the five
key impact areas of management, community, environment, workplace, and marketplace.
Key Word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aluation ind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