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 윤리경영의 제도화 도입과정:
한국콜마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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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사업영역은 점차 다국화 되었고, 기업의 범위는 국
가를 넘어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 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지만 CSR에 관한 논의는 주로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
행되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CSR 활동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중소기업의 경우,
CSR을 도입하더라도 자본과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비해 기업에 돌아오는 보상적 측
면이 적게 느껴지기 때문에 CSR의 필요성은 알지만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CEO의 윤리경영 실천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CEO가 확
고한 신념을 가지고 CSR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솔선수범을 보일
때 조직의 윤리풍토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CEO의 경영철학이 곧 조직문화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CEO의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윤리경영이 조직문화화 된 한국콜마
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기업에서 윤
리경영 도입 시에 추진하는 ‘윤리경영 도입 3단계’를 토대로 향후 한국콜마가 나아가야
할 발달단계를 제안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윤리경영 도입 시 필요한 사안들을 제안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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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사업영역이 점차 다국화 됨에 따라 기업의 범위는 국
가를 넘어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 경제활동의 세계화로 국경을 초월한 하나의 거대
한 시장이 형성되었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
회적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SR은 더 이상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현
대적이고 합법적인 기업으로 인식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의 레퍼토리로 자리 잡고 있다
(Gjølberg, 2009). 단순히 윤리적 책임의 관점을 넘어서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과 경쟁력 강
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Du, Bhattacharya and Sen, 2011).
즉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듯 CSR이 모든 기업들에게 필수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CSR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주로 다국적기업이나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
어 진행되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CSR 활동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윤진수, 2013). 국
내의 경우에도 많은 중소기업들의 CSR 인식 수준 및 활용 단계는 아직 초창기 수준에 머
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지영 김동수 김수욱, 2009). CSR이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으며,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재무상의 어려움이나 전문 인
력의 부재가 크기 때문에 도입을 꺼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사례연구는 국내 화장품 ODM 업계 매출 1위이며, 업계 최초이자 최대 OEM
및 ODM 업체인 한국콜마의 CSR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콜마는 CEO의 윤리경영
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강력한 리더십으로 CEO의 경영철학과 윤리경영, 정도경영의 정신이
직원들에게 공유되어 전해지고 있다. 아직 윤리경영의 제도화 단계에는 들어서지 못하였지
만 성장만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관계를 통해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자는 CEO의
의지가 확고하여, 윤리경영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단계이다. 한국콜마는 사람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인 일터가 행복해야 된다는
CEO의 경영철학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에 한국형 GWP

Place: 일하기 좋은 기업)인 ‘K-GWP’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소개되기도
하였다(가재산, 2016). 하지만 한국콜마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더 이
상 CEO의 실천의지에만 의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CEO의 경
영철학이나 의지가 기업의 최하단부까지 내려가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도화를 통해 체계성을 보완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
(Great Work

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콜마의 CSR 활동 중 윤리경영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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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윤리경영 도입 시에 추진하는 ‘윤리경영 도입 3단계’를 소개하고, 한국콜마의 사
례를 통하여 최고경영자의 윤리경영 실천의지가 제도화 되는 단계를
국콜마가 지금까지 다져온 윤리적

알아보고자 한다. 한

풍토를 토대로 제도화하여, 향후 한국콜마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안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윤리경영 도입 시 필요한 사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CSR과 윤리경영

CSR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CSR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다양한 국제기준과

규범들을 제정하고 있다. CSR에 대한 정

의는 경제적 이해에 우선하여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Bowen(1953)의 주장 이후로 시대와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다. Bowen(1953)은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에 주어진 사회의 목적과 가치
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며,

바람직한 행동을 취해야 할 의무라고 정
의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 기업의 사회적 성과(Corporate Social Performance: CSP)를 중
심으로 CSR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Carroll, 1979). 학계와 실무계에서 가장 광범위하
게 사용되는 CSR의 정의는 Carroll의 개념으로(박혜원 한주희, 2011) Carroll (1979)은
CSR을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 4가지로 구분하여 피라미
드형의 CSR 모형을 제시하였다. Carroll의 CSR 모형의 개념이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어 하위단계의 이행 없이는 상위단계의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Schwartz
and Carroll(2003)의 벤다이어그램 모형이 등장하였고, 이 밖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
과를 강조하는 triple bottom line(TBL) 모형(Elkington, 1994) 등 다양한 모형들이 CSR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Porter and Kramer(2006)는 CSR이란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
영, 윤리경영, 사회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
하며, 그에 따라 의사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주요
CSR 활동 영역을 환경경영과 윤리경영, 사회적 공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양동훈 고
은정, 2015). CSR과 윤리경영 등이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윤리경영은 CSR의 하나의
활동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SR 활동 중 윤리경영 측면을 살펴
보고자 한다.
윤리경영은 일반적인 윤리의

개념을 기업행동에 적용한 것으로(Frederik, Post and Da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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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기업경영 상황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분해주는 판단
기준 또는 도덕적 가치에 관련된 경영행동이나 의사결정의 원칙 혹은 지침이라 할 수 있
다(최창명 김성수, 2005). 기업의 경제적, 법적 책임 수행 외에 사회적 통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윤리적 책임 수행을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로 인정하고, 주체적으로 기업 윤리준수를
행동원칙으로 하는 경영을 의미한다(이종건, 2010)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경영은 기업 활동
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자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고 있
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윤리경영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인사조직
측면의 조직몰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개념
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의 윤리가 경영활동의 기준이 되어, 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 경
영활동의 기준으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태식 함상우,
2009)이다.
2. CSR과 중소기업

흐름 속에서 다국적 기업은 CSR을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었고, 때문에 지금
까지의 CSR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는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인 CSR 활동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세계경제의 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CSR 부문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인
식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CSR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윤진수, 2013).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의 공급망으로써 중소기업들도
CSR 추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2010년 11월 제정된 ISO 26000이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만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국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CSR 경영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혀가고 있지만, 인식 수
세계화의

준 및 활용 단계는 아직 초창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지영 김동수 김수
욱, 2009).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012년 5월에 국내 중소기업의 CSR에 대한 인식 및 활동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92%가 중소기업의 CSR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2005년 53.4%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실제로
CSR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이보다 낮은 수치인 58.7%로, 2005년의 34.7%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다. CSR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물리적 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79%였는데, 이 역시 2005년의 68.1%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렇듯
CSR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이 인식 수준의 변화만큼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CSR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지만, 중소기업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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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된다(윤진수, 2013). 즉

중소기업도 CSR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천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재무상의 어려움이나 전문 인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CSR 활동 지출에 대해 성과와 노력을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설사 CSR을
도입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기업에 돌아오는 보상적 측면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적게
느껴지기 때문에 도입을 꺼려한다고 판단된다(박지영 외, 2009).
이렇듯 중소기업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과 기업규모 등이 다국적 기업 혹은 대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CSR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히 외
부적인 환경에 못 이겨 CSR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핵심가치와 연계하여 인식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력의 부재가 크다.

3. CEO의 실천의지

갖는 법적, 제도적, 조직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중심적 위치에 있다(이인석 홍광헌 황
국재, 2006). 기업 내 변화는 top-bottom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top에 해당
하는 CEO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는 조직 내 윤리경영 실행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이태식
함상우, 2009). 즉 CEO가 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
기업이

할을 하는 만큼 CEO의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기업의 윤리경영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된다
고 할 수 있다. CEO가 윤리경영 실천의지가 있다면 기업 차원의 윤리 교육, 윤리 제도 및
강령의 실행, 윤리경영 실천에 따른 보상

등 윤리경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나타

나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차원으로 나타나는 CEO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는 기업의 윤리경
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이태식

함상우, 2009). 윤리경영에 대한 CEO
의 의지가 강하다면 자연스럽게 윤리경영 관련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조직 구성원들의 의
식을 고취시켜 참여를 독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CEO의 의지가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는 기업윤리가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 및 회사 내 각 부서와 관련된 활동이므로 최고경
영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이는 윤리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이종
영, 2005).

결과는 윤리경영 실태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실태조
사(2002)에서 76.3%가 윤리경영 실천의 결정 요소는 최고경영자의 의지라고 응답하였다.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전국경제인연합회, 2004)에서도 윤리경영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CEO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제시되었다. 이 밖에 다양한 연구들이
최고경영자의 윤리적 가치관 혹은 윤리경영 실천의지가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실천에 긍정
이러한

윤리경영연구 제16권 제1호(통권 제23호)

115

최고경영자 윤리경영의 제도화 도입과정: 한국콜마 사례를 중심으로
적(박헌준, 2000; 이종건, 2010)인 영향을 주어 윤리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
고 있으며(김찬중

조준희, 2011), CEO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는 조직의 성과에 정(+)의 영향
(Carlson & Prerrewe, 1995; Verschoor, 1998; 이인석 외 2006; 최준수, 2008)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등과 같은 인적자원관리 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이종건, 2010; 이태식 함상우, 2009; 최창명 김성수, 2005). 이러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CEO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는 중요하다. CEO가 기업
의 의사결정과 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 만큼 윤리경영 실천의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윤리경영 사례: 한국콜마

1. 한국콜마 현황

콜마그룹은 1921년 위스콘신주

밀워키(Milwaukee)에서 시작된 미국콜마를 토대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콜마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990년 5월 한국콜마는 설립되었으며,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중심으로 11개의 관계사와 1개
의 해외법인, 2개의 합작기업으로 2,20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OEM3)기업으로 시작하여 ODM4)네트워크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업계 최초로 도입
하고 정착시켜 나갔다. 이후 제약과 건강기능식품 분야까지 확장해 나가며, 화장품과 의약
품을 넘어 아름다움과 건강의 가치를 만들고자 한다.
사람이 중심인 한국콜마는 신기술을 선도하는 R&D 전문기업으로 인류 건강과 아름다
움을 책임지며, 가치 있는 삶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이렇듯 고객 생활과 문화
가치를 창조하는 종합서비스 기업이 되겠다는 이념으로 다음과 같은 경영이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인간경영으로, 임직원의 자생력을 높이는 유기농 경영을 원칙으로 한다. 각자
에게 적합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두 번째는 기술
경영으로, ‘World first class R&D 제조·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기술 개
발에 도전한다. 세 번째는 가치경영 즉 고객의 성공이 곧 한국콜마의 성공으로 여기며 고
3)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위탁생산 또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유통망을 구축하
고 있는 주문업체에서 생산성을 가진 제조업체에 자사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여 완성
된 상품을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
4) ODM(Original Development & Design Manufacturing): 제조자 개발 주문 생산 방식 제품개발력을 갖
춘 기업(제조사)이 판매망을 갖춘 기업(브랜드사)에 상품 및 재화, 그 외의 종합적인 토털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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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을 영위하도록 한다. 마지막은 책임경영으로, 다각화된 사
업부문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이에 따른 성과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준다. 이러한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한국콜마 조직의 기본적
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4성 5행으로 콜마인으로서 가져야 할 원칙과 신념
을 말한다. 창조성, 합리성, 적극성, 자주성 등의 4성과 독서, 근검, 겸손, 적선, 우보 등이
5행에 해당한다.
[표 1] 한국콜마 연혁과 수상경력

년도
2016. 03
2013. 12
2013. 01
2012. 10
2012. 06
2011. 01
2010. 11
2009. 07
2009. 05
2008. 10
2007. 05
2007. 02
2003. 06
2002. 12
2001. 05
2000. 07
1999. 12
1998. 02
1995. 12
1990. 05
출처: 한국콜마

고용창출 우수기업선정(고용노동부)

내 용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인증(산업통상자원부)
한국크라시에약품 주식회사
한국파마사이언스 주식회사

설립
설립

지주사 체제 전환

올해의 CEO 대상 수상(3년 연속, 한국경제신문)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NET) 인증 획득(보건복지부)
ISO 22716 인증 획득
ISO 14001 인증 획득
로하스 인증 획득
에코서트 인증 획득
지속가능경영대상(사회책임경영) 수상(중소기업청)
중국법인 설립(베이징)
㈜한국콜마 경인 설립
한국증권거래소 KOSPI 200 종목으로 선정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으로 선정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산업자원부)
VPM(경영혁신) 선언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유망중소기업 지정
한국콜마㈜ 설립
홈페이지(http://www.kolmar.co.k) 발췌 및 정리

한국콜마는 기업이념과

핵심가치 등의 경영철학과 경영원칙, CEO 경영철학 등으로 구
성된 ‘경영규범집’을 발간하고 있다. 소책자 형태의 경영규범집은 조직구성원들이 기업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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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이해하고 공유함으로써 사고 및 행동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
록 할 뿐만 아니라 CEO의 경영철학이 기업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콜마
의 연혁은 [표 1]과 같다.
과 CEO의 경영철학을

2. 윤리경영

(1) 고용창출

않아
많은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지만 한국콜마는 최근 2년간 약 12%의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고용창출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윤리경영으로 고용의 질
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한국콜마의 직원 2,200명은 모두 정규직으
로 비정규직 고용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유기농 경영과 열과론 정신에 입각하여 학벌 혹
은 성별의 차별 없이 공정한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여성이 근무하기 좋은 환
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인력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은 2013년 30.4%를 시작
으로 2016년 현재 32.1%에 달한다. 이는 공채 신입사원의 경우 더 두드러지는데, 2015년에
는 신입사원 106명 중 49명을, 2016년에는 114명 중 57명을 여성으로 채용하고 있다. 채용
기준을 지원자의 성별이 아닌 능력을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성비 불균형 현상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여성근로자들은 공장보다는 주로 연구소와 사무직 등에 종사하고 있다. 연구
직 여성인력은 53%(209명 중 111명, 2016년 4월 기준), 화장품 마케팅과 해외영업직의 여
성인력은 76%(34명 중 26명, 2016년 4월 기준)에 달한다. 물론 한국콜마의 주요사업이 화
장품인 만큼 사업특성상 여성인력 비율이 타 제조업에 비해 높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콜마에서는 여성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들을 시행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1월에는 세종시와 컨소시움으로 ‘산단
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육아 등의 가정생활로 인한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 예정 중에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과 더불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 및 육아 휴직 또한 장려하고 있는데, 출산자 중 육아휴직자 비율은 57%에 달하며(23
명 중 13명, 15년 기준), 출산휴가 복귀자 전원 동일직무 포지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
한국콜마는 2016년 3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경제상황이 좋지

고 있다.

또한 매우 중요시 여겨, 지역 연계형 고용을 활발히 추
진하고 있다. 기업 입사 추천 시 본사가 있는 충청권 지역 대학에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지역 특성화 고교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내 고용창출을 적극적
한국콜마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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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콜마의 생산 및 연구소와 사무직

군 등 모든 분야에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콜마는 지역 연계형 고용뿐만 아니라 차별
없는 고용과 직원들을 위한 복지제도 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한 예로 직원들이 Wok & Life Balance 갖춘 삶을 살 수 있도록 연
차 사용을 단순히 권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무화 하고 있다.
(2) 인재양성
한국콜마는 “사람이 기술을 만든다(Human oriented)”는 모토 아래 기술 지향적인

디지
털 사회에서도 사람을 변하지 않는 희망의 아이콘을 보고 있다. 한국이 세계적인 마케팅을
따라가기는 힘든 만큼 잘하는 것에 승부를 걸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제조 및 기술에 선
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경영 측면에서도 ‘사람이 윤리경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인재 중심
의 경영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즉 사람이 기업이라는 이념으로 정직하게 직원들을 존중
하며, 직원들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열과론과 유기농 경영,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과 인사 복지제도 등으로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콜마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꾸준히 배우며 성장하는 ‘겸손함으로 끊임없이 배우는
인재’, 문제를 창조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스스로 보람의 일터를 만드는 ‘생각하
고 행동하는 인재’,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사회에 보탬이 되는 ‘함께의 가치를
실천하는 인재’상을 추구한다.
1) 열과론과 유기농 경영

열과론이란 조금 흠이 있더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인화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인재
라 보고, 이를 인재를 뽑는 기준으로 두고 있다. 즉 맛있는 과일은 새가 먼저 와서 쪼아
먹기 때문에 상품으로 나갈 수 없는 약간의 흠집이 있는 과일이라 하여도 맛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는 육성해 가는 것이
고, 이를 기업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열과론을 잘 나타내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KBS(Kolmar Book School)’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KBS는 임직원 독서 장
려프로그램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1년에 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즉 한국콜마의 임직원이
라면 최고경영자부터 신입사원까지 1년에 6편 이상의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독려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사내독서왕을 선발하거나 월례조회 시에 독서감상문을 공유하는 등
독서문화가 조직문화로 광범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
과로 직원들이 공유한 독서감상문 누계는 27,631건(2016년 3월 기준)에 달하며 결혼, 출산,
진급 시에도 떡을 돌리는 것보다 책을 기부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KBS 독서장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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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단순한

독서활동 프로그램이 아니다. 열과론과 유기농 경영에 입각하여 조금 부
족한 인재라고 할지라도 독서를 통해 지식을 넓히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기농 경영은 한국콜마의 기본이 되는 경영철학이다. 기업이

들이 기존의 사람들보다 나아야 하는데,

발전하려면 새로운 사람

그러려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기본이고, 인재를

육성할 때는 화학비료보다는 퇴비를 이용하는 방식, 즉 임직원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인
재를 키우는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재경영이 유기농 경영과 같다
고 보고 있으며, 직원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라
고 보고 있다.
한국콜마는 유기농 경영을 통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삶의 가치를 확립하여 행복한 일
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대지가 키우는 모든 풀에 각각의
독특한 효능이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도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타고난 재능
을 발굴하고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의 능력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발해준다면 그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기 때문
에,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을 발굴하여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것
이다. 즉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퇴비를 주고 관리해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한국콜마의 인재 채용과 육성 철학에 대한 내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열과론과 유기농 경영철학에 입각하여 한국콜마는 학벌이나 성별의 차별 없이 공정한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유기농 경영이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이를 더 확장하여 고용창출, 소외계층 지원, 지역사
회환원 등 다방면의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한국콜마의 이념이 나타나
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매년 겨울, 한국콜마 임직원들은 최고경영자와 함께 ‘우보천리 산행’을 한다. 우보
천리 산행이란 절대 뒷걸음치지 않는 소의 걸음처럼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자는 한국콜
마 기업문화의 상징이다. 이는 임원진들에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주며, 직원들에게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과 경영현황을 들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
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개발

한국콜마는 1994년에 업계 최초로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CGMP 업체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으로 선진국 규제기관에서는 CGMP 등 GMP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의약품의 수입허가 시에 CGMP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EU-GMP 등)에 따른 제조
및 관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CGMP에 비해 적용범위가 낮은 수
로 선정되었다. CGMP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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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KGMP(한국우수제조관리기준)를 적용하고 있다. 근래에는 많은 기업들이 CGMP 업

체로 선정되었지만, 90년대만 하더라도 화장품 업계에서는 최초의 시도였다. 한국콜마는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단순히 현재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품질관리 기준을 향상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콜마의 이러한 시
도와 노력이 화장품 업계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했다.
화장품이 사람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또한 한국콜마는 업계 최초로 ODM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업계 최초 OEM과 ODM 업
체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러한 업계 최초의 타이틀이 가능했던 이유는 과감
한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업계 최고의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콜
마는 탄탄한 연구개발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시장에 제시하
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
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연구개발 분야이기 때문에, 머리뿐만 아니라 끈기 있게 실험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나온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신념으로 한국콜마는 핵심연구요원
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장품, 제약, 건
강식품 등 총 11개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 1월 기술원으로 격상한 통합기술원은
약 2만 건 이상의 처방을 보유하고 있는 등 핵심기술의 자체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논문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 특허와 연구논문의 경우 400건 이상으로 업
계 1위에 해당한다. 한국콜마는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Fusion Technology를 실현
하고자 한다.

분야의 직원들에게는 경영전문가 과정, ASP
과정, 경영컨설턴트 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직원들의 외국어 학습을 돕고 있다. 이를 위해 사내 어학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 전 임직원에게 외부 어학원 수강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우수자
들을 위한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콜마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와 노력이 상품기획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완벽한 토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연구직 인력뿐만 아니라 영업·마케팅·기획

3）인사복지 제도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인사제도와 복지 및 교육 제도를 구축함으로 인재
양성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콜마는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책임을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설정 및 관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보수, 업
무개선 등에 활용하는 PMS 평가제도(직무성과관리제도: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와 인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제도로 직원들의 역량을 개
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사람을 중시하는 한국콜마는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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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돕고 있다. 본인 학자금은 물론 자녀
학자금과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할 경우에 월 2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첫째의 경우 5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1,000
만원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배우자 혹은 자녀 당 각 월 2만원씩 가족
수당도 지급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금연수당과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역시 지원해주고 있다. Work & Life Balance를 위해 연차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콘도 및 휴양소뿐 아니라 다양한 동호회 활동도 지원해주고 있다.
한국콜마는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구성원의 기본자질 및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
며, 궁극적으로 세계 일류 연구개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근간을 이루고자 한다. 형식
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 자기
계발 노력에 부합하는 평가 및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내·외부 위탁교육 및 해외연
수제도를 통한 교육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 한국콜마의 직급에 따른 교육체계도는 다음
과 같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복지제도로 직원들의

[그림 1] 한국콜마의 교육체계도

출처: 한국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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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공헌활동

두 세 사람이 모여 시작했던 창립초기에 한국콜마 본사가 있는 연기군 전의(현 세종시)
지역에서 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껴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 한국콜
마 사회공헌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콜마의 사회공헌활동은 현재 지역사회봉사
와 장학재단 및 한국사 지킴이와 인문강화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콜마는 사회
봉사활동에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 즉
‘마중물’의 역할을 기업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인사팀에서 연 초에 직원들에게
연간 봉사 스케줄을 배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콜마의 모든 직원들이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지역사회봉사

노인회관과 노인복지시설인 요셉의 집을 매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
했던 지역사회봉사활동은 한국콜마의 성장에 따라 사업장이 전역으로 확장되면서 더욱 활
발해졌다. 현재는 노인회관과 요셉의 집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한 봉사활동과 독거노인
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연간 약 20,000시간 이상의
전의 지역에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

[표 2]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

년도
2014

전의

셉

구 분

노인회관

요 의집
환경보

호

독거노인 가정 방문
합 계

2015

4,519

3,052
7,844
3,645
19,060

전의 노인회관
요 의집

5,089
3,455

환경보
독거노인 가정 방문

9,300
4,029

셉

호

합 계

노인회관
요셉의집
전의

2016

총 참여시간

호

환경보

독거노인 가정 방문
합 계

21,873
5,656
3,617
10,787

4,381
24,441

출처: 윤리경영 추진현황(한국콜마 내부자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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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콜마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과정에서 지
역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과 충청도 지역 대학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 채
용박람회 참가와 장기현장실습 산학협약 등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있다. 어린이집 역시 세종시와 협약을 맺고 산단형 어린이집을 설립하고자 한다.
2) 석오문화재단

층

한국콜마는 2010년 9월, 교육소외 계 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석오문화재
단을 설립하였다. 석오문화재단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미취학 자녀들에게 ‘꿈 이루미 희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꿈나무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산간 도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신문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학술연구 활동 지원사
업과 교육·연구기관 및 교육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석오문화재단이
장학금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수원을 설립하여 교육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리더십 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
획이다.
이 밖에도 석오문화재단은 인도 히말라야 오지 고산지대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팀
에게 의약품 및 건강기능 식품을 지원하였으며, 뷰티관련학과에 전문가 화장품 13,000여
품목을 포함해 총 2억 원 상당을 대학 실습용으로 기부하기도 하였다.
3) 한국사 지킴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도구가 거울인 만큼, 역사를 비추어 오
늘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한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3
년 6월 서경덕 교수와 함께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등재운동인 ‘한국사 지킴이 100만 대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입사 시 한국사 자격증 보유자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있다. 또한
신입사원을 포함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순신, 왕
건, 세종대왕 등 우리나라 역사 속 대표적인 리더들의 정신을 공유하고자 역사 속 위인의
리더십 강연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나를 들여다보고

(4) 품질경영, 재무가치 창출

엇

한국콜마는 윤리적 기업의 역할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 보다 도산하지

주장한다. 투명경영, 인재경영

않는 것이라

등 윤리경영의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수많은 직원들
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기업 고유의 활동을 건강하게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윤리경영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콜마는 기업 본연의 재무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1990년 3명의 직원으로 시작하여, 1991년 10억 4천만 원에 불과했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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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에 달하며, 직원 수도 총 2,200명에 달한다. 창립 이후 매년 두 자
리 수의 성장률을 보이며, 총 3,400배에 달하는 성장을 이루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콜마가 ‘품질로 영업하는 회사’라는 이념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질과 타협하
출은 2015년 1조 72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품질경영을 고집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콜마는 상품개발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ODM 네트워크
를 국내최초로 업계에 도입하였다. 시장상황에 대한 동향과 트렌드 파악에서부터 상품의
기획, 개발, 생산, 관리, 출하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한
국콜마의 발전된 품질기술이 브랜드 기업의 제품개발 및 생산을 적극적으로 서포트 할 수
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콜마의 품질경영에 대한 자신감은 ‘Only One 1사 1처방의 원칙’과 ‘Only

Technology 기술독립의 원칙’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Only One 1사 1처방의 원칙이란
하나의 처방을 오직 한 기업에만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브랜드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
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Only Technology 기술독립의 원칙은 연구 개발력이 집약된 노하
우와 독립된 기술 정보의 제공을 통해 고객사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트렌드에 맞는 기술을 다수의 브랜드사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브랜드사의 특징과
요구에 맞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콜마의 품질경영은 국내기준을 만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22716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등 국제적인 표준기준인 ISO 인증을 받았다.
3. CEO 의지

던 것은 윤동한 CEO의 의지가 가장 큰 역할

한국콜마의 윤리경영이 자리 잡을 수 있었
을

했다. 기업은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곳이라는 CEO의 경영철학과 의지에 따라 한국콜마

조직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현재 한국콜마의 윤리경영 최고책임자도 윤
동한 CEO이며, 소책자 형태의 경영규범집을 배포함으로 조직원들이 CEO의 경영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유하여 일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동한 CEO는 ‘우보천리’라는 말처럼 느리지만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결국은 빠르게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원칙과 정도에
서 어긋나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도경영’과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원칙과 신
뢰를 저버리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원칙을 지키고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철학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자산은 사람에서 시작되고, 사람
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CEO의 경영철학을 ‘석오의 담’이라는 이야기
형태로 정리해서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의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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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콜마의 윤리경영은 CEO의 의지가

곧 조직문화화 되었다. 하지만 한국콜
마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2015년 매출이 1조가 넘고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제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때문에 2015년에 사회공헌팀을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점차 확
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림 2] 한국콜마 윤리경영 조직도

출처: 윤리경영 추진현황(한국콜마 내부자료, 2016)

Ⅳ

. 윤리경영 활동 평가

1. 윤리경영 도입단계

발달단계는 Reidenbach and Robin(1991)의 ‘기업의 윤리적 발달단계 모
형’ 등과 같이 5단계의 발달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으
로 기업에서 윤리경영을 도입할 시에는 크게 도입기, 확산기, 정착기 등 3단계로 나누어
윤리경영을 도입 및 추진하고 있다(국가권익위원회, 2010; 조성식 김보영, 2011).
기업의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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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윤리경영의 도입 및 추진단계

도입기
∙윤리경영 인식 및 도입 단계
∙비전 설정
∙윤리규범 제정
∙윤리경영 추진체계 수립
∙윤리경영 실천 위한 전략
수립
∙윤리경영 실천 조직 구축
∙윤리경영 선포식
∙최고경영자의 의지 중요
출처: 국가권익위원회, 2010;

확산기
∙윤리경영 확산단계
∙세부전략 실행 및 프로세스
구축 단계
∙윤리규범 보완
∙윤리경영시스템 정교화
∙전사적 차원의 프로그램
강화
∙조직구성원 윤리·청렴의식
혁신강화 프로그램
∙윤리경영 실천서약

정착기
∙윤리경영 정착단계
∙윤리경영의 조직문화화
∙전 구성원 윤리경영 공감대
형성
∙윤리경영 시스템 고도화
∙기업전략과 윤리경영의 통합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
윤리 실천프로그램 확대

조성식 김보영, 2011 요약 및 재정리

(1) 도입기

첫 단계로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입하는 단계이다.
도입기에서는 윤리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윤리 규범을 제정하는 등 윤리경영 추진체계를
수립한다. 윤리경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을 구축하는 등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기업의 비전에 윤리경영이 포함되며, 윤리위원
회를 조직하는 등 보다 강한 윤리경영의 의지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즉 윤리경영의 중요성
과 가치를 인식하여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도하는 단계이다.
윤리경영의

엇

이 시기에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무 보다 중요하다. 최고경영자가 윤리경영을 회사의
경영이념으로 정립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이인석 외, 2006). 기업과
산업의 특성에 맞는 윤리경영 비전을 설정하였다면, 제정된 윤리헌장 혹은 윤리규범을 조
직 구성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포식은 단순한 일회성의 행사로 보일 수도 있
지만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강력하게 제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식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포식 이후에 윤리규범 준수 서약식을 실시하거나 윤
리자율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조직 구성원들이 윤리경영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
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기업홈페이지나 기업 발간물, 공식석상, CEO 레터 등 다양
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거나 윤리경영을 선포하는 것
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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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산기

설정된 윤리경영의 비전과 윤리규범 등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
록 하는 단계이다. 확산단계에서는 도입기에서 선포했던 윤리경영과 관련된 기업의 비전에
관한 기업의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임직원들에게 윤리경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국가권익위원회, 2010). 즉 확산기에는 윤리경영에 관한 세부 전략을 실행하거나 실행 프
로세스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이전 단계에서 제정된 윤리규범을 보완하거나 광범위하게 설
정했던 윤리경영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윤리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프로
그램을 강화해나가는 단계이다. 제정한 윤리규범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이 처한 상황
도입기에

에 맞게 수정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확산기에는 전체적인 윤리경영을 도입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조직 구성원들의 윤
리·청렴의식을 혁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 초청 강
연이나 각 담당자들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윤리교육을 질적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조직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나 자율실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데,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직접 ‘윤리경영 실천서약’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확산기에는 윤리경영을 평가에 포함
하거나 내부감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3) 정착기
윤리경영 도입의 마지막 단계로, 도입한 윤리경영이 정착되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이다. 윤리경영이 다른 가치들보다 우선시 되는 단계로,

조직문화로 자리 잡아

조직의 전 구성원들에게 윤리경영 공감대가 형성된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윤
리경영이 조직문화로 스며들기 때문에 조직 전체에 윤리적 가치가 수용되어, 구성원들의
개별적 행동을 가이드 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윤리경영 시스템이 고도화되
는 단계로 기업의 경영전략과 윤리경영이 통합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착기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와 공급망 안에 있는 협력업
체까지 포함한 윤리 실천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기업의 CEO부터 최하단
직원뿐 아니라 이해관계자까지 포함된 윤리경영이 실천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정착기에
서는 기업 전략 차원의 윤리경영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조직문화에서 윤리경영이
더욱 강조된다. 조직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공감대가 형성된 단계인 만큼 구성
원들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윤리경영이 조직문화
에 전반적으로 자리 잡아 전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레 실행되고 있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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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콜마의 윤리경영 활동 평가

한국콜마의 윤리경영 도입단계는 CEO가 윤리경영에 대한 강한 실천의지와 강력한 리더

앞서 살펴본 한국콜마의 윤리경영활동을 근거로
윤리경영 도입 단계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십으로 도입하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림 4] 한국콜마의 현 단계 및 지향 발달단계

∙CEO의 윤리경영에 대한
강한의지 표명
∙CEO 경영철학 선포
∙규범집을 통한 윤리경영
선포 및 방안제시
∙윤리경영활동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윤리경영 비전 설정 및
선포(선포식)
∙윤리규범 제정
∙윤리경영 추진체계 수립
∙윤리경영 전략 수립
∙윤리경영시스템 도입
∙세부전략 실행 및
프로세스 구축
∙윤리경영 실천서약

한국콜마의 현 단계

∙윤리경영의 조직문화화
∙전 구성원 윤리경영
공감대 형성
∙윤리경영 시스템 고도화
∙기업전략과 윤리경영의
통합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
윤리 실천프로그램 확대

한국콜마의 지향

발달단계

(1) 윤리경영의 도입기
한국콜마의 윤리경영은 CEO의 강한 의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람을 중시하고 정도경

바탕으로 직원들에
게 소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윤리경영이 감사를 통한 문제점 발생에서 시작하
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콜마는 CEO의 의지와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이 윤리적
풍토로 자리 잡은 사례라 할 수 있다.
CEO의 경영철학이 ‘석오의 담’이란 이름으로 책자로 혹은 사보로 공유되고 있으며, 1년
에 한 차례씩 진행하는 ‘우보천리 산행’으로 전 직원들이 자연스레 기업의 이념이라 할 수
있는 ‘천천히 함께 가라. 한 걸음씩 우직하게 걸어라. 목표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우보천리 이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사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사회공헌 활
동과 전 직원들에게 배포되는 경영규범집을 통하여 기업의 이념과 경영철학을 직원들이
이해하고 공유하여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콜마의 윤리경영 중 ‘사람이 윤리경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신념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재 중심의 경영활동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일하기 좋은 직장’과 ‘고용의 질’과 관련
하여 내부적 CSR을 실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영활동의 결과
영과 윤리경영을 중시하는 CEO의 의지와 경영철학이 강력한 리더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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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국콜마는 한국형 GWP(Great Work

Place)라 할 수 있는 ‘K-GWP’ 부문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업사례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콜마가 B2B 회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브랜드가 없어 한국콜마의 행위를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서도 좋은 화장품을 고르는 법 등의 캠페인성 광고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성 광
고가 단기간에 직접적인 이익으로 돌아오진 않겠지만, 바이어 즉 협력사의 요구를 넘어 최
종소비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윤리경영을 실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을 때는 CEO의 의지가 곧 조직문화화 될 수 있다. 한국콜마의 경우에
도 CEO가 윤리경영의 최고책임자이며, CEO의 윤리경영 실천의지가 워낙 강해서 지금까
지는 괜찮았지만 2015년 매출이 1조원이 넘는 등 외형적으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도
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CEO의 경영철학이나 의지가 기업의
최하단부까지 내려가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윤리경영과
CEO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한국콜마의 윤리경영 비전을 선포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
기업의

여 윤리경영의 정신과
한 시점이다.

틀을 만들어 CEO의 강한 윤리경영 의지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

(2) 한국콜마의 지향 발달단계

규모의 성장에 따라 한국콜마의 윤리경영은 더 이상 CEO의 실천의지에만 의존할 수 없
는 수준이 되었다. 때문에 제도화를 통해 체계성을 보완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
다. 지금까지의 윤리적 풍토를 시스템화하여 조직문화로 기업의 최하단부는 물론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까지 도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먼저, 윤리경영의 비전을 설정하고 윤리경영의 의지 표명과 구체화할 수 있는 비전을
선포하는 선포식이 필요하다. 선포식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기업의 비전을 조직구성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선포하고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윤리경영의
적극적인 참여를 알리는 기회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윤리경영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 윤리경영 실천체계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3C가 체계적으로 통합된 윤리경영시스템(최인철, 2002)이라 할 수 있다. 3C란
윤리적 의사결정 판단기준 또는 원칙이 될 수 있는 윤리규범(Code of Conduct)과 윤리경
영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업윤리전담조직(Compliance Check
Organization), 그리고 윤리경영에 대한 사원들의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는 기업윤리교육
훈련(Consensus by Ethic Education)을 말한다. 즉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 원칙,
전담조직 등 기업윤리 실천 인프라는 물론 시스템적으로 윤리경영의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04). 윤리경영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윤리경영이

130

윤리경영연구 제16권 제1호(통권 제23호)

양동훈 고은정

조직의 시스템 차원에서 진행될 때 보다 체계화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김찬중 조준희, 2011). 조직구성원들의 윤리적 갈등이 감소하면 조
직몰입이 증대된다(Peterson, 2002)는 연구결과가 있다. 때문에 이러한 윤리경영시스템의
구축과 윤리경영의 제도화 등이 선행된다면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적 갈등은 줄어들 것이
며, 조직몰입 등의 인사관리전략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를 반영하여 한국콜마에서도 2015년에 사회공헌팀을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
다. CEO의 강한 의지로 윤리경영이 조직문화화 될 수 있었던 만큼 현재 윤리경영의 최고
책임자는 CEO이다. 하지만 제도화의 필요성을 느낀 만큼 윤리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팀을 신설하였으며, 향후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콜마의
윤리경영은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닌 사람을 중시하고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을 중시하는
훌륭한 윤리풍토도 자리매김 하였다. 이렇듯 초반 CEO의 윤리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한
윤리규범이 선포되고, 윤리전담조직이 전 사원들의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는 기업윤리교육
훈련을 실시한다면 성공적인 윤리경영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윤리경영시스템을 통한 조직차원의 윤리경영 추진도 필요하지만,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김찬
중 조준희, 2011). 이러한 이유로 윤리매뉴얼이나 윤리경영 준수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Ⅴ

. 요약 및 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경제적, 법적 책임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Noblesse Oblige(노블레
스 오블리주)’처럼 기업기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CSR은 ‘사회공헌’이라는 단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기관리 차원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이미지 관리를 위한 명성관리 차원에서 사용되었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CSR 활동 지출에 대해 성과와 노력을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박지영 외, 2009). 이러한 이유로 자본과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는 CSR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업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실천수준이 미흡하다. CSR을 도입하더라도 기업에 돌
아오는 보상적 측면이 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CEO의 실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CEO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CSR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솔선수범을 보일 때 조직의 윤리풍토가 구축될 수 있다. 조직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CEO의 경영철학이 곧 조직문화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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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국콜마는 국내 화장품 ODM 업계 매출 1위이며, 업계 최초이자 최대 OEM과 ODM

탈

업체로 상품기획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한국콜마의 윤리
경영은 CEO의 강한 의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람을 중시하고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을

중시하는 CEO의 윤리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강력한 리더십으로 CEO의 경영철학이 직
원들에게 공유되어 전해지고 있는 단계이다. 한국콜마는 천천히
목표를 향해

함께, 한걸음씩 우직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우보천리’ 이념으로, 성장만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

는 것이 아니라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관계를 통해 동
반성장을 실천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자는 CEO의 의지가 확고하여 윤리경영의 문화가

또한 ‘사람이 윤리경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신념으로 열과론과 유기농
연수 등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는 직원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 중심의 경영활동이 ‘일하기 좋은
직장’과 ‘고용의 질’과 관련하여 내부적 CSR을 실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꼽히고 있다.
한국콜마는 윤리적 기업의 역할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산하지 않는 것이라 주장한다.
투명경영, 인재경영 등 윤리경영의 여러 중요 요소들이 있지만 수많은 직원들을 생계를 책
임지고 있는 만큼, 기업 고유의 활동을 건강하게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윤리경영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기업 본연의 재무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11개
의 연구소와 전체인력의 3분의 1을 연구 인력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핵심연구요원을 양성
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석·박사 학위취득을 지원해주는 등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하
고 있다. 이는 탄탄한 연구개발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시장에
제시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의 결
과로 한국콜마는 2만 건 이상의 처방을 보유하고 있는 등 핵심기술 자체 연구 역량을 보유
하고 있으며, 업계 1위에 해당하는 400건 이상의 특허와 연구논문을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콜마가 윤리경영을 토대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2015년 매출
이 1조 원이 넘는 등 더 이상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확대되었고, 이에 제
도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CEO의 경영철학이나 의지가 기업의 최
하단부까지 내려가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도화를 통해 체계성을 보
완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다져온 윤리적 풍토를 시스템
화하여 기업의 최하단부는 물론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까지 도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윤리경영의 비전을 설정하고 윤리경영의 의지 표명과 구체
화할 수 있는 비전을 선포하는 선포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윤리경영시스템이 필요하다.
윤리규범(Code of Conduct)과 기업윤리전담조직(Compliance Check Organization), 기업윤
리교육훈련(Consensus by Ethic Education) 등 3C가 체계적으로 통합된 윤리경영시스템
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경영시스템의 구축으로 지금까지 잘 전달되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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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온 한국콜마의 윤리경영에 기업전략이 더해져 보다 체계화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실
행된다면 지속적인 성장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CEO의 의지가 곧 조직문화화 될 수 있다. 때문
에 한 명의 혁신적인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리더의 부재 상황이 발생하
거나 혹은 상황적인 요인으로 리더의 의지가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업
규모의 확장 과정에서 윤리경영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
의 경우 생존을 위한 경제적 목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및 시간적 투자가
필요한 CSR을 핵심경쟁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CSR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강한
니즈가 형성되어야하기 때문이다(박지영 외, 2009). 이러한 이유들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윤리경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의
우수사례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맞춘 단계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즉 기본적인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CSR이라 인지하고 있는 중소기

효과성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겠지만, 한국콜마와 같

업들은 CSR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이 CEO의 강한 의지로 시작하였지만 우수한 윤리풍토를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CSR

윤리경영의 선진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경영이념과 경영철

학도 중요하다.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윤리풍토

훌륭한 윤리경영의 정신과 CEO의 경영철학, 기업의

등 매우 좋은 토양을 다져왔다. 다른 기업들이 감사에서의 문제점 발견이나 기업
의 위기관리 혹은 명성과 이미지 향상 등을 위해 윤리경영을 시작하여 근로자에 대한 책

던 것과는 달리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사람 중심의 경영활동으로 윤리경영을

임을 간과하였

시작하였다. 여기에 시스템과 제도화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된다면
지금보다 더 일하기 좋은 직장,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직원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
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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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s Practical Volition of Business Ethics and Ethical
management system: Case of Korea Kolmar
Donghoon Yang Eunjung Ko

In the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the world has become one of the
market beyond the countr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CSR is the topic as broad agenda, which is the need to be
processed in all of the organization. However, Korean companies’ activities regarding
CSR are limited to major companies. CSR level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s still insufficient level.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CEO’s
practical volition of business ethics is very important.
This case study, by using the “introduction of three stages of ethical management”,
analyzed the CSR stage of the Korea Kolmar. This study would give advice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manage with business ethics.

Key words: CEO’s practical volition of business ethics,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CSR, Ethical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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