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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경영의 일환으로써 사

회공헌부서를 설치하여 종업원들을 사회봉사에 참여시키

고 있으며 문화시설 건립, 학술 및 교육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CSR활동은 일부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지고 있고 분식회계, 환경오염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과 같은 법률이나 윤리에 저

촉되는 행위들이 거듭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들의 CSR에 대한 인식과 활동은 미흡한 면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1)

  본고에서는 선진국가들의 CSR 관련 입법례 및 새로운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에 어려움

이 있으며 아직도 다양한 개념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혁적으로 보면 1953년에 보웬(H.R. Bowen)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최초의 개념 정의를 하였다. 그는 자

신의 저서인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에서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이란 우리 사회의 목표나 가치적 관점에서 바람

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러

한 행동을 쫓아야 하는 기업인의 의무”를 의미한다고 발

1) 김형욱·이영관·박종필, “사회적 책임경영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서비스경영학회지」 제15권 제4호, 한국서
비스경영학회, 2014, p.157.

표를 하였다.2)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긍정론과 부정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선진국에

서 여러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해관계자

론과 결부되어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렬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부터 기업의 독과점, 

불공정경쟁행위, 환경오염 등과 같은 폐해가 커지면서 

CSR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

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CSR에 대하여 논의가 활발

하게 이루어졌다.3)

Ⅳ.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통하여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미국의 기업은 엔론(Enron)사와 월드컴(Worldcom)사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인하여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상실하

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은 ｢Sabanes-Oxley

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서는 재무보고에 대한 책임 및 

정기보고의 공시 등을 규정하였다. 이는 공시제도의 강

2) 정성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그 배경과 실제”, 「사회과
학연구」 제35집,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6, p.49.

3) 송호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배경과 회사법
적 구현”,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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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한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CSR의 실

질적 이행을 위한 입법의 의미가 있다.4)

2. 일본

  일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금씩 논의되기 시작

한 것은 대략 19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오랫동안 축

적되었다. 1956년 경제동우회에 의한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의 자각과 실천｣의 결의가 CSR에 대한 논의에 영향

을 미쳤다.5)

3. 독일

  2014년 9월 29일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

(2014/95/EU)은 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유럽 의회에서 통

과되었으며 2014년 11월 15일에 관보를 통해서 공표되었

다. 동 지침은 대기업 및 콘체른의 보고의무를 확대시켰

으며 환경 및 사회 문제의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

다. 즉 앞으로 기업은 환경문제, 근로자의 사회 참여뿐만 

아니라 부패척결과 인권 존중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넓

은 보고의무를 지게 된다.6)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사회적 공시란 ｢사회적 또는 환경적 문제와 관련된 경

영진의 정책 및 사무처리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7) 우

리나라에서 환경, 노사대립 및 인권 등의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외부에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시할 법적 

의무도 없다. CSR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부감사 등을 통

하여 기업으로부터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벽한지 검

증의 절차도 제도화되어야 한다.8)

Ⅵ. 결어
 

  종래에 우리기업은 이익증대를 위한 재무적 정보만 중

4) 송호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배경과 회사
법적 구현”, p.142.

5) 정성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그 배경과 실제”, 「사회과
학연구」 제35집,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6, p.48.

6) Andreas Glase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Erweiterung der (Lage-)Berichterstattung um nicht-finanzielle 
Informationen zur Erhöhung der Unternehmenstransparenz 
in Umwelt- und Sozialbelangen, IRZ 2015, S. 55 ff.

7) 원동욱,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CSR”, 「금융법연구」 제10
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3, p.141에서 재인용.

8) 안수현,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화를 위한 試論”, 
「환경법연구」 제29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7, p.69.

시하였으나, 이제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환경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공시에는 비재무정보도 포함

되어야 한다. 그리고 ISO 26000과 같은 사회적 책임 국

제표준이 우리나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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