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CSR의 진화와 도전: 발전단계이론을 중심으로
석진홍1) 박우성2)
본 연구의 목적은 CSR의 발전 단계와 CSR이 발전하기 위한 동력이나 동인을 확인하여,
CSR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CSR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하
나의 롤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확인을 위하여 Zadek(2004)이 제시한 CSR 이행 단계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현대카드를 대상으로 삼아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현대카드는 2001년에 2단계 법령 준수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1단계 방어적
대응 단계에서 2단계 법령 준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법령 및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현대카드는 2003년에 3단계 경영 프로세스 반영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2단계 법령 준수 단계에서 3단계 경영 프로세스 반영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선 CEO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셋째, 현대카드는 2009년에 4단
계 전략적 CSR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경영 프로세스 반영 단계에서 전략적 CSR 단계로 진입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CSR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5단계인 기업시민정신 단계에는 현대카드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4단계 전략적
CSR 단계에서 5단계 기업시민정신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동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라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현대카드의 CSR 발전 단계를 구분하고
그 동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CSR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 부족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현대카드의 CSR 발전 단계가 하나의 롤 모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발전 단계, 현대카드, 사례연구

Ⅰ

. 서 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관심은 매우 오래되었으나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Bowen(1953)이 최초로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
의를 내리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회의 목적이나 가치를 위하여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추구하며, 바람직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기업인의 의무”라고 정의하였다. CSR에 대
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급속히 확장되어 Sethi(1975), Carroll(1979), Zadek(2001, 2004) 등에 의
해 연구되고 이론화 되었다.
CSR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높아진 것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2001년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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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on 사태는 CSR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투명성, 지속가능성장, 환
경보호 및 동반성장 등의 이슈 등으로 인해 CSR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분야가 되
었다.
CSR에 대한 관심에 발맞추어 U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2000년에 UNGC(UN Global Compact)를 산하 전문기구로 설치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977년에 제정한 다국
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00년에 개정하면서 CSR의 규범화를 시도하였다. 최근에는 국제표
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2010년 11월 1일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CSR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기업
들의 CSR 관련 지출액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1] 우리나라 기업의 CSR 관련 지출액

년도
1996 1998 2000 2002 2004
총
3,068
3,327
7,061
10,866
12,284
기업평균
33
23
37
54
54
주 : 1) 단위: 억원
2) 출처: 전경련(2014), 2013 기업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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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44

종합하여 CSR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1단계 방어적 대응, 2단계
법령 준수, 3단계 경영 프로세스 반영, 4단계 전략적 CSR, 5단계 기업시민정신의 총 5단계로 구
Zadek(2004)은 선행 연구를

분하였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CSR을 추진하는데 있어 내용보다는 양적인 측
면에 집중해 왔다(박병태 박병진, 2014). 즉, 우리나라 기업들의 CSR 수준은 대부분 1-2단계나 3
단계 초기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는 질적인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
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기업 내적 활동이나 자선적인 성격의 단순지원이 주가 되었던 과거에 비
해 현재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계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사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략
적 CSR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전경련, 2011).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전히 CSR을
시행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 및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용기, 2012). 대표적으로
CSR에 대한 노하우 및 정보 부족, CSR에 대한 의지 및 지원 부족, 임직원의 의식변화 지체 등
에서 어려움을 호소한다(전경련, 2009).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나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 기업들의 비정
규직 문제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 등은 CSR에 대한 이해와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
다면 미리 대응하여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고 해결하기 위
해선 CSR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실행 방법에 대한 롤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CSR에 대한 노하우 및 정보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
면(전경련, 2009), 기업들이 제대로 CSR을 추진하기 위해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나 벤
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CSR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CSR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사례연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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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혜 김인희 조상미, 2010),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Best Practice에 대한 사례연구가

( 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떻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CSR이 어 게 발전되어

왔으며, CSR이 발전하기 위한 동력이나 동인

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Zadek(2004)의 CSR 대응단계를 이론적 배
경으로 삼고,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CSR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인 현대카드의 사례를 중심으
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기업들이 어떻게 CSR을 추진해야 성공적으로 CSR을 수행하
고 정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은 어

Ⅱ

. 이론적 배경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개념

념 정리는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정리한 Bowen(1953)의 정
의이다. 하지만 아직도 CSR의 개념 혹은 정의에 대해서 합의된 개념 및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
며, 여전히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Freeman et al., 2010). 대표적으로 McGuire(1963)는 CSR을
“경제적 법률적 책임을 넘어서는 기업의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이라고 정의하였으며, Davis(1973)
는 “기업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기술적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들을 고려하고 이에 대
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Fitch(1976)는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CSR에 관련된 최초의 개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정의하였다.

실무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CSR에 관련된 정의는 Carroll(1979)이 정리한
개념이다(노한균, 2011; 박혜원 한주희, 2011). Carroll(1979)은 CSR이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재량적(의지적) 책임 등 4가지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책임은 상호배타
적이지도 않지만 연속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경제적 책임은
기업의 CSR 중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책임으로써 기업이 사회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
공하며 이윤극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법적 책임은 기업이 최소한의 규제와 법을
지키면서 경제적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윤리적 책임은 기업이 법적 책임은 물
론이고 법적 책임과 같이 성문화되지 않은 윤리적 기준이나 규범까지도 고려하여 기업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재량적(의지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법적 윤
리적 기준을 뛰어넘어 자발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Carroll(1991)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CSR을 구성하는 4가지 책임 중 재량적(의지적) 책임을 기
업이 좋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복지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자선적 책임으로 수정하
고, 4가지 책임을 [그림 1]과 같이 피라미드 형태로 제시하였다.
학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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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 CSR 피라미드

[그

출처: Carroll(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p.42, Figure 3

포괄하여 정리해보면 CSR이란 “주주, 종업원, 고객과 같은 기업의 직접
적인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기업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나 공동체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제3
자에게 행하는 선의의 기업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Schwartz & Carroll, 2008)
한편, CSR을 언급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윤리경영, 기업윤리이다. 현재 기업윤
리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CSR과 윤리경영은 매우 빈번하게 혼용되어 사용되고
상기의 선행 연구들을

있다.

칙

윤리경영의 개념은 범주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김영신 고혁진, 2011). 하지만 최근에는 CSR과 윤리경영 간 개념의 경계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CSR과 윤리경영 모두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가 균형적으로 통합
된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어(국민권익위원회, 2012), 결과적으로 CSR과 윤리경영은 연계된 개념
으로 이해되고 있다(윤종설 등, 2013).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CSR과 윤리경
영의 개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CSR로 통합하여 사용한다.
원 적으로 CSR과

2. CSR 발전 단계와 기업의 대응

념

CSR의 개 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이해관계

자들은 물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책임을 가진다. Carroll(1979)의 경우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재량적(의지적) 책임 등 4가지 책임이 상호배타적이거나 연속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지만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책임에 대응하는 기업의 CSR을 수행하는 단계를 연속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

Sethi(1975)는 CSR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사회적 의무 단계(social obligation)이다.

자

이 단계에서 기업은 이해관계 만을 사회적 책임의 대상으로 본다. 사회적 의무 단계에서 기업은

윤 극대화 하는 것이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여
기고 명확한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만 사회공헌을 고려하고 시행한다. 2단계는 사회적 책임 단계
(social responsibility)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을 사회적 책
임의 대상으로 보고 법적 기준을 벗어나 광범위하게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고 받아들이며,
법적 경제적 기준만을 준수하며 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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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할 이유가 있다면 사회공헌을 고려하고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사회적
반응 단계(social responsiveness)로써 기업의 행위에 간접적이거나 아주 미세한 영향을 받는 집단
까지도 사회적 책임의 대상으로 보며, 사회적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써 기업의 역할을 인지하고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모두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이 CSR을 실행할 이
유가 없을지라도 대상 집단에게 필요하다면 사회공헌을 고려하고 시행한다.
Zadek(2001)은 CSR을 3세대로 나누었다. 1세대는 피할 수 없거나 상업적 가치를 부가시키는
경우에만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단계로써 CSR과 기업 성공은 상관이 없거나 아주 미약한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2세대는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 기업의 미래 부흥과 관계가 있을
경우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단계로써 단순히 비용-이익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장기적 전략의 한 부분으로 CSR을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3세대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회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선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기업만의 단독적인 CSR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
다고 여겨 협력을 추구한다.
기업이 CSR을

림 2] Zadek(2004)의 CSR 발전 단계

[그

조직학습 관점에서 CSR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조금 더 세
분화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① 사회적 책임의 실행을 거부하지만 단기적으로 판매, 채용,
후속 연구를 통해 Zadek(2004)은

생산성 등과 관련된 그들의 이미지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 대응 단계(defensive),

② 지속적 평판 유지와 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기적인 경제적 가치의 하락을 완화할
목적으로 하는 법령 준수 단계(compliance), ③ 중기적인 경제적 가치 하락의 완화와 사회적 책
임을 일상적 업무에 통합시켜 장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 프로세스 반영 단계
(managerial), ④ 전략과 사회적 이슈에 관한 혁신 프로세스를 연합시켜 장기적 경제 가치와 선
점자 이익(first-mover advantage)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CSR 단계(strategic), ⑤ 선점자 불
이익(first-mover disadvantage)을 극복하고 선택적 행위를 통한 이익을 직시하여 장기적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시민정신 단계(civil) 등 총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이 외에도 Mirvis & Googins(2006)나 McElhaney(2008) 등도 CSR 발전 단계를 제시하고 있
다. Mirvis & Googins(2006)는 기업시민권 차원에서 CSR 이행 단계를 구분하여 1단계 기본, 2
단계 관여, 3단계 혁신, 4단계 통합, 5단계 변혁으로 나누었고, McElhaney(2008)는 CSR을 조직
내의 성숙과정으로 이해하여 1단계 자선단계, 2단계 업무단계, 3단계 통합단계로 구분하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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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다양한 형태의 CSR 발전 단
계들이 존재하지만 단계별 내용은 Zadek(2004)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오삼교 등, 2011).
연구자들의 주장을 통합하여 정리해 보면 첫째, CSR의 목적이 점차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대부분의 발전 단계를 보면 기업은 초기에 일반적인 경제적 책임인 기업 이윤 극대화 및 주
주가치 극대화 같은 재무적 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CSR의 영역으로 인식하여 기업의 이익을 중
시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재무적 성과는 물론 환경적 사회적 성과 또한 CSR의 영역으로 인식
하여 기업의 이익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둘째, CSR의 목적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대응방식도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업이 재무적 성과만을 CSR의 영역으로 인
식하고 수행할 때에는 수동적이며 소극적, 방어적인 대응을 보이는 반면에 재무적 성과는 물론
사회적 성과까지 CSR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수행할 때에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보인다.
형식상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행 발전 단계론들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Zadek(2004)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현대카드의 CSR 이행 발전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구 마다

Ⅲ

. 연구방법론

u

믹 조직의 현상을

본 연구는 사례연구(Case st dy)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례연구는 다이나 한

데 적합한 연구전략이며(Eisenhardt, 1989), ‘어떻게’ 또는 ‘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에 연구의 초점이 있으며 설명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Yin, 1981; Yin, 2008). 현재 많은 기업들
이 CSR을 실행하는 노하우와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을 겪으면서 CSR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카드를 대상으로 하는 CSR 사례분석은 이러한 기업들의 궁
금점이나 질문들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사례연구는 연구 설계, 증거 수집, 증거 분석, 보고서 작성 단계로 이루어진다(Yin,
이해하는

2008). 본 연구는 우선 Zadek(2004)의 CSR 발전 단계를 이론적 배경으로 단일사례연구로 설계
하였다.

거

록 뷰 접 찰 참여관찰, 물리적
인 인공물(physical artifacts) 등 6가지 원천으로부터 수집될 수 있으나, 6가지 자료원은 모두 항
상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연구목적에 따라 사용여부가 달라진다(Yin, 2008). 본 연구에서는 증거
수집을 위해 현대카드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더하여 내부문서, 기록정보 및 외부 자료 등의 문서
및 보관기록을 수집하였으며 문서 및 보관기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부 정보와 현
황, 맥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대카드 구성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렇
게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례연구에 사용되는 증 들은 문서, 보관기 , 인터 , 직 관 ,

3)

3) 본 연구를 위해 2014년 11월 10일부터 25일 사이에 2차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현대카드
CSR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현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대카드 준법감시인 및 컴플라이언스와 CSR
관련 부서 중간관리자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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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현대카드의 CSR

재 현대카드는 성공적으로 CSR을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결과 2004년과 2006
년 2차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되었고(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조사 신용카드 부
문), 2014년에는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한국윤리경영학회). 하지만 현대카드 역시
처음부터 성공적인 CSR을 이행한 것은 아니며, 각각의 단계를 거쳐 현재의 수준이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현대카드의 CSR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현

1. 현대카드 현황

립

너 클럽코리아를 2001년 10월 현대자동차그룹이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현재의 사명인 현대카드로 변경하여 카드업계로 진출하였다. 2001년 출범 당시 시장
점유율 1.8%정도였던 현대카드는 현재 대표이사인 정태영 사장이 취임한 2003년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카드업계에서 2위권 을 기록하고 있다(한국경제, 2014).
현대카드는 1995년 6월 설 된 다이 스

4)

[표 2] 현대카드의 경제적 성과

2009
2010
2011
영업수익
18,408
23,369
24,083
영업이익
2,863
3,708
3,242
당기순이익
2,128
2,781
2,386
주 : 1) 단위: 억원
2) 출처: Ethics, Culture, Pride 현대카드 윤리경영(현대카드 내부자료, 2014)

2012

2013

25,256

25,275

2,372

2,199

1,943

1,632

말을 기준으로 1,6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상태를 살펴보면 직 간
접고용을 통해 8,3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그야말로 업계를 대표하는 최정상의 기업 중
2013년

하나이다.

[표 3] 현대카드의 고용

직접
고용
간접
고용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위계직

2009

1,061

2010

1,135

창출
2011

1,257

2012

1,322

1,396

689

698

693

1,393

1,165

1,181

993

1,016

5,392

6,788

7,897

5,051

5,313

8,029

8,297

계
8,535
9,786
11,028
주 : 1) 단위: 명
2) 출처: Ethics, Culture, Pride 현대카드 윤리경영(현대카드 내부자료, 2014)

663

2013

572

4)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집계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신한카드가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가 업계 2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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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카드 CSR의 발전 단계

(1) 방어적 대응 및 법령 준수 단계

너 클럽코리아가 존재하긴 하지만 현대카드의 시작은 실질적으로 2001년 후반기
로 봐야할 것이다. 현대카드가 설립된 이 시기를 CSR의 역사로 살펴보면, CSR의 역할이나 효용
성에 대한 치열한 학문적 논의가 마무리 되어가면서 CSR에 대한 이론적 내용은 물론 실질적인
CSR의 활용이 구체화되고 체계화 된 시기였다(김성수, 2004).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기업은 환경문제, 일자리 창출 및 고용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크
나큰 힘과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기업이 그런 힘을 가진 만큼의 책임을 져야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즉, 기업이 가진 힘이나 영향력 때문에 CSR의 의무도 발생한다(김성수, 2009). 이런 사
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정부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CSR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
전신인 다이 스

기 시작하였다.

든 금융기관에 대해 준법감시인 설치가 의무화되었으
며, 2001년 7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이 제정되면서, 2002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는 기업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런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현대카드는 설립과 동시에 법률적으로 CSR과 관련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현대카드는 제정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2001년 8월 내부통제제도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2년 10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제정하고 11월에 공정거
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시기 현대카드의 CSR 이행 단계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법령 준수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
다. 2001년과 2002년 현대카드는 설립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하지만 국내 외 여러 가지
경제 사정으로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인 이윤극대화마저 제대로 이루지 못한 상태였으며, 경영 적
자를 보는 시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카드는 CSR에 대한 검토나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
었으며,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정도의 CSR만을 수행하였다.
법령 준수 단계는 실질적인 CSR 단계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법령 준수 단계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틀을 잡는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현대카드 역시 이 시기에 시작된 준
법감시인 제도와 더불어 준법감시담당자를 선임하고 운영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그림 3]과
같은 현재의 Compliance 관련 조직을 완성할 수 있었다.
한편, 현대카드 CSR 이행 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인 방어적 대응 단계가 없이 바로 2단계인
법령 준수 단계로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카드의 CSR이 방어적 대응 단계를 거치지
않고 법령 준수 단계부터 시작하게 된 이유는 현대카드가 설립된 시점 자체가 CSR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와 결론이 난 시점이며, 그와 더불어 CSR과 관련된 법률이나 규범이 제
정되기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기업들이 방어적 대응 단계를 벗어나 법령 준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선 정부
의 법적 규제 도입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규제를 강요
하기 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이 좋은 효과를 보일 것이다. 실제로, 당시 정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하도급 벌점을 감점해주고, 프로그램에 따라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
는 기업에게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최고 50%까지 경감해주는 방안 등을 시행했으며, 이로
대표적으로 2000년 10월부터 법령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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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현대카드 역시 대규모 적자를 보
는 상황에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다.
인해 많은 기업들이

림 3] 현대카드 Compliance 관련 조직

[그

출처: Ethics, Culture, Pride 현대카드 윤리경영(현대카드 내부자료, 2014)
(2) 경영 프로세스 반영 단계

합 켜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단
계를 의미하며(Zadek, 2004), 현대카드의 경우 2003년 1월 정태영 현 대표이사이자 사장이 현대
카드 최고경영층에 합류하게 되면서 경영 프로세스 반영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정태영 사장이
합류한 2003년만 하더라도 현대카드는 흔히 말하는 ‘카드업계 대란’과 경제 상황 등의 여파로 인
하여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정태영 사장은 기업 경영에 있어 CSR을 매우 중요
한 요소로 여기고 경영 프로세스에 CSR 요소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3단계 경영 프로세스 반영 단계는 CSR을 일상적 업무에 통 시

림 4] 현대카드 CSR 기본 개념

[그

층 합류한 직후인 2003년
Policy)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고 시행하기 시작한다.
정태영 사장이 최고경영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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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5] 현대카드 무관용 정책

[그

출처: Ethics, Culture, Pride 현대카드 윤리경영(현대카드 내부자료, 2014)

T P 란 임직원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윤리 원칙으로 ‘고객정보 보안’, ‘성희롱
예방’, ‘협력업체와의 거래 투명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김성수, 2011;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
대커머셜, 2012), 현재는 여기에 ‘성희롱 예방’이 빠지고 ‘담합 금지’가 추가되었다. ‘성희롱 예방’
이 빠진 이유는 성희롱에 대한 현대카드의 수준이 매우 높아져 따로 강조를 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Z. . .

1) 고객정보 보안
현대카드는 특히 ‘고객정보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4가지 기본 원칙을 수립하였다. ①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 최소수집의 원칙 ②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고
객정보 사용을 금지하는 목적 내 활용의 원칙 ③ 활용 목적이 완료된 고객 정보를 파기하는 적
시 파기의 원칙 ④ 체계적인 내부관리에 따라 고객정보를 보호하는 내부관리의 원칙이 이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현대카드의 경우 기본 원칙 자체도 강조하였지만 이를 내재화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 하였기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고객정보가 담긴 문서는 물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문서나 정보를 PC나 책상에서 정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2012). 이와 더불어 해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 망을 분리시킨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를 구축하고 임직원 계정에 매번 신규번호를 생성해서 부여하는
OTP(One Time Password)를 도입하였다. 또한 업종의 특성상 고객정보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고객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여부를 시스템 상으로 확인하는 P-Cloud를 활용
하여 실질적으로 고객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였다. 현재 현대카드는 내부적 시스
템 구축에서 더 나아가 협력업체 사장들에게까지도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정보가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Z.T.P.에 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협력업체와 계약을 종료한다.
2) 성희롱 예방
현대카드는 ‘성희롱 예방’, ‘협력업체와의 거래 투명성’, ‘담합 금지’ 등을 위하여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다.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검열을 강조하고 있다. 2003
년 11월 사이버감사실을 개설하였고 2004년 5월 Compliance 전용 사이트를 오픈하였으며, 2006
년 6월 Compliance 질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였다. 혼자서 성희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
록 2007년에는 성희롱 상담제도와 옴부즈인 제도를 실시하고 이후 성희롱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
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3) 거래 투명성 및 담합 금지
현대카드는 2004년 최초로 실시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시작으로 거래 투명성과 담합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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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물론 더치페이도 금지하고 당사 비용 부담
의 골프 역시 금지시키는 대신에 현대카드만의 기념품과 선물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하였
다. 2006년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개정하여 좀 더 확립된 방안을 체계화 하는 한편 담합
행위 방지 등 공정거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사의 정책을 구성원들에게 확실히 이
해시키도록 노력하는 한편 협력업체들에게 파트너십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인 Welcome Kit를 배
부하고 구매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본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제보 접수와 조사 업무를 위탁
하여 운영하는 제도인 외부제보 Hot-line을 한국에서 최초로 개설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만약 Z.T.P.를 단 한 가지라도 위반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관용도 허용치 않으
며 중징계를 내린다. 이런 점은 구성원과의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난다.
위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상호 대는

“Z.T.P . 무관용 정책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적발시 면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Z.T.P . 시행 초기, 위반 사실이 적발된 임
원급들이 회사를 떠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경력직 같은 경우 제대로 교육을 받기 전에 문제를 일으켜 회사를 떠나기도 합니다. 한 경력직
의 경우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교육을 받기 전 장난처럼 던진 한마디 농담 때문에 회사에 취업하
고 2주가 되기 전에 면직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엔 한 팀의 팀장이 팀원들을 동반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팀은 해체되고 팀장은 면직되었으며, 동반한 팀원들 역시 사전 인지 정도와 고의성 여
부 등을 따져 각각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2012).
이와 같은 사례들은 현대카드가 CSR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CSR을 기업 경영 프로세스에
반영하기 위한 의지가 매우 강하며, 이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컸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런 노력과 실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CSR에 대한 CEO의 의지 및 CEO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은 구성원과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난다.

“현대카드가 성공적인 CSR을 수행할 수 있던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CEO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CEO의 전폭적인 지지가 아니었다면 기업이라는 특성상 이렇게 성공적으로 CSR이 정
착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존

쟁

핵심으로 여기고 CSR을
경영의 제 1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CEO의 경영원칙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원칙과 제도들
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더욱더 발전된 CSR 도입을 위하여 2005년 GE(General Electric)와의
Joint Venture 이후 다양한 CSR 선진기법을 도입하고 국내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하여 현대카드 직원들은 CSR과 경영 프로세스의 통합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
었다. 이는 구성원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태영 사장은 CSR을 기업의 생 과 경 력을 결정하는 기업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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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CSR에 대한 CEO의 공지가 내려왔을 때는 다들 ‘이게 뭔가’라는 반응이었지만, 여러 제도
와 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져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이 현대카드의 문화로써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듯

현대카드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 이 3단계인 경영 프로세스 반영 단계로 진입하기 위

착

해선 CEO의 의지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 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격적인 CSR을 시작할 시점의 현대카드는 내

외부적으로

약

위기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만

코 본격적인 CSR의 기반을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아무리 CEO의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를 프로세스와 결합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면 CSR과 경영 프로세스의 결합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CEO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없었다면 결

림 6] 현대카드 CSR 추진 방향

[그

(3) 전략적 CSR 단계
전략적 CSR 단계는 기업 경영전략과 사회적 이슈에 관한

혁신 프로세스를 연합시켜 장기적

자 이익(first-mover advantage)을 차지하는 단계이다(Zadek, 2004).
현대카드의 경우 물리적인 기준으로는 업계 1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도적으로 카드시
장의 방향성과 경향을 바꾸고 새로운 발전을 이끌었으며, 그로 인해 업계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었다(이희복, 2011). 이렇듯 1위 업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카드가 업계를 선도하
는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성공요인으로는 현대카드만의 디자인이나(이영주, 2008), 색다른 마케팅
전략 및 브랜드 전략(김민철, 2011; 문병준 유창조 김재일, 2004; 송지성 방장혁, 2006; 이지은,
2008), 독특한 기업문화와 인사제도(김성수, 2011) 등 다양한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성공요인들 외에도 현대카드가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는데에는 현
대카드의 CSR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CSR 분야 중에서도 사회공
경제 가치와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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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이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위상을 차지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지출하는 비용은 대부분 현금이나 현물을 단순 기부하
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의 사회공헌의 형태 역시 프로보노(Pro Bono)와 같은 직원 개인 단위의
재능 기부나 단순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카드 역시 초창기에는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기부나 봉사활동. 헌혈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사회공헌을 수행하였지만 2009년부터 시작된 사회공헌은 일반적인 형태나 내용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카드는 사회공헌을 “현대카드가 쌓은 재능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
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지속적
으로 자생 자활 자발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사회공헌을 추진
함에 있어 단순한 사회 환원 차원이 아니라 현대카드가 가진 재능과 경험으로 가장 잘 할 수 있
는 아이템을 발굴하여 좋은 예시를 만들어 범용적으로 전파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처럼 진지하
고 열정적으로 고민하였다.
현대카드 사회공헌 활동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작들은 지역 개발을 위한 서울역 버스환승센
터 아트쉘터 프로젝트, 제주도 버스정류장 프로젝트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봉평장 프로젝트,
드림실현 프로젝트 등을 꼽을 수 있다.
1) 지역 개발형 사회공헌
버스정류장은 기다림과 만남, 환승 등 다양한 이용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대부분의 버스정류
장은 버스를 기다리는 단편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조성되어 있다(심소연 문정민, 2013). 수없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아무런 특징 없이 방치되어 있던 버스정류장에 현대카드는 디자인
적 방법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림 7]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아트쉘터

[그

울 버스환승센터의 버스정류장은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용객들
의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도록 12가지의 첨단 IT기술과 예술을
접목시켜 아트쉘터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아트쉘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매우 손쉽게 버스 운행정보, 날씨, 뉴스, 도시 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런 점을 높
이 평가 받아 세계 3대 디자인 상(IDEA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 Red dot 디자인)을
석권할 수 있었다.
우선, 2009년 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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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8] 제주도 버스정류장

[그

조성된 제주도 버스정류장의 경우 서울과는 다르게 경관을 최대한 해치지 않은 범위
에서 버스정류장이라는 인지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버스정류장을 하나의 전망대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일회적인 디자인 기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보수까지 가능한 체계를 구축
2014년에

하였다.

런 활동들을 단순히 사회공헌 활동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경쟁 우위를 확보
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하였다. 디자인을 이용한 사회공헌 방법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
았던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카드는 그들의 PR 장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 사례를 광고로
제작 활용하여 사회공헌도 하고 현대카드의 이미지 상승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더불
어 이런 프로젝트들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어 극찬을 받으며 효과성이 더욱 극대화
되었다. 이런 점을 살펴보면, 현대카드가 사회공헌 활동을 단순한 사회 환원으로만 여기지 않고
있으며 CSR의 일환인 사회공헌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구성원과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난다.
현대카드는 이

“CSR로 인한 단기적인 이익이 현재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경쟁 우위점이 되어 이익을
창출해내게 될 것입니다.”
2) 소상공인 지원형 사회공헌
현대카드는 위와 같은 지역 개발형 사회공헌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형 사회공헌도 실시하고 있
다.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약 565만명이고
이는 전체 취업자의 22.5%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창업과 폐업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현, 2014). 현대카드는 현대차미소금융재단과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2010년부터 드
림실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드림실현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점포 디자
인, 마케팅, 상권분석, 홍보 등에 도움을 주며 사업 운영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정기적으로 업장
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지원해 자활을 돕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9개의 드림실현 점포가
탄생하였고 현대카드의 지원을 받은 업주들은 현재에도 활발히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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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9] 변화된 봉평장의 모습

[그

자영업자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자체의 변화를 이끄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전통시장이란 일정한 구역 안의 건물이나 지하도에 설
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 소매업자 혹은 용역업자가 상설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현재는 여러 원인들로 인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실정이다(박수홍 선일석, 2013). 현대카드는 이러한 현실
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3년 강원도와 손잡고 봉평장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수많은 봉평장 상인
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였고 봉평장을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봉
평장의 유동인구는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매출 또한 약 3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봉
평장에 입점을 기다리는 상점만 13개가 될 정도로 훌륭한 효과를 일으켰다. 또한 각종 정부단체
나 기업 사회공헌팀, 타 지역 전통시장으로부터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이 가능했던 것은 전통시장의 모습을 무조건 바꾸고 현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되 전통시장의 자연스럽고 익숙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현대카드의 드림실현 프로젝트와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인 봉평장의 사례는 수많은
언론을 통해 CSR 모범 사례와 실질적 성공 사례로 소개되고 있고 2014년 11월에는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예로 발표되어, 현대카드는 다시 한번 CSR을 통해 사회공헌도 하고 현대카드만의 확고
한 이미지 강화와 좋은 이미지 홍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현대카드는 이외에도 다
양한 방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대카드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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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 활동

[표 4] 현대카드의 사회

구분
소상공인지원
지역개발
디자인기부/
Collaboration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봉평장
드림실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가파도 프로젝트
제주도 버스정류장
it Water
My Taxi
제주삼다수
SNU 멘토스쿨

예종 공연, 장학금 지원
공사관
공공기관 지원 주미 대한제국
매입 지원
한

프로그램 소개

축
소상공인 대상 사업 성공의 꿈을 실현 시켜주는 프로젝트
버스환승센터에 첨단 IT 기술과 예술을 결합시킨 아트쉘터 설치
가파도 자연을 최대한 살려 지속 발전 가능한 섬으로 구축(진행 중)
제주도와 어우러지는 버스정류장 디자인 시스템 구축
중소 생수업체와 협업하여 프리미엄 생수 용기 디자인, 품질 개발
및 유통 기회 제공
운전자 중심이 아닌 승객 중심의 컨셉트카 개발
브랜드 위상에 맞는 디자인 리뉴얼(진행 중)
서울대 학생이 소외 청소년들에게 학습 재능을 기부하고 현대카드
는 서울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한예종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공연팀이 문화 소외계층을 찾
아 공연을 하는 것을 후원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환수에 필요한 협상과 비용 지원
전통시장을 지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시장 모델 구

출처: Ethics, Culture, Pride 현대카드 윤리경영(현대카드 내부자료, 2014)

살펴보면 CSR의 활동에 있어서 사회에 얼마나 기부했느냐 보다는 사회에
어떻게 환원하고 이를 경쟁 우위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잘
설계되고 적극적인 CSR 활동은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CSR 활동이 기업의 장기적 경쟁 우위로 활용되는 것은 전략적 CSR 단계의 전형적
인 모습이다. 현대카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전략적 CSR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
업들의 CSR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
한 CSR 활동이 아니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스스로 실천하는
CSR 활동이야 말로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확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현대카드의 사례를

Ⅴ

. 결 론

‘
떻
왔는가?’와 ‘기업의 CSR이 발전하기 위한 동력이
나 동인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질문의 확인을 통해 CSR에
본 연구는 기업의 CSR이 어 게 발전되어

대한 노하우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CSR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하나의 롤 모
델을 제시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답

외

공

연구 질문에 대한 해 을 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내 적으로 성 적인 CSR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대카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Zadek(2004)이 제시한 5단계의

CSR 이행 단계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써 ‘어떻게’ 또는 ‘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이 있고 설명적인 성격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Yin, 1981; Yin, 2008),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하나로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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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초기인 2001년 후반부터 2002년까지 CSR 이행 단계 중 2단계인
법령 준수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현대카드는 내부통제제도 및 준법감시인 제
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담당자를 선임 운영하였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제공하고 공정거
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현대카드의 이런 CSR 활동은 능동적인 행위라기보다는 국
가적인 법령이나 규제 도입에 대응하는 수동적인 대응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 CSR 수준이 1단계인 방어적 대응 단계에서 2단계인 법령 준수 단계로
넘어가는데 있어 정부 차원의 법령 및 규제 도입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무조건적인 법령 및 규제 도입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방법들이 기업의 CSR 발전에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도 현대카드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카드는 2003년부터 2단계 법령 준수 단계를 벗어나 2008년까지 3단계 경영 프로세스 반영
단계를 겪었다. CSR을 경영 프로세스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대카드는 Z.T.P.(Zero Tolerance
Policy)를 선언하고 시행하면서 ‘고객정보 보안’, ‘성희롱 예방’, ‘협력업체와의 거래 투명성’, ‘담합
금지’ 등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으며,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Z.T.P.를 위반할 시에는 지위고하
를 막론하고 면직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려 CSR이 경영 프로세스와 완벽히 결합할 수 있는 노력
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CSR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내부 구성원들이 업무
를 수행하는데 있어 자연스럽게 CSR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했으며, 2005년에는 GE
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GE의 선진적 CSR을 현대카드에 도입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수행하
고 있다. 그 결과 현대카드는 2004년과 2006년 2차례에 걸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분석 결과 현대카드는 설

선정되었다.

던 이유는 최고경영층의 변화와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 때문일 것이다. 2003년 정태영 사장이 현대카드 최고경영층으로 들
어오면서부터 CSR을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업가치의 핵심으로 여기고 CSR을 경
영의 제 1원칙으로 내세웠다. 정태영 사장은 말로만 CSR을 원칙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CSR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물론 CSR을
경영 프로세스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지시하고 운영함으로써 CSR과 경영 프로세스가
통합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현대카드 사례를 통하여 볼 때, CSR 수준이 2단계 법령
준수 단계에서 3단계 경영 프로세스 반영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CEO의 강력한 의지와 CSR
시스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대카드와 같이 CEO가 CSR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실제 프로세스에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경영 프로세스 반영 단계로의 진입이 그
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카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략적 CSR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전략적 CSR
단계란 기업 경영전략과 사회적 이슈에 관한 혁신 프로세스를 연합시켜 장기적 경제 가치 및 경
쟁 우위를 가지는 단계라고 볼 때, 현대카드만의 유니크한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추구
하는 동시에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하여 장기적 가치 상승을 이끌어 내었다.
실제로 현대카드는 물리적 업계 1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경향을 선도하는 트렌드 세터
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있다. 현대카드는 2009년 서
울역 버스환승센터 아트쉘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제주도 버스정류장 등과 같은 지역개발형 사
회공헌과 드림실현 프로젝트,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등과 같은 소상공인 지원형 사회공헌 및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을 수행하였다. 유니크한 방식의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높이는
현대카드가 CSR을 경영 프로세스에 반영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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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언론매체를 통해 극찬을 받으며 성공적인 CSR 사례로 소개되어 기업 이미지를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현대카드의 경제적 가치 상승을 이끌어 내었다.
이렇듯 현대카드가 전략적 CSR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CSR에 대한 패러다임 전
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CSR을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하고 기업
의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사회공헌을 단순한 사회 환원차원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CSR을 바라보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아이
템을 개발하였다. 이런 사회공헌을 이행함으로써 현대카드는 실제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성
공적인 CSR을 수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한 기업 가치의 상승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4단계인 전략적 CSR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CSR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행위는 다 한

필요할 것이다.

림 10] 현대카드의 CSR 발전 단계와 동인

[그

현대카드의 CSR 발전을 통해서

볼 때 기업의 CSR 수준이 상위로 발전하기 위한 동인은 다음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강력

과

한 법령 및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2단계에서 3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선 CEO의 강력한 의
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3단계에서 4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
업들의 CSR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쉽

까

하지만 아 게도 현대카드의 CSR은 아직 5단계 기업시민정신 단계 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
로 보인다. 5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선 최고 수준의 CSR을 적

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대카드 역시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해결하
기 위해 Top down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현대카드 구성원들이 최고 수준의 CSR을 ‘현대카드人’
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구상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반적인 CSR 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 현재 4단계의 CSR 수준을 영
위하고 있는 현대카드는 매우 훌륭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Zadek(2004)의 CSR 이행 단계를 이용하여 현대카드의 CSR 발전 단계를 구분하고 그 동인을
분석한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가 매우

크다. 또한 CSR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 부족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현대카드의 CSR 발전 단계가 하나의 롤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실무적 의의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대카드라는 단일 기업 사례로 연구가 진
행되었다. 이로 인해 사례기업의 CSR 발전 단계 및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지만, 다른 카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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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 불가능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기업마다 처한 상황적 맥락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대카드의 사례를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대카드가 평균적
인 기업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CSR을 수행하고 있지만 분석결과 기업시민정신 단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5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동인은 본 연구에서는 밝혀내지 못한 숙제
로 남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들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드 회사들의 CSR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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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박 우 성

A Progress and Challenge of Hyundai Card’s CSR:
Stage of Development Perspective
Jin-Hong SEOK, Woo-Sung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s Stage of
Development and to introduce best practice of CSR. For case study, we have selected
Hyundai Card that have high CSR level.
Findings indicate that first, Hyundai Card was entered Compliance stage at 2001. And
the introduction of powerful legislations and regulation in the country is necessary in order
that Defensive Stage goes on to Compliance stage. Second, Hyundai Card was entered
Managerial stage at 2003. And the CEO’s strong intention and the system which can
support the CEO’s are needed to lead Managerial stage to Compliance stage. Third,
Hyundai Card was entered Strategic stage at 2009. it was found that the change of how
corporate consider CSR, the paradigm shift is required for Strategic stage followed by
Managerial stage. But, we don’t identified dynamics of Managerial stage goes on to Civil
stage. Because Hyundai card not enter Civil stage.
As a whole, this study has an academic significance in the way that the developmental
stages of the Hyundai Card’s CSR are divided and the driver is analyzed by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the Hyundai Card’s CSR stages can be one of the role
model to many companies under the lack of know-how and information of CSR in terms
of practical application.
Key words: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ge of Development, Hyundai
Card,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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