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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위기의한국,

사회적책임경영으로돌파구마련해야

존경하는내외귀빈여러분.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 5개국의대학과 언

론사가 함께참여한<2016아시아CSR랭킹컨퍼런스>에

관심과성원을보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아시아 CSR 랭킹 위원회를

통해서매우의미있는작업이진행됐습니다.위원회에서

는 아시아각국에맞는CSR 평가지표를통해환경•사

회•지배구조의 세 영역으로 나눠 사회적책임(CSR) 현

황 및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2회째를 맞는 올해는

아시아 CSR 랭킹 발표와 더불어 한중일 CSR 트렌드도

함께소개됩니다.

우선 아시아 CSR랭킹위원회로서 한국의 CSR 평가

분석을진행하신이재혁고려대경영학과교수(IGI대표),

일본의 히로시아메미야(Hiroshi Amemiya)Corporate C

itizenshipJapan 대표이사,중국의발라 라마사미(Bala R

amasamy)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CEIBS, 경영대학원)

경제학교수,아세안FranciscoRoman교수님께감사드립

니다.특히활발한커뮤니케이션을통해 CSR 인식이높

아질수 있도록지원해주신각국의언론사파트너인조

선일보 더나은미래(한국), Neural(일본), Industry Wire(

중국)그리고아시아CSR랭킹조사를총괄해기업의지

속가능성 연구 및 컨설팅을 진행해 오신 InnoCSR 이윤

석대표님께감사드립니다.

글로벌경제위기속에서아시아경제도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위기를돌파할경영 전략이필요한시점

입니다.우리한국기업들도과감한구조조정과산업혁

신을요구받고있습니다.기술개발과운용에대한투명

성확보와기술에대한사회적신뢰성증진등사회적책

임을다하여야만,기술의가치를극대화할수있고기업

은 소비자로부터선택 받을수 있습니다.바로사회적책

임(SR)경영이 더욱 중요해 지는 것인데, 기업이 윤리적

이고준법적인경영활동을통해소비자의신뢰를확보하

고, 친환경•적정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

이며,사회적가치를실천해나감으로써우리사회의지

속가능한 성장을 이룬다는 ‘CSR경영전략’인 것입니다.

글로벌시장에서변화하는경영환경에적응하고위기속

에서새로운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기업들은사회적

책임경영,품질경영을적극실천해나가야할것입니다.

제가대표를맡고있는대한민국국회CSR정책포럼

역시우리기업들의사회적책임과새로운공유가치창출

을지원하기위한제도적지원을해나갈것입니다.

바쁘신가운데에도귀한시간을내어행사에참석하

여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컨퍼런스를준비해 주신 관계

자분들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참석하신모든분들

의행운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일표

국회의원/ 국회CSR 정책연구포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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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건강한기업생태계를위한

CSR전략공유와상호네트워킹의계기가되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

에빈번하게오르내린지도수년이지났습니다.혹자는이

용어를약탈적자본주의에대한 반성으로,혹자는이 용

어를따뜻한공동체를만들기위한뜻으로,혹자는이용

어를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사용합니

다. 분명한 건, 이제 전 세계 그 어떤 기업도 CSR을 하

지 않고는 기업의 장기적 생존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글로벌컨설팅회사맥킨지에따르면,1935년미국기

업의 평균수명은90년이었으나, 1975년에는30년, 1995

년에는 22년, 2015년에는15년으로점점 단축되고 있다

고 합니다. 기업 수명은 왜 이렇게 단축되는 것일까요.

매출액이라는 경제적인 건강함만으로장수하던시절은

이미지나갔습니다.윤리경영,사회책임경영등을통해

기업생태계가전반적으로건강해야합니다.

조선일보더나은미래는2010년이후우리 기업에 C

SR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

업사회공헌 평가지표(2012)를 개발하고, '해외진출 기

업의 글로벌CSR전략' 컨퍼런스(2013)와 ISO 26000 전

문가인조나단행크스박사초청CSR평가모델컨설팅 (2

014)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에 ‘2015 아시아 CSR랭

킹 컨퍼런스’를 통해 한• 중•일 기업의 CSR 현황을

비교해보는 시도를벌였습니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고려대 기업경영연구원과

100대 기업 CEO에게 CSR 관련 설문을 해보니, CEO

들이 생각하는CSR의핵심은‘기업의지속가능성제고’

가1순위였고,‘윤리경영’과‘사회적문제해결’이그다음

이었습니다. ‘자선과기부활동’ 혹은‘고용및 세금납부’

를선택한CEO는많지않았습니다.예전에는CSR을사회

공헌과비슷한개념으로 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

선이나기부 차원으로 생각했다면,이젠 CEO들이 동반

성장,이해관계자소통,사회문제해결까지‘넓은의미의

CSR’을보기시작한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CSR에 대한 인식수준이점점

높아지고있는것같아,무척감사한마음입니다.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IGI(Inno Global Institute), 국회CSR정책연

구 포럼(대표 홍일표 의원)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에도 ‘2016아시아CSR랭킹컨퍼런스’를개최하는것도

우리 기업의 CSR 민감도를 좀더 높이고자 함입니다.

모쪼록 이번컨퍼런스를통해한국과중국,일본의CSR

전략을 공유하고,상호네트워킹하는계기가되었으면합

니다.

바쁘신와중에도참석해주신홍일표의원님을 비롯,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님, 히로시 아메미야 대표

님,발라라마사미(BalaRamasamy)교수님,이윤석대표

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CSR에관심이많은기업,대

학, NPO 관계자분들께도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모쪼

록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좋겠습니다.

박란희

조선일보더나은미래COO /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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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국회

CSR정책연구포럼과 함께 두 번째 아시아 CSR 랭킹 컨

퍼런스를열게되어매우기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기후

변화와사회격차등 다양한사회적•환경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있습니다.이제는이러한이슈들이기업들에게

피하기힘든숙제가되었습니다.특히,아시아는그변화

의 속도가매우빠릅니다.데이터를기반으로한 기업의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영역에 대한 관심과 수요

가기업뿐만아니라,정부,투자자등 다양한이해관계자

들로부터늘어나고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 이후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

어 사회혁신기업을 표방하는 기업이 많아졌고, 중국에

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다양한 CSR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습

니다.한국 역시, 사회•경제적 위기를돌파하기위하여

ESG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요구가꾸준히늘어나고있습니다.

이번‘2016아시아CSR 랭킹컨퍼런스’를통해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에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개선하고,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익한자리가되었으면합니다.

저희 InnoCSR 그룹의싱크탱크인 IGI는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기

준으로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세영역의총

139가지항목을매년평가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지속

해서 CSR 데이터를 축적하여, 기업들의 벤치마킹 포인

트와 산업별 및 연도별 데이터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씨앗들이모여서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에바탕

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기업이돈을‘어떻게쓰느냐’보다‘어떻게버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ESG 평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기업들을많이볼수있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SR통해글로벌경쟁력갖추길

이윤석

IGI 총괄대표 (InnoCSR그룹 대표)

격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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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이어올해도 IGI는아시아기업들의CSR활동을분석하고그결과를발표합니다.한국,중국,일본및아

세안주요국에본사를두고있는시가총액상위기업중에서,타아시아국가에자회사를한개이상운영하는총120

기업(한국상위기업50위,중국기업30위,일본기업30위,아세안기업10위)을대상으로조사하였습니다.

이기업들이발간한지속가능보고서를ISO26000에근거한총139개지표를통해분석하여,환경(E),사회(S),지

배구조(G) 세 영역별 CSR활동을 종합적으로평가하였습니다.그 결과 한국은 환경영역(한국 39.8점, 중국 33.6점,

일본59.3점),사회영역(한국40점,중국34.9점,일본44.5점),지배구조영역(한국51.6점,중국43.2점,일본56.8점)

등모든영역에서일본에뒤처졌습니다.하지만지난해진행된랭킹조사처럼시가총액상위30위기업으로국한시

켜 분석하면,한국은환경(51점),사회(47점),지배구조(60.1점) 등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상승할뿐만 아니라,사회

영역및지배구조영역에서는일본을앞지르게됩니다.이결과는분석대상한국기업을30개에서50개로확대하는

과정에서새롭게포함된기업들의전반적인CSR 활동(평균31.3점,표준편차20점)이기존의시가총액상위기업에

비하여개선의여지가많다는것을의미합니다.

한편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평가대상이 된 한국 기업들의 평균 점수(53점→54.4점)와 표준편차 (17.8점→18.4

점)는모두증가했습니다.즉한국기업들의전반적인CSR활동은개선됐지만,잘하는기업과개선이필요한기업의

격차는더욱확대됐다는것을의미합니다.세부항목을분석한결과,CSR과관련된커뮤니케이션활동의항목평균

(63.8점)에비해표준편차 (41.8점)가매우높은것은시사하는바가많습니다.즉, CSR 활동에서의중요한이슈선

별,주요CSR이슈와전략과의연계성향상,CSR보고서에대한외부감사선임등관련활동개선에더욱초점을맞

출필요가있다는것을의미합니다.평가대상으로포함된기업의숫자가3개이상인산업군을Bloomberg의산업분

류에따라분석한결과,한국에서는하드웨어산업(69.2점)에서경쟁하는기업들의CSR점수가다른산업(자동차산

업61.6점,은행산업33.1점,소비재산업31.9점)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습니다.

한국뿐만아니라산업군별경쟁사와의영역별점수비교,타기업의우수사례를학습등을통해개별기업들의

CSR전략수정및보완에이번AsiaCSRRanking결과가잘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이재혁고려대학교경영대학교수・IGI  대
표

이재혁

고려대경영대학교수

IGI (InnoGlobal Institute) 대표한국국제경영학회/

한국전략경영학회부회장 KOTRA글로벌CSR사업심의위원

기조연설

2016아시아CSR랭킹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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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개요

‘아시아CSR랭킹’은한국•중국•일본 및아세안5개국의대학및언론사가함께참여한

‘아시아CSR랭킹위원회’를통해,아시아상위기업들의사회적책임(CSR)현황및데이터를

분석한순위입니다.CSR의 국제표준인 ISO26000을기준으로환경(Environment),사회(So-

ciety),지배구조(Government)등세영역별로12개항목,139개지표를통해평가했습니다.

‘2016아시아CSR랭킹’은아시아각국의시가총액상위기업(한국50위,중국•일본 30

위,아세안10위)중 아시아타국에자회사1개이상설립한기업을대상으로조사했습니다.

특히올해는한국기업조사대상을지난해시가총액상위30대기업에서50대기업으로범위

를넓혔습니다. 이를위해지난1년간각기업의지속가능보고서등외부공개자료를바탕으

로정량적데이터를산출했습니다.각국학자들은투명성,객관성을더하기위해139개지표

별로 4단계검증작업을진행했고,이견이있는대목에대해서는아시아CSR 랭킹위원들이

만장일치로합의할때까지평가를거듭했습니다.

II.분석내용

1.분석기준:아시아각국시가총액상위기업(2015월12월31일기준)중아시아타

국에 자회사를 한 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업(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인도네시아는2015년11월30일기준)

아시아CSR랭킹

소개

아시아CSR랭킹이란?

7

아시아CSR랭킹위원회

한국 이재혁교수(고려대학교),조선일보더나은미래

일본 HiroshiAmemiya교수(MeijiUniversity),Neural

중국 BalaRamasamy(ChinaEuropeInternationalBusinessSchool),IndustryWire

아세안 FranciscoRoman(AsianInstituteofManagement)



2. 분석대상: 총120개기업(한국상위50대기업,중국•일본 30대기업,아세안10  

대기업).

3. 분석기간 : 2015년11월16일~2016년5월31일

III.특징

• ISO26000을기반으로포괄적이면서도구체적인총139개지표로이뤄진평가모델

• 환경(E),사회(S),지배구조(G)등세영역으로나눠기업들의CSR현황을다방면에서

평가

• 기업내부 자료가아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등 외부자료를기초로한 조사를통해

객관성제고

• 동일평가모델로한•중•일•아세안 5국기업들을평가함으로써결과에대한객관

적인비교

IV.평가항목

139지표

8

40세부항목

12항목

3영역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12항목 • E  환경경영, 오염예방, 지속가능한자원

사용,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

• S 노동관행, 대공급망CSR, 소비자보호,

지역사회발전

• G  이사회구조및다양성, 공정운영관행,

CSR의사결정,CSR커뮤니케이션



2016
아시아CSR랭킹

/한국

2016아시아CSR랭킹

순위 기업명 점수 점수변화 순위변화

1 삼성전자 82.7 ▲6.9 ▲1

2 LG전자 79.1 ▲2.2 ▼1

3 POSCO 75.6 ▲5.0 ▲1

4 삼성SDI 73.2 ▲0.3 ▼1

5 기아차 70.0 ▲0.5 ▲0

6 LG생활건강 68.0 ▲20.1 ▲18

7 삼성물산 65.2 ▲0.1 ▼1

8 LG디스플레이 64.8 ▲2.4 ▼1

9 S-Oil 62.6

10 현대차 62.5 ▲0.7 ▲0

11 SK하이닉스 62.3 ▲2.5 ▲2

12 KT 62.3 ▲0.5 ▼2

13 현대모비스 60.9 ▲1.8 ▲1

14 한국타이어 60.1 - ▼2

15 삼성화재 59.6 ▲0.6 ▲0

16 LG화학 59.2 ▲2.2 ▲2

17 신한지주 57.6

18 현대중공업 57.5 ▲0.8 ▲1

19 롯데케미칼 56.9

20 한온시스템 54.5

21 SK텔레콤 53.9 ▲1.5 ▲1

22 현대제철 53.5 ▲0.2 ▼2

23 SK이노베이션 51.1 ▼2.1 ▼2

24 삼성생명 50.7 ▼0.6 ▼1

25 아모레퍼시픽 50.3 ▲5.0 ▲0

26 한국전력 47.8

순위 기업명 점수 점수변화 순위변화

27 삼성전기 46.2

28 하나금융지주 45.8

29 한화케미칼 44.6

30 코웨이 44.2 ▼13.7 ▼13

31 롯데쇼핑 43.6

32 LG유플러스 40.9

33 동부화재 38.8

34 KB금융 36.4

35 현대글로비스 35.1 ▲18.8 ▼5

36 네이버 24.9 ▼1.5 ▼10

37 고려아연 24.4 ▲1.8 ▼10

38 KT&G 22.5 ▼36.2 ▼22

39 KCC 20.8 ▲4.1 ▼10

40 이마트 18.6 - ▼12

41 기업은행 14.2

42 한화생명 14.0

43 CJ제일제당 12.6

44 우리은행 11.3

45 엔씨소프트 11.0

46 한미약품 10.4

47 한샘 9.6

48 삼성SDS 7.6

49 오리온 6.2

50 CJ대한통운 4.2

* 아시아타국에자회사1곳을설립한한국의시가총액상
위50대기업의CSR순위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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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아시아CSR랭킹

/중국

순위 기업명 점수 점수변화 순위변화

1 ChinaMobileCommunications 66.1 ▼3.0 -

2 ChinaNationalPetroleum 60.3 ▼3.2 ▲1

3 SinopecGroup 57.8 ▼1.1 ▲5

4 ChinaNationalOffshoreOil 56.0 ▼8.7 ▼2

5 StateGridCorporation 55.5 ▼4.5 ▼1

6 ChinaTelecommunications 54.1 ▼5.1 ▲1

7 ChinaStateConstructionEngineering 48.7 ▼1
▼1
0.

7

8 ChinaRailwayConstruction 45.4 ▼7.3 ▲6

9 ChinaResourcesNational 45.0

10 Industrial&Commer.BankofChina 42.4 ▲0.9 ▲13

11 Aviation IndustryCorp.ofChina 40.7

12 ChinaMerchantsBank 38.8 ▼6.4 ▲6

13 BankofCommunications 38.7 ▼4.7 ▲8

14 BankofChina 38.2 ▼5.9 ▲6

15 Agricultural BankofChina 36.9 ▼2.1 ▲9

16 CITICGroup 34.6

17 ChinaMinshengBanking 33.6

18 ChinaHuanengGroup 33.0

19 ChinaConstructionBank 32.7 ▲0.6 ▲6

20 ShenhuaGroup 32.0

21 ChinaRailwayEngineering 28.6

22 China DevelopmentBank 28.4

23 IndustrialBank 26.2

24 ChinaHuadian 25.5

25 China PowerInvestment 24.8

26 AIAGroup 22.5

27 China CommunicationsConstruction 20.2

28 HutchisonWhampoa 17.8

29 China EverbrightGroup 17.7

30 ChinaDatang 14.2

10

*아시아타국에자회사1곳을설립한중국시가총액상위30위기업의CSR순위임.

|중국|



2016
아시아CSR랭킹

/일본

순위 기업명 점수 점수변화 순위변화

1 ToyotaMotorCorporation 71.8 ▲2.5 ▲2

2 TakedaPharmaceutical Co., Ltd. 69.4 ▲8.8 ▲6

3 Hitachi,Ltd. 68.5 ▲8.0 ▲6

4 HondaMotorCo., Ltd 67.3

5 DensoCorp. 67.3 ▼0.9 -

6 NipponTelegraphAndTelephoneCorp. 66.8

7 NTTDocomo,Inc. 66.4

8 CanonInc 66.2 ▼0.4 ▼3

9 NissanMotorCo., Ltd. 64.8

10 SonyCorp. 64.8

11 PanasonicCorp. 61.7 ▼3.5 ▼4

12 MitsubishiUFJFinancialGroup, Inc. 60.4 ▲3.5 ▲1

13 AstellasPharmaInc. 58.9

14 BridgestoneCorp. 56.8 ▲9
▲1
0.

1

15 MitsubishiEstateCo., Ltd. 56.8 ▲6.5 ▲5

16 KDDICorp. 56.7

17 Seven&iHoldingsCo., Ltd. 56.5

18 FujiHeavyIndustries Ltd. 56.1

19 JapanTobacco Inc. 52.8

20 KaoCorp. 52.6

21 Shin-EtsuChemical 52.1 ▲2.5 -

22 SumitomoMitsui FinancialGroup, Inc. 46.3 ▼0.5 -

23 MitsubishiCorp. 41.5 ▼0.8 ▲2

24 Murata ManufacturingCo., 41.1

25 MitsuiFudosanCo.,Ltd. 39.5

26 YahooJapanCorp. 38.7

27 SoftbankGroupCorp. 37.0

28 FanucCorporation 27.4

29 FastRetailingCo.,Ltd. 27.2

30 KeyenceCorporation 19.9

11

*아시아타국에자회사1곳을설립한일본시가총액상위30위기업의CSR순위임.

|일본|



2016
아시아CSR랭킹

/아세안

순위 기업명 점수 점수변화 순위변화

1 SiamCement 80.5

2 PTT 79.4 ▲6
▲30
.

8

3 SingaporeTelecommunications 65.3 ▲11.4 ▲1

4 MalayanBanking 62.5 ▲12.3 ▲3

5 Axiata 55.8 ▲2.0 -

6 Telecomunikasi Indonesia 55.6 ▲0.6 ▼3

7 AstraInternational 47.9

8 DBSGroupHoldings 39.1

9 BDOUnibank 32.4

10 UniversalRobinacorp 22.3

12

|아세안|

아시아CSR랭킹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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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지난2014년,기관투자자가주주권을행사하는‘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code)’를도입했습니다. ‘스

튜어드십코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2010년영국에서도입된것으로,기관투자자가기업의도덕적해이나부실

을적극적으로감시•견제하기 위한장치입니다.일본은정부기관인금융청(FSA•FinancialServiceAgency)이중심

이 되어행동 강령을만들고,한국의국민연금격인일본공적연금(GPIF)에서적극참여해제도가정착되고있습니

다.스튜어드십코드는중•장기적인 기업가치를향상시키는데도움이되고있습니다.일본기업들은무엇보다지

속가능한성장전략을우선순위로세우고있습니다.현재7개신탁은행(trustbank)과투자회사151곳,보험사22개,

연기금26개등 총 213곳의기관투자자들이스튜어드십코드를도입하고있습니다.일본기업들이CSR 리포트에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결합시킨성장전략을수립하는것도최근변화중하나입니다.

‘2016 아시아 CSR 랭킹’ 분석 대상이었던 일본 상위 30대 기업 중에서는 도요타가 전반적으로 환경(E)•사회

(S)•거버넌스(G) 점수가가장높았습니다.12개세부항목중에서는노동관행과환경정책에서1위를차지했습니

다.일본정부가2015년기업지배구조지침(2015CorporateGovernanceCode)을도입하기전에는거버넌스이슈에

전혀관심을가지지않던대기업들이지만,이젠모범적인지배구조를갖추기위한노력을보입니다.한국이나중국

기업과비교해캐논(Canon),소니(Sony)등일본기업들의환경(E)점수도높게나타났습니다.바로,일본기업들사

이에좋은환경정책이이행되고있기때문입니다.캐논은공급망(supplychains)에서부터최종제품과서비스,사무

실과시설관리를아우르는환경정책을통합하고있습니다.특별히캐논,소니,히타치와같은전자제품회사에서는

2001년에시행된‘가전제품재활용법(Home Appliance RecycleLaw)’이 재활용비율을정책적으로늘리는데 유효

하게작용된것으로보입니다.아베노믹스이후일본기업들은적극적으로ESG전략을수립하고,지속가능한성장

을이끌어낼수있는대응책을마련하고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이후급변

하는일본기업의ESG전략

히로시아메미야Corporate Citizenship Japan대표이사

한·중·일

CSRTrend

/일본

히로시아메미야(Hiroshi AMEMIYA)  

Corporate Citizenship Japan 대표일본

메이지대학교겸임교수

前DevelopingWorldMarkets일본대표역임

前모건스탠리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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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과환경개선을함께도모한다.”

중국은올해4월, 13•5 규획(제13차5개년계획•2016년부터 2020년까지실시되는국가계획)에‘녹색발전’을

키워드로포함시켰습니다.경제발전,성장이주된키워드였던중국사회도변화속에있는것입니다.현재중국에서

환경과지속가능성이슈는특히국영소유기업들사이에서아주강력하게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CSR은중국만

의문제가아니라국제사회의공통어젠다인것이분명해지고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의 다양한 주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정부의 규제가

CSR요소를준수하는가장큰 이유지만,중국경제도‘소비자주도경제(consumerdriveneconomy)’로전환되고있

습니다.소비자의절반이상이디지털로연결되어있고,디지털로미디어를활용하는기업들이증가되면서,소비자

의힘이강조되고있기때문입니다.중국에서CSR은단지철학적차원이아니라,기업이이윤을만들어내기위해고

려해야할필수사항이되고있습니다.

특히베이징에서는‘녹색산업’에대한관심이늘어나고있습니다.‘베이징이노베이션2025계획(BeijingInnova-

tion2025plan)’에의하면환경오염의주범인공장(건설,석유,화학등)을줄이고,인터넷산업부문을확장시킬예정

입니다.또한정부정책차원에서2016년말까지스모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공장(heavily-pollutingfactories)1200

곳의문을닫겠다고발표도했습니다.중국본토기업을포함한다국적인수합병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중국기업

의사회책임활동은국제적으로큰영향을미칠것입니다.대표적인것이중국정부의‘일대일로전략(TheOne Belt

One Road strategy•중앙아시아와유럽을잇는육상실크로드와동남아시아와유럽,아프리카를연결하는해상실

크로드를 뜻하는말)’ 입니다.중국기업들이국경을넘나들며다양한인프라구축 사업에참여•운영하게 되면서,

중국 투자의지속가능성이슈가중요해지고있다는것이핵심입니다.중국정부가CSR 정책에강력한드라이브를

걸면서,중국기업들도점차적으로지속가능한경영전략에관심을보이고있습니다.

중국기업의CSR과

이해관계자의역할

발라라마사미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경영대학원・CEBIS) 경제학 교
수

발라라마사미(BalaRamasamy)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CEIBS) 경제학교수

국제비즈니스전략,CSR(기업의사회적책임),아시아경제연구

前NottinghamUniversity BusinessSchool inMalaysia국제경제학교수

前뉴질랜드MasseyUniversity,마카오대학교수

한·중·일

CSRTrend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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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몰린한국기업,  

CSR돌파전략

이윤석IGI 총괄대표(InnoCSR그룹대표)

많은사람들이대한민국경제를우려하고있습니다.조선사업의끊임없는위기설,자동차업계의노조대립,강

력한지원책의부재로일자리를잃어가는해운업등우리나라경제신뢰도는날이갈수록떨어지고있습니다.기업

의 지속가능성역시끊임없이논의돼왔지만우리나라의뚜렷한모멘텀이보이지않고있습니다.반면 일본은강력

한 아베노믹스로기업들에게시간을벌어주어체질을개선시켰고,중국역시강력한국영기업정책,막대한외환보

유고를이용한글로벌M&A, 꾸준한‘한방향정책’등에자국기업들의글로벌무대에서의지속가능성이높아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기업들이지속가능성을이루려면반드시체질개선이필요하며,그 기초는기업의사회적책임

(CSR)에서찾을수있습니다.

우선,환경과비즈니스가치사슬(ValueChain)을연결해야합니다.

원재료,제조공정,운송,포장등기업의가치사슬에환경을반드시접목해야글로벌환경에서살아남을수있습

니다.유통업체인Tesco는기후변화로줄어든어획량을걱정해어민들을지원하고있으며,UPS•DHL 등운송회사

들은 친환경운송차량들로탄소발자국을줄여감과동시에이익을올리고있습니다.전 세계가기후변화에투자하

며 한 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우리나라도이에동의를했고,제도적인개선의시기가멀지않았습니다.지금대비

하고변화하지않으면기업에게큰리스크로다가올것입니다.

둘째로,친(親)사회적인상품과서비스를제공해야합니다.

2016년은우리나라시장이소비자들의신뢰를많이잃은한해였습니다.디젤게이트,가습기사건등수많은안

전불감증과투명성의부재가소비자신뢰를바닥으로떨어뜨렸습니다.협력사,노사,소비자등기업의핵심이해관

계자들이서로손을맞잡고사회가충분히인정하고사용할수있는제품과서비스들을공급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지배구조개선과투명성을확보해,투자자들에게신뢰를줄수있어야합니다.

우리나라대기업의오너수난시대를끝내려면,개인의이익보다는회사의이익을중요시하고,그결과가사업의

구조에충분히반영돼합니다.이는올해아시아CSR랭킹에서도볼 수 있듯이전년에비해많이개선이되었지만,

아직도그세부사항들을들여다보면,본질적인구조개선이시급하다고할수있습니다.중국은금융제도개선을통

해외국인투자자를점점더유치하고있고,일본기업들은이익과배당이늘어나고있습니다.

힘 있는개혁이필요합니다.다 같이해야할 일입니다.우리나라기업들이역동성을가지고다시뛸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윤석

IGI총괄대표(InnoCSR그룹대표)

Academy of Business in Society 국제지속가능성학회아시아대표

인하대지속가능경영대학원겸임교수

한·중·일

CSRTrend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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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은미래는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기위해

온오프라인미디어운영,컨설팅,교육사업,연구조사등을실시하는프리미엄공익플랫폼입니다.

1_     MEDIA

•조선일보유일의프리미엄공익섹션<더나은미래> 발행

•온라인포털사이트와연계,온라인매체및SNS를활용한공익이슈발굴및심층취재

•주요 키워드:지속가능한미래,나눔,사회공헌,문화,복지,봉사등공익이슈

2_ CONSULTING

•기업 사회공헌기획및CSR컨설팅,차별화된공익사업기획및실행

•사회 문제해결을위한공익현안연구분석,설문,인식개선을위한컨퍼런스진행

•공익 연계마케팅과공익캠페인을통한대국민소통및GoodBusinessModel컨설팅

3_  NETWORKING &EDUCATION

•정부, 기업,NPO,사회적기업등다양한섹터가함께교류하는네트워크장(場)을마련

•나눔, 사회공헌,NGO,CSR,복지,국제구호개발등공익분야의트렌드및이슈공유

•연령별맞춤형교육, 정부・기업・NPO 대상공익이슈및홍보커뮤니케이션교육

주최·주관

기관소개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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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I(대표: 이재혁)는 InnoCSR 그룹(대표: 이윤석)의싱크탱크로 책임

있고지속가능한비스니스에대한솔루션을제공하기위해 기업지

속가능성관련연구및교육,컨설팅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1_     CSR RANKINGDATA

•사회적으로 책임있는기업활동장려위해국내외대기업을중심으로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139개의지표를분석하여매년주요매체,정부기관과함께발표

•2010~2013 ‘FortuneChinaCSRRanking’발표

•중국내의현지및다국적기업의CSR활동평가

•2015년부터‘AsiaCSRRanking’발표

•분석대상을아시아주요국으로확대(한국,중국,일본,아세안)

•평가결과를해당국가의미디어파트너들을통해동시발표

2_  GLOBALFELLOWSHIP

•전세계 교수,NGO리더,CSR컨설턴트로이루어진글로벌전문가네트워크운영

•글로벌 전문가네트워크를기반으로기업의지속가능한사업모델연구와해외진출

전략제시

•CSR 관련교육,전문가자문등의서비스를제공

주최·주관

기관소개

/I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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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단체개요

• 창립목적

CSR 정책연구를통한기업의

CSR경영활동제고및국가의

지속가능성장방안제시, CSR

에대한국제사회요구에대한

대응,사회문제해결대안으로

의CSR기능확대를위한범국

민적논의,CSR관련각계다양

한의견수렴과확산

• 추진사업

정책토론회,세미나,현장연구,

강의,캠페인등

• 참여회원

국회의원,정부기관,관련기업,

시민단체,학계,언론계등

2_연혁

2013.9.

국회CSR정책연구포럼창립

2013.10.

국회의원연구단체등록

(제19대국회)

2014.2.

우수국회의원연구단체선정

2016.8.
국회CSR연구모임발족

(제20대국회)

3_ 포럼구성

• 포럼구성

국회의원및학계•민간합동

연구단체로서발족

• 정회원

국회의원/전문회원학계,정부

부처,기업및관련기관

•  파트너기관사회책임투자포

럼, 한국SR전 략연구소, 한국

생산성본부, 기 업지배구조원, 

중견기업연합 회,UNGC,윤경

SM포럼등

주최·주관

기관소개

/국회
CSR정책연구포럼

의안명 주요내용 진행상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개정안

-중기청장,5년마다중소기업의사회적책임경영활동중소기업육성기본

계획수립•시행

-‘사회적책임경영중소기업지원센터’설립해사회적책임경영활동에필요

한정보제공및컨설팅지원

2012.11.22

국회통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기금을관리•운용할때장기적이고안정적인수익증대를위하여

투자대상의환경,사회,지배구조등의요소를고려할수있도록함

2014.12.29

국회통과

조달사업에관한

법률개정안

-연간120조원에달하는국내시장에사회책임공공조달전략도입

-조달사업목적에‘공공성’명시하고,조달절차에서환경•인권•노동• 고

용•소비자보호등사회적•환경적가치를반영할수있도록하는근 거법

안마련

2015.12.31

국회통과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

법률개정안

-기업의CSR경영촉진과투자자들에게정확한CSR정보제공을위해상

장기업의사업보고서에CSR정보공개의무화

20대국회

재발의

(2016.8.1)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

법률개정안

-공공조달시장에서기업의환경,인권,공정거래등CSR경영에대해고려

하는사회책임조달전략을정부정책흐름과연계시켜사회적목표달성 에

기여토록하는법안
재발의예정

4_ 주요입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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