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30’ 평가에 근거한 한 중 일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평가: 전자기업을 중심으로

박 은 경1)

최근 GRI, ISO26000 등 서구의 비즈니스 환경에 뿌리를 둔 사회책임경영 평가 기준
의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아시아적 맥락에서 사회책임경영을 조명하는 국내 연구는 많
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적인 IT 전자 기업인 LG전자, 레노보, 도시바
의 사회책임경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
시해보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동아시아 30’ 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통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영역에서 각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의 특성을 비교분석
하고, 각 국의 사회책임경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세 기업 모두 다른 영역보다 환경 영역의 사회책임경영 활동을 균형 있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바는 환경 영역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
를 받아 내재화된 환경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LG전자는 노사의
균형적인 발전과 다양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채널 운영 등 사회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세 기업 모두 거버넌스 영역에서 경영진의 사회책임경영
리더십을 이행하는 동기가 부족하고, 관련 시스템도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레노보와
도시바가 이사회 및 임원 여성비율이 높은 반면에, LG전자는 상대적으로 이사회 여성
참여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 기업과 해당 국가들 간의 각 영역별, 세부지표별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세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사회책임경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LG전자, 레노보, 도시바 세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
넌스 영역에서의 사회책임경영 활동은 해당 국가별 사회책임경영 특성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환경 및 거버넌스 영역의 세부지표 점수 분포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환경 및 거버넌스 사회책임경영 활동은 해당 국가의 법규,
제재, 행정 시스템 등의 국가별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핵심어：사회책임경영(CSR), 동아시아 30, LG전자 사회책임경영, 레노보 사회책
임경영, 도시바 사회책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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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회책임경영(CSR)은 20세기 전후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담론이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
다.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글로벌 표준과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책임경영의 대표
적인 글로벌가이드라인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
브(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국제표준화기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ISO
26000) 등도 서구 사회가 중심이 되어 개발되고 확산돼왔다. 이들은 사회책임경영 국제 표
준으로서 국제적인 공신력을 획득하고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
처럼 서구의 비즈니스 환경에 뿌리를 둔 사회책임경영 평가 기준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
는데 비해, 아시아적 맥락에서 사회책임경영을 조명하는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아시아
몇몇 국가의 사회책임경영 역사나 실태에 관한 연구(MOFAT, 2011)나 한중일 국가 중 중
국 내 CSR 연구(유력초 권영철, 2012) 혹은 일부 국가 간 기업의 사례 비교 연구(김주원
김용준, 2008; 신지숙 문용호, 2009; 서민교, 2011)외에는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겨레경제연구소가 2008년부터 동아시아 국가의 사회책임경영을 연구하고 평가 모형을
개발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책임경영의 주체자인 기업은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
의 맥락에서 발전해온 사회 조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에
서 사회책임경영 체제가 발전돼왔다고 볼 수 있다(이상민, 2012년). 따라서 서구 사회와는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과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겪은 한중일 동아시아 기업이 서구 기업
문화에 기초한 사회책임경영의 기준과 관점에서 조명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동
아시아 기업이 가진 고유의 경영 문화가 부각되기 어렵거나, 한중일 현실을 이해한 후 반
영되어야 할 요소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사회책임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한겨레경제연구소에 의해 개
발된 ‘동아시아 30’ 평가모형을 기반으로 삼국의 대표적인 IT 전자기업인 한국의 LG전자,
중국의 레노보, 일본의 도시바 사례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한중일 기업의 사회책임경
영에 대한 정량평가를 통해 기존의 정성적 사례 분석 위주의 연구에서 표준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정성평가를 통해 기업의 구체적인 사회책임경영 이슈와 정책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의 구성은 Ⅰ장 서론과 Ⅳ장의 결론을 포함해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Ⅱ장에
서는 한중일 사회책임경영에 평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앞에서의 평가 모
형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과 방법을 제시한 후, 한중일 IT 전자 산업의 대표기업인 LG전자
와 레노보, 도시바의 CSR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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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사회책임경영 평가 개요

사회책임경영(CSR)의 정의를 설명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미

델
의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CSR 피라미드 모델을 제시하고, 각 단계별 CSR 형태를
설명했다. 첫 번째 단계가 기업이 근본적인 경제 주체자로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사회
의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는 경제적 책임이다. 둘째, 법과 규제를 준수하면서 경영 활동을
실천하는 법적 책임이다. 셋째, 기업이 법으로 정의하지 못하지만 사회에서 기대하는 도덕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그들의 경제적 혜
택을 사회에 돌려주는 자선적 책임을 말한다. 캐롤의 CSR 피라미드 모델은 기업의 사회
책임경영 이행 수준의 발전 정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나, 선진국의 사회 환경적 맥락
에서 개발돼 선진국 내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 모델에 치우쳐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글로벌 국가 내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 발전과 이행의 상
대적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책임경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Visser et. al,
2006; Welford, 2005; Baughn et. al, 2007). 특히 비셔(Visser et. al, 2006)는 아프리카 내
기업 사례 분석을 통해 아프리카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의 상대적 우선순위가 서구의 환
경에서 분류되는 캐롤의 모델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기업
들은 가장 우선 단계인 경제적 책임의 다음 단계로 윤리적 책임이 아닌 기업의 자선적 책
임이 중요하며,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은 그 다음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의 사
회책임경영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캐롤의 CSR 모델이 중요하지만, 각국의 사
회 문화적 배경은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 전략과 시스템을 결정하는 필수 요소 중 하나라
인용되는 연구는 경영학자인 캐롤(Carroll, 1979)의 CSR 피라 드 모 이다. 캐롤은 기업

고 주장했다.

한겨레경제연구소는 ‘동아시아 30’ 평가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서구의 주주자본주의와는 일정 부분 다른 경제체제

속에서 발전해온 동아시아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세부적으로는 한중일 기업들의 사회책
임경영 사례를 발굴하고 비교분석해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서로 다른 형태의 사회책
임경영 특성이 배태되어 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했다. 우선 동아시아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의

평가 모형 개발을 위해, 한중일 기업의 CSR 실태와 기업 성과를 비교한 연구(2008)를 실
시했으며, ‘아시아 사회책임경영 전문가위원회’를 2010년 조직했다. 한중일 각국에서 환경

버넌스 영역의 전문가 3인, 총 9명으로 구성된 ‘아시아 사회책임경영 전문가위원회’
는 한겨레경제연구소와 같이 동아시아 기업 환경과 기업들의 고유한 경영 문화를 반영한
평가 모형과 프로세스를 개발해 2010년부터 삼국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평가하고 있다.
사회 거

2)

까

2) 2011년부터 2013년 지 ‘동아시아 30’에

선정된 기업 명단은 부록 ‘동아시아 30 선정 기업(2011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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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일 삼국의 대표적인 IT 전자 기업들이 어 게 사회책임경영을 실

음

행

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다 의 ‘동아시아 30’ 평가모형에 기반해 연구를 진 했다.
1. 평가 대상

버넌스(ESG)에 대한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한다.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는 재무적 성과가 아닌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영역에서의 기업의 성과이다. 재무적 성과는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가
기업 운영상의 문제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지표가 중요하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Maskell, 1989a; Bhimani, 1993; Bromwich and Bhimani, 1994;
Otley, 1997). 국제적으로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기 시작하면서, 재무적 지표로는 측정할 수 없는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계량화해 평가할
수 있는 비재무적 성과 지표들이 개발되고 확산돼왔다. 유럽 국가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식 거래소 상장 규정에 비재무적 성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제도
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환경 사회 거버넌
‘동아시아 30’은 기업의 환경 사회 거

스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무
촉진시키고자 주식시장에 기업 정
보를 공개한 기업 중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기업은 평가 대상
에서 제외시켰다. 기업들의 블룸버그 ESG 정보 공개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50%의 기업만
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2014년 동아시아 30의 평가대상은 한국 247곳, 중국 553
곳, 일본 774곳이었다.
‘동아시아 30’은 동아시아 기업의 비재 정보 공개를

3)

∙ 한국: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200을 포함한
247곳의 기업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SSE, Shanghai Stock Exchange)와 선전증권거래소(SZSE,
Shenzhen Stock Exchange), 홍콩증권거래소(HKEX, HongKong Stock Exchange)
사회책임투자지수(SRI)에 속한 1,089곳 기업 중 홍콩과 중국 본토 증권거래소 모두
상장된 기업을 조정하고, ESG 정보 공개 점수 상위 50%인 553곳이 평가대상에 선정
됐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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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OPIX, Tokyo Stock Price Index) 1700을 포함한 1,874곳 중
ESG 정보 공개 점수 상위 50%인 774곳이 평가대상이다.
2. 평가 프로세스

동아시아 30 평가의

첫 번째 단계는 당해 연도의 평가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한겨레경

제연구소와 아시아 사회책임경영 전문가위원회가 평가 모형을 적용해 정량 평가를 실시한

블룸버그 ESG 데이터를 기반으로4 기업이 공개하는 비재무적 자료를 수
집해 진행된다. 1차 정량 평가를 통과한 기업들은 공개 자료로는 분석하기 어려운 부정적
사안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평가하는 정성 평가를 거친다. 아시아 사회책임경영 전문가위
원회는 본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별로 네거티브 이슈들을 분석
해 기업을 평가한다. 이후 선정된 각국의 기업은 본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 부정적 사건이
나 사고에 연루된 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의 전문가위원회의 리뷰를 거치
게 된다. 이렇게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통과한 각국 기업 10곳이 최종적으로 ‘동아시아 30’
사회책임경영 우수 기업에 선정된다.
다. 정량 평가는

)

[그림 1] 동아시아 30 평가 프로세스

4) ‘동아시아 30’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아이리스(EIRIS)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기초 데이터로 활용
했으나, 2013년 블룸버그(Bloomberg) ESG 데이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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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방법

(1) 정량 평가

틀은 한중일 사회책임경영 전문가위원회를 중심으로 UNGC 10
Principle, GRI Guideline, ISO26000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되,
동아시아 기업의 내외부 환경 특성을 반영해 재구성됐다. 환경 영역 6개, 사회 영역 8개,
거버넌스 영역 6개를 포함한 총 20개의 세부 지표와 각 세부 지표별 총 70개의 하위 지표
들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 지표는 하위 지표들을 통해 기업들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 각
영역별 해당 이슈에 대해 정책—실행—성과—모니터링—평가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지 평
가한다. 또한 해당 이슈들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기업 거버넌스와 이해관계
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분석한다.
각 평가지표에 알맞은 중요도를 결정하고 이를 적용해 영역 내 혹은 영역 간 가중치를
두게 했다. 한중일 동아시아 지표별 가중치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각 영역별 100점, 총
300점을 기준으로 세부 지표별로 아래 [표 1]과 같이 가중치를 결정했다. 확정된 가중치를
기준으로 한중일 기업들의 정량 평가 순위를 도출하게 된다.
평가 기간은 평가가 이뤄지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이를테
면 2014 동아시아 30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
넌스 성과를 평가한다. 해당 기간 동안 블룸버그 ESG 데이터와 대상 기업의 누리집, 지속
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고한 기업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 한 영역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전체 영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중요하다. 동아시아 30은 정량 평가 결과, ESG 영역 중 한 영역이라도
점수가 30점 미만인 기업은 탈락시켰다. 예컨대 환경 영역이 아무리 높은 점수라 하더라도
사회나 거버넌스 영역에서 30점미만의 점수를 받았다면 해당 기업은 정성 평가 대상에서
탈락된다.
‘동아시아 30’ 정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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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아시아 30 정량평가 지표 및 지표별 가중치

영역

세부지표

가중치

이사회
실 구조

23

행

패

반부

버넌스

거

윤리

16

사회책임경영
위 관리

16

사회책임경영
리

13

이사회 여성
여

12

험

더십

참
기후변화
핵

환경 심
환경

친환경
품 서비스
물 관리
화학물질
안전관리
생물 다양성
제

이해관계자
대화

건 안전
창출 및
공급망 관리
보

사회

20

일자리
보장

25
20
15
15
15
10
15
15
13
13

노동 이슈

12

평등 기회

12

인권 경영

12

헌

사회공

8

설 명
버넌 작
템 갖추
?
견
협
? /
?
반(反)뇌물에 대한 회사 정책, 시스템 및 보고범위는 어떠한가? 모
니터링과 보완체계는 어떠한가?
회사가 윤리강령(정책 및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얼마나
포괄적인가?
이사회와 경영진들이 전사적인 ESG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얼마나
잘 다루고 있는가?
비즈니스에 사회책임경영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가? 사회책임경영
관점에서 신규 비즈니스 혹은 제품을 모색하고 있는가? 이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회책임경영 이슈가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
어 있는가?
여성 관리자/이사회 임원이 얼마나 되는가? 유리천장을 막을 수 있
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기후변화 이슈를 기업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정책과 시스템, 성
과는 어떠한가?
기업의 환경정책 및 약속은 무엇이며, 환경경영시스템과 보고시스
템이 있는가? 이것이 기업 핵심 경영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는가?
환경적 영향 측면에서의 향상은 어느 수준인가?
매출 혹은 신규 사업, 제품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이 친환경적 해법
에서 발생하는가?
기업은 물 부족 위기를 어떻게 관리(정책 및 시스템, 성과 등)하고
있는가?
화학적 안전에 대해 정책과 시스템이 있으며, 성과가 있는가? 회사
가 화학적 안전과 지속가능성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정책이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고객 혹은 공급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얼마나
명확한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어떤 수준으로 공표되는가? 관리
시스템, 보고는 어떠한가?
건강과 안전 정책에 대한 시스템이 명확히 갖추어져 있는가?
일자리 창출과 안정을 위한 시스템과 관행들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명확한가?
공급사슬에서 노동기준 정책, 시스템, 보고범위 어떠한가?
노사관계 관리 정책과 시스템이 명확히 갖추어져 있는가?
기회균등과 다양성 이슈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
인권 정책과 시스템, 그에 대한 보고 범위는 어떠한가?
지역사회와 자선적 활동을 위한 회사의 약속이 얼마나 명확한가?
투명한 거
스 동을 위한 시스 을
고 있는가 이사회와
경영진이 동등하게 제 혹은 력할 수 있는 체제인가 내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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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성 평가

미래지향적인지는 기업의 비리나 사고의 사전 예방 시스
템의 유무나 사후 기업의 대응 태도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동아시아 30은 기업의 사건 및
사고, 비리 등을 평가하기에 제한적인 정량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정성 평가의 한 방식인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도입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정책과 시스템
이 실제 경영활동에 잘 구현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노력
여부를 검증하는 목적을 가진다.
일차적으로 정량 평가를 마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부정적 이슈들을 조
사하여 한겨레경제연구소와 아시아 사회책임경영 전문가위원회가 해당 이슈가 사회에 미
치는 영향, 사안의 심각성, 기업의 개선 의지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평가 시기는 전년도
1월부터 당해 연도 9월까지(정성적 평가 시점)의 기간 동안의 평가 대상 기업 누리집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정부 기관의 자료, 시민사회 조직 및 연구소 등의 보고
서, 언론 기사 등의 공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동아시아 30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크게
다음 다섯 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되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에서 최종
탈락하게 된다.
기업의 경영가치가 장기적이며

∙ 담배, 포르노, 대량생산무기를 제조하는 산업에 속한 경우
∙ 기업이 사법당국에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정부 기관으로부터 벌금 혹은 제재를 받은 경우
∙ 기업 비윤리적 경영활동으로 인해 고질적인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밖에 언론 및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된 이슈와 연루된 기업의 경우, 서면
질의서를 통해 관련 이슈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사후 조처, 예방 활동 등을 확인하는 절차
를 거친다. 기업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기업 비리, 사건 및 사고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후 기업이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있는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
지를 평가하게 된다. 한중일 각국 기업의 네거티브 스크리닝 결과를 통해 선정된 기업들은
한중일 전문가위원회의 교차 점검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동아시아 30 기업으로 선정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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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중일 전자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사례 분석

1. 연구과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중일 IT 전자 산업 중 대표적인 사회책임경영

행 였

우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진 하 다. 한국의 경 는 LG전자, 중국은 레노바, 일본은 도시바를 비교분석했

첫째, 한중일 국가 내에서 IT 산업이 국내
총생산(GDP) 규모의 기여도가 높거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영향력 있는 산업군이기 때
문이다. 일본 IT 산업의 2013년 국내총생산(GDP) 규모 기여도는 약 10%이며, 국내의 경
우 IT 산업의 GDP 기여도는 8.9%, 전체 산업 수출 대비 30.3%를 차지한다. 중국 IT 산업
도 산업 성장에 대한 내수 부문 기여도가 69.5%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IT 산업의 환경, 사회적 영향력이 다른 산업 군에 비해 크기 때문이
다. IT 산업은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인 가치 사슬에 연계된 국내외 중소기업들이 많고, 이
해관계자들도 다양하다. 또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적 물질과 에너지 소비량에 따
른 환경 영향력이 금융이나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 군에 비해 비교적 크다. 사회적 영향력
에 있어서도 원료 추출, 전자제품 제조, 폐제품 재활용 과정 등 전반적으로 IT 기업들의
작업환경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작업장 환경 및 노동자들의 처우가 중요해진다.
이처럼 IT 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전 영역에 걸친 CSR 이슈는 다른 산업 군에
비해 다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IT 기업들의 CSR 사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연구과제는 한중일 사회책임경영 우수 IT 전자 기업들이 CSR 영역별로 어떤 특징과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동아시아 30 정량 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한중일 기업의
다. IT 전자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영역별 점수와 정성 평가인 네거티브 이슈를 비교분석하여, 한중일 전자 기업들의 사회책

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그리고 한중일 사회책임경영 국가별 특성들이 전
자기업의 사회책임경영 활동에도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우선 동아시아 30에
속한 한중일 국가별 기업들의 영역별, 세부 지표별 평균 점수를 기반으로 국가별 특성을
분석했다. 국가별 분석 결과와 기업별 사회책임경영 특성을 비교해 국가별 사회책임경영
특성이 기업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사례 분석을 위해 블룸버그 ESG 데이터를 중심으로 진행한 2014년 동아시아 30
정량 평가와 네거티브 스크리닝 자료를 참고했다. 2014년 동아시아 30 정량 평가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상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성과를 평가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15일까지 각 기업이 공개하는 CSR 관련 보고
서,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 비재무적 자료를 수집해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가 발표되는 시
점까지 기업의 부정적 이슈를 고려해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정성적 접근에 따
른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일 전문가위원 9명의 의견을 교
임경영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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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점검해 네거티브 스크리닝 결과에 반영했다.
2. 한중일 국가별 사회책임경영 특성 비교

버넌스(ESG)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각 국별 10개 기업이 포함되어 총 30개 기업으로 이루어진다. 정량 평가에서 높은 점
수를 받았더라도 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들은 동아시아 30에 포함되지 못한다.
2014년 평가에서는 국내 기업들 중 정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네거티브 스크
리닝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 국내에서는 9곳의 기업만이 선정됐다. 이에
2014년 ‘동아시아 30’은 한국 9곳, 중국 및 일본 각 10곳의 기업으로 구성되었다. 한중일
전체 29개 기업의 영역별 점수 평균치는 환경(61.24점), 사회(53.30점), 거버넌스(44.95점)
순으로 성과를 보였다. 환경 영역의 경우, 각 국가별 영역 평균에서도 세 나라 환경 영역
의 점수가 다른 영역들에 비해 높았다. 국가별로는 일본 기업들이 평균 71.69점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사회 영역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평균 점수가 60.42점으로 가장 앞
섰는데, 특히 ‘사회공헌’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은 2013년 평가에
이어 2014년 평가에서도 세 나라 중 사회공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통적으로
거버넌스는 한중일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30 평가는
거버넌스 영역에서 기업의 투명성, 이사회의 독립성과 더불어 경영진 및 이사회의 사회책
임경영에 대한 위험관리 및 리더십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30에
속한 한중일 기업들은 아직 거버넌스 단위에서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기회와 위험이나 경
영진의 리더십을 논의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시아 30’은 한중일 기업들 중 환경 사회 거

[표 2] ‘2014 동아시아 30’ 선정 기업

한국(9곳)
두산중공업
LG디스플레이
LG전자

우
LG생활건강
포스코
풀무원
LG하 시스

삼성전기

링

삼성엔지니어

-

88

중국(10곳)
중신은행
중국국제해운컨테이너
차이나모바일
중국태평양보험사
차이나선화에너지
구이저우마오타이
레노보

푸싱제약
상하이국제강무
중싱통신
상하이

일본(10곳)
아지노모토
대일본인쇄
후지쓰
히타치
JSR
코니카미놀타
NEC
소니

도시바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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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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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곳

곳

201 동아시아 30 전체 29 의 한중일 기업들과 9 의 한국 기업들의 영역별 세부 지표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들은 환경과
사회 영역에서 동아시아 30 전체 기업의 평균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환경 영역에서는 환경핵심,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물 관리, 화학물
질 및 안전관리 등의 세부지표에서 평균 점수보다 높게 평가되어 한국 기업들은 법적 기
준이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상회하는 자체 기준을 통해 환경 경영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 영역에서는 한국 기업 9곳의 평균이 60.42점으로 전체 기업 29곳의 평균 53.30
점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 지표에서는 사회공헌과 인권 지표에서 중국과
일본보다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이는 2000년 이후 국내에 사회책임경영이 도입되며 한
국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 선정된 9곳의 한국 기업 모두 인권과 관련된 사내 규범 및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국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해외사업장이나 자회사 및 계열사, 협력사의
비재무적 정보를 포함시키는 등 보고 범위를 넓히는 추세로, 사회책임경영 시스템을 전사
적으로 확산하여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거버넌스 영역의 한국
기업의 평균 점수는 41.02점으로 중국 45.14점, 일본 48.03점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경영진 및 이사회 내 다양성(여성 임원, 이사 등)은 중국 일본에 비해 동아
시아 30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선정된 9곳의 한국 기업들은 여성을 포함하여
종교, 인종, 세대 간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은 마련했으나, 실제 여성 이사가 있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2013년 12월 기준). 더불어 일부 기업들은 이사회에 사회책임경영
관련 이슈들을 보고하거나, 임원들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연 1~2회
비정기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사회 내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설치한 곳
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 점수를 비교해 한국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

(2) 2014 동아시아 30 중국 기업 분석

속한 중국 기업 10곳의 정량 평가 평균은 동아시아 30 전체 평균 점수인
53.27점보다 약 6.7점 낮은 46.54점으로 한국, 일본 기업들과 비교해 가장 낮은 평가를 받
았다. 그 중 일본(48.03)에 이어 높게 평가된 거버넌스 영역(중국 45.41, 한국 41.02)을 제
외하고 환경, 사회 두 영역은 양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환경 47.99, 사회 46.07). 특
히 환경 영역의 경우, 동아시아 30 전체 평균 점수보다 13.25점 낮아 한국과 일본 기업의
환경성과에 비해 훨씬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일본 및 한국에 비해 다소 늦은
2007년 전후로 사회책임경영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여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관련 시스템
동아시아 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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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된다.
영역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환경 영역의 경우 한국과 일본 기업에 비해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와 환경 핵심 지표에서 다소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두 개의 세부지표들은 온실
가스 감축이나 장기적인 환경 문제를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시스템 여부를 묻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기업들은 아직까지 한국과 일본 기업에 비해 친환경 생산
및 회계 시스템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중 기후변화와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표는 다른 지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중국 정부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신사업 전략으로 추진해 기후
변화 관련 중국 기업들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 영역도 전체적으로는 한국, 일본 기업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평가를 받았지만, 보
건 및 안전 관리와 같은 세부지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장 재해
와 안전사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 및 개선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해관계자 대화와 공급망 관리의 경우 양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급망 관리는
기업들이 내부 사회책임경영 시스템을 마련한 이후,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정책과 성과를
고려하는 CSR 이슈로, 아직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자체적인 사회책임경영의 인프라를 구
축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공급망 관리는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공급망에서 열악한 노동환경, 아동노동 등의 이슈가 글로벌 단위에서 계속 불거지며,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과 비난이 커짐에 따라, 중국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에 대한 정책과
시스템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버넌스의 경우, 48.03점을 받은 일본 기업에 이어 45.41점을 받아 한국 기업들을 제치
고 2위에 올랐다. 이사회 실행구조 지표의 경우 일본 기업들보다도 3.58점 높은 15.21점으
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사회 여성 참여 지표의 경우도 일본 기업들(7.44)보다는
낮지만 한국 기업보다 높은 6.84점을 기록했다. 세 나라 중 문화적 요인으로 여성의 정치,
경제 영역에서의 사회 참여가 높은 분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 성과를 만들어 온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

(3) 2014 동아시아 30 일본 기업 분석

속한 일본 기업 10곳의 정량 평가 평균 점수는 동아시아 30 전체 평균
점수인 53.27점보다 약 5.1점 높은 58.44점으로 중국, 한국 기업 평균점수 중 가장 높다. 그
중 한중일 국가 비교에서 환경과 거버넌스 영역은 각각 71.69점과 48.03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사회 영역은 한국(60.42)에 이어 54.11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이다.
영역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일본 기업들은 환경 영역의 모든 지표에서 동아시아 30
평균 점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핵심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일본
동아시아 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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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잘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부
터 환경 문제를 경험한 일본 정부가 일찍이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법규를 도입함에 따라,
기업들이 환경 시스템을 한국, 중국에 비해 앞서 구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회 영역의 경우, 일본 기업 평균은 한국 기업(60.42)보다 낮은 54.11점으로 중국 기업
보다 8.04점 높다. 노동이슈, 평등기회 지표 점수가 동아시아 30 평균 점수와 중국 기업 평
균 점수 보다 낮게 평가됐다. 노동조합의 가입률을 포함해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들의 임직
원 비율이 낮은 이유로 분석됐다.
거버넌스의 경우, 일본 기업 평균은 48.03점으로 한국(41.02)과 중국(45.41)을 제치고 가
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영진의 횡령 및 탈세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윤리 및 이사회 여성참여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 중국 기
업과 동일하게 경영진의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인식과 성과가 실제 임원과 이사회 보수에
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환경 회계 시스 이

[표 3] 2014 동아시아 30 환경 영역의 세부 지표별 한중일 기업 평균 점수

KPI 지표별 만점
한국(9곳)
중국(10곳)
일본(10곳)

화학물질
환경핵심 기후변화 친환경제품
서비스 물 관리 안전관리 생물다양성 환경총점
20
15.60
10.93
17. 2

25
1 .83
1 .72
15.9

4
4

4

15
9. 6
2.89
9.30

4

4

15
6.52
.05
8.53

4

15
11.11
8.25
10.50

10
6.83
7.15
10.00

100
6 .35
7.99
71.69

4
4

[표 4] 2014 동아시아 30 사회 영역의 세부 지표별 한중일 기업 평균 점수

일자리 이해관계 보건 및 평등기회 공급망 사회공헌 인권경영 사회총점
노동이슈 창출,
보장 자대화 안전
관리

KPI 지표별 만점 12
한국(9곳)
7.13
중국(10곳)
5.61
일본(10곳)
4.77

13
3.32
3.32
. 9

15
8.90
6.11
10.91

44

15
7.71
9.08
.50

4

12
5.93
. 5
.18

44
4

13
9. 6
5.59
11.02

4

8
5.96
3.12
.6

44

12
12.00
8.80
9.60

100
60. 2
6.07
5 .11

4
4

4

[표 5] 2014 동아시아 30 거버넌스 영역의 세부 지표별 한중일 기업 평균 점수

KPI 지표별 만점
한국(9곳)
중국(10곳)
일본(10곳)

이사회
실행구조
23
11.97
15.21
11.63

윤리
16
12
6. 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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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 사회책임 이사회 거버넌스
반부패 경영
리더십 경영위험구조 여성참여 총점
20
15
15
15

16
0.80
1.31
1.31

13
0.65
0.65
0.65

12
0.60
6.8
7.

4
44

100

41.02
45.41
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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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G전자

립 었
4
매출액 약 511억달러로 멕시코, 중국 등 29
개의 생산망과 미주, 유럽, 중앙아시아 등 전 세계 51개의 판매망을 갖춘 글로벌 전자 기
업이다. LG전자는 2006년 이래로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LG전자는 1958년 설 되 으며 201 년 기준

(1) 정량 평가

속하는 높은 정량 평가 점수를 받았다.
2014년 동아시아 30에 선정된 전체 한중일 29개 기업 평균(53.57점)과 한국 9개 기업 평균
(55.98점)보다 높은 60.32점으로 상위 기업에 해당된다.
영역별로는 환경 영역에서는 69.82점으로 한국 평균 점수 64.35점, 동아시아 30 평균 점
수 61.24점보다 8점 이상 높았다. 사회 영역은 전체 환경 사회 거버넌스 영역 중 가장 높
은 평가를 받았다. 동아시아 30 평균 점수 (53.3점)보다는 약 9점 이상 높았으나, 한국 평
균 점수 60.42 보다는 약 2점여 높은 62.98점이다. 반면에 거버넌스의 경우 세 개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인 46.14를 기록했다. 전체 한국 기업의 평균 점수 41.02 보다는 높지만 동
아시아 30 평균 점수 44.95보다는 약간 높은 점수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영역별 정량 평
가 점수를 종합해보면, LG전자는 환경과 사회 영역에서 동아시아 30에 선정된 기업들 중
상위 5위 안에 속하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다
소 낮은 중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는 동아시아 30 총점 기준으로 상위권에

[그림 2] 2014 동아시아 30 전체와 한국 선정기업, LG전자 영역별 평균 비교
80
70

69.82
64.35
61.24

60

62.98
60.42
53.3
46.14

50

44.95
41.02

LG전자

40

2014 동아시아 30

30

한국 평균(9개 기업)
2014 동아시아 30 평균

20

(29개 기업)

10
0
환경

사회

지배구조

살펴보면, 환경 영역에서는 기후변화 지표와
환경핵심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LG전자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인지하고, 리스크
영역별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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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소배출권 시장을 대비해 국내외 시
장에서 새로운 청정제품을 선도적으로 출시하는 등 기후변화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밖에도 친환경 재질 포장기술 개발 및 자원 재활용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 있으며 실행 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자원 절약 및 폐수 관
리 정책이나 재활용 시스템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물 관리 지표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관리체계가

기록했다.

우

및 직원 교육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LG전자 노동조합의 CSR 관련 적극적인 활동이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nion’s
Social Responsibility: USR)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한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 인사 시스템도 잘 갖춰
진 편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공급망 관리 지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LG전자는
2013년부터 주요 협력사들의 사회책임경영 이행수준 평가를 시행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
원하고 있다. 내년 초부터는 국내외 협력회사 선정 평가에 사회책임경영 항목을 추가하고
3년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획을 발표해, 향후 공급망의 사회책임경
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거버넌스 영역은 투명한 거버넌스 작동을 위한 시스템과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
한 소통 채널 유무를 묻는 이사회 실행 구조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CEO를 포함
해 최고 경영진들로 이뤄진 ‘지속가능경영위원회(CSR Committee)’, ‘전사 지속가능경영 임
원협의체’ 등을 마련해 경영진 단위에서 사회책임경영의 기회와 위험을 논의하고 있다. 반
면에, 임원 및 이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임원 및 여성 이사회 참여도를 묻는 이사회 여성 참여 지표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인 0.6점
을 받았다. 이는 동아시아 30 한국 기업 평균과 동일한 점수로, LG전자 뿐 아니라 동아시
아 30에 선정된 전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일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은
사회 영역의 경 , 노사관계 관리

지표이다.

(2) 정성 평가

난 약 1년 9개월간의 주요 네거티브 이슈는 담합 및 불공정거래와 협력업
체 직원 관리 개입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 이는 사회책임경영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적인
책임을 지키지 못한 것임과 동시에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리스크 사안이
될 위험이 높다. 네거티브 이슈와 관련된 부서를 비롯해 전체 임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
고, 향후 업무 프로세스 상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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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014년 1월 건설사에 빌트인 가전제품을 납품하며 중간에서 거래를 알선한 영업 전
문점에 대금 지급에 관한 연대 지급보증 강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 2014년 9월 전직 고위 간부가 에어컨 기술개발 국책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타사가 낸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음. 이로 인해 엘지전자는 근소한 차이로
타사를 제치고 80억원 규모의 국책과제를 따냄
∙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 유럽가전전시회 기간 중 LG전자 임원들이 삼성 세탁기를 파
손한 혐의로 고소
LG전자 주요 네거티브 이슈(2013년 1월 1일 201 년 9월 15일)

5)

6)

7)

(3) 국가별 CSR 특성과의 연계성 분석

균 점수는 한국 기업의 평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
석됐다. 환경 영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친환경 제품서비스 지표 외에 전
체적으로 한국 기업 평균 점수와 비슷하게 기후변화와 환경핵심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회 영역도 노동 이슈와 공급망 관리 지표에서 강한 한국 기업들의 특성과 동일
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LG전자의 경우, 사회공헌 지표는 0.4점으로 중국, 일본 평
균 점수를 상회하는 점수를 받은 한국 기업들의 평균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거버넌스 영역은 한국 기업들과 같이 윤리강령이나 반부패 관련 시스템 및 정책은 잘
갖춰져 있으나, 여성들의 이사회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
특성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LG전자는 동아시아 30에 속한 다른 한국 기
업들과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사회 영역에서는 가
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다음 영역은 환경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세부 지표
도 사회 영역의 사회공헌 지표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한국 기업들과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 특성을 LG전자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LG전자의 영역별 세부지표 평

4
h //www h k / /
y/
y_ / h
합뉴 4
h //www y h ws k /s y/ 4/ / /
K 4
4H
4
4 h //www d y k / ws/s / ws w h ? dx = 4

5) 한겨레, 201 년 1월 8일, ttp:
. ani.co. r arti econom econom general 618987. tml
6) 연
스, 201 년 9월 22일,
ttp:
. on apne .co. r ociet 201 09 22 0701000000A R201 092205780000 . TML
7) 이투데이, 201 년 9월 1 일, ttp:
.eto a .co. r ne
ection ne vie .p p i no 982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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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4 동아시아 30 한국 기업과 LG전자 영역별 평균 비교

4. 레노보

4

립 었
4
매출액 약 463억달러로 중국 PC 제조업
82%, 모바일 산업 1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미국, 일본, 브라질을 포함해
전 세계 약 23개의 생산망, 판매망을 갖춘 글로벌 IT 제조업체로 2009년부터 지속가능보
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레노보는 198 년 설 되 으며, 201 년 기준

(1) 정량 평가

4

차지했다. 이는
동아시아 30 전체 평균(53.57)과 한국 평균(55.98)보다는 높지만, 일본 평균인 58.44보다는
낮은 점수이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환경 영역은 66.33점으로 도시바(82.18)와 LG전자
(69.82)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중일 전체 평균 점수와 비교해봤을 때,
한국 평균 점수(64.35)보다 다소 높고 중국 평균 점수인 47.99점보다 18점 이상 높게 나타
났으나, 일본 평균 점수(71.69)보다는 낮게 평가되었다. 사회 영역의 경우, 한중일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한국 평균(60.42)보다는 낮지만, 중국 평균(46.07), 일본 평균(54.11)보
다 높은 57.83점을 받았다. 사례 기업과 비교해 LG전자(62.98)보다는 낮지만, 도시바(51.33)
보다는 높은 2위에 올랐다. 거버넌스 영역은 한중일 전체 평균 점수를 포함해 중국, 일본
전체 평균 점수보다 높은 47.48점을 받았지만, LG전자(46.14)와 도시바(54.91)보다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영역별 정량 평가 점수를 종합해보면, 레노보는 환경 영역에서는 중국 기업들 중에서는
우수한 편이나, 일본 기업이나 비교대상인 LG전자와 도시바에 비해서는 훨씬 뒤처지는 것
레노보는 201 년 동아시아 30 전체 총점 57.7점으로 중국 기업 중 1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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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사회 영역에서 일본 기업인 도시바 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거버넌스
영역은 전체 기업들의 평균 점수보다는 높지만, 비교 기업들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받
았다.
으로 나

[그림 4] 2014 동아시아 30 전체와 중국 선정기업, 레노보 영역별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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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세부지표로 볼 때, 환경 영역에서는 LG전자와 동일하게 기후 화와 환경 심 지

높은 성적을 받았다. 특히 기후변화 지표는 18.75점(25점 만점 기준)으로 LG전자와
환경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도시바(15점)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특징
이다. 레노보는 중국 기업 중에서도 탄소배출저감 정책을 앞서 수립해 전 세계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실시해왔다. 2013년에는 해외 사업장을 포함해 2012년 대비 자체 탄소배출량 감
축 목표량을 100% 달성했다. 또한 1차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본사의 ‘기후변화 전략 가이
드라인’을 공유하고 관련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해 친환경 운영시설을 구축하는 등 탄소배
출량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7.88)와
물 관리(6.38) 지표는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영역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보건 및 안전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
았다. 임직원 참여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회사 내외부 이해관
계자와의 소통채널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레노보는 해외지사 임직원을 포
함해 임직원 의회,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고, 영업 지점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의
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저조한 평가를 받
은 지표는 노동이슈와 평등기회로 노동조합 가입률이 비교 대상 기업 중 가장 낮으며, 임
직원을 대상으로 한 CSR 관련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전체 임직원 중 장애인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 영역의 경우, LG전자, 도시바와 비교해 다른 세부 지표들은 큰 차이가 없었으
나, 이사회 실행 구조 지표 점수가 11.83점(23점 만점 기준)으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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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및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다른 두 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점이 반영되어
이사회 여성 참여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레노보는 2012년 IBM의 컴퓨터 부문 인
수 과정을 통해, 이사회 구조 조정을 실시하며 글로벌 IT 기업으로서 선진 거버넌스 구조
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총 11명인 이사회에서 절반이 넘는 7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으며, 그 중 4명이 외국 국적 이사이다. 이사회 대상별로 교육과정을 마련해 실시하고,
이사회의 교육 수행 여부와 참석률을 연간보고서에서 공개하는 등 이사회의 교육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을 강화했으며, 특히 이사회 위촉과
정을 지속가능보고서에 공개하는 등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여성 임원 비

중이다.

(2) 정성 평가

안 및 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사건들이 주를 이
뤘다. 2014년 미국 및 영국의 정부에서 레노보 제품의 보안 안전성을 문제 삼아 사용을 거
절한 사건이 있었으며, 실제로 레노보 본사의 서버가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
난해 레노보는 IT 컴퓨터 기기에서 핸드폰 제조까지 산업을 확대함에 따라, 이러한 정보
보안 가이드라인 및 정책 제시 등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품 불량 및 리콜 이슈도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밖
에도 2014년 8월 중국 내 레노보 공급망에서의 아동 노동 이슈에 휘말리는 등 공급망의
CSR 리스크 관리 능력의 문제점을 나타냈다.
레노보의 주요 네거티브 이슈는 정보 보

～ 4

레노보 주요 네거티브 이슈 (2013년 1월 1일 201 년 9월 15일)

∙ 2014년 3월 레노버는 자사의 씽크 패드 배터리 팩이 컴퓨터를 손상시키거나 과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음을 파악하고 117,732대의 컴퓨터를 리콜함
∙ 2014년 6월 레노버의 웹사이트에서 잘못된 가격 할인 광고로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
하고 소송을 준비함
∙ 2014년 8월 레노버의 태블릿PC U310과 U410 노트북 이용자들이 제품 결함에 대해
미국 지방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함
8)

9)

10)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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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 월드, 201 년 3월 27일,
ttp:
.pc orl .com article 2128702 lenovo recall t in pa batterie or ire a ar . tml
9) 글로브
일, 201 년 6월 27일,
ttp:
.t eglobean mail.com report on b ine in tr ne mar eting lenovo bait an
tc a c tomer teaming article1886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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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CSR 특성과의 연계성 분석

특성도 국가별 특성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다른 두 기업에 비해 훨씬 저조한 평가를 받은 레노보의 환경 영역 점수는 한국, 일본
에 비해 환경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중국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하
지만 환경 영역 중에 레노보는 물론 중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 지표는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이다. 최근 기후변화 관련 중국 정부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동아시아 30에 속한 중
국 기업들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서 한국, 일본 기업에 비해 좋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
로 보인다. 사회 영역도 동아시아 30에 속한 중국 기업들과 비슷하게 평등기회와 노동이슈
지표에서는 뒤처지지만, 보건 및 안전 및 인권영향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거버넌
스 영역의 경우, 중국기업들과 같이 이사회 여성 참여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등 거의
동일한 거버넌스 특징을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레노보의 영역별 세부 지표

[그림 5] 2014 동아시아 30 중국 기업과 레노보 영역별 평균 비교

5. 도시바

립

품 컴퓨터, 반도체, 전자부품 등 다양한 전기 및 전자제
품을 제조하고 있다. 총 연매출액은 약522억달러(2014년 기준)로 일본이 총 매출액의 42%
로 가장 크며, 아시아(21%), 북미(18%), 유럽(13%) 순으로 매출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내 약 18개의 생산망과 판매망을 포함해 90여개의 해외 생산망, R&D센터를 갖추고
있다. 도시바는 LG전자와 레노보 중 가장 빠른 2004년 지속가능보고서를 처음 발간했다.
도시바는 1875년 설 돼 가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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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는 201 동아시아 30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체 영역 총점 63.20점으로 전체 29개

됐

균

44

기업 중 상위 3위권 내 포함 다. 동아시아 30 일본 기업들의 평 점수 58. 와 본 연구

균

4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도시바는 사회 영역
을 제외하고 환경과 거버넌스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체 동아시아 30 기업뿐
아니라, 본 연구 비교 대상들보다도 훨씬 높은 점수들이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환경은 전체 영역 중에서도 도시바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훨씬 두
드러진 평가를 받은 영역이다. 환경 영역 총점은 82.18점으로 동아시아 30 전체 평균점수
(61.24)보다 20점 이상 높으며, 일본 기업 평균인 71.69점보다도 10점 이상 높다. 반면에 사
회 영역은 다른 두 영역에 비해 도시바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영역이다. 일본 평균
(54.11)을 비롯해 동아시아 30 평균점수(53.3)보다도 4.51점 낮은 점수인 48.79점을 받았다.
거버넌스 영역의 총점은 55.35로 환경 영역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30 전체 평균(44.95)과
일본 전체 평균(48.03)보다도 높은 점수이다.
영역별 세부지표를 볼 때, 도시바는 기후변화 지표를 제외하고 전체 환경 세부지표에서
비교 기업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기업의 환경 보전 기본 방침
을 제정하고, 2000년도에 녹색 조달 및 환경 회계를 시작하는 등 일찍부터 환경경영을 도
입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시켜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아시아
30 평가에서도 환경 핵심,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생물다양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평
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Environmental Vision 2050”을 수립해 2000년을 기준으로 2050년
까지 전체 환경 효율성을 10배 정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공표했다. 또한 도시바는
환경나침반이라는 개념의 “T-Compass”라는 환경 경영 활동을 추진해 환경 이슈와 관련
된 모든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를 포착해 경영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 영역은 노동과 일자리 창출 및 보장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
히, 고용 증가율이 낮고 매출액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안정적인 고용환경 측면에서
점수가 떨어졌다. 반면에 협력사의 사회책임경영 리스크 관리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
바는 협력사들에게 인권 안전 환경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책임경영 조달 정책을 공개하고,
매년 설명회 개최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사회책임경영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거래를 중지하는 등 실제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특징
이다. 분쟁광물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에 ‘도시바 그룹 분쟁 광물 대응 방침’을 선포하고
지난해 전체 그룹사 거래처 2800곳을 대상으로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모
든 과정 및 결과와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
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전체 이사회 구조와 여성의 이사회 참여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내
비교 기업 평 점수인 60. 1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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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

양

“ 양

이는 사회 영역의 임직원 다 성과도 연결되는데, 도시바는 2013년도부터 다 한

극 육성 활용”을 경영 방침의 하나로 명시하고 임직원 다양성에 힘쓰고 있다. 여
성 임원 비율을 2015년도 중 5% 이상, 부장급 여성 직원을 2012년도 11명 (사업 부장급 9
명 등)에서 3배 이상 늘리는 목표를 공표했다.
인재의 적

[그림 6] 2014 동아시아 30 전체와 일본 선정기업, 도시바의 영역별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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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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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성 평가

특허 침해와 기술 유출, 담합 등의 사건이 있었다. 글
윤리의식 증진과 업무 프로세스상의 보안에 대한 각별한 주

도시바의 주요 네거티브 이슈로는
로벌 기업으로서 내부 임직원
의가

필요하다.

～ 4
∙ 2013년 6월 미국 당국으로부터 음악공유기술 등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조사받음
∙ 2014년에는 폭스콘으로부터 특허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벌임
∙ 2014년 3월에 도시바 내부 기술 유출 사건이 있었음. 이로 인해 도시바는 피해액이 1
천억 엔을 넘었다고 주장
∙ 2013년 12월 가격 담합 혐의로 유럽위원회로부터 5680억만 유로를 부과 받음 4
도시바의 주요 네거티브 이슈 (2013년 1월 1일 201 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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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CSR 특성과의 연계성 분석

슷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바의 영역별 세부지표 점수 분포도 일본 기업들과 거의 비 한

우

높은 성적을 받은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지표 외에 다른 세
부지표들은 일본 기업들의 평균 점수와 거의 동일했다. 사회 영역도 노동 및 일자리 창출
및 보장 지표에서 도시바가 약간 낮은 점수를 받은 점을 제외하고 다른 지표에서는 비슷
한 점수를 받았다. 거버넌스의 경우도 전체 일본기업의 세부지표 점수 분포도가 도시바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환경 영역의 경 , 도시바가

[그림 7] 2014 동아시아 30 일본 기업과 도시바 영역별 평균 비교

Ⅳ.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IT 전자 기업을 대표하는 LG전자, 레노보, 도시바의 사회

특성에 대해 한중일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평가하는 ‘동아시아 30’ 평가 내용을
기반으로 비교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기업 모두 다른 영역에 비해 환경 영역의 사회책임경영 활동이 균형적으로 전
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6개 세부지표에 대한
점수의 격차가 다른 영역에 비해 크지 않고 절대 점수도 더 높았다. 특히 일본 기업인 도
시바가 환경 영역의 거의 모든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둘째, 사회 영역은 세 기업의 평균 점수가 두 번째로 높은 영역으로, 세부지표별로 각
기업별 편차가 큰 영역이었다. 세 기업 모두 글로벌 전자 관련업체 행동규범인 EICC의 주
책임경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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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ss ws/idJPTJE9BI013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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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망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정책은 잘 구축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

요 이슈 중 하나인 공

곳의 기업은 글로벌 전자 기업으로서 전자산업시민연대 회원국으로 전자기업의 사
회책임경영 국제규범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그 외
노동이슈, 일자리창출 및 보장, 사회 공헌 등의 지표에서는 기업별로 점수 폭이 큰 편이었
다. 특히, LG전자가 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는 등 노동이슈와 일자리창출 및 보
장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세 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셋째, 거버넌스 영역의 경우 세 기업 모두 경영진 및 이사회가 사회책임경영을 적극적
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실행 구
조 및 반부패 지표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조차 사회책임경영 위험구조와 리더십
지표에서는 거의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한중일 세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 거버넌스
단위에서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기회와 위험, 리더십을 논의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세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사회책임경영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영역별 특성을 포함해 각 영역별 세부 지표의 점수 분포도 거의 동일했다. 환경 영
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정부의 정책 및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특히 제조
업에 기반을 둔 연구대상 기업들은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다. 세

[표 6] 동아시아 30 한중일 평균과 LG전자, 레노보, 도시바의 ESG 점수 비교

경영 개요
동아시아 30 ESG 평가 점수
지속가능
설립년도 *연매출액 *임직원수 보고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총점
LG전자
1958년
511억
82,000
2006년～
69.82
62.98
46.14 60.32
레노보
1984년
463억 60,000 2009년～ 66.33 57.83 47.48 57.70
도시바
1875년
522억
200,260
2004년～
82.18
48.79 55.35 62.13
2014 동아시아 30 한국 평균
64.36
60.42
41.02 55.98
2014 동아시아 30 중국 평균
47.99 46.07 45.41 46.54
2014 동아시아 30 일본 평균
71.69
54.11
48.03 58.44
* 임직원 수는 2014년 기준, 연매출액은 2014년 기준이며 달러 환산액임.

약
둘러싼 내외부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빠른 산업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경
험한 일본은 한국, 중국에 비해 일찍이 환경법을 제정해 엄격히 시행해왔다. 이러한 영향
으로 일본 기업들은 동아시아 기업들 중 가장 먼저 환경 경영을 도입해 경영 활동이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왔다. 최근 환경 문제를 최우선 국정 문제로 삼고 있는 중국도
기존 환경법을 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보완해 실시한 결과, 중국 기업들의 환경 영역에 대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 해보면, 한중일 IT 전자 기업들은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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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 뿐 아니라 사회, 거버넌스 영
역에서도 고유한 국가 특성이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 기업뿐 아니라 한중일 삼국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거버넌스 영역은 균형 있는 사회책임경영 실행을
위해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지적된다. 특히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에 대한 미
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사의 소송 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내 재벌기업들의 불
투명한 지배구조는 사회책임경영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 위협을 가져오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국내 소수 재벌기업들의 높은 경제력 집중도와 재벌 소유주들의 권
한 남용으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기업들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높은 편이다. 국내 기업들은 재벌을 소수지본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소수지분지배구조’ 등
기존의 후진적인 지배구조 형태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가치를 강화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또한 시장의 국내외 투자자들을 포함해 소비자,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시
장 및 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주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이 소수의 재벌 소유자들의 권한 남용에서부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강
화하는 제도를 제정하는 등 거버넌스 관련 제도적인 공적 통제력을 갖춰야 한다.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 비해 지배구조가 취약한 일본과 중국 기업들도 경영권 방어와 같이
자원을 낭비하고, 기업역량을 분산시키는 방안보다는 기존의 글로벌 투자 기준에 적법하지
않거나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 중요성도 점

본 연구는 LG전자, 레노보, 도시바라는 한중일 전자기업의 사회책임경영 비교연구로서,

특성을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기업의 규모, 세
부 업종, 나아가 각 산업별 특성에 따라 사회책임경영의 정책 및 시스템이 차이가 날 것이
다. 향후 기업 규모와 업종을 대표하는 전자 기업을 연구 대상에 추가하거나, 서비스, 금융
등 한중일 각 산업별 기업들을 비교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전자 기업만의

[그림 8] LG전자, 레노보, 도시바의 영역별 세부지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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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동아시아 30’ 선정 기업 명단 (2011년

2011
퍼 픽
하이닉스반도체
기아자동차

코

2013년)

2012

2013
퍼 픽

한국 아모레 시

한국 포스

한국

한국 한국전력

한국 LG화학

한국

한국 아모레 시

한국 삼성전기

한국 LG전자

한국 LG전자

한국 삼성 S I

한국 포스

한국 삼성 S I

한국

한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D
중국은행
Boe 철강그룹
차이나 코스코 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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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Korea, China, and Japan based on East Asia 30:
Case of the LG Electronics, Lenovo, and Toshiba

Eunkyu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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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 impact o Corporate Social Re pon ibilit (CSR)’ tan ar incl ing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an ISO(International Organi ation or Stan ar i ation)
26000 ba e on e tern b ine environment
a increa e . T ere i not m c
ome tic re earc one in CSR in t e conte t o A ian co ntrie .
T i re earc trie to gge t t e c aracteri tic o LG lectronic , Lenovo, an
To iba
ic are repre entative IT electronic o orea, C ina an apan b oing
a comparative anal i . T e ca e t ie progre e ba e on t e
a t A ia 30
eval ation mo el
ic evelope b
an ore
conomic Re earc In tit te( RI)
or t e eval ation o
orea, C ina an apan’ CSR b
tili ing bot
antitative
eval ation an
alitative eval ation. T i re earc trie to e more lig t on t e
relation bet een t e c aracteri tic o
orea, C ina an
apan’ CSR an CSR
activitie o t ree companie rom t e a pect o environment, ocial, an governance
area .
A a re lt o
rve , all t ree companie
ave been activel practicing CSR
activitie in t e environment area in a balance
a compare
it
ocial an
governance area . To iba receive t e ig e t core among t o companie in
environment area or t e internali ation o environment management. CSR activitie
o LG electronic in ocial area are t e mo t ig l rate beca e o t e promotion
o balance relation ip it labor nion an implication o comm nication c annel
it vario
ta e ol er. T i t
al o o n t at all o t ree companie are lac
o t e e ec tive ’ motivation or implementing CSR an t e relate
tem or
t em. Lenovo an To iba ave a ig emale e ec tive ratio,
erea LG lectronic
a relativel lo emale participation rate . T i re earc al o compare t e core
o eac
etaile in e e in environment, ocial, an governance area or t ree
companie
it t o e or eac co ntr in a t A ia 30 an
o n t at CSR
activitie o t ree companie re lecte t e average CSR c aracteri tic o it ome
co ntr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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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East Asia 30, LG Electronics
CSR, Lenovo CSR, Toshiba CSR
In con e ence, CSR activitie o LG lectronic , Lenovo, To iba ave imilar
c aracteri tic o t o e ome co ntrie .
peciall , t e core o LG lectronic ,
Lenovo, To iba’ CSR activitie in environment an governance area are remar abl
imilar to t o e ome co ntrie ’ CSR c aracteri tic . T i imilarit i attrib te to
t at CSR activitie in environment an governance are largel in l ence b
ome
co ntrie ’ la , reg lation, an a mini tration
tem.

108

윤리경영연구 제15권 제1호(통권 제2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