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CSR 활동과 공정 노동1)
이영면2) 신태중3)

지난 10여년 동안 글로벌 수준에서 기업의 CSR 활동은 급속한 속도로 활성화되었다. 우리
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CSR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CSR 활
동은 진정한 의미에서 CSR활동이라기보다는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규제회피 활동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듯하지만 이는 진정한 사회적 책임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에 더 의미
를 두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
정받고 있는 GRI G4와 ISO26000에서 고용과 노동 측면에서 제시된 기준을 검토하였다. 그리
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정한 노동관행, 즉 공정노동과 관련하여 진행할 CSR
활동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있어서 고용 및 노동과
관련하여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최저임금의 인상, 사내하청근로자의 정규직화,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 그리고 산업재해의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핵심어：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활동, 경제민주화, 공정 노동

Ⅰ

. 서 론

최근 우리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인식이나 노력
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과거의 비해 크게 활성화되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한 기부활동으로 대기업들은 재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지역사회발전이나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독거노인 도시락 제공이나 연탄배달 등의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사회공헌활동만으로 대표되거나 충족될 수는 없
다. 소비자와 종업원, 지역사회, 나아가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
는 경영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이 과연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
1) 본 논문은 2014년 8월 19일 대구광역시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 제16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인사조직
학회세션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제1저자가 2013년 5월 28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서 발표하였던 내용에 대
해 교신저자와 함께 논문형식으로 전환하고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조언
을 해주신 익명의 여러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제1저자,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youngman@dongguk.edu
3)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first93@ac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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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불가피
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공정노동이란 특별히 정리된 개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노동과 관련하여 사회정의, 안정 및
평화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법과 제도, 규제 및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존
중하는 노동관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SR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에서 근로자
를 중심으로 기업이 수행해야할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이론적
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노동을 논의하고자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시점
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과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평
가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도라면 꼭 포
함시켜야 할 활동들을 예시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기업들의 대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다만 예시적인 내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 가이드라인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ISO26000과 GRI4의 일부, 즉 고용과 노동과 관련되어 공정 노동의 기준으로 제
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연구목적 다음으로 두 번째 경제민주
화와 기업에 대해 설명하고, 세 번째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측면에서 노동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노동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면 꼭 살펴
보아야 할 핵심적인 이슈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공정 노동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 정부의 고용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

매번 정부가 바뀌면 국정기조가 변화되면서 고용노동정책도 수정되기 마련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기업과 대립과 긴장 관계로,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 추진, 공정거래법 개정 등으로
대립하였고, 두산중공업 사태, 화물연대 파업에 의한 물류대란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무원칙적인
노동정책을 편다며 기업들이 정부를 비난하는 측면이 강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이 국부의 원천
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성장, 청
년실업, 양극화의 악순환을 고성장, 일자리창출, 양극화 극복으로 요약된다. 그에 따라 이명박 정
부 출범초기에는 기업들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답한 바 있다.
지난 2012년말 대통령 선거에서 화두가 되었던 주제 하나는 경제민주화였다. 정규직과 비정규
직,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고용불안, 청년백수 등과 같은 경제 이슈들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민주
화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이었다. 기존에 기
업의 경영활동은 자유로운 활동과 그에 대한 책임으로 대변되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언급되
면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여기서는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 간략히 살
펴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경영자의 몫이다. 그러나 법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필요충분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도 기본적
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지만 소위 경제민주화를 위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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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4) 다시 말하면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해서 경제주체간의 조
화를 이루도록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 자유에 비례하여, 사회
에 대한 책임, 즉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겠다. 규제를 통한 조정이라면 비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일 것이며, 자발적인 자기 규율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라면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하지만 둘 다 사회적 책임임에는 차이가 없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이정우(2013)는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내부 개혁과 더불어 대중소기업관계를 개혁하는 외부개혁으로 구분되
는 재벌개혁,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노사관계개혁 그리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
적 금융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 등을 3대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2013년 2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시대소명은 ‘행복한 국민만들기’
이며, 경제와 과학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고용과 노
동 측면에서는 경제사회적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경제성장모형은
‘원칙없는 자본주의에서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경
제민주화관련 국정과제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 소비자권리보호,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위평량, 2013).
고용노동정책에 있어서는 고용 중심의 국정운영을 약속하고 일자리 창출 중심의 계획을 발표
하였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거시경제 정책 수단들이 동원되지 못하고 사회적 대화와 타협수
단의 미비를 언급하면서 성공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최영기 윤상진,
2013).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이나 정책 수단이 미흡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유선, 2013; 유철규, 2014).
이러한 일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입장과는 달리 기업들은 고용 및 노동과 관련하여 새롭게 출
범한 박근혜정부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화답하는 자세를 보였다.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2013년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채용 증대, 대기업 중심의 투자확대, 그리고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행동으로 옮겼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2013년 초반에만 롯데마트
1,600명, CJ 15,271명, 그리고 GS의 2,500명 등의 정규직 전환이 보도되었고, 이후 광주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이 73명, SK그룹의 5,800명, 그리고 현대자동차 3,500명, 이마트 10,757명 등이 정규
직으로 전환된다는 기사가 확인되었다. 이후 공기업들도 최소 7천명에서 최대 4만명까지 비정규
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이면에는 정부가 지나치
게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여 과도한 입법을 추진하며, 또한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볼멘 소리
도 들렸다.

4) 우리나라 헌법의 제9장 경제 부문을 보면 제119조 ①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
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조 ②항을 보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
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개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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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그룹)
SK그룹
롯데마트
CJ
GS그룹
이마트신세계
현대자동차
한화그룹
두산그룹
남양유업
KT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표 1] 2013년 대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발표 현황

전환규모
발표시기
비 고
5,800명
2013. 4.
1,600명
2013. 3.
15,271명
2013. 6.
아르바이트 직원을 정규직 시간제 전환
2,500명
2013. 5.
10.757명
2013. 3.
3,500명
2012.12.
2016년까지 전환
2,043명
2013. 1.
700명
2013. 6.
649명
2013. 6.
2,000명
2013. 5.
4,200명
2013.10.
838명
2013. 1.
2,000명
2013.10.
1,300명
2014. 2.
자료: 이석채 KT회장 ‘올해 2천명 정규직 전환’, 한국일보, 2013. 5. 30; CJ 고용발상 전환, 알바 1만5000명 시간제 정규직
전환, 국민일보, 2013. 6. 18; 두산그룹, 계약직 700명 정규직 전환, 매일경제, 2013. 6. 20; 남양유업, 비정규직 649명
정규직 전환, 연합뉴스, 2013. 12. 30; 신세계 1만 757명, SK 5800명 등 대기업 정규직 전환 적극적, 파이낸셜뉴스,
2014. 1. 1; 하나은행 계약직, 정규직 전환된다. 7월부터 적용, 머니투데이, 2014. 2. 17.

[표 2]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

구 분
전환계획
전환실적
합계 (810개소)
30,904명
31,782명 (103%)
중앙부처 (47개소)
2,499명
3,677명 (147%)
자치단체 (246개소)
2,683명
2,756명 (103%)
공공기관 (302개소)
5,485명
5,726명 (104%)
지방공기업 (138개소)
929명
1,166명 (126%)
교육기관 (77개소)
19,308명
18,457명 (96%)
자료: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14. 4. 14.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던 2013년 초반에도 고용 노동과 관련하여 가장 큰 화두는 양극화였다.
물론 노동양극화가 당시에 갑자기 제기된 이야기는 아니었으나 대선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쟁점
으로 제시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권순식, 2013; 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청년층을 포함하여 좋은 일자리의 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
금 인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타임오프제와 교섭창구단일화의 정착, 노동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재검토, 그리고 노조대표성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는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정리해고의 요건강화, 근
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금지,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입장차이 등으
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였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예처럼 박근혜 정부 초기에 협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기업들은 이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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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여파도 있지만, 구체적인 협력적 행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예를 들면 2014년에 정부는
임금체계의 개편, 파견근로기간의 연장,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전개하였고, 12월에 노사정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징적으로 기본원칙을 타결하는데
실패한 바 있다. 물론 기업의 입장이 강조되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공정 노동관점에서는 신
중해야 할 내용들이라고 하겠다.
물론 기업들이 정부의 경제민주화 노력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집행에 반드시 따르고 적
극적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정부정책의 상당부분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입장에
서 접근할 수 있는 이슈들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해소, 최저임금 지급 등은 기업
이 자발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이다.

Ⅲ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 및 노사관계

여기서는 본 연구의 관심인 노동 및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
기로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언급되어 왔지만 정부
출범과 같은 정치적 변화시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에 포함된 자발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Williams,
2000; 2004; 2014a). 이는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반영하여 경영을 하는
것이며, 특히 Triple Bottom Line이라고 하는 경제 환경 사회에 대한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 볼
수 있다(이정우, 2013; 김선화 이계원, 2014). 노동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나름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는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이 중요한 이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노
동이나 강제노동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5) 그보다는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과 같은 이슈들이 중요한 이슈로 언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사
회책임보고서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우리나라의 특별한 이슈를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글로벌한
이슈를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

5) 과거에는 아동과 관련한 중요 이슈가 아동노동 금지였지만, 이제는 기업이 고려해야 할 아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법정고용연령 이상의 연소근로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권리를 존중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기업
에게 있다고 보며, 또한 기혼유자녀 근로자의 자녀까지도 가족친화적인 일터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아
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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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GRI G4 성과지표 : 사회 - 노동관행과 양질의 일자리, 인권

범주

측면

고용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노동
관행과
양질의
일자리 훈련 및 교육
다양성과 기회균등
남녀동등 보수
공급업체 노동관행
평가
노동관행 고충처리
제도
투자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
의 자유
인권 아동노동
강제노동
보안관행
원주민 권리
평가

지표
G4-LA1
G4-LA2
G4-LA3
G4-LA4
G4-LA5
G4-LA6
G4-LA7
G4-LA8
G4-LA9
G4-LA10
G4-LA11
G4-LA12
G4-LA13
G4-LA14
G4-LA15
G4-LA16
G4-HR1
G4-HR2
G4-HR3
G4-HR4

G4-HR5
G4-HR6
G4-HR7
G4-HR8
G4-HR9
G4-HR10
공급업체 인권평가 G4-HR11
인권 고충처리제도 G4-HR12

내 용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연령별, 성별, 지역별)
주요 사업장별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
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 (단체협약상 명시 여부 포함)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모니터 및 자문을 지원하는 노사공동보건안
전위원회가 대표하는 근로자 비율
부상유형, 부상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률, 업
무 관련 사망자 수 (지역별, 성별)
업무상 질별 발생률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
노동조합과 정식 협약 대상인 안전보건 사항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 (성별, 근로자 범주별)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은퇴 후 관리를 도와주는 직무교육 및 평
생교육 프로그램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 (성
별, 근로자 범주별)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 (성별, 연령별, 소수집
단별, 기타 다양성 지표별)
남성대비 여성의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 (근로자 범주별, 주요 사업장별)
노동관행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
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노동관행에 관한 고충 건수
인권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심사를 거친 중요한 투자 약정 및 계약의
수와 비율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근로자 훈련 시간 및 훈련
을 받은 근로자의 비율
차별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였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성이 있
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아동노
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은 보안요원의 비율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조치
인권검토 및 인권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장의 수와 비율
인권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공급망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인권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인권고충 건수

자료 : G4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보고원칙 및 표준공개, GRI, 2014. 3, pp. 64-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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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활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GRI의 가이드라인과 ISO26000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여기서는 전체의 사회적 책
임 중에서 노동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네 번째 버전의 G4에서 인권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 for Human Rights)에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그리고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의 금지 등을 포
함하고 있다. 노동관행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 for labor practices/decent work)를 보면
고용(employment), 노사관계(labor/management relations), 산업안전(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교육훈련(training and education), 성 연령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고용평등(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 gender, age, minority), 그리고 성차별없는 보상(equal remuneration for
women and men) 등이 중요한 주제로 제시되어 있다.
2010년 시행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rtandard Organization, ISO)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인 ISO26000을 보면 고용과 노동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핵심주제(Core
Subject)인 인권(human rights, 6.3)에서 이슈 5는 차별과 약자집단(discrimination and vulnerable
groups, 6.3.7), 이슈 7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6.3.9), 이
슈 8은 근로에서의 근본원칙 및 권리(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6.3.10)이다. 또
다른 핵심주제인 노동관행(labour practices, 6.4)을 보면 이슈 1은 고용관계(employment and
employment relationships, 6.4.3), 이슈 2는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conditions of works and
social protection, 6.4.4), 이슈 3은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6.4.5), 이슈 4는 건강과 안전
(health and safety at work, 6.4.6), 그리고 마지막인 이슈 5는 교육훈련(human development
and training in the workplace, 6.4.7)로 되어 있다.
그 밖에 1999년 UN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의 제안에 의해 시작되어 2000년 공식화된 UN
글로벌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영역의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인권
과 노동 영역의 원칙이 6가지이다(UN 2013; UN 2011a; UN 2011b). 다만 최근까지 이 글로벌
콤팩트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Christie & Hanlon, 2014; Deva, 2006; Nolan,
2006; Rasche & Waddock, 2014; Sethi & Schepers, 2013; Williams, 2014b). 그 중에서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며,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
력할 것을 요구한다(인권 영역 원칙 1, 2). 또한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노동 영역 원칙 3, 4, 5, 6) 등이 노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겠
다. SA8000은 1997년 미국 노동부 산하 근로문제 연구기관인 SAI(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에 의해 제정된 근로자 노동환경인증시스템 규격으로, 아동노동, 보상, 차별, 강제노
동, 근로시간, 보건 및 안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노동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SA8000의 인증지속기간은 3년이며 인증을 받은 후에도 6개월 간격으로 사후관리심사를 받
아야 자격이 유지된다(이장원 노한균 고동수 황상규, 2009: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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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ISO26000 핵심 주제에 대한 지침-인권, 노동관행

이슈

이슈1 : 실사
이슈2 : 인권 리스크
상황

이슈3 : 연루/공모회피

인권

이슈4 : 고충처리
이슈5 : 차별 및 취약
집단
이슈6 :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이슈7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이슈8 : 근로에서의 근
본원칙 및 권리

및 고용
노동관행 이슈1 : 고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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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조직은 조직의 활동 또는 조직과 관계를 갖는 사
람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하며, 다루기 위해 실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조직이 인권 관련 도전 및 딜레마에 직면하기 쉽고, 인권 침해의 리스크가
악화될 수 있는 특정 상황 및 환경이 있다.
∙조직은 위와 같은 상황을 다룰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이
런 상황에서는 인권 존중을 제고하기 위해 좀 더 강화된 실사 프로세스가
필요할 수도 있다. 보기를 들면, 독립적인 인권 영향평가를 통하는 것이다.
∙인권 침해에서 연루/공모를 만들 가능성이 현저한 영역은 보안방식과 관
련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조직은 조직의 보안방식이 인권을
존중하고, 법 집행을 위한 국제규범 및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좋다. 보안직원(고용, 계약 또는 하청을 준)은 인권 기준 준수를 포
함하여 적절하게 훈련 받아야 하며, 보안절차 또는 보안직원에 대한 불만
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독립적으로 다루고 조사하는 것이
좋다.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 책임을 실행하기 위해, 조직은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이를 조직의 관심 대상으로 가져와 구제받도록 하는 메커니
즘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조직은 피고용인, 파트너, 고객, 이해관계자, 회원 및 조직이 접촉 또는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조직은 직 간접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조직의 운영 또
는 영향권 내에 있는 다른 당사자의 운영을 조사하는 것이 좋다. 조직은
또한 조직의 활동과 연계된 관계를 통해 차별적 관행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것이 좋다.
∙조직은 모든 개별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
면, 개인의 삶,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조직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이러한 권리 향
유를 제한, 방지 또는 지연하는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실사를 할 책임이 있다.
∙근로에서의 근본원칙과 권리는 기본인권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채택되었기
에, 그 중요성은 감안하여 인권부분에서 다룬다.
∙근로에서의 근본원리로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식, 모
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고
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 제거 등이 해당된다.
∙법적으로 고용관계로 인정되는 관계를 위장하여 법이 고용인에게 부과한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개별 근로자 및 사회 모두에게 안정된 고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좋다.
∙고용에 영향을 주는 작업장 폐쇄 같은 조직 운영상의 변화를 고려할 때,
가능한 최대한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고려와 함께 근로
자 대표에게 합리적인 통지 및 적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어떠한 노동관행에 있어도 직
간접적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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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2 :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이슈3 : 사회적 대화
이슈4 : 근로에서의
보건 및 안전
이슈5 : 작업장에서의
인적 개발 및
훈련

주요 내용
∙근로조건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그리고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근로조건의 질은 공정하고 적절하게 고려되는 것이 좋다.
∙사회적 보호는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공정성 및 사회 정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금, 근로시간, 주휴, 휴가, 보건 및 안전, 모성보호, 일 및 가정의 양립능
력(ability to combine work with family responsibilities)과 관련하여 제대
로 된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어디에서든지, 국가적 또는 종교적 전통 및 관습 준수를 허락하는
것이 좋다.
∙동일 가치 근로에 대해 동일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국제적 수준을 포함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 조직과 해당 단체교섭 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증진 또는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자신의 조
직을 구성 또는 가입하는 권리를 항상 존중하는 것이 좋다.
∙보기를 들면, 근로자를 해고 또는 차별하는 방법으로 보복, 협박 또는 두
려운 분위기를 만드는 직 간접 위협으로 근로자 조직을 구성, 가입 및 단
체교섭하려는 근로자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강력한 안전 보건 기준 및 조직 성과는 서로를 지원하고 보강한다는 원칙
에 기초해서 산업보건 안전 정책을 개발, 실행 및 유지하는 것이 좋다.
∙조직 활동과 관련된 보건 및 안전 위험을 분석하고 통제하는 것이 좋다.
∙근무 경력의 모든 단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고 비차별적인 기
초 위에서, 기능개발, 훈련, 견습직 및 경력발전의 기회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경우,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새로운 고용을 찾는데 대한 지원, 훈련
및 상담에 접근하는 것을 돕도록 보장하는 것이 좋다.
∙보건 및 안녕을 증진하는 노사 공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다.

자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 KS A ISO26000: 2011, 기술표준원, 2011, pp. 33-52 참조

우리 기업의 대다수는 위의 GRI나 ISO26000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보고서, 즉 사회책임보고서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에서 앞
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나라의 기업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하
기보다는 편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인증기관의 인증을 보고서 마지막에
제시하여 객관성과 진실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2.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여러 측면에서 준법경영 반부패활동이나 사회공헌활동
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김기찬 송창석 박은규, 2014).6) 즉 사회에 대한 기부나 봉사
활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평가받으려고 한다(유창조,
2014; 최진봉, 2014). 대기업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홈페이지에는 사회공헌활동만을 모아 보여주는 페이지가 별도로 있으며 주요 활동들
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5개 분야의 주요 사회공헌활동을 영상과 이미지를
6)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남영호(2012), 김영식 위정범(2011) 등은 CSR의 경제적 성과를 살폈으며,
한정희 남화영(2014)는 CSR활동과 타인자본비용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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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보여주고 있으며(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 국가별로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소개
하고 있다(현대자동차). 또한 KT는 사회공헌활동의 비전과 가치, 슬로건과 심벌은 물론 활동내
용과 모범사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KT). 이처럼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사
회문제 개선을 위한 기부나 봉사활동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CSR을 말하다: 기업의 사회공헌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워크숍
을 진행한 바 있고, 사회적 책임 봉사단(KISORE) 발족식 행사도 개최된 바 있다.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은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신창균(2012: 110)은 경
상이익대비 사회공헌활동 지출액을 볼 때, 한국은 2009년 기준으론 4.8%로 일본의 2.57%나 미국
의 2.31%에 비해 높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경련(2014)도 사회공헌백서에서 2013년에 우리
나라가 3.76%로 일본의 1.77%의 두 배가 넘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우리 기
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동아시아연구원, 2009).
한국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전 세계 32개국의 국민
들을 대상으로 자국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CSR 활동에 대한 부정적 평
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포함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섰다. 기업들이 사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여론과 국민들의 염려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23%로, 아르헨티나(17%), 포르투칼(21%), 칠레(22%)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다.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는 무려 74%로 포르투칼(77%), 이탈리아(7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따라서 단순히 사회공헌활동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필요조건
이지 충분조건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추구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라는 이론적
접근도 있다(Friedman, 1970). 즉 기업은 생산활동을 통한 가치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으로 필요한 사회공헌활동도 기업이 해야 할 일이 아니며, 수익을 창출해서 세금을 내면 나머지
는 정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접근과 유사하게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준조세(quasi
tax)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를 동
등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에서 본 대로 세 가지 경제, 환경,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은
그 내용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지향점과 해석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국문보다는 영문보고서에
더 초점을 기울인 바 있다. 아직도 국내의 독자보다는 외국의 독자를 중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서술 내용을 보면 잘못했다는 점은 거의 없고, 보고서에만 따르면 거의 완벽한 조직임을 강조하
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계와 성과를 강조해야 하지만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한 다양
한 활동에서의 수상경력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2013년에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공장의 백혈병 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다.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의 기
름유출사고를 일으켰던 삼성중공업의 경우도 보고서에서 이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현대자동
차는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불법파견 및 비정규직 문제를 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7) 2013년
7) 당진 현대제철 또 사망사고, 1년 5개월 사이에 13명 숨져, 조선일보, 2014. 1. 17.
70

윤리경영연구 제14권 제1호 (통권 제20호)

이 영 면, 신 태 중

노동부의 특별 점검 결과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8) 현대제철의 경우에도, 2013
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임직원들이 안전의식을 갖추고 무재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
전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9)’고 밝혀, 보고서의 내용이 현실과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자체보다도 정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지속가능경영을 강
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CSR 또는 Sustainability Report도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에 가장
많이 올려져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속가능경영원과 함께 운영하는 지속가
능경영 포털(http://www.csr-korea.net)은 최신 동향은 물론, ISO26000에 대한 소개와 교육자료,
그리고 국내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그 동안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데이
터베이스로 축적이 되어 있다.
중소기업청이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회책임경영 포털(http://www.csr.go.kr)
은 2011년도부터 운영중으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CSR 활동 사례를 공유하
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 노동영역은 아니지만 환경부는 2002년부터 기업의 환경보
고서 발간을 보급, 확산시키기 위해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기도 하였으
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인권경영 도입을 위해 매년 정책보고서를 발간
하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인권경영 포럼을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에 더 관심이 많다는 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주로 좋
은 내용만 언급되어 있다는 점, 정부가 기업보다 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점 등은
우리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나갈 길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나가야 할 사항들 중에서 노동과 관련하여 공
정한 노동을 위한 취해야 할 주요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Ⅳ

. CSR 관점에서 본 공정노동의 주요 사항

공정노동이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들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업들이 사
회적 책임 관점에서 기업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취해야햘 기본적인 사항들이라고 할 것이다. 여
기에는 적절한 임금과 복지수준, 적절한 근로시간과 휴가, 안전한 일터의 제공과 교육기회의 제
공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내용에 따라서
는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자율에 맡겨진 고용이슈들도 있고, 산업재해 예방이나 최저임금
지급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이슈들도 있다.
1.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고용과 관련하여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의 하나는 정부 정책의 핵심과도 마찬가지로
고용창출이다(이영면 권순원 성상현, 2010). 이는 노사정이 모두 원하는 방향이라고 하겠다. 특히
기업은 고용창출이 고용확대를 통한 조직규모 확대와 수익률제고의 기초가 된다. 하지만 최근 인
건비에 대한 부담의식으로 인해 고용창출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이로 인해 고졸자와 대졸자를
8) 현대제철 산업재해, 구조적 문제로 밝혀져,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보도자료, 2013. 7. 12.
9) 현대제철 201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65.
윤리경영연구 제14권 제1호(통권 제20호)

71

기업의 CSR 활동과 공정 노동

포함한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중장년층도 취업보다는 창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형
편이다. 물론 정부가 기업의 고용규모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될 일이나, 기업은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은 물론이고 시간제 일자리나 일자리 나누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고용창출 노력을
적극 기울일 필요가 있다(이수영, 2014; 이승협, 2014; 조성재, 2014).
다른 하나는 2016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연장 법제화다(박호환, 2014; 안주엽, 2014; 이 정,
2014; 이학춘, 2014). 이제 시행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아서 시급한 문제지만 기업들은 별다른 반
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병훈, 2014). 대기업들의 일부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제도인 임금피크제
형태의 급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정도다(김동배, 2014; 임효창, 2014). 생각해보면 과연
어느 직종에서 60세 정년연장이 적용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듯도 하다. 우선 현재 정
년까지 일하는 직종이나 분야를 생각해 보자. 우선 공무원과 공기업, 교수와 교사 그리고 노동조
합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의 생산직 사원 정도들이다. 최근 통계청의 ‘청년층 고령층의 경
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은 전체 평균
49세(남성 52세, 여성 48세)로 실질적으로 정년보다 훨씬 이전에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10)
사무관리직의 경우는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의 형태로 정년이전에 퇴사를 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의 정년도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데 2016년부터 실제로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는 전체 근로자의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집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공무원과 공기
업, 그리고 유노조 대기업의 생산직 근로자 등이 대표적이다. 잘못하면 일부의 근로자들만 정년
연장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용에 있어서 양극화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른 문제는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급여체계가 이미 호봉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명예퇴직과
같은 관행이 없다는 점이다. 여건이 되면 정년 또는 그 이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임금피크제같
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여기서 고민해야 할 과제는 60세까지 실질
적으로 정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근로자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교육훈련의 인건비가 부담되지 않는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점,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
함하여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인건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점 등은 기업들이 고
민해서 대안을 활용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2.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여러 가지다(오상봉, 2014; 오세연, 2014; 장인숙, 2014; 한주희, 2014).
우선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결과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최저
임금영향률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0%가 넘는 250여만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그렇
다보니 최저임금인상이 매우 큰 사회적 이슈이다(성재민, 2014; 이병훈 김직수, 2014).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수준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법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는데 지난 20여년간 노사공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체적인 합의를 통해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 제로섬게임인 최저임금인상은 노동계의 파
10) 2014년 5월 청년층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14. 7. 15,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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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임금인상이나 임금수준 현실화 관점과 경영계의 동결 또는 극히 제한적인 임금인상을 주
장하고, 공익위원들은 그 중간에서 적정한 수준을 찾는 방식이 관행처럼 되다보니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이영면외, 2013)
박근혜 정부는 공약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평균
임금이란 개념의 정의와 계산에 사용되는 통계 등에 따라 평균임금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경영
계에 유리한 통계를 사용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50% 수준에 근접해 있지만 노
동계가 주장하는 통계를 사용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상대적
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평균임금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중견기업이상에서 최저임금 지급이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협력업
체와의 관계가 있다면 신중해져야 한다. 협력업체 특히 2차, 3차 협력업체가 되면 임금이 최저임
금 수준과 비슷해질 수 있으며, 문제가 되는 최저임금 이하수준에 머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이
해관계자 중의 하나는 원재료 공급업자와 같은 협력업체이다. 따라서 당해 기업 근로자만이 문제
가 아니라, 협력업체 또는 해외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수준도 경영의 관점에서 접근
해야 한다.
[표 5] 최저임금 적용 수혜근로자수 및 영향률

적용대상근로자
수혜근로자
연도
적용업종
영향률(%)
(천명)
(천명)
2014
1인이상 전산업
17,734
2,565
14.5
2013
1인이상 전산업
17,510
2,582
14.7
2012
1인이상 전산업
17,048
2,343
13.7
2011
1인이상 전산업
16,479
2,336
14.2
2010
1인이상 전산업
16,103
2,566
15.9
2009
1인이상 전산업
15,882
2,085
13.1
2008
1인이상 전산업
15,351
2,214
13.8
2007
1인이상 전산업
14,968
1,784
11.9
자료: 최저임금 적용 수혜근로수 및 영향률,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minimumwage. go.kr)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2000
0.50
0.46
0.38
0.27
0.26
0.45
0.37
0.28
0.59
0.28

[표 6] 최저임금의 국제수준 비교 (임금평균값 대비)
2001
0.50
0.45
0.37
0.30
0.27
0.46
0.36
0.39
0.44
0.28

2002
0.50
0.45
0.36
0.31
0.28
0.46
0.36
0.43
0.43
0.29

2003
0.50
0.45
0.36
0.32
0.30
0.47
0.34
0.37
0.43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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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50
0.44
0.36
0.33
0.32
0.47
0.32
0.36
0.45
0.30

2005
0.50
0.44
0.36
0.33
0.31
0.48
0.32
0.36
0.46
0.29

2006
0.46
0.43
0.36
0.34
0.29
0.49
0.31
0.36
0.44
0.30

2007
0.46
0.43
0.36
0.33
0.28
0.48
0.31
0.35
0.45
0.30

2008
0.45
0.44
0.37
0.30
0.32
0.48
0.33
0.35
0.44
0.30

2009
0.45
0.44
0.38
0.30
0.34
0.49
0.33
0.35
0.43
0.32

2010
0.45
0.43
0.39
0.29
0.34
0.48
0.33
0.35
0.44
0.33

2011
0.45
0.43
0.40
0.29
0.32
0.48
0.35
0.36
0.44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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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0 2011
0.31 0.31 0.33 0.33 0.34
0.34 0.33 0.34 0.34 0.35
0.18 0.18 0.18 0.19 0.18
0.41 0.41 0.41 0.42 0.42
0.49 0.51 0.52 0.51 0.51
0.31 0.34 0.37 0.36 0.36
0.36 0.36 0.37 0.36 0.36
0.35 0.34 0.36 0.36 0.36
0.42 0.41 0.40 0.46 0.47
0.36 0.35 0.35 0.35 0.35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24 0.25 0.27 0.28 0.28
0.27 0.30 0.39 0.40 0.43
0.32 0.32 0.36 0.37 0.36
0.26 0.30 0.32 0.31 0.33
0.35 0.36 0.37 0.37 0.37
0.35 0.36 0.39 0.38 0.38
0.31 0.32 0.31 0.32 0.35 0.36 0.38 0.38 0.40 0.39 0.38
주: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를 이용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작성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를 이용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이영면 정진호 김동배,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보고서, 2013. 6, p.50. [표 3-12] 최
저임금의 상대수준(임금 평균값 대비) 재인용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이나
OECD 평균
한국수정*
한국수정**

2000
0.22
0.34
0.21
0.45
0.45
0.33
0.35
0.34
0.34
0.27
0.34
0.29
0.31
0.36
0.20
0.35

2001
0.24
0.34
0.20
0.44
0.45
0.34
0.35
0.35
0.34
0.27
0.33
0.27
0.34
0.36
0.29
0.35

2002
0.25
0.34
0.20
0.45
0.46
0.34
0.36
0.34
0.33
0.32
0.35
0.26
0.32
0.36
0.29
0.35

2003
0.25
0.34
0.19
0.44
0.46
0.35
0.36
0.36
0.33
0.31
0.35
0.26
0.33
0.36
0.34
0.35

2004
0.26
0.34
0.19
0.43
0.47
0.35
0.37
0.35
0.33
0.40
0.36
0.25
0.35
0.38
0.33
0.36

2005
0.28
0.34
0.19
0.42
0.47
0.34
0.37
0.35
0.43
0.35
0.40
0.37
0.25
0.31
0.37
0.31
0.36

2006
0.28
0.34
0.19
0.42
0.49
0.33
0.35
0.35
0.43
0.35
0.38
0.37
0.24
0.27
0.34
0.29
0.35

3.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2012년 7년여에 걸친 법적투쟁의 결과로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2명이 현
대자동차에 직접 고용되게 되었다. 사실상 현대자동차의 직원이라는 판결이다. 그러나 현대자동
차는 이와 같은 조건에 놓여있는 수천명의 근로자들을 일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
이 따른다며, 매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이 2014년 9월 18일과
19일에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179명에 대해, 그리고 같은 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기아차
광주 화성 소하리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345명에 대해 기아차 직접 고용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
하는 판결을 내렸다(경향신문, 2014.9.18; 뉴시스, 2014.9.25). 여기에는 2차 하청업체도 원청업체
인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는 더
기다려야 할 사항이지만 현대제철의 사내하청근로자 12,000명, 동양시멘트 등 다수의 사내하청근
로자들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4년 8월 18일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비정규직(사내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특별채용안에 합의하여 2015년까지 4천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
했다는 점이다(서울파이낸스, 2014.8.19). 현재 우리 법은 적법한 파견절차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
는 2년까지 파견한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 일하지만, 2년이 지나면 파견되어 일하는 회사의 근로
자로 신분을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수급한 하도급회사의 근로자는 도급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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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 내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해도 신분이 원청회사 근로자로 바뀌지 않는다.11) 따라서 많
은 원청회사들은 사내의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한 없이 사
내하도급 근로자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 노동계는 하도급이 법적으로 진정한 하도급
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결국 파견이고, 2년이 넘어서 일했다면 원청회사가 사용자라는 주장을 했
고, 법적인 투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은 과연 기업이“법대로”만 운영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
는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내부의 자발적인 규제이다.
외부의 법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소송에서 이긴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 아니 글로벌 대표기업의
하나이고, 이러한 불법파견 문제가 대두된 배경 또한 완성자동차 조립공장이나 조선산업에서 지
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즉 사회적 책임
을 다하려는 노력을 조금 더 보여준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해당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이 연간 2,859억 정도 증가하는데 이는 현대자동차 세
후순이익 4조7천억원(2011년기준)의 몇 6%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12)
법적으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원청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청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현실에 비해서는 너무 늦고 너무
미흡하게 제도가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이들은 모두 원청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일
하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고용유연성이라는 명제하여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완성차조립공장이나 조선산업 외에도 대부분의 제조업과 서비
스업 등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활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제
기되고 있다.
2014년 7월 정부는 고용형태별 정보공시제도를 적용하여 간접고용의 규모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이 전체 공시대상 근로자의 20.1%로 나타났다. 5명중에 1명이
간접고용 근로자인셈이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간
접고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클 경우 임금수준이 높고 재정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접고용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간접고용 비율은 500인 미만 사업장이 13.5%, 500인-1,000인 미만 사업장이 13.4%인데 반해,
1,000 이상 사업장은 23%, 특히 그 중에서도 5천인 이상 사업장은 26.5%가 간접고용 근로자였
다. 간접고용 근로자 전체의 80% 이상은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정보공시는 공시하면 법적으로 다른 규제는 없으나 사회적 압력을 받도록 하자는 것
이 그 취지라고 하겠다.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많은 경우지만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의 기
업들은 제외된다. 따라서 아직 법적인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기업들이 스스로 비정규직에 대한 책
임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11)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고용형태공시제’를 도입하여 시행
하고 있다. 직접고용 근로자는 물론 파견, 하도급, 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그 규모를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고용형태공시제도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2) 현대차 순이익의 6%로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능해, 심상정 의원실 보도자료, 201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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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필자가 일하는 대학교의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고용유연성을 내
세우지만 비용절감도 이런 파견근로자를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13)
일부 기업들은 서로 연합해서 파견근로자들의 일하는 기간이 2년이 가까워오면 다른 기업으로
소속을 바꾼다고 한다. 다섯 기업이 연합하면 2년씩 10년을 파견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다. 아주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용적인 업무지만 지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식적인 통계로 파악되는 파견근로자는 약 20만명이다(정성미
성재민, 2014). 하지만 실제 파견근로자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
하면서 일부 은행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예가 있
었지만 이는 어찌보면 전시적인 경영의 결과이고 그 이후 대규모로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사례를 보도하는 언론기사를 찾기가 어렵다.
파견근로의 형태를 필요로 하는 시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
들에게 최소한의 고용안정성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5. 산업재해와 근로자 보호

산업안전은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산업안전
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정재우, 2014;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편집국, 2014). 지난
10여년간 산업재해 발생률을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매년 2천명이 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로 사망하고 있다. 특히나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대
기업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10만인율(10만명당 사망률)은 20.99명으로 21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
다. 영국(0.70)이나 노르웨이(1.31), 스위스(1.40)와 격차가 매우 컸고, 두 번째로 높은 멕시코
(10.00)보다도 2배나 높은 수준이었다.14) 2013년 미국의 경우는 4,405명이 사망했고, 10만인율은
3.2명 수준이었다(Bureau of Labor Statistics, homepage). 영국은 2012-2013기간 동안에 148명이
사망해서 10만인율은 0.5 수준이었다(http://www.hse.gov.uk/Statistics/causinj/index.htm).
삼성전자도 2013년 반복적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설관리나 안전관리업무
가 대부분 하도급계약으로 이루어져 실제 관리는 외부에서 하청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
이다. 삼성전자는 근로자의 백혈병발생 및 그에 따른 사망사건에 대해 산재인정을 거부해 왔다.
일반인의 백혈병 발생률보다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백혈병발생률이 더 낮기 때문에 문
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행히도 2014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던
날, 백혈병에 걸린 삼성전자 근로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아이러니
하기는 했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경영진을 대표하여 공
식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삼성전자와 유족을 대표하는 반올림은 2주
13) 필자가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에서도 파견근로자를 2년 사용하시면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기대와 조금 달랐다. 물론 직접고용해야 하지만 2년 더 계약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다. 사실상 4년을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한다.
14) 아쉽게도 OECD에서도 최근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 하게 2006년까지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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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번씩 만나 협상을 진행하며, 7년간 끌고 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
고 있다.15)
국가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표 7] 2004-2006년 OECD 국가별 사망사고 10만인율

2004년
2005년
2006년
26.97
22.54
20.99
2.00
1.90
2.10
5.00
4.60
3.90
4.40
5.80
6.80
5.90
4.20
3.70
3.40
2.10
2.40
2.20
3.50
2.70
3.00
2.57
2.38
2.54
4.10
3.20
3.13
1.28
1.86
3.54
5.00
5.00
5.00
3.02
2.81
2.69
1.90
11.00
11.00
10.00
3.97
5.07
4.58
1.67
2.10
1.31
4.70
4.40
4.60
7.00
7.00
6.00
4.00
4.00
5.00
4.90
4.50
4.40
1.40
1.60
1.60
1.90
1.30
1.40
12.10
14.00
0.70
0.60
0.70
4.11
4.01
4.01
자료: 김수근 안홍엽 이은희,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 경제활동 지표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pp.150-152, 부록의 [표 1] 국가별 연도별 사고사망 10만인율을 재인용함

병이나 사고가 미리 예견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하다가 불치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사망
또는 장애인이 되는 경우 그 해당 근로자가 부모이거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자. 쉽게 넘어가서
15) 삼성, 반올림에 보상위원회 설립, 2주에 한번씩 협상, 파이낸셜 뉴스, 201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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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된다. 다음에는 바로 내 부모가 아니 내 자식이 그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 공정 노동을 향한 변화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언급된 지도 수십년이 지났고, 특히 지난 10여년 동안에
는 다수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CSR을 언급하면서 지속가능보고서도 작성하고 사회공헌활동에
도 열심히 참여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려
고 했는지 아니면 기업의 마케팅활동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했는지 확신을 가지기 어렵
다. 기업들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한다.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사회봉
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과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차원
에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부에 잘 보이려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방식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다수의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특히 조선과 자동차조립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내
하청의 경우 대법원의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 승소자에게도 직접고용하는데 소
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물론 기업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근로자들의 고용안
정이나 정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미흡한 수준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비정규직이나 사내하청을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이나 산업재해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과 같은 문제는 공정 노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사회와 함께하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우리는 포스코에너지 상무가 비행기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안익었다고 승무원의 뺨을
때린 사건, 제과회사의 사장이 호텔 입구에서 불법주차했으니 차를 옮겨달라고 하는 종업원을 지
갑으로 때린 사건, 그리고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나이 많은 대리점주들에게 폭언을 했던 사건
등을 보았다.16) 특히 2014년말은 ‘땅콩 회항’이라는 웃지 못할 사건으로 전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바 있다. 소위 ‘갑을관계’ 라고 표현되는 상황이었고, 힘있는 ‘갑’들은 무자비하게 ‘을’을 상대했다.
노동관계에서 이 ‘을’은 근로자일 수밖에 없다. 비록 언론에 알려지면서 소위 ‘갑’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을 그만 하겠다는 등의 사과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을’들은 한동안 분노
를 삭히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모든 사업장에서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 즉 대외적으로 우리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상황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선 우리
는 몇 가지 상황변화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기업들의 규모가 확대되고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과거 우리 기업들은 질좋
은 해외상품들과 경쟁하기 위해 국민의 애국심과 관심이 필요했다. 국산품을 애용합시다’라는 구
16) 라면상무, 빵회장, 신문지 회장, 끝없는 갑횡포, 머니투데이,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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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못본지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많은 제품과 서비스에서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고, 일부 제품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도 만만치 않다. 이제
종업원이 만명이 넘는 기업이 많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경우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사실상
수십만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다. 규모가 확대된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올라간다. 과거라면
그냥 지나쳤을 일도 이제는 따지고 들어간다. 관심이 높은 만큼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높아진
수준에 맞는 경영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법적인 규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자발적인 자기 규제라
고 할 수 있다. 법적인 규제라면 사실 CSR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정부의 법과 규제가 이
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자기규제는 꼭 대기업만 해야될 일은 아니다. 물론 사
회적 감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업을 만들고 경영하는 모든 경영자와 해당
기업들이 포함된다. 매출이나 종업원수로 결정될 일은 아니다.
셋째, 법과 규제와 관련하여 법과 규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와 함께 법과 규제가 만
병통치약도 아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법과 규제로 해결하려고 했다. 사
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법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
후관리, 즉 법제화이후 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비정규
직과 정규직간의 차별로 인한 양극화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지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법정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법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구속을 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17)
넷째, 이제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 동안 해외 선진기업들을 쫒아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어느덧 우리기업을 맨앞에 서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쫒아가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제시할 때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정 노동을 향한 기업의 활동이 모두 기업의 자발적 판단과 행동으로 완성
되기는 어렵다.18) 따라서 특히 공정 노동을 위해서는 앞서가는 기업의 자발적 활동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력을 통해 법과 규제 또는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정 노동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17) 김유선(2011)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노동부 집중점검과 당사자 신고를 통해 접수된 최저임금 위반건수 4만
5,745건 가운데 실제 처벌을 받거나 벌금,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 주지의무
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5년간 최저임금 주지의무
를 위반한 3만 5,226건 가운데 6건만 50-8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었다. 또한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위반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다수 사업장은 시정조치를 받
고, 아주 악질적인 사업장만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첨부해 검찰로 이송한다고 한다. 그런데 5년간 검찰로 이송
된 건수가 503건에 불과했으며, 이송 뒤 처벌 및 처리결과에 대해 노동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엄정
한 법집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8)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자발적 인식과 자발적 규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
과 법과 정부규제같은 법적 강제를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쟁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Sethi, 2003;
Voge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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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Activities and Fari Labor in Korea
Young-Myon LEE, Tae-Jung SHIN

Activities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has been flourished globally for the
last couple of decades. Korean companies are not exceptions. However, Korean companies’
activities regarding CSR are criticized because those activities are not genuinely related to
fulfill the CSR, but to avoid government regulations. Especially the CSR activities suddenly
increased to cooperate the government policy at the initial period of each government
regime because companies want to have good relationship with new government rather
than to fulfill CSR. This study reviewed globally accepted guidelines including GRI4 and
ISO 26000 regarding employment and fair labor aspects. Then it recommended genuine
CSR issues on fair labor practices: job creation and security, minimum wage increase,
in-company outsourcing workers, dispatch workers, and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s a conclusion, some recommendations are made for ungrading CSR activities fro fair
labor in Korea.

Key word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CSR Activities, Economy
Democratization, Fair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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