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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은 윤리경영이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어야 할 산업군 중 하나로 이는 해당 산
업이 다수의 공급자와의 밀접한 상호작용, 환경 및 안전에 미칠 수 있는 큰 영향력 등의
특성에 기인한다. 현대글로비스는 국내 물류 1위 업체로서 적극적인 윤리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들의 윤리경영 활동은 윤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왔다는 점이 특히 주
목할 만한 점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등과 같은 기업내외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책임 이행, 환경 및 안전, 지역사회와 같은 보다 넓은 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이다. 현대글로비스의 윤리경영은 국내 및 세계적 명
성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화주기업과의 공생 발전이나 물
류산업에 상존하는 노동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문제, 지속가능한 녹색물류의 추진은 앞
으로 윤리경영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의 중요 과제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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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물류산업과 윤리경영

물류산업은 올바른 상품을 적시, 적소, 적량으로 올바른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제 활동들
과 연관되는 산업으로, 특히 단일 기업 내에서 해당 활동을 다루었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물류 활동과 달리 현대적 의미의 물류 활동은 각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업 주체 간에
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물류 활동은 종래의 기업
단위의 물류 관리(logistics management)에서 물류 활동을 구성하는 각 단위(공급자, 생산
자, 운송자, 구매자 등)로 구성된 공급사슬(supply chain)의 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Lambert et al., 1998).
공급사슬 내에 위치한 개별 물류 기업에 있어 공급사슬 내의 다른 구성원(또는 파트너)
은 해당 기업에게 있어 매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stakeholder; Freeman, 1984)가 될 수밖
에 없다(Carter and Rogers, 2008). 이와 같은 물류산업의 특성은 해당 산업에 있어 윤리
경영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이해관계자
와의 관계 및 그 관리야말로 기업 주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도구적 및 규범적
근거이므로(Donaldson and Preston, 1995), 물류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 물류산업 현장에서 우선
적으로 주목받았던 윤리경영의 분야는 환경경영과 안전경영으로 이는 다른 산업과 달리
운송이 경영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물류산업의 특성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겠
다. 그러나 오늘날의 물류 기업들은 단순한 환경 및 안전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광범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Carter and Rogers,
2008), 물류산업에서의 윤리경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물류기업의 윤리경영 활동은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물류산업 현장에서는 실제 적극적인 윤리경영 활동이 일어나
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조명은 드문 편이다(김영민, 2015). 이에 본 논문은 국내
1위 물류 기업인 현대글로비스의 윤리경영 사례를 통해 물류산업에 있어 윤리경영이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기대효과는 무엇일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1. 국내 물류산업 개요

우리나라의 경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잠시 회복기에 들어섰으나 2012년에서 2015년
까지 2-3%대의 낮은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CIA, 2016). 이러한 최근의 경제 상황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의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수출 및 점차적으로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하는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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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서 핵심적 가치 전달의 역할을 담당하는 물류산업도 전반적인 물
동량과 운임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 물류산업도 경제환경
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찾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 물류비는 100조원은 상회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45.8조
원이었다. 2014년 한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379 TEU (20-Feet-Equivalent Units)으로
2010년 대비 약 20%가 증가하였다. 한국의 국제화물 물동량은 연간 약 4.8%정도씩 증가
하여 2020년에는 3,400만 TEU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국가지표체계, 2016). 산업별순위로
국내 GDP 기여율의 10위 안에 드는 물류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 상당 부분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매력기준(Purchasing Power Parity) GDP는 2015년 US$ 1.849 trillion
으로 세계 14위(CIA, 2016)인 반면 물류의 경쟁력은 2016년에 24위로 평가되며(Worldbank,
2016), 도로, 철도, 항로, 항만, 공항, 화물터미널, 물류거점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물류기
반의 부족과 전문 물류인력의 부족으로 국가적 물류의 효율성은 경제규모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GDP대비 약 15%, 제조업 평균 매출액 대
비 17% 정도를 차지하는 물류비의 감소를 위하여 전반적인 물류기반을 투자하는 것 이외
에도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으로 국가적 물류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의 정보기술이 극적으로 발전해 온 경제 상황에서 정보기술과 접목된 국내
물류산업은 성장과 변화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내수 수요의 부진과 국가 경제의 기반을
이루어 왔던 제조업의 부진으로 수출물동량이 감소되어 최근의 물류업계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포스코경영연구원, 2016),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과 같은 대형 물류기업이 어
려움을 겪은 것은 국가가 보호해 온 울타리 안에서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빠
르게 키워오지 못한 물류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2016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경제침체의 장기화, 수요의 감소, 정
치적 상황의 불확실성 증대, 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물류산업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독 택배산업은 작년 상반기 대비 18.85%의 물량 증가세를 보였다(코
리아쉬핑가제트, 2016). 이 밖에도 소형화물차 증차규제의 12년 만의 폐지, 드론 배송의 상
용화 가능성, 물류기능의 첨단 기술화, 물류기업 간 인수합병 가능성, 철도파업, 저가 항공
상 경쟁의 심화, 유통산업의 약화,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 등의 사건은
물류산업 환경 변화를 이끌었으며, 물류산업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
트, 2016).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와 경제 전반적인 변
화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류업계도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점에서 화주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변화에
동참하여야 하는데, 정보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아직 수동적인 유발수요산업으로써의
특징을 보이는 국내 물류업의 산업적 특성을 능동적이면서도 주도적 성격으로 변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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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의 전제조건은 적시수요(On-Demand) 경제에 대응할 수 있
는 물류업계의 수요대응력 향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물류신문, 2016), 다수의 공급자가 다
수의 수요자에게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는 무한경쟁의 시장환경에서 화주기업에 공
급망관리 경쟁력을 제공하는 물류업체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발전될 기술 분야는 모바일인터넷, 빅데이터, 신에너지, 사물인터
넷, 클라우드소싱-공유경제-P2P플랫폼, 스마트공장, 3D프린팅, 로봇, 첨단소재,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을 들 수 있는데(물류신문, 2016), 이러한 기술들은 그 동안 물류분야가 주목해
온 공급망 가시성의 초점을 벗어나 물류업체들이 신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주요 종합물류기업은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롯데로지스틱스, 범한판토스,
한진, 지오영, 삼성전자로지텍, 동원산업, 화승네트웍스 등이다. 이외에도 동부익스프레스,
KCI, 세방, 인터지스, 동방, 대우로지스틱스, 한솔CNS, DHL코리아, 한익스프레스, 농협물
류, 로젠 등은 대형 물류회사로 구분된다. 이 중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1위의 종합물류기
업인 현대글로비스는 2016년 상반기에 6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5.5%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영업이익도 2016년 상반기에 2천억원 이상을(성장률 20.6%)기록하고
있다(물류신문, 2016). 주요 경쟁기업들의 평균보다 매출액 증가율은 낮으나 영업이익 증가
율은 월등히 높았다. 2016년 상반기에 이 회사의 해외물류부문은 국내 경제의 전반적 수출
물량의 감소로 인해 전체 매출의 46.3%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수치
이다(물류신문, 2016). 같은 기간 현대글로비스의 직원 수는 전년대비 10%정도가 증가되어
1,113명을 기록하였다(물류신문, 2016).
2. 물류산업에서의 윤리경영

과거 기업을 단순한 이윤추구도구로 바라보았던 관점과 대조적으로 오늘날 사회는 기업
이 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윤리적이기를 기대한다. Carroll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모형(Carroll, 1979)과 Triple bottom line 모형(TBL, Elkington, 1999)은 이와 같은
관점의 기반이 된 대표적인 개념적 모형이다. Carroll의 모형은 기업이 경제적, 법적, 윤리
적, 자선적 책임이라는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였으
며, TBL 모형은 기업의 성과가 재무적 성과뿐만이 아니라 환경 성과 및 사회적 성과 모
두를 고려해서 평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The Economist, 2009). 이들 모형들은 윤리경
영의 당위성 및 개괄적인 관점에서 활동 영역 및 지향점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해관계자 관점에 기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Donaldson and Preston, 1995)는
왜 기업이 이윤추구에만 몰입하기보다 보다 장기적인 기업 외부의 요소에 관심을 지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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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는 주요 이론적 근거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기업의 이해관
계자에 대한 책임의 완수는 이해관계자 관계 관리를 통한 장기적 성과 향상을 통해 기업
자체의 성과에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지지논거로(Olitzky et
al., 2003), 또한 이해관계자 관리는 기술적 필요성에 앞서 규범적인 차원에서도 지지되어
야 한다는 점에서도 윤리경영 논의와 이어지고 있다(Donaldson and Preston, 1995; Jones
and Wicks, 1999).
이상의 논의는 물류산업에 특정지어서 진행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류산업의 경우, 산
업의 고유한 특성상 윤리경영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가능성이 본 논의를 통해 제기될 수
있다. 물류산업의 경우, 그 특성상 직 간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다른 산업군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급사슬로 지시되는 공급자가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강하고
빈번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해당 상호작용은 물류 성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물류산업은 특성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대표적인 산업군으로서, 이해관계자
관점에 기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논거를 확인하기에 적합하다. 과거의 물류
미션이 오늘날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보다 폭넓은 미션으로 이전하였다는 Bowersox(1998)
의 주장은 이와 같은 시각을 명확히 드러낸다.
물류산업에 있어서의 윤리경영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하는가에 대한 논의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주목을 받았던 분야는 환경경영이었다. 다른 산업군과 달리 물류산업의 경우,
운송이 핵심활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직접적이고 현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준수하느냐가 물류산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윤리경영
전략으로 자리잡았다(Murphy et al., 1996). 실제 물류업체의 환경경영은 성과에 있어서의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연구에 의하면 환경경영이 공급사슬의 재무적 성과 및
고객성과, 내부 프로세스 성과 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오,
2009). 환경이 물류산업에 있어 특정적으로 현저한 이해관계자이지만, 다른 이해관계자 집
단(예: 고객, 공급자, 운송자)의 관계 관리 또한 물류산업에 있어 중요한 윤리경영의 주제
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각 공급자간의 파트너십으로 대표되는 긴
밀한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박승욱 외, 2013; 하병천 외, 2012).
물류산업에 있어서 윤리경영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프레임워
크로서 Carter와 동료들이 제안한 ‘물류의 사회적 책임(logistics social responsibility: LSR,
Carter and Jennings, 2002)’이 있다. 이들은 미국 물류관리협회(the Council of Logistics
Management) 회원인 물류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물류산업에서 사회적
책임 완수의 동인 및 장애 요인, 구성요소 및 기대 결과를 도식화하였다([그림 1] 참조).
해당 프레임워크에 의하면 윤리경영을 지지하는 조직문화 또는 최고경영자, 조직구성원 개
인의 가치가 LSR의 주요 동인이며 그 외에도 규제나 의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마케팅이
LSR의 동인으로 작동한다고 하고 있다. 반대로 실제적 실행 가능성과 경영기능간 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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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윤리경영에 호의적이지 않은 조직문화는 LSR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조직의 정책이나 자원, 추진상의 난점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며 관리자
개개인의 가치 또한 난점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LSR 활동의 세부 차원은
일반적인 CSR의 구성차원과 일치하여 다양성, 환경, 윤리, 인권과 삶의 질, 박애주의와 공
동체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안전의 경우는 운송이 결부되는 물류산
업의 특성상 개별 차원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구성요소이다. LSR의 기대효과
는 일반적인 기업의 CSR 기대효과와 일치하게 이해관계자 관계 개선, 종업원의 직무만족
및 동기부여, 기업의 재무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으며, 특히 신뢰의
경우는 공급사슬 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물류산업에 있어 중요시될 수 있는 성과
로 볼 수 있다(하병천 외, 2014).
[그림 1] 물류의 사회적 책임(Logistics Social Responsibility; LSR) 프레임워크

출처: Carter and Jennings(2002) p.157

현대글로비스는 물류 업계 최초로 한국윤리경영학회에서 시상하는 한국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듯, 물류산업에서의 윤리경영 추진에 있어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성과를 나타
내고 있는 기업이다. 이하의 장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윤리경영 추진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실제 한국 상황에서 물류산업의 윤리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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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윤리경영 사례: 현대글로비스

4)

1. 회사 개요

현대글로비스는 2001년 2월 22일 한국로지텍이라는 사명으로 설립, 2011년 현재의 사명
으로 변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본사는 2015년 기준 14.7조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
으며 재직인원 1,055명(본사 재직인원, 해외주재원 포함), 국내 37개소, 해외 56개소의 사업
거점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1위의 종합물류기업이다. 기업 비전은 ‘고객 가치사슬 전반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Your Value Chain Partner’로,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사업 영역을 포
괄하는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사는 주요 사업 영역으로 물류, 해운, KD5), 중
고차 및 트레이딩, 자원순환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물류의 경우 2015년 12월
기준 국내 운송의 경우 완성차 3,362,000대, 철강 30,213,000톤, 수출입 운송의 경우는 항공
운송 30,736톤, 해상운송 617,390TEU의 물동량을 기록하였다.
현대글로비스는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기업으로 매출액은 2013년 12.9조원에서
2014년 13.9조원, 2015년 14.7조원으로 약 8∼9% 가량의 매출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자산총
액의 경우 2013년 5조에서 15년 7.4조로 대폭 증가하였다. 영업이익 또한 2013년 6,369억원
에서 2015년 6,980억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금의 국내외 물류산업이 호의적인
경영환경에 놓여있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현대글로비스의 이와 같은 성장세는 주목할 만하
다 하겠다. 현대글로비스의 우수한 경영성과는 각종 수상 및 인증 획득에서도 드러나는데,
5년 연속 포브스 아시아 유망기업 선정을 포함, 국내외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수상
내역을 포함한 현대글로비스의 주요 연혁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현대글로비스의 연혁을 살펴보면 두드러지는 점 중 하나는 본 기업이 단순한 자사의 사
업 성과에만 관심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준수에도 관심을 두었다는
점이다. 윤리경영대상 수상 및 2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편입을 포함한 현대글
로비스의 다채로운 수상 이력 중 다수는 본 기업에 기대되는 사회적 책임을 능동적으로
달성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책임 준수(미래패키징, 녹
색물류기업, ISO 환경경영 인증 등), 공급사슬 구성원에 대한 책임(동반성장 대상), 안전에
대한 책임(안전운전 우수기업) 등 현대글로비스는 물류기업에서 기대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능동적으로 준수하였음이 드러난다. 또한 현대글로비스는 2015년부터 지속가능보고
서를 발간하고 있다.
4) 본 절의 내용은 주로 현대글로비스 지속가능기업보고서, 기업소개자료 및 사내 자료를 활용하였음.
5) Knocked Down: 완성차 생산을 위한 부품을 국내외 협력사로부터 조달하여 현지공장에 유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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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16. 11
2016. 09
2016. 04
2015. 12
2015. 11
2015. 02
2014. 08
2013. 10
2012. 11
2012. 09
2012. 07
2011. 11
2010. 03
2009. 02
2008. 06
2007. 12
2006. 03
2006. 02
2005. 12
2004. 02
2003. 05
2002. 12
2002. 11
2001. 03
2001. 02

[표 1] 현대글로비스 연혁 및 주요 수상경력

내 용
한국윤리경영대상(윤리경영학회)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ASIA PACIFIC/KOREA 지수 편입(2년 연속, 다우존스)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최우수상 수상(산업통상자원부)
안전운전 우수기업 선정(국내기업 최초, 도로교통공단)
수출 50억불탑 수상(한국무역협회)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 대통령 표창
아담폴 S.A社 인수
아시아 50대 유망기업 수상(5년 연속, 포브스)
사천 합자법인 설립
녹색물류기업 인증(국토해양부)
중도 합자법인 설립
수출/수입업체 부문 AEO 인증(관세청)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천진법인 설립
ISO 27001(국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인증 획득
국제신용등급 획득(국내 최초, SandP, Moody’s)
ISO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인도법인 설립
한국로지스틱스 대상 수상(한국로지스틱스 학회)
유럽법인 설립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평택항물류기지 준공
통합운송시스템(iTMS) 구축
중국 현지물류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개시
아메리카법인 설립
종합물류 서비스 개시
한국로지텍 주식회사 설립

출처: 현대글로비스 웹사이트(http://www.glovis.net) 발췌 및 정리
2. 현대글로비스 윤리경영

전술하였던 바와 같이 현대글로비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기업
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07년에 ISO 환경경영 인증을 받은 것이나 국내 물류기업 최초
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 2년 연속 편입되는 등의 실적이 이를 예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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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기업은 사회적 책임 경영에 있어 국내 물류 기업 중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그런데 실제 현대글로비스의 사례에서 차별적인 요소는 본 기업이 최고경영자의 지원
하에 윤리경영 부서를 중심으로 대폭적이며 적극적인 윤리경영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공헌이나 협력사 상생과 같은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들은 오늘날 다수의 기업에서 규범적으로 참여하는, 일종의 동형화 압박이 작용하는 활동
으로도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Bondy, Moon, and Matten, 2012), 주로 기업 내
부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은 보다 자발적인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프레임워크 내에서 윤리경영은 윤리경영, 고객만족경영, 안전경
영, 인재경영, 사회공헌, 상생경영, 환경경영의 7대 구성차원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글로비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6) 이에 상응하게 매우 적극적인 윤리경영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이하의 장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윤리경영 활동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윤리경영 연혁
현대글로비스의 본격적인 윤리경영활동은 2011년 사내에 윤리경영 태스크포스 팀의 발
족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의지 표명을 바탕으로 시작한
현대글로비스의 윤리경영 활동은, 2012년에는 임직원 윤리서약식 실시, 윤리경영 헬프 라
인 구축, 온라인 교육 실시 및 윤리경영 가이드북 등의 활동을 통해 사내 윤리경영의 도입
및 제도화를 도모하였다. 2013년부터는 윤리경영의 정착 및 체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기 도입한 온라인 교육과 함께 임직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윤리경영
특강 개최, 윤리경영 홍보물 배포,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으로 한 윤리의식 진단을 실시하
였다. 2014년에는 온라인교육 및 윤리진단 등의 이미 실행 중인 활동에 더해, 윤리경영리
더 협의체를 구성,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윤리의 날을 제정하고 뉴스레터를 발행하였으
며 협력사에 윤리경영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사내강사 양성교육 실시 등의 활동을
통해 윤리경영의 정착 및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2015년에는 윤리경영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윤리경영팀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사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던 교육 및 홍보활동에 더해 잠재적 윤리 리스크를 도출하였다. 협
력사를 대상으로도 다양한 윤리경영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에는 협력사 수행평가 윤리경
영 가점 제도 운영, 물류산업진흥재단 연계 협력사 윤리교육, 윤리진단 및 협력사 윤리경
영 가이드북 제작이 포함된다. 그리고 윤리경영팀이 전담하는 활동과 별개로 각 실/부별로
윤리경영실천리더를 지정하여 소속 단위 별로 윤리의식 함양 및 윤리실천 준수를 리딩하
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2016년에는 윤리경영 활동의 고도화와 함께 해외로의 확대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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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우선 KPI 평가에 윤리경영을 포함함으로서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을 강화하였으며 윤리경영실천리더 윤리 리스크 도출 활동의 고도화를 시행하였다. 윤
리경영을 해외법인으로 확대하여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으며 해외법인에도 온
라인 교육 e-clean 교육을 확대하였다. 당해 추진한 윤리경영 활동 중 특히 주목할 만한
활동으로 영국표준협회 회원사 가입 및 BS10500(영국윤리경영표준) 시범 인증 사업 참여
를 들 수 있는데, 이상의 활동들은 현대글로비스가 추진하고 있는 윤리경영 활동이 글로벌
윤리경영의 베스트 프랙티스에 부응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현대글로비스의 윤리경영활동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윤리 실천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
및 체계 수립과 함께 효율적인 실천전략의 제시를 통해 현대글로비스와 관련되는 임직원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기업윤리를 생활화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현대글로비스의 체계적이면서 적극적인 윤리경영 추진은 당해 제
26회 한국윤리경영대상 수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2) 윤리경영 체계
현대글로비스의 윤리경영 활동은 명확한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글
로비스의 윤리경영을 이해하는데 있어 윤리경영 체계의 조명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장에
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윤리경영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현대글로비스의 윤리경영 추진전략을 살펴보겠다. “윤리실천 문화 확대를 통한 지
속가능한 기업으로의 성장”이 현대글로비스의 윤리경영추진의 전략적 목표로 그 배경에는
적극적으로 윤리경영을 추진해야 할 내부 및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우선 내부
환경 측면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또한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동반되는 잠재적인 윤리 리스크의 증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에 따
라 협력사 및 해외법인의 숫자가 증가하였는데 이들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
해서도 윤리경영의 전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기업 외 환경 또한 윤리경영의 필요성
을 제고시켰는데, 우선 윤리적 문제가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를 치명적으로 훼손하여 기업
존폐의 위기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히 목격되었으며,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의 시행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즉
현대글로비스의 사내외 환경 모두 기업의 윤리경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현대글로비스는 ‘윤리의식 실천 내재화’와 ‘윤리경영 확대’, ‘글로벌 윤리경영 추구’
라는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 해당 과제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윤리의식과 실천의 내재화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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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확대는 협력사로의 윤리경영 전파를 통해 이들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
으며 해외 법인 윤리경영 확대를 통한 글로벌 윤리경영 추구를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및 실천의 내재화를 도모하기 위해 윤
리헌장을 제정하였으며, 본 윤리헌장은 윤리실천강령을 임직원들에게 제시, 윤리적 행위
실천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림 2]에 현대글로비스의 윤리헌장을
제시하였다.
[그림 2] 현대글로비스 윤리헌장

출처: 현대글로비스 윤리경영(현대글로비스 내부자료, 2016)

다음으로는 현대글로비스의 윤리경영의 실무적 체계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현대글로비스는 리더십과 운영, 성과평과를 결부한 치밀한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우선 윤리적 리스크를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 추진 방향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가장 협의의 윤리 리스크, 즉 법적 요건을 위반하여 제
재받는 이슈에 대해서는 기존의 감사팀이나 인사팀을 통한 사후 징계의 대상이 되지만 그
외 반 부패 또는 뇌물방지 이슈와 관계되는 글로벌 반부패법에 적용되는 이슈, 더 나아가
현재 국내법이나 국제 반부패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윤리 리스크로 인식되는
사항들은 윤리경영팀의 예방 차원 활동의 대상이 된다. 글로벌 반부패법에 저촉되는 이슈
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윤리경영 표준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잠재적 윤리 리스크에 대해
서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선 글로벌 윤리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으로서 영국표준협회 회원사 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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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표준 학습 및 동향 파악을 도모하였다. 현대글로비스는 주한영국대사관이 후원하
는 BS10500(영국 윤리경영표준) 시범 인증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반부패 원탁행위 참여를
통해 글로벌 윤리경영 체계 학습 및 선진 사례를 연구하였다. 현대글로비스의 글로벌 윤리
경영 체계는 리더십 및 계획, 운영, 및 성과평가의 3대 차원에 속한 활동들이 순환하는
‘Plan-Do-Check-Act’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운영 차원에서는 운영계획 및 통제에
대한 실사, 재무적 및 비재무적 통제, 자회사 및 관계사의 반부패 통제 도입, 반부패 책임,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뇌물에 대한 관리, 반부패 통제의 부적절함에 대한 관리, 인식 확
산 및 뇌물수사 및 처리를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리더십 및 성과평가 차원에는 반부패
정책 승인, 주기적 검토, 적절한 자원의 배치, 이사회의 합리적 모니터링이 주요 활동 대상
이다.
다음으로 잠재적 윤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현행법이나
글로벌 반부패법에 위배되는 않지만 기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윤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글로비스는 다음과 같은 윤리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3] 현대글로비스 윤리 리스크 관리 체계

출처: 현대글로비스 윤리경영(현대글로비스 내부자료, 2016)

[그림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대글로비스의 윤리경영 체계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
지 표명 및 윤리행동 강령, 규정 등을 통해 부정위험 통제 환경을 조성하고, 윤리 리스크
의 주기적 모니터링 및 윤리 리스크 평가체계를 통해 부정 위험을 평가하여 대응하며, 윤
리 리스크 관리 인력과 이들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지식 관리를 통해 부정 위험의 통제
유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선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윤리 리스크가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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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가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윤리 리스크 관련 보고 및 이슈 관리와 의사소통과 관
련되는 부정위험 보고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윤리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부정
위험 모니터링은 이와 같은 잠재적 윤리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전제가 되는 활동이라 하겠다.
현대글로비스의 윤리경영 추진에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자사 및 협력사
의 성과 평가에 윤리경영과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윤리경영 실천의 상징성과 실효성
을 높였다는 점이다. 국내 본사의 경우, KPI 평가에 윤리준수 부문을 추가하였는데 해당
지표의 경우 비윤리 행위 적발 시 감점이 부과되며 그 외 온라인 교육 참석, 윤리서약서
지출 및 부착이 요구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해외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본사에서 운영하는
윤리준수 KPI의 준수에 더해 윤리경영 활동성을 평가하여 윤리경영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해외법인에 대한 포상제를 운영하여 해외법인으로의 윤리경영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협력사의 경우, 협력사에 대한 수행 평가 항목에 ‘윤리경영 실천’ 부문을 추가, 이
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협력사가 윤리경영을 실천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협력사에 대한 윤리경영 실천 평가 항목은 인프라 구축, 소통, 교육,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으로 구성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윤리경영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헬프라인과 클린 노티스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헬프라인 제도는 사내 윤리경영 관련 문제 해결을 돕고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온라인 고충 상담 절차로 신청자는 윤리경영팀 담
당자와 쌍방향으로 고충 상담 및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담 채널의 경우 공개와 비공
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가능하게 하였으며 기존 윤리경영/사이버 감사실과 별도로 고충
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게시판을 사내 그룹웨어에 별도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클린노
티스 제도는 임직원이 거래업체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이나 선물을 받았을 경우 윤리경영
팀에 통보 및 반송하는 제도로, 임직원이 현금이나 상품권과 같은 금품을 수령했을 경우에
는 금액에 무관하게 윤리경영팀에 통보하고 금품을 위탁하면 해당 금품을 선물 제공처로
반송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3) 이해관계자 측면에서의 현대글로비스 윤리경영
앞서의 장에서는 자사 및 해외 법인,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대글로비스의 윤리경영
활동을 살펴보았다. 자사 및 해외 법인은 의심의 여지없이 기업 내 이해관계자이며 협력사
의 경우도 공급사슬 관점에서 주요 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류산업의 특성 상 광의의 내부
이해관계자로 간주될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의 윤리경영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점은 이들
내부 이해관계자들이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기업의
전략적 이익 추구는 물론 윤리적 문제 발생에 따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에서의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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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화된 기업 외부를 대상으로 하는 CSR 활동 전개와 차별화된 특징으로, 본 논문에서
주요 관심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현대글로비스는 다우 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연속 등재 등의 사례에서 대표적으
로 드러나듯,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윤리 및 사회적 책임 준수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주로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대글로비스의 윤리경영 활동을 조명하고자 한다.
우선 주주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 있어서 주주 구성 및 IR 활동 실적, 공정공시 제도의
측면에서 현대글로비스의 윤리경영 추진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주주 구성에 있어 현대
글로비스의 최대 주주는 현대자동차 및 특수 관계인으로 총 지분율 39.3%를 차지하고 있
으며, 국민 연금이 13.5%의 높은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서(2015년 12월 31일 기준) 기업
지배구조 및 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
다. 현대글로비스는 또한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시장과의 열린 소통을 도모하고 있는
데, 그 활동으로서 정기보고서 및 국 영문 연차보고서 발간 및 결산 실적 및 분기 실적에
대한 공시는 물론 정례적인 기업설명회 뿐만 아니라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
는 것은 주주 및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활동인데, 현대글로비스는 한국거래
소를 통해 경영실적, 임원의 소유주식 변동, 영업 예측과 같은 중요 경영 정보를 빠르고
공정하게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총 48건의 공시가 등록되었다
는 점은 현대글로비스가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공시 활동에 임하고 있음을 예증하는 사
례이다.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 또한 현대글로비스가 기울
이고 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중요한 윤리경영 활동이다. 우선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
수하도록 하기 위해 연 2회 운영 실적 및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관련 안내를 공시하
도록 하고 있으며 최신 개정 공정거래법을 반영한 내부 거래 및 하도급거래 유의사항을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그 외에도 ‘공정거래의 날’ 행사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련 법 교육 실시를 통해 전사 차원의 공정거래 자율 준수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현
대글로비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의 유효성은 2015년 CP 등급 A등급 획득으로 입증
된 바 있다. 또한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이버감사실을 통한 내부고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윤리행동 관련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임직원이 공정
거래를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현대글로비스는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
도록 구성 및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3명의 사내이사와 5명의 사외이사 및
1명의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사외 이사 비율은 상시 과반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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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내 이사회 직무 세부 공개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
진에 대한 견제, 이사회의 독단적 결정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구
성 또한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의도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감사위원회와 사
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가 현대글로비스가 운영하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인데 각 위원회도
이사회와 동일하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게 되어있으며, 이들 이사회는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단 및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고, 균형 및 견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즉 현대글로비스의 지배구조는 주주 및 투자자를 포함한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
자의 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 환경에 대한 책임 준수는 안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물류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 준수 활동으로, 현대글로비스 또한 환경경영의 적극적 추
진을 통해 이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가 전개하고 있는 주요 친환경 경
영 활동으로는 수자원 사용 절감, 안전한 폐기물 관리, 경제운전을 통한 녹색 물류 실천,
선박 온실가스 감축 등이 있으며, 특히 운송이 경영활동의 중요한 요소인 물류산업 기업으
로서의 특성 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으로서 ‘온실가스 산정 보고 및
검증 체제’를 구축,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15%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의 달성
을 겨냥하고 있으며, 그 전략으로서 물류센터 공동화 및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물
류 차량의 대형화, 물류센터 내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활동을 추진중에 있다. 조직 측면에
서는 CEO를 수장으로 경영기획팀, 윤리경영팀, 대외협력/CSR 팀과 각 관리 부문별
Leading Team을 지정하여 환경경영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비록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기업의 임직원
또한 기업이 관리해야 할 이해관계자이다. 특히 임직원은 기업의 1차적 이해관계자의 일원
으로 이들의 동기부여 및 역량 제고가 기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중
요성이 높다. 현대글로비스는 적극적인 인재경영 활동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책임에도 능
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람이 근무하
기 좋은 회사를 만든다’는 인사철학에 기반하여 현대글로비스는 임직원이 자신의 능력 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 공정한 성과평가와 기회제공 및 즐거운 일터를 만
들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선 인적자원 개발의 경우, 각 단계별로 필
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하는 인재육성체계를 수립, 이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각 인재의 개인별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성장 지원을 통해 인재
를 육성하며, 역량기반의 교육체제를 통해 개인 역량 수준에 맞는 직무 맞춤교육을 제공하
여 직무 전문가를 육성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 및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들을 운영하여 임직원 개인의 성장과 동기부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연공서열 기
준을 철폐하고 승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 우수성과자에게 빠르고 공정한 승진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하고 있으며, 개인의 개발과 연결되는 공정한 임직원 성과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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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보상의 타당성 확보는 물론 개인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일터
만들기는 중요 이해관계자인 종업원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현대글로비스의 바램
이 반영된 것으로, 임직원 이직률 관리, 차별금지 및 근로자 인권 보호, 보건 및 안전, 복
리후생 제도 확대가 주요 활동 영역이다. 현대글로비스는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 실행하고 있는데, 금연펀드 운영, 자기개발 포인트 제도, 직원
간 교류회 운영, 다양한 생활 지원, 가족사랑 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4) 윤리경영 조직
현대글로비스가 이처럼 광범위하면서도 체계적인 윤리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근
간에는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조직의 구성 및 운영이 있었다. 현대글로비스의 윤리경영 조
직으로는 윤리경영활동의 전담 상설조직인 윤리경영팀과 각 분과별 윤리경영 리더들로 구
성된 윤리경영협의회가 있다.
윤리경영팀은 본사의 윤리경영 추진과 함께 구성된 윤리경영 태스크포스 팀(2011년 설
립)이 2015년 상설기구화 되면서 설립되었다. 윤리경영의 확대 및 전파는 윤리경영팀의 근
본적인 목표로, 윤리경영문화 정착, 협력사 윤리교육, 해외법인 윤리경영 확대, 조직 진단
및 윤리 리스크 파악이 윤리경영팀의 실제적인 주요 업무이다. 윤리경영팀은 전사 윤리경
영 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이에는 앞서 언급한 임직원, 해외법인 및 협력사 윤리
경영 교육 지원 및 윤리적 리스크 사전 진단 및 예방과 함께 윤리경영의 비전 및 전략 수
립이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업무 영역이 된다.
이와 같은 전사적 윤리경영 추진에 있어서는 기획팀, CSR/홍보팀, 업무개선팀과의 협업
또한 필수적이다. 기획팀의 경우 비전 및 전략 수립과 관련되고, 대내외 교육은 CSR/홍보
팀이 연관되며 업무개선팀의 경우 윤리 리스크의 관리에는 업무개선팀이 파트너 에 적합
한 활동이다. [그림 5]에서 실제 잠재 리스크 도출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매년 상/하
반기에 개최하는 윤리실천리더 워크샵은 잠재 리스크 도출을 포함한 윤리실천리더의 윤리
경영 활동을 촉진하는 주요 이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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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잠재리스크 평가표 예시

출처: 현대글로비스 윤리경영(현대글로비스 내부자료, 2016)

(5) 사회공헌활동
현대글로비스는 ‘인류의 화합, 사회의 안정, 개인의 성장에 기여한다’라는 사회공헌 미션
을 수립,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Stability(안정), Harmony(화합),
Growth(성장)이라는 방향성을 근간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
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편입 등의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경
영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대표적인 예로서, ‘안전공감 캠페인’ 론
칭, 물류산업진흥재단 후원,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 추진, 1사 1묘역 자매결연 봉사활동 및
1사 1촌 자매결연 농촌봉사활동, 매칭 그랜트 실시 및 럭비단 창단이 있다. 안전공감 캠페
인은 물류산업의 특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과 연계되어 발족된 캠페인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며 안전운전 방법을
적극 소개함으로서 교통 안전 및 이동 안전 제고를 위한 홍보의 장 역할을 하였다. 물류산
업진흥재단은 중소물류업체 지원을 통한 국가 물류산업 발전 및 물류 업체의 위상을 제고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현대글로비스가 자본금 전액 및 운영비용을 후원하면서 2013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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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설립되었다. 물류산업진흥재단은 물류인재 양성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같은 활동을
통한 중소 물류 기업의 역량 강화, 물류 종사자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가족 복지(문
화공연 관람), 화물 운전자 복지(편의 안전용품 지원), 및 학자금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
고 있으며, 민관 물류 관계자의 교류 확대를 위한 간담회 및 컨퍼런스 개최, 행사의 후원
또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최신 물류정보의 교류를 위한 연구조사 및 출간 활동도 추진
하고 있다. 연 2회 1사 1촌 봉사활동과 1사 1묘역 자매결연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연
복지시설 3개소에 매월 복지물품 지원 및 방문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10월 ‘사랑의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며, 수익금과 동일한 금액을 1:1로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을 적
용하여 더 많은 금액 기부하고 있다. 2015년 창단한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은 대기업의 관심
이 상대적으로 적은 아마추어 스포츠를 후원하고, 해당 종목의 장기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
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6) 향후 과제
현대글로비스의 윤리경영 사례는 국내 물류 기업의 윤리경영 추진에 대한 Best Practice
로 볼 수 있다. 이종영(2011)에 의하면 윤리경영 실천 체제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 상부의 확고한 윤리경영 의지 표명을 바탕으로 하여 윤리 강령과 행동 준칙 등을 통
한 윤리 방침의 공식적 표명과 함께 경영계획 속에 윤리요소를 포함하고 윤리교육 및 인
재양성 활동 및 기업윤리의 기업문화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대글로비스의 사례에
서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 모두 충족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윤리담당부서나 윤리위원회
와 같은 공식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 기업윤리에 대한 평가 및 통제 활동과 기업윤리에
대한 대내외 홍보활동 또한 실효성 있는 윤리경영 실천의 중요 구성요소인데, 현대글로비
스의 경우 이상의 요소 또한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Carter와 Jennings(2002)의 물류의 사회적 책임 모형에 현대글로비스 사례를 적용해보
면, 윤리경영의 주요 추진요인으로 법적 의무 및 규제 이슈가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함께
윤리경영의 추진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추진에 있어서의 장
벽으로 윤리경영의 실행 가능성과 자원의 조정, 조직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명시적 정책과
자원의 배분, 적극적인 피드백과 조직문화 활동을 통한 개인의 가치 변화를 통해 윤리경영
의 장애물을 극복하였다. 현대글로비스가 추구하는 윤리경영 활동은 LSR의 세부 차원의
거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이었으며, 작금의 호의적이지 않은 물류산업 환경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동력으로서 윤리경영의 결과, 즉 종업원의 직무만
족과 동기부여의 제고,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개선이 기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글로비스 윤리경영팀은 향후 활동 방향으로서 2018년까지는 윤리경영 명성 구축,
2019년부터 2020년에는 윤리경영 글로벌 명성 구축을 활동 목표로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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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율적 윤리경영을 실천, 강화하고 윤리적 기업문화를 진단 및 개선하며 협력사 동반
성장을 지원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윤리를 강화하여 국내외적으로 윤리적인 기업
으로서의 확고한 명성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물류산업에서 대두되고 있는 윤리경영의 대표적인 화두로서 화주 기업과의 공생 발전과
물류산업에 존재하는 노동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및 지속가능한 녹색 물류가 있다. 우선
화주 기업과의 공생 발전의 경우는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물류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후원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슈이다. 물류산업의 특성상 공급사슬의 파트너인
화주 기업과의 상생은 윤리적 책임 준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성과 자체에도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화주 기업과의 공생 발전에 대한 노력은 앞으로도 소홀히 되
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물류산업에 존재하는 노동 사각지대의 문제는 비정규 일당 노동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영세업체가 수행하는 비율도 적지 않은 화물적하 및 택배업 종사자와 관련해서 현재 가시
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이다. 현대글로비스의 경우는 수익구조 특성상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운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 물품의 운송은 시스템화된 규격화된 접근이 용이
하여 노동자의 인력에 의존하는 영세적인 화물적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사각지
대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노동사각지대와 연관되는 또 다른
물류활동 영역인 운전 노동의 경우, 안전 운전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는 ILO 협약 및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한 인권 선언을 통해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글로비스의 향후 윤리
경영 활동에 있어서도 노동사각지대 문제 대처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슈일 것이
다. 2016년 3월 발표된 고용형태 공시 내용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의 사내하청 등 소속외
근로자는 1,451명으로 소속근로자보다 더 많은, 총근로자의 5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부분이 물류 및 CDK 분야의 도급근로자인 소속외근로자에서 발생하기 쉬운 산업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은 시스템의 구축과 지속적인 협력업체 교육이 필
요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녹색물류는 현대글로비스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윤리경영의
주제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온실가스 산정 보고 및 검증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자원 사용 절감, 경제운전을 통한 녹색물류 실천, 선박온실가스 감축, 환경 친화
적인 패키지 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물류를 추구하고 있으며, 현대글로비스의 이
와 같은 노력은 2015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재선정됨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기관투자자 비중의 확대, 모범적인
이사회 구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규
제기관 및 시민단체의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전체 매출 중 관계사
물류를 운송하는 2자 물류(2PL: Second Party Logistics)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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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의 2016년 전체 매출 중 국내 계열사 매출은 2조5200억으로 전체 매출의
20.6%를 차지하며, 해외 계열사 매출(5조6700억원)까지 포함하면 66.9%로서 매출의 많은
부분이 그룹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글로비스가 2자 물류 중심 사업모
형을 추구한 것은, 계열사를 통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통해 자사의 성장에 기여하였다는
점과 함께 보다 거시적 측면에서 공급사슬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자동차 물류 자체의 효율
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이점이 분명 존재한다(이충배 김정환, 2014).
그러나 현대글로비스의 이와 같은 매출 구조가 소위 ‘일감 몰아주기’라는 긍정적이지 못
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특히 최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의 범위를
오너 일가의 지분 비중을 기존의 30%에서 20%로 낮추겠다는 입법 동향이 있는데, 이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반영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일감 몰아주기가 전술한 바와 같이 개별 기업 측면에서는 이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수 존재한다. 우선 계열사로의 일감
몰아주기는 물류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 막대한 자동차 물류를 현대글로비스가 과
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른 물류업체들은 자동차물류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약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동차물류에 있어서의 현대글로비스의 독점적 지위는 해당 회사의
협력업체가 자사에 종속되기 쉬운, 소위 ‘갑질’에 취약한 환경을 만든다(코리아쉬핑가제트,
2016). 이는 건전한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하청 및 타 물류
업체가 현대글로비스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임을 감안하면 자사가 비록 윤리경영에 주력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관리 측면에서 중대한 허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는 통상적으로 기업집단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 기준, 현대자동차 및 특수 관계인이 총 지분율 39.3%로 제1 주주를 차지하고
있다. 보다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내부거래 조사 기준을
기존 총수 일가의 지분율 매출 30% 이상을 20%로 낮추는 방안이 최근 고려되고 있다(한
겨레, 2017. 6. 2). 이 경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기업이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출수록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윤리경영을 추진하는데 보다 용이할 것이다.
물론 현대글로비스는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자사의 사업 다각화 노
력은 기존의 2자 물류 매출 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소산이며 그 외에도 여러 노
력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해외사업의 강화 등 더욱 적극적인 변화를
통해 종합물류회사로의 변신을 이루어야 경쟁력과 윤리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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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맺음말

2009년 Deutsche Post DHL는 Delphi 기법을 통해 물류전문가, 미래학자, 경제학자 등의
의견을 조사하여 물류회사의 미래와 소비자의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조망하였
다(Deutsche Post DHL, 2009).
“미래 소비자들은 물류기업이 환경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물류기업은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게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사회적 책임 자체가 물류 기업의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쓰일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Triple bottom line의 구현은 기업의 성과 달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성과가 다른 성과에 비해 우
세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물류기업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
는 데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소비자 단체와 같은 윤리경영에 관심을 지닌 집단으로부터 그들의
녹색 활동이 단순히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Deutsche
Post DHL, 2009, p. 55)
현대글로비스는 수익성면에서는 계속적인 안정적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society와 ecology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Society와 관련해서는 화주와의 공
생, 물류산업진흥재단을 통한 상생경영 활동, 해외 기업과의 공동노력 등 여러 모습을 통
해 상생경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사항인 지구환경과의 공존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역점을 두
어야 할 영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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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Management in Logistics Industry:
The Case of Hyundai Glovis

Bongsoon CHO Eunyoung LEE Byoung-Chun HA

The logistics industry is one of the industries in which the need for ethics
management is particularly emphasized. This i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such as its close interaction with multiple suppliers, its great influence on
the environment and safety. Hyundai Glovis is actively engaged in ethical management activities as the number one logistics company in Korea, and its ethical management activities have been systematically structured and operated on the basis of
enterprise-wide support for preemptive response to ethical risks. That’s the point.
Hyundai Glovis actively fulfills its responsibilities to stakeholder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mpany, such as shareholders, investors, and employees, as well as to a
wider society such as the environment and safety and the local community. Hyundai
Glovis’s ethical management practice is promoting its efforts to secure domestic and
global reputation. The issue of symbiosis with shippers, the problem of dealing with
the hidden labor issues latent on the industry, and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green logistics might be the core issues the company evolving its effort on the
ethical management.
Key words: logistics industry, ethical management, Hyundai Glo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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