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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 Keynote speech

Sustainable wealth creation : the role
of CSR and Responsible Investment

피터 웹스터 _ 영국 아이리스 대표
Peter WEBSTER _ CEO, EIRIS UK

Sustainable wealth creation: the role
of CSR and Responsible Investment

Peter Webster
EI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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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ging a new agenda

•
•
•
•
•
•
•
•
•

CSR around the world
How investors use ESG factors
The role of research providers
Universal investors and climate change
Systemic risks: who can fix them?
Re-building trust and confidence in finance
The particular role of stock exchanges
Putting the long-term back into investment
The contribution of today’s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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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globally

• Different roots in different places
• In Asia the environment has often led
• In Europe human rights and labour standards also
prominent
• In the US combating bribery a feature
• Global Compact pulls all these threads together
• Global markets look to global standards
• Major corporates look to their supply ch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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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drivers of CSR

•
•
•
•

Peer group pressure
Public relations disasters
Industry and Country initiatives
The process of standardisation
–
–
–
–

Offers a way to transfer expertise
A standard against which others can benchmark
Can build in stakeholder engagement
A way to make your progress underst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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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s use of ESG factors

•
•
•
•
•
•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factors
The history of SRI funds
Passive (bespoke) index management for major clients
Launch of public index offerings (Dow Jones & FTSE)
Increasing “local” indices also (e.g. JSE, Brazil, Korea)
In last three years the UN PRI has changed the landscape
–
–
–
–

650 signatories, nearly $18 trillion of assets
Commitments on engagement, integration & disclosure
Top level support and regular reporting
A place to collaborate, and a place to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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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 acting as owners
• Broad brush engagement
–
–
–
–

Looking for Board level commitment to issues
Putting an issue on the agenda
Addressing governance of issues (targets, systems etc)
Using votes to secure better disclosure

• Heavy lifting engagement
–
–
–
–

Looking at the detail behind public scandals
Detailed analysis of corporate strategy
Collaboration with groups of investors
Might involve shareholder resolutions

• Engagement can be with governments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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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of ESG factors

•
•
•
•
•

Part of assessing quality of management
Specific factors can capture long-term trends
Awaking analysts to broader factors
Understanding the role of ESG in brand and value
Applying ESG factors to all asset classes

7

© EIRIS

Disclosure

•
•
•
•
•
•
•
•
•

Important for valuation and understanding
Disclosure itself inspires action within Companies
Helps to create a framework to tackle issues
Demonstrates stewardship of assets by directors
Multi-stakeholder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Carbon Disclosure Project activates $55 trillion investors
Emerging Markets Disclosure Project work
Investors may use votes to press for more information
Increasingly becoming a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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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research providers

•
•
•
•
•

Independent assessment of corporate performance
Analysing and making sense of increasing flow of data
Vital role in ensuring the decisions are robust
Sitting between investors, companies, NGOs, experts
EIRIS Partnership with KOCSR
–
–
–
–

Framework, advice & support
Provides gateway to global users
KOCSR provides local knowledge
EIRIS congratulates KOCSR on their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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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investors and climate change

•
•
•
•
•
•
•
•
•

“Universal investors” will win or lose with market
Economies will lose 5-20% from climate change (Stern)
Investors uniquely placed to tackle problem
Investors have supported “solutions” investments
They have also supported CDP
However few are acting as owners across their portfolios
We have identified over 100 “inactive” stocks to work on
And only half of high impact companies have targets
Few relate performance and remuneration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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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the current state of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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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issue amongst many

• Many other issues have potentially large long term value
implications
• Other environment issues: biodiversity & water
• Social issues: growing expectations of labour standards and
human rights and other poverty related issues
• Governance issues: combating bribery
• Other issues: cost of conflict in a globalise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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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ic risks: who can fix them?

•
•
•
•
•
•
•
•

Financial crisis has highlighted the concept
Risks which make us all losers
Where diversification doesn
doesn’tt tackle the problem
Regulators are looking at “hard” risks and business cycles
But few are looking at “softer” risks like ESG
Yet similar characteristics and similar damage
Investors have a shared interest and responsibility
What is going to damage the market, and what can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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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uilding trust and confidence in finance

• Public trust severely damaged
• Requires steady consistent work to re-build
• Take parallel example of chemical,
chemical resource or mining
companies
• Leadership and major industry and other initiatives to reconsider and re-position their role
• Finance sectors needs something similar
• Need to be seen as investors eyes and ears
• Identify and tackle future economic difficulties
• ESG actions and leadership a part of that.
14

© EIRIS

12

The particular role of stock exchanges

•
•
•
•
•
•

Recent PRI seminar in New York
Bridge between investors and companies
Key role in market confidence and disclosure
Listing requirements
Creation of indices
Many very useful initiatives now taking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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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ting the long-term back into investment

•
•
•
•
•
•

Spend more time on long-term issues (including ESG)
Press advisers for long-term scenarios
Models for tackling “large
large risks with uncertain timing
timing”
Encourage companies to put forward long term visions
Engage with companies and regulators on long term value
Reward long-term approaches explicitly in investment
mandates
• Direct infrastructure and other longer term investments
• Look for profitable solutions to long term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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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ribution of today’s event

•
•
•
•

Korean is at an important point
FTSE (and likely MSCI) add Korea to developed indices
Means Korea “on
on the map
map” for global portfolios
Increasingly those investors support PRI, CDP, GRI and so
forth
• So the questions will become more frequent
• Expectations will grow
• This award celebrates success and points the way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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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 / Panel discussion

기업가치 높이는
사회책임경영(CSR)의 의미

최정철 _ 한국CSR평가 대표
CHOI Jung Cheol _ President, KOCSR

기업가치 높이는 사회책임경영(CSR)의 의미
최 정 철 대표
한국CSR평가

들어가는 말
글로벌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퇴조하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경제위기가 비윤리적인 투자 확대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성격
을 띠고 있기 때문에 UN 주도하에 인권경영을 중시하는 Global Compact와 함께 사회책임투자원칙(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 가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공통 과제인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 194개국이 머리를 맞대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 총회가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회의 결과 기업의 환경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ESG에 근거하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FTSE4GOOD 지수, 미국의 다운존스 지속가능성 지수 등 세계적
수준의 사회책임인덱스가 개발되고 발전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의 FTSE4GOOD AUSTRALIA 30
INDEX(2001년 개발, 30개 기업 편입), 남아공의 JSE SRI INDEX(2003년 개발시 51개 기업 편입, 2007년 58개 기업 편입,
2008년 검토기업 105개 중 61개 기업 편입)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SRI INDEX가 개발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자극
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서 세계적 명성을 획득 유지하고,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양질의 자본을 투자받고,
소비자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ESG에 근거한 경영을 펼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111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ESG를 평가하고 이를 시상하는 것은 사회책임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111개 기업 중에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공표하는 기업
과 공표하지 않는 기업이 섞여 있습니다만, 이러한 평가활동이 최소한 ESG에 기반을 둔 경영활동을 촉진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ESG경영 현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몇몇 기업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행하기 시작해 2008년에 들면서 확산하고 있으나,
아직도 발표기업이 100개를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ESG경영의 결과를 공표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수
준은 많은 개선이 요구됩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ESG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보고함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여부를 비교 검
토하는 활동에 대한 내용이 전혀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 도요타자동차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매우 엄격
하게 목표와 실적을 공개하고 있어서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에서 우리 기업
들이 부족하거나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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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경영에서의 데이터의 성실한 공개
모든 기업이 대규모 CO2를 발생시키며, 대규모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관련 제반 경영활동에 관
련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은 부족합니다. 항상 총발생량과 단위당 발생량이 함께 표현되어 절대적인 측
면과 효율적인 측면이 모두 파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CO2 배출량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제3의 장소에서의 녹화사업, 에너지 절감사업, 신재생에너지 참여사업에 대한
노력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2) 글로벌한 관점에서의 접근
국내외 계열사를 모두 망라한 ESG책임에 관한 경영활동결과를 성실하게 정보공개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든지, 환경적 위험이 많은 사업을 해외에서 영위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지의 사업장에서 펼치고 있는 ESG경영 활동 결
과를 국가별, 사업장별, 계열사별로 구분하여 보고서에 다루어야 합니다.
3) 공급망 전체에 대한 책임
ESG경영에서는 특히 선진기업이 공급망 전체의 ESG에 대한 책임을 갖고 경영활동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ESG경영에서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공헌
도 외적 화려함보다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밀착이라는 관점에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지배구조와 기업 윤리
우리나라의 여건상 지배구조 영역에서 글로벌 수준에 미흡한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윤리경영에서는 부끄러운 것까지도 보고서에 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매년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밝혀지고 조
치된 실적을 보여줌으로써 윤리경영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의 윤리
경영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한겨레 SRI INDEX에 대한 제언
ESG경영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히 표현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의 ESG와 관련된 경
영활동수준은 매우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믿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책임경영활동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늘 시상자리를 마련해 준 한겨레신문과 한겨레경제연
구소에 더욱 무거운 제언을 하자면, 한겨레신문이 ‘한겨레 SRI INDEX’를 개발하고 관리하기를 희망합니다.

‘한겨레 SRI INDEX 30 INDEX’ 또는 ‘한겨레 SRI INDEX 50 INDEX’를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국가별 SRI INDEX를 2010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도 2003년에 개발하였으며, 호주는 2001년에
개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개발할 때가 되었으며, 오늘의 시상은 이러한 준비가 상당히 무르익었음을 알리는 자
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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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미래 경제에 올라타기

이원재_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LEE Won Jae _ President, HERI

CSR, 미래 경제에 올라타기
이원재 소장
한겨레경제연구소

한국의 선진국지수 편입은 기념비적 사건
EIRIS 피터 웹스터 대표이사의 발표를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주요 글로벌 지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
면서, 사회책임경영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는 데 깊이 공감합니다.
한국경제 위상이 높아져서 FTSE 등 유수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사실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 투자자
사회에서는 ‘변방’에 있던 한국 기업들이, 단숨에 전세계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에 참고하는 메인스트림 지수에 입성
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회책임경영(CSR)은 한국기업에게 더욱 중요해진 경영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CSR을 그저 기업의 이미
지를 가꾸는 일로만 여긴다면 이제 한참 구세대입니다. 이미 CSR은 글로벌 금융시장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올 수 있
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됐습니다.
FTSE 선진국지수 편입의 경우 사회책임투자 시장에서도 새로운 투자 대상지로 지목되어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FTSE 선진국시장 지수에 편입되면, 동시에 사회책임투자지수인 ‘FTSE4GOOD’ 편입 자
격을 획득하기 때문입니다.
FTSE4GOOD은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FTSE인터내셔널이 개
발한 지수로, 지배구조, 환경, 사회적 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 기업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투자는 미래 경제의 일부
유럽과 미국에서는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따르는 투자자금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투자포럼에 따르
면, 2005년 1조300억 유로이던 유럽의 사회책임투자 자금은 2007년 2조6600억 유로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
간 유럽 전체 기업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MSCI유럽지수는 16%만 늘어났으니, 사회책임투자 자금이 엄청난 증가세를 보
인 셈입니다.
미국에서도 2005년 1조6850억 달러에서 2007년 2조980억 달러까지 사회책임투자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사회투자포럼
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기관투자가 운용자금 가운데 9분의 1이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투자와 사회책임경영은 함께 맞물려 성장하는 미래 경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날로 확산하고 있는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까지 맞물리면, 그야말로 ‘착한 경제’의 모습이 완성됩니다. 무한경쟁 자본주의의 폐해
가 곳곳에서 드러나며 금융위기의 형태로 폭발하는 지금, 많은 전문가가 그리는 미래 경제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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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경영 평가는 미래 준비를 위한 모의시험
이번에 한겨레경제연구소가 주관한 111개 한국기업에 대한 평가는 이런 미래 경제 흐름에 대비한, 말하자면 모의시험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은 당연히 국제무대의 금융시장과 소비시장에서 벌어집니다. 한국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고려한 투자자와 소비자를 얼마나 끌어 모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지를 미리 가늠해 보는 시험대가 바로 이번
평가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번 평가는 기업과 사회의 소통 통로이기도 합니다. 한국사회가 기업에게 어떤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지
를 엿본 셈이니 말입니다. 또한 기업과 외국 투자자 사이의 소통 통로이기도 합니다. 사회책임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EIRIS의 데이터를 활용해 이루어졌으니 말입니다. 결국 이는 한국사회와 외국 투자자 사이의 소통으로까지 이어집
니다.

평가의 발전 방향
최정철 박사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는 이런 평가 결과를 통해 기업 풀을 만들고 지수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사회와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이 CSR과 관련해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내
리는지를 이런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테스트해야 궁극적으로는 유효한 지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평가보다 훨씬 더 한국 시민사회의 잣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책임투자 지수를 만든다면, 그 지
수 편입 기업을 고르는 과정에도 시민사회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기업의 사회적 리스크나 사
회적 사업기회는, 시민사회의 영향력 아래 생기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
업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더 많이 소통하는 기업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CSR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맺음
한겨레경제연구소가 CSR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기업 경영의 최신 이슈이며 가장 성장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
입니다. HERI는 이와 같이 한국 기업 및 금융의 frontier에서, 뜨겁고 새롭고 성장하는 이슈를 찾아 연구 주제를 넓혀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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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의 CSR의 빠른 발전과 실천경험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CSR이 세 가지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경영활동의 방식입니다.
사회적 공정성, 윤리성, 친환경성 등을 기업경영에 반영하는 것이 이에 포함됩니다. 폐기물 처리, 에너지 절약, 대
체에너지 활용, 여성·장애인·외국인 고용, 협력업체와 하청기업에서의 환경보호와 인권침해 방지 등이 많이 거
론됩니다.

둘째, 사회적 사업(Social Business)에 대한 노력입니다.
사회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와 함께 사회적 사업의 개발에 진력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 장
애인·노인을 지원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생태환경, 공정무역, 지역재생 사업, SRI 펀드 등, 새롭게 대두한 사
회적인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즉 사회적 혁신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기업은 경제력, 조직력, 인적자원의 집합체로서 그러한 경영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지원활동에 나설 수 있습니
다. 금전적인 지원, 시설·인력의 제공, 사내기술 제공 등 각종 전략적 자선활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 세 가지 범주에서 모두 CSR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로 CSR
의 의의는 더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CSR 대책을 강화하고 있어 CSR 추진실을 설립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 부서,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함께 기획부문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SR 보고서 또는 환경/사회보고서를 발행하는 기업은 1천여 개에 달하며 그것을 이해관계자에게 널리 알리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취직하려는 대학생들이 면접준비를 위해 미리 보고서를 읽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환경관련이 대부분이지만 사회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
다. 2009년에 나타난 커다란 진전은 금융경제면에서의 CSR 노력이 주목된다는 점입니다. 사회책임투자(SRI)와 Social
Finance, Micro Finance에 대한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로 협
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사회적 가치도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전으로는 정부의 CSR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7년 후쿠다 내각에서 시작된 이런 움직임은
현재 하토야마 내각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
다. 정부, 경제계, 노조, NGO의 대표가 평등한 위상으로 테이블에 마주앉아 발언을 하는 유형의 토론은 일본에서는 새로
운 일입니다.
이처럼 최근 일본 사회에서 CSR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커다란 약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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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최근 들어 일본 기업들은 비정상으로 과다하게 내부유보 자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기업은 일정 수준의 내부유보로 경영을 해왔고 1990년 이후 경제위기 때도 10%대에 머물렀으나 최근
몇 년 동안 내부유보를 많이 늘려 그 규모가 10년 전의 두 배인 43조엔에 달하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10조엔 이상의 내부유보를 유지하면서도 해고와 공장 폐쇄를 진행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제계 리더
이자 일본 경단련 회장의 출신기업인 캐논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정부가 수십조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더라도
기업이 100조엔 이상 내부유보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면 긴급경제대책의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런 과도한 내부유보를 직원급여 및 사회적인 사업에 사용
하는 것이 일본기업에 요구되는 CSR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CSR 활동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기업이 주로 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보면, 수백만엔 혹은 수천만엔 규모가 대부분입니다. 1억
엔 이상의 사회공헌 활동은 매우 드뭅니다. 기업들은 자사 홍보를 위한 이벤트나 스포츠대회에는 수억~수십억엔
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F1후원에는 수백억엔의 자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사업을 수억~수십억엔 규모
로 벌이지 않습니다. NGO가 설립하는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대개 1억엔 이하의 규모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많은 일본 기업들은 사회적 사업을 전개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병원 설립에 협
력하거나 아시아의 섬나라에 학교를 건설하는 등 수백만~수천만엔 단위의 활동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은
좀더 자신의 덩치에 맞는 사회적 사업을 추진하는 책임감과 규모에 대한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활동이 사회적 사업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내용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취약계층의 취업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노동CSR활동
에 대한 경영감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일본에서는 CSR에 임하는 최고경영층의 의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등에 CEO가 서명을 하고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 다른 경우에 CEO가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업의 CSR활동은 CEO의 인간으로서의 생각과 경영철학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일본 기
업에서는 CSR 활동이 실무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자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있습니
다. 조직관리가 수직체계로 되어 있는 일본기업에서 경영책임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CSR 활동은 기획
부서에서 사업 부문이나 재무 부문 등으로 잘 이어지지 않고 직원의 이해도 얻기 어렵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CSR
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일본 기업의 CSR 활동의 몇 가지 약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도 향후 CSR 활동에 대한 노력에 따라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CSR활동을 보면 훨씬 동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서울에서 열린 SK그룹
의 <세상> 웹사이트 출범식에 참가했습니다. 기획 자체도 좋았지만 SK그룹이 2011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막대한 금액
을 사회적기업에 지원한다는 계획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일본 기업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업활동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CSR이 일본 기업들 속에 더욱 깊이 스며들어 일본 경제활동의 기조가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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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의 CSR 수준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게 퍼져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의 전제임을 충분
히 인식하고 일관성 있는 CSR활동을 벌이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CSR을 단순한 기업홍보나 혹은 greenwash 나 window
dressing 정도로 생각하는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CSR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는 자칫 CSR이 단순한 자선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 등의 단기적인 이벤트로
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은 지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가 모호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투자
자들은 기업에서 지출한 비용이 기업가치 극대화와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CSR 활동의 성과에 대해 의
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CSR은 단순한 기부나 공헌이 아니고, window dressing 이나 greenwash는 더욱 아닙니다. 기업은 장기적 비전을 세우고 구
체적이고 전략적인 CSR 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 정부, 지역사회, 협력 업체,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
업으로부터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 대응함으로써 기업가치와 사회가치를 동시에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
니다. 형식적 CSR 활동을 하느라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업가치 향상과 연결될 수 있는 전략적 활동
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SR과 지속가능경영과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틀 속에서 CSR 활동이 일
관성 있게 디자인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도요타가 10년 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를 개발하여 팔고 있는데, 원가는 4
천만원 이상인데 판매가는 2천만원대입니다. 한대당 2천만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평가
해야 될 것인가? CSR과는 상관없는 일로 보아야 하는가?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점
수를 주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팔 때마다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얼뜻생
각해도 평가하기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아 보일 것입니다.
CSR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활동으로 수동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선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기업가치 향상
과 연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시키게 될 뿐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과제라면 적극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세
계적인 추세는 이미 CSR, ESG, Sustainability와 같은 개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연구하는 수준으로
급속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각자 적합한 지속가능경영의 방법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이입니다. 즉, 환경, 사회, 경제의 triple bottom line을 개념적으로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느냐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연구와 사례들은 지금까지 국내외에 많이 축적되어 왔으므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입으
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조직적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축하
고 운영하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행동으로 실천해 가야 할 때입니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 세부 방안 마련에 보다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목표를 충족시
키기 위한 비용과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 발생하는 비용간의 trade off 관계가 어떻게 자본투자와 자본배분 결정에 반
영될 수 있을까? 일련의 광범위한 기업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성과평가와 보상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까?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기업 목표를 전략적 통합을 위해 관련자료
를 수집 축적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까? 재무적 부분과 ESG 부분을 잘 연결하기 위한 기업
의 의사결정 과정–예산, 인사, 업무프로세스 등-이나 이와 관련된 경영활동의 표준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축 할 것인가? 기
업의 목표에 대해 조직의 내부 및 외부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접근이 기업의 CSR에서 다루어야 할 실천적 과제일 것입니다.
지금 경영자들은 기업의 ESG 성과와 재무성과를 어떻게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어려운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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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세계로 가는 다리
- FTSE 선진국지수 편입 기업에 대한 2009 한겨레경제연구소 글로벌 CSR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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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파트너 : 아이리스, 한국CSR평가

*<한겨레> 경제·경영섹션 <HERI Review> 10호 스페셜리포트 기사 재구성

CSR, 세계로 가는 다리
- FTSE 선진국지수 편입 기업에 대한 2009 한겨레경제연구소 글로벌 CSR 평가 -

1. 평가 취지 및 결과 요약
사회책임경영(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21세기 기업에게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열쇳말이
됐다. 제대로 투자하고 고용하고 구매해서 물건을 잘 만들고 잘 파는 일처럼, 환경과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소비자·노
동자·주주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는 일은 이제는 기업의 핵심 활동이다. 그런데 기업의 재무성과는 매출과 비
용, 그리고 이익이라는 회계적 성과를 통해 엄정하게 평가받는 데 반해, 사회책임 성과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기업이 사회책임경영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늘 부족하기 마련이다.
한국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특히 최근 세계 금융시
장에서는 사회책임성과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가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추세다.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사회책임투자가 적극적이면서도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한겨레경제연구소가 FTSE4GOOD 지수의 평가데이터를 제공하는 영국 리서치기관 아이리스(EIRIS)와 함께
2008년 데이터를 이용해 111개 한국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성과를 평가한 것은 이런 취지에서다.

포스코 모든 영역 최상위권
모든 업종을 통틀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포스코에 종합 대상이 돌아갔다. 포스코는 환경·사회·거버넌스의 3개
평가 영역에서 고르게 최상위권 성적을 받았다.
환경 영역에서는 관련 정책을 수립·관리·보고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이 돋보였다.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임직원들이 자가 진단표를 통해 회사의 윤리수준을 점검하고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촘촘한 체
계를 갖추는 등 전반적으로 윤리 시스템이 잘 정비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 몰입도 향상을 위한 다
양한 지원책을 펴는 등 내부 임직원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제조업 66곳 중에는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높은 점수로 제조업 대상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사회 실행 구조와
반뇌물 및 윤리 시스템 등을 잘 갖춰, 거버넌스 영역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 경영에서도 매년 환경성과 평
가(EPE)를 통해 관련 항목들을 계량적으로 관리하는 등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비스업 45곳 중에는 케이티가 업종 대상에 선정됐다. 케이티 또한 거버넌스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사회
영역에서는 고객 및 협력 업체 관련 정책이 잘 정비돼 있었다. 직원이 기부한 금액만큼 회사에서도 기부하는 매칭그랜
트 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충실히 보고하고 있다.
사회책임경영의 영역별로도 2개의 최우수 기업을 가렸다. 한겨레경제연구소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기업 사회책임경영을 평가했다. 환경은 환경 정책, 시스템, 성과 등을 포함하고, 사회는 인권, 노동, 협력업체, 소
비자 관련 활동 등을 포괄하며, 거버넌스는 이사회 실행 수준과 윤리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환경 영역에서는 삼성에스디아이와 하이닉스반도체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협력회사의
친환경 경영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삼성에스디아이는 모든 경영진이 참여하는 SM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환경을
비롯한 전사적 사회책임경영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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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투자 결정의 새 잣대
사회 영역에서는 동점이 나오면서 대구은행, 동부화재, 에쓰오일 3개 기업이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모두 고객 및 협력업체를 위한 정책을 잘 갖추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해관계자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결과를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
를 받았다.
거버넌스 영역의 최우수기업으로는 제조업 대상을 받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이 선정됐다. 한국전력은 뇌물 관련
윤리강령을 내부 배포하고, 고위직 간부들에 대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율재산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한국가스공사와
마찬가지로 반뇌물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었다.
사회책임경영은 그저 사회에 대해 의무감을 느껴서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아니다. 환경과 인권과 임직원의 복지와
소비자 안전과 투명한 지배구조 등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지키지 않으면, 투자자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 위
험관리의 영역이다. 또 잘 관리하면 새로운 소비자와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기도 하다.
2009년 글로벌 CSR 평가는 FTSE 선진국지수 편입과 함께 세계적 사회책임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를 가
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평가다. 한국 기업이 사회책임경영을 통해 더 많은 위험을 다스리고 더 많은 기회를 발견
해 도약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2. 평가결과 분석
한겨레경제연구소는 올해 처음으로 FTSE 선진국지수에 편입된 111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회책임경영 수준을
글로벌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대상 기업들은 이번 편입으로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갖췄지만, 사회책임경영 수준에서
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 수상기업 및 모범기업 선정
한겨레경제연구소는 111개 기업을 5개 등급으로 나누어, 그중 상위 20% 점수(1등급)에 해당하는 21개 기업을 글로벌
CSR모범기업으로 우선 추렸다.
제조업 중에는 기아자동차,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I,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하이닉스반도체, 한국가스공사, 한
국전력,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엘지화학, 엘지디스플레이, 엘지전자, 에스케이에너지, 에쓰오일 등 16곳이 포함됐고,
서비스업에서는 대구은행, 대우증권, 동부화재, 삼성카드, 케이티 등 5곳이 해당했다.
한겨레경제연구소는 이들 글로벌 CSR 모범기업 21곳을 후보군으로 삼아, 모든 업종과 영역을 통틀어 가장 좋은 점
수를 받은 기업 1곳(포스코)을 종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조업(한국가스공사)과 서비스업(케이티) 각각의 최고 점수
기업을 업종 대상으로 선정하고, 환경·사회·거버넌스 3개 영역별로는 각각의 최우수 기업들을 선정했다.

≫ 국내기업들의 CSR 수준
이번 평가의 대상인 111개 한국 기업은 모두 FTSE 선진국지수에 편입된 글로벌 기업들이다. 따라서 국제 수준의 경
영 관행을 국제 투자자와 구매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곳이다. 사회책임경영은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기업이 갖
춰야 할 당연한 핵심 경영 요소다. 그러나 이번 평가 결과, 전체 111개 글로벌 기업 간에 사회책임경영의 수준이 현격
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으로 매긴 평가 결과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
는 70점을 넘었다. 20점 이하를 받은 기업도 8곳이나 됐다.
이는 사회책임경영의 국제적 평가 관행에 대해 아직도 상당수 국내 기업들이 전혀 알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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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글로벌 스탠더드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공시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사회책임투자자의 해당 항목 평가에서 0점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영역 및 업종별 평가
각 영역과 업종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111개 기업의 영역별 평균 점수를 보면 거버넌스가 49.6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와 환경 쪽 평균 점수는 각각 41.8점과 35.8점에 그쳐 환경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다.
다만 글로벌 CSR모범기업 군에 속한 기업 21곳은 예외여서, 환경영역 평균 점수가 66.9점으로 거버넌스(64.1점)나
사회(63.8점)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환경영역 점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은행업종의 경우 평가 은행 8곳 가운데 한 군
데를 빼고는 모두 환경영역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에 속했다. 보험·증권 등이 포함된 일반 금융업에서도 기업 10곳
가운데 2군데를 빼고는 모두 환경영역에서 최하인 5등급에 속했다.
서비스업의 환경 영역 평가가 낮게 나온 것이 주요 특징이었다. 서비스업 기업 45곳 중 환경 영역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은 2곳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29곳이 사실상 환경 경영이 없는 수준인 20점 이하에 머무른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반해 제조업은 60점 이상이 18곳이나 됐고, 20점 이하 또한 서비스 업종보다 훨씬 적은 19곳에 그쳤다. 이는 금
융 회사를 비롯한 국내의 서비스 기업들이 여전히 환경 경영을 소홀히 하고 있거나 환경경영을 제조업의 몫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환경영역의 점수 차이는 그대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체의 격차로 반영됐다. 제조업의 경우 거버넌스, 환경, 사회 세
영역이 40점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서비스업은 환경(25.5점), 사회(43.3점), 거버넌스(51.8점) 각 영역간에 뚜
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환경영역의 이런 점수 차이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가 글로벌 CSR모범기업 21곳 중 서비스
업이 5곳이고 제조업은 16곳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소비자에게 직접 브랜드를 알리는 기업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 특성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동차업종에서는
완성차업체가 부품업체에 견줘 현격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한계와 전망
이번 평가는 국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수준을 글로벌 기준으로 심도 있게 살펴 보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특히 흔
히 사용되는 평판 데이터가 아닌, 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놓고 평가했다는 데서 차별성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모범기업’ 집단을 구성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내 기업들 간의 우열을 가려보았을 뿐, 최종 경쟁자인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비교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한
계이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3. 평가방법 및 심사총평
2009 글로벌 CSR 평가는 올 9월 말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FTSE) 선진국지수에 편입된 한국기
업 111곳을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눠 진행하였다. 한겨레경제연구소는 한국기업의 FTSE 선진국지수 편입이 예고된 9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석 달 동안 평가 작업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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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 한겨레경제연구소는 파트너로 선정한 아이리스(EIRIS)와 한국CSR평가(KOCSR) 쪽에 해당 기업에 대한 자
료 수집과 기초 평가를 의뢰하였다. 아이리스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CSR 분야의 독립조사 기구로, 세계
유수의 펀드매니저와 자산투자사에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리스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대상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1단계 평가는 평가대상 기업이 공개한 2008년 데이터를 토대로 이뤄졌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연차보고서뿐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나 각종 공시를 통해 공개된 데이터와 자료들이 조사 대상이 됐다. 대상기업에는 평가영역에 대한 추가적
인 정보 제공의 기회가 주어졌다. 재무성과를 주로 다루는 연차보고서만을 발행하거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하
더라도 해당 자료의 공개가 구체적이지 못한 기업들은 평가 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평가영역은 아이리스 모델에 따라 환경·사회·거버넌스 등 3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했다. 각 영역은 글로벌 투자
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의 사회책임과 관련된 세부 지표들을 포함한다. 영역별 세부 지표는 아이리스의 평가 모델
을 기초로 정책, 시스템, 보고 등으로 구분하고 그 대응 태도와 실제 운용 수준을 평가해 점수를 매겼다. 이렇게 산출되
어 나온 각 세부 지표별 점수를 합해 영역별 총점을 구한 뒤, 이를 만점으로 나눈 최종 점수(최종획득점수/획득가능점
수)를 백분율로 표시했다. 3개 영역의 통합 최종점수 또한 마찬가지 계산 과정을 거쳐 백분율로 표시했다.
2단계 최종 심사는 1단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6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였다. 심사위원회에서는 환
경·사회·거버넌스 등의 영역별 세부 항목의 타당성을 재차 검토하고 최종 우수기업을 선정하였다. 111개 전체 기업
가운데 우선 수상후보자들(모범기업군)을 고르고 그 중에서 3개 영역의 종합 최고 점수를 받은 기업에 대상을 수여하였
다. 수상후보군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이슈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
가 될만한 네거티브(negative) 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대상 후보 기업의 경우 각 영역에서 모두 60점이 넘었는
지를 살펴보았다. 영역별로 최고 점수가 같은 기업이 여럿일 경우에는 모두 수상자로 인정했다.

심사 총평/심사위원장 박기찬 한국윤리경영학회장•인하대 교수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전략이다. 다시 말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국
내외 고객과 투자자들로부터의 신뢰와 책임을 인정받을 때 유지될 수 있다. 영국 종교기관들에 의해 설립된 아이리스
(EIRIS)는 25년 동안 전 세계 3천여개 기업의 자료를 글로벌 금융기관, 연기금, 펀드매니저, 종교기관, 재단 및 소비자단
체 등에 제공해 온 세계적인 조사 기관이다. 한국 기업의 데이터는 아이리스의 한국 파트너인 한국CSR평가의 조사를
거쳐 아이리스 쪽에 전달되고 있다.
한겨레경제연구소는 아이리스와 한국CSR평가의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FTSE에 편입된 111개 한국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성과에 대한 계량화 평가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계량화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는 종합대
상, 제조업 대상, 서비스업 대상 및 영역별(환경, 사회, 거버넌스) 최우수상을 2개 기업씩 선정하였다. 사회 영역에서는
동점이 나와 3개 사를 선정하였다. 사회적 책임과 환경 경영의 실천 노력과 의지가 각별히 뛰어난 대표 기업을 엄선함
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모두 따라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으려 했다.
심사 결과, 3개 영역 각각에서 국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수준이 세계적인 기업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됐다. 특히 금융 기업의 경우 환경 이슈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이 많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
상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세계적 기업에 뒤떨어지지 않는 지속가능성 수준을 보여주었다.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올해 첫발을 내디딘 한겨레신문의 글로벌CSR대상이 연륜을 쌓으면서 글로벌 투자자에게 신뢰성 있는 좌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심사위원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박사,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박사, 정경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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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의 의의
2009년 9월, 한국 기업사에 기념비적 사건이 생겼다. 영국의 FTSE 선진국지수에 한국이 편입된 것이다. 그 전까지
투자자 사회에서 ‘변방’ 격인 개발도상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던 한국 기업들은, 단숨에 전 세계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메
인스트림 지수에 입성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사회책임경영(CSR)은 한국기업에게 보다 중요한 경영 핵심 요소가 됐다. 투자기관의 자금 유치 경쟁이 치열
하게 벌어지는 국제 투자홍보(IR)의 전장에서, 사회책임경영이 사회책임투자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른 것이다.
한겨레경제연구소의 이번 글로벌 CSR 평가 방법 또한, 사회책임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평가 데이터와 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 CSR, 글로벌 자금 유치의 핵심 요소
한국 증시가 FTSE 선진국시장 지수에 공식 편입된 것은, 지난 2004년 9월 FTSE가 한국 시장을 선진지수 편입을 위
한 관찰대상국에 포함한지 정확히 5년 만의 일이다. FTSE 쪽은 한국시장의 경제개발 정도와 규모, 유동성 등이 이미
선진 지수 편입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번 선진지수 편입을 통해 한국 자본 시장은 공식적으로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국제 자본 유입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주류 글로벌 기관투자자는 주로 선진시장 지
수를 추종해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자금이 한국시장을 새로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증시로 자금 유
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더해, 사회책임투자 시장에서도 새로운 투자 대상지로 지목되어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한국 기업들이 FTSE 선진국시장 지수에 편입되면, 동시에 사회책임투자지수인 ‘FTSE4GOOD’ 편입될 수 있는 후보
자격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FTSE4GOOD은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FTSE인터내셔널
이 개발한 지수로, 지배구조와 환경 및 사회적 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2010년 9월에는 한국에서도 편입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그때 열리는 FTSE4GOOD 운영위원회에
서 사회 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의 추가 편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편입된 기업들은 유럽 연기금 등 이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자의 우선 투자 대상이 된다.

≫ 사회책임투자 규모 폭발적 증가세
유럽과 미국에서는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따르는 투자자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회투자포럼에 따르면, 2005년 1조300억 유로이던 유럽의 사회책임투자 자금은 2007년 2조6600억 유로까지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유럽 전체 기업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MSCI유럽지수는 16%만 늘어났으니, 사회책임투자 자금이
엄청난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미국에서도 2005년 1조6850억 달러에서 2007년 2조980억 달러로 사회책임투자 규모가 늘어났다. 사회투자포럼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기관투자가 운용자금 가운데 9분의 1이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투자되고 있다.
2005년 설립된 유엔 책임투자원칙(PRI)의 가입 투자기관도 점점 늘어나서, 2008년 현재 총 자산은 13조 유로에 이르
렀다. 유엔 책임투자원칙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고려한 투자를 하는 금융사가 가입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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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SE4GOOD 편입 기업 미리 예상
한겨레경제연구소가 이번에 수행한 기업 사회책임경영 평가는, FTSE4GOOD에 사회책임경영 평가를 제공하는 영국
평가기관 아이리스의 데이터를 활용해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는 그 대상이 FTSE 선진국지수 편입 예상 한국기업이고 아이리스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어떤 한국기
업이 FTSE4GOOD에 편입되는 영광을 누릴 지를 내다보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투자와 연금> 매거진이 지난해 유럽의 사회책임투자 펀드매니저 84명을 조사한 결과, FTSE지수는 다우존스
지수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사회책임투자 지수로 꼽혔다. 한국 기업은 분명 투자자의 시
선을 끌 수 있는 진열대에 올라설 기회를 얻은 것이다.
사회책임경영은 이제 한국 기업에게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사회책임투자가 그 움직임을 떠받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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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영역 최우수상
한국가스공사 / 한국전력

사회영역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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