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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오삼교․이남섭․최윤국․홍욱헌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은 단
순한 자선활동의 차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의 요체로 새로이 주목받고 있
다. 기업 경영에 CSR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자원 활용의 효율화와 내부
적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종업원의 인권 존중
과 원활한 노사 관계 및 공급망 관리를 통해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특히 해외 진출 기
업의 CSR 활동은 현지국에서의 기업 이미지를 높여 시장 개발 및 매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현지국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
고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CSR의 다양한 효과와 필요를 염두에 두고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사회적 공헌 활동 제고를 위하여 중남미 진출 한국
기업들의 CSR 활동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목
적이 있다. 한국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멕시코, 브라질, 페루, 과테말
라와 파나마를 대상으로, 모두 34개 한국기업을 현지 방문하여 설문조사
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CSR 활동을 비교적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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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의 약 30%로 대부분은 소비자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들이
었다.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CSR 활동
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였다. 또 소비재 생산 대기업이나 지역사회와 갈
등 소지가 많은 자원개발 회사들의 활동은 활발한 반면, 중간재 생산업체
나 무역업체같이 소비자 이미지가 약한 기업들은 CSR 활동이 거의 없었
다. 기업들은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나 기업 브랜드 홍보를 위한 목적
으로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CSR 활동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전략과는 무관하게 자선활동적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부분
기업들이 CSR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구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활동도 체계적⋅계획적으로 수행되기보다는 필요
에 따른 임기응변적 성격이 강하였다. 활동 내용은 주로 빈곤층에 대한 경
제적 지원이나 교육 기회 제공, 재해 구호, 고아원 방문, 지역 사회 단체
에 대한 컴퓨터 같은 시설 지원 등으로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
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CSR 활동은 단순한 자선봉사를 주로
하는 초보적 단계나 기업활동의 리스크 관리를 주로 하는 대응적 CSR 단
계에 머물러 있다.
CSR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만하고 비계
획적 CSR 활동을 탈피하여, 기업의 핵심역량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
출 필요가 있다. 소극적인 “대응적 CSR”을 넘어 기업의 발전전략 및 지
역사회의 발전과 결합된 “전략적 CSR” 단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지
역의 필요를 고려하여 기업의 CSR 활동이 지방정부의 정책과 결합되도록
하고, 주민단체나 NGO들을 참여시켜 보다 효과적인 CSR 활동 전개를 위
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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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주제와 필요성
가. 연구의 주제와 배경
본 연구의 주제는 중남미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제고이다. 최근 한
국사회의 기업부문에서 가장 주목받는 현상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다. 기업
이 공익재단을 설립하거나 소외계층을 위한 단순한 자선사업 활동을 넘어 이
제는 사회공헌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경영이념에 사회공헌의 가치를 적
극 반영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미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미 20세기 초에 기업기부와 관련된 제도가 갖추어짐으로써 대부분의 미국기
업에서는 사회적 책임이 가장 중요한 경영가치로 자리잡아왔다. 다른 어떤 지
역보다 미국에서 제3섹터가 발달하고 비영리 시민단체의 활동이 왕성한 것은
이 같은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과 무관하지 않다(조대엽 2007：5-6).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1960-7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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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발하게 나타난 이래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1960-70년대는 기업의 경제
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이 이론적 공방을 거듭하면서 가장 왕성한 학술적
성과를 보인 시기였다. 이러한 학술적 논의는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가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기업도 사회 내의 도덕적 존재로 역할해야 한다는 사회
적 요구와 함께 학술적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조대엽 외 2007：6). 최근에는 Klaus Schwab(2008)이 기업을 지구시민 또
는 지구개발의 새로운 주역으로 지칭하면서 다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2008년 1월의 다보스포럼은 빈곤 감소를 가장 긴급한 이슈로 채택하였는데
이는 기업이 단기적 이윤추구를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
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기업 스스로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기업 사회공헌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학, 경영학, 복지학 등의
영역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사회학과 정치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경제, 경영, 복지 분야의 연구들은 대부분 비영리민간재단에
관한 연구의 연장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전략적 비영리 활동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분야에서는 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기업 자체의
활동에 국한시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
헌활동이 단순히 기업의 이익제고를 위해 시도되는 수준 높은 경영전략으로만
간주될 수 없고 보다 거시적인 사회구조의 변동과 깊이 연동되어 있다고 한다
면 이는 보다 다양한 관점을 필요로 한다. 특히 사회학적이고 정치학적인 논의
가 포함된 학제간 접근이 요청된다.

나.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09년 11월 25일 한국은 OECD국가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것은 명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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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전환하였
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추세에 맞추어 한국기업도 이미 사회적 공헌활동을 국내외적으로 다양하
게 펼쳐왔다. 그러나 해외 진출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규모도 작은 한
국기업은 외국의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 비해 사회적 공헌 활동이 부족하고 때
로는 권위주의적 노사관행으로 현지 국가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중남미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의 실태와 미
래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연구는 한국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여 글
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단순한 자선 목적의 기부에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일자리와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는 독자적 프로그램 운영까지 그 폭이 넓고 활
동영역도 지역 개발, 보건, 교육, 문화 활동, 빈곤층 자활 방안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은 기업이 진출한 국가 및 기업의 입지 조건에 따라 결
정될 수 있으며 특히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초래하는 자원개발 지역에서
는 전체 지역사회의 대안적 발전 모델까지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2)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기업활동의 정당성과 사회적 기여가 기업의 평판
과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쳐 미래의 기업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점에서 기업은 이제 단순히 이익 추구의 주체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과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사회의 사
회적 인가(social licence)를 획득하는 것이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
다. 따라서 남미에서의 기업과 시민사회의 상호작용 패턴을 파악하고 이에 대
응하는 것은 한국기업의 성공적 진출과 현지화, 나아가 중남미 지역에서의 브
랜드 가치 확보에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공헌 활동은 지역 사회 빈곤층을 경제활동에 끌어들여 새로운 소비
자층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 점에서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사회적 공헌활동을 통해 자원과 인구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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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를 줄여 충분한 소비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과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한국기업의 21세기 선진국형 사회적 공헌 모
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의 목적
1) 중남미에 진출한 혹은 향후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이 현지 지역사회
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체로서 성공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헌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한다.
2) 이를 위해 중남미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진출 국가 및 업종별로 사회적
공헌의 최근 추세와 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이 사회적
공헌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침과 방향을 제시한다.
3)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남미에 진출한 국내외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의
효과를 검토하여 국가와 업종, 규모에 적합한 다양한 전략적 선택 메뉴
를 제공하며,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 활동의 풍부한 사례를 발굴하여 우
리 기업에게 사회적 공헌활동의 효과까지도 예상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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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방법론
우리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으로 다음의 방법들을 기본적으로 활용하였다.

1) 연구 방법론
연구조사방법론으로는 국내외 문헌조사와 심층면담조사, 질적 방법과 양적
분석방법 그리고 학제간 접근에 의한 다면적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였다.

2) 조사 방법론
본 연구의 핵심적인 방법론인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 기업 발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홈페이지(한국기업, 외국기업) 조사
－ 언론 보도(각국의 주요 언론) - 온라인(구글 등) 조사
－ 방문 면담1(한국기업, 외국기업) - 한국기업은 현지방문, 외국기업은 온
라인
－ 방문 조사2(현지 대학과 연구소 및 시민단체)

3) 현지방문 면담조사방법
가) 현지방문 면담조사대상 선택
본 연구를 위하여 중남미(멕시코, 과테말라, 파나마, 브라질, 페루)에 진출한
한국기업 38개를 표본으로 선택, 현지방문조사(8-9월)를 위한 출국 전(7월경)
에 국내 본사법인 방문을 통해 보고서 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 국가 선택은
코트라에 보고된 기업의 투자규모 순서와 상징적 의미가 큰 순위에 따라 선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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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조사대상 기업의 국가별 ‧ 업종별 분포도 ❚
국가

제조업

멕 시 코
과 테 말 라
파 나 마

7
2

페
브
소

질
계

물류유통

사업서비스

기타

3

5
14

소계
11
2
2

2

루
라

전기/
자원개발
1

2

3

2

3

4
12

1
3

2
(건설, 수산 각 1)
2

9
10
34

나) 현지방문 심층면담조사
국내 본사법인의 보고서 조사를 현지조사 이전(7월)에 실시한 다음 연구자
들이 여름방학(8-9월) 동안 직접 현지 방문조사와 경영진 면담을 통한 심층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보고서 조사에서 미비한 점을 확인, 보완
하였다.

4) 조사연구의 주요 내용- 중남미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 특징 도출
이번 조사의 주요 내용은 중남미 한국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특징을 도출하
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별 특징, 업종별 특징, 입지 지역별 특징으로 나누
어 검토하였다. 현지국가의 국내외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 자료를 검토하여
국가별, 업종별, 지역별 특징을 도출, 이러한 특징이 의미하는 사회적 공헌활
동의 함축성을 검토하여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에 갖는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국가의 기업문화, 시민사회 조직의 활성도, 지역사회 운동의 힘, 정부
의 정책 등이 이러한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검토되었다.

5) 조사연구의 결과-한국기업의 평가 및 제안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을 전술한 조사 항목에 따라 정리하고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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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입지 지역별(공단, 주거지, 자연 등)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
러한 차이를 초래한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 스스로의 평가와 외국기업의 활동
을 배경으로 사회적 공헌활동의 효율성과 효과를 제시하였다.

다. 연구조사 전략
1) 외국기업과 한국기업 비교 분석
먼저 중남미 진출 외국 기업 및 연구대상국의 주요 자국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검토하고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과 비교하였다. 활동 동기, 활동
범위(교육, 보건, 지역개발 등), 지역사회와의 관계, 활동 방식(장단기, 독자적/
기존 조직 지원), 활동비, 홍보 전략 등을 비교하여 외국 기업의 전반적 동향
을 살피고 한국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충분한지, 방향설정이 효과적인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지역사회 여론에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등을 검
토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이 얼마나 효율적인
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2) 연구대상 국가
한국기업의 중남미 진출은 버뮤다나 케이맨 군도 등 금융산업 부문을 제외
한 자원 개발 및 제조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주로 멕시코, 브라질, 페루에 집
중되어 있으며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칠레는 브라질 투자의 약 1/10에 불과하
다. 브라질은 1968-2008년까지 대중남미 투자의 10%를 차지하여 가장 큰 투
자 국가이며 그 뒤를 8.6%의 멕시코, 7.5%의 파나마와 7.3%의 페루가 잇고
있다. 칠레는 1.1%, 아르헨티나는 1.7%, 과테말라는 1.1%에 불과하다(귄기수,
김진오, 고희채 2009). 따라서 멕시코, 브라질, 페루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며
본 연구의 핵심은 이들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한다. 다만 국가별 비교연구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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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위해 중미의 과테말라와 파나마를 추가하였다.
특히 페루는 석유/천연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이 활발한 곳으로 이 지역은 앞
으로 자원개발회사의 진출에 대비하여 자원이 매장된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설
정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페루에서 일어난 원주민들의 광산 점거 및 도로 봉쇄
등은 모두 자원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최근 광산회사들은 수백만 달러를 들여 광
산이 소재한 지자체 및 주민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Echave 2009).

3) 조사대상 한국기업
조사대상 기업의 선정은 수백 명 이상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진출국이
나 진출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규모 투자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은 일단 면담조사 대상이 되는 한국기업들의 리스트로 이들 중 특히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6-7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
사에 참여한 기업의 리스트와 일반적 개요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 표 1-2. 설문 및 인터뷰 대상 기업 ❚

멕시코 11개사
기업명

대기업

중소기업

업종

포스코 멕시코

철강

대우일렉트로닉스 (Querétaro)

전자

삼성전자 (Querétaro)

전자

(주) 효성 (멕시코시티)
Samsung America Inc. (삼성물산) (멕
시코시티)
M-Tech de México (Querétaro)
SEIMEX 멕시코 (Querétaro)
INAMEX (Querétaro)
Pantrans (멕시코시티)
Doobalo
KST Electric Power Co. (멕시코시티)

도소매 (무역업종)
무역업체
화학 (삼성 협력업체)
화학
전자 (협력업체)
운수
제조업
전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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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철강재 자동차용 도
금강판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최근 전자, 서비스
등으로 업종 확대
사출 플라스틱
가전부품사출
가전제품 부품 생산
대형장비 운송업체
섬유 의류
한전, 진출초기

브라질 10개사
기업명

대기업

중소기업

업종

주요 생산품

현대자동차 (피라시카바)

자동차

공장 건설 중

삼성 캄피나스

전자

컴퓨터, 셀폰

삼성 판매법인 (상파울루)

판매 유통

전자제품

LG 타우바테

전자

컴퓨터, 셀폰

LG 판매법인 (상파울루)

판매 유통

전자제품

동국제강 (세아라)

철강

일관제철소 건설 중

CJ 브라질 (피라시카바)

화학

사료용 라이신

현대종합상사 (상파울루)

무역

대우인터내셔널 (상파울루)

무역

삼성 SDS (상파울루)

사업서비스

소프트웨어 수주

페루 9개사
기업명

대기업

중소기업

업종

주요 생산품

SAVIA PERU

자원개발

유전 개발

SK INNOVATION

자원개발

천연가스 개발

LG (판매법인)

유통판매

전자

삼성 (판매법인)

유통판매

전자

세일 E&C

건설업

포스코 협력사
(플랜트 건설)

Maquinaria U-Guil (교포업체)

물류유통

건설장비 판매 임대

Bong (교포업체)

사업서비스

자동차 판매, 정비서비스

Intra Worldwide (교포업체)

사업서비스

가전, 보안서비스

Peruco S.A. (교포업체)

수산업

오징어 등 어류 가공

중미 4개사 (과테말라, 파나마 각 2개사)
기업명
대기업
중소기업

업종

파나마 삼성

유통판매

파나마 LG

유통판매

과테말라 Texpan

제조업

과테말라 삼솔

제조업

주요 생산품

위의 기업들을 다시 기업의 특성별로 구분하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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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조사대상 중남미 한국기업 ❚
국가명
멕시코
과테말라
파나마
페루
브라질
소계

대기업
5

중소기업
6
2

2
4
9
20

5
1
14

합계
11
2
2
8
10
34

4) 조사 항목(면담 및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조사)
이번 조사를 위해 설문은 13개 항목, 면접은 1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1)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것은 첨
부 설문지와 면담 가이드라인 참조).
－ 사회적 공헌 활동 참여 분야(교육, 보건, 빈곤해결, 환경, 주택)
－ 사회적 공헌 활동 참여 동기
－ 활동의 지역적 범위(전국적, 지역적, 기초 지자체)
－ 기업내 전담조직 설치 여부
－ 활동 방식(장기/단기,

독자적 재단 조직/기존 자선단체 및 프로그램

지원)
－ 활동 비용(매출액 대비)
－ 지역사회의 반응, 지역사회 단체와의 관계
－ 기업의 자기 평가
－ 사회적 공헌활동의 결과(이미지/평판 개선 효과, 시장확대 효과/주식시장
평가)
－ 사회적 공헌 활동 내부 규정 보유 여부
－ 사회적 공헌 활동 보고서 공개 여부

1) 설문 문항 설계는 GRI 조사항목과 Kotra(2010b)와 전국경제인연합회(2009)의 기존 설문들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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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본 연구과정에서 진행한 단계별 연구전략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연구주제：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CSR 제고 방안 연구전략
제1단계(6-7월)
기초분석

제2단계(8-9월)
현지방문조사분석

제3단계(10-11월)
종합비교분석 및 보고

중남미 진출기업의
CSR활동에 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조사⋅분석
및 국내 본사
면담 조사

중남미 현지의
다국적 기업과
한국기업의 CSR실태
보고서 조사 및
현지 방문 심층 면담
조사⋅분석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전문가 자문세미나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발표) 후
수정⋅보완 제출

➜

⇕

⇕

➜

⇕

연구목표：글로벌시대 한국기업의 21세기 선진국형 CSR 모델 제시

라.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한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다루고,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과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
에서 6장은 개별국가의 CSR 사례연구로 멕시코(3장), 브라질(4장), 페루(5장),
중미(6장) 순으로 각 국가의 CSR 특성과 현황을 분석한다. 마지막 제7장은
결론으로 연구 요약 및 시사점, CSR 제고방향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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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검토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 틀과 선행연구를 검토하려 한다. 그러
나 그 이전에 CSR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본 연구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CSR 용어 발생의 기원과 CSR의 국제적 측정 기준을 살펴볼 것이다.

1. CSR 이해
가. CSR의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t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CSR
용어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지구적으로 높아지면서 비롯되었다.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늘날의 대표 용어인 CSR 외에도 기업의 지속가능성
(Corporate Sustainability), 기업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기업시민
(Corporate Citizenship), 책임있는 기업(Responsible Entrepreneurship), 사
회적으로 책임있는 기업(empresa socialmente responsible), 트리플 보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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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Triple Bottom Line), 기업윤리(Corporate Ethics), 기업의식(Corporate
Consciousness) 등 시대에 걸맞은 이슈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양하게 사용
되어 오고 있다.2)
CSR 개념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등장하였으며 주로 경영학적 관점에서 많
이 접근되었다. 가령 보웬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가에게 주어진 사
회 전체의 목적이나 가치에 알맞게 자신들의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을 하
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에 옮기는 의무”라고 정의하였다(보웬 1953). 멕과
이어는 “기업의 사회에 대한 경제적⋅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넘
어서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까지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McGuire 1963).
최근에 세티는 “기업은 법률적⋅경제적 의무를 넘어서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
그리고 사회적 기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업행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Sethi 1975; 한도현 외 2005：29).
또 일본의 다니모토 간지는 CSR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CSR이란 기업
활동 과정에서 사회적 공정성 및 환경에 대한 배려 등을 포함해, 이해관계자
(주주, 종업원, 고객, 환경, 공동체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경제⋅사회
환경에 대한 기여도 향상을 지향하는 것이다”(다니모토 간지 2011：28).
CSR 용어 사용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CSR 개념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SR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1987)가 발간
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공식 사용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오늘날
CSR의 핵심 주제인 환경과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1972년 6월 5일3)
UN 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와 성장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1992년에는

2) 영어의 CSR이란 용어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Empresa Socialmente Responsable(ESR)로 번역되어
사용한다. 국내에서는 CSR이란 용어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ESR 대신
에 CSR을 사용한다.
3)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최초의 인간환경회의로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며, 이후 매
년 개막일인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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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환경개발회의(리우 회의)에서 리우선언과 의제 21이 채택되어 인간중심
지속가능 개발, 환경보존 및 빈곤 퇴치 등에 지구적 협력을 도모했다. 1995년
WBCSD(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기존의 지속가능개발을 기업 차원에
서 지속가능경영으로 수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근로자와 가족
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으며, 이
외에 에코 효율성, 혁신과 기술, 생태계 보존, 지속가능성과 시장 및 리스크
경감 등의 핵심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Elkington은 점차 기업의 CSR 성과는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성과 등 세 가지 핵심요소(triple bottom line)에 근거해 평
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Elkington 1997).
요약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함께
변천해 왔다. 초창기에는 CSR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역할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오늘날은 공급자로서의 역할 외에 수요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기업시민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이리하여 1990년(세
계경제의 세계화-글로벌화) 이후 국제기구들은 윤리 라운드 추진을 통해 기업
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윤리강령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한도현 외 2005：30).
최근에는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에 진출한 선진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
시되고 있다(Chanda 2003). 특히 진출국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정보화⋅경
제⋅사회⋅환경 분야의 격차를 좁히는 것을 사회적 책임의 핵심으로 본다(한
도현 외 2005：31).

나. CSR 측정 및 분석
기업의 CSR을 측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현재 국제사회를 중
심으로 기업의 CSR에 관한 다양한 이행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며, 유엔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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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환경, 반부패 영역에서의 원칙을 규정한 국제협약을 제정하여 기업의 가
입과 협약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어
지고 있는데, IBM을 비롯해 소니, 필립스 등 22개 글로벌 대기업들이 2006
년 하반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통일된 기준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
발표의 중요성은 이 CSR 기준을 자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에게도 확대 적
용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협력업체들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만든
CSR 평가항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신고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
하는 업체는 조달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대기업이 자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CSR을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협력업체의 CSR 불
감증이 자사 제품의 신뢰성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최혁준 2010：
15).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CSR 규범 및 표준으로는
ISO 26000, UN Global Compact, GRI Guideline, OECD MNEs
Guideline, UN PRI, AA1000 AS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이 선호되
는 것이 GRI, 글로벌 콤팩트 그리고 ISO 26000이다.

1) GRI
첫 번째로 중요한 국제기준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4)이다.
1997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미국의

환경단체인

세레스(CERES：

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가 중심이 되어 설
립한 국제기구인 GRI는 기업, 정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을 모두 참여시
켜 표준화된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지침을 마련하였다. GRI는 크게 경제, 환경
및 사회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사회적 책임을 분석하고 있다. GRI가 1999년에
초안을 만든 지속가능 보고 기준은 이후 국제적으로 가정 일반화된 가이드라

4) http://www.globalreport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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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자리 잡았다.5)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은 1990년대 이후 폭발적
으로 증가하였다. 보고서의 국제표준을 이끌고 있는 GRI에 등록된 기업은
2010년 6월 현재 6,438개에 달하고 있으며, <포천> 선정 250대 기업 중
70%가 일본 상장기업의 80%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도 2003년 삼
성SDI가 최초로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2010년 6월 현재 65개 기업이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GRI에 등록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1,134
개, 미국의 894개, 일본의 530개와 비교하면 한국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최혁준 2010：77).

2)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CSR 국제기준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유엔 글로벌 콤팩트이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는 지난 1999년 코피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협약이다. 코피 아난은 글
로벌화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 4대 영역으
로 나누어 촉구하고 나섰다. 즉 글로벌 시민 원칙을 표준화하여 기업시민주의
의 보편화에 기여하였다(Emilia 2004, p. 41).
글로벌 콤팩트는 규제수단이나 행동강령이 아닌 일종의 ‘가치기준’으로 노
동, 인권, 환경, 반부패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10대 원칙으로 이루어
져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CEPAL이 ‘글로벌 콤팩트’6)를 통해 라틴아메리
카에서의 CSR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콤팩트에 의한 중남미에서
의 CSR은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두고 있다(Emilia 2004, pp. 5~6)：해당 국
가에 적합한 활동계획과 조직기구 운영 정도; 지역 및 국가 조직의 전문화 정

5) 2006년에 발표된 G3 가이드라인은 현재 가정 일반적인 표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사용되는
GRI 3.1 버전에 이어 2013년에는 GRI 4버전이 예정되어 있다(www.globalreporting.org).
6) ‘글로벌 콤팩트’의 CSR 전략 주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비즈니스 윤리, 가치 및 원칙; 인권, 근로, 고
용; 기업거버넌스; 환경보호; 공급자와의 관계; 박애 및 사회투자; 투명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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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대외기구와의 협력 정도; 지역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활동의 주요
정책적 특징; 기업 내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차원의 CSR 활동과 정책을 보급
하기 위한 메커니즘 확보(사회적 활동 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재정지원
보고서 등) 등이다.
200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130여 개국 7,700개 이상의 기업 및
단체가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하고 있으며, 참여단체는 기본 원칙의 구체적 이
행사례를 2년에 한 번 이상 글로벌 콤팩트 웹사이트에 게시해야만 한다.7)

3) ISO 26000
셋째는 2010년 11월 1일 국제표준화기구가 공표한 ISO 26000이다. ISO
26000은 기존의 기업 위주에서 정부, 노조, 소비자, 시민단체 및 연구학계에 이
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작동한다. ISO 26000은 자발적으로 이행수준을 체크
해 볼 수 있도록 프로세스와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프로세스는 8단계로 진행되
는데 사회적 책임 인식,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핵심주제와 쟁점 분석, 우선순
위와 실행전략 수립, 실행, 의사소통, 검증, 개선이고, 성과 진단의 핵심주제는
지배구조(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지
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7대 핵심 분야에 300여 개의 지침이 담겨 있다. ISO
26000 지침(guidence)은 한편으로는 자발적이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이
해관계자들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접근할 수 있기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ISO 표준처럼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가 준비해서 증명해야 하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하다. 7개 분야 중 기존의 사회적 책임 평가 지수와는 달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7) 2007년 3월 말까지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한 한국기업 및 단체 수는 29개에 불과하였으나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취임 이후 국내 가입 기업 및 단체 수는 꾸준히 늘어, 2009년 6월 30일 현재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는 174개의 국내 기업 및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페인(936)과 브라질(338),
멕시코(217) 등에도 뒤처져 있어 보다 많은 한국기업과 단체의 참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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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공헌이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기업이 글
로벌시민기업으로서 진출해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있어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ICT의 발달로 지구촌이 디지털화되어 가는 시대
에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수 있어 향후 지역사회와의
관계 유지 및 개선에 대한 준비와 실행을 추진해야 한다.
ISO 26000은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즉 산업체, 정부, 노
동계, NGO 등의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 IS 26000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제 입
찰이나 주식 상장 등에 있어 평가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준수
하지 않는 기업은 국제거래나 투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기업
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8)
현재 ISO 26000은 의무적이 아니며, 이 기준에 맞추어 발행된 기업보고서
도 아직은 없다. 그러나 향후 기업들에게 ‘윤리적 바이블’이 될 수 있어 이에
대비해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CSR 측정기준 외에도 다른 측정기준들이 있다. 가
령 SA8000과 AA1000이 있다. 1997년 미국의 경제우수인증협회(Council on
Economic Priorities Accreditation Agency)는 SA8000(Social Accountability
Standard)을 제정하여 사회적 책임의 표준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주요 평가
요인을 보면 아동노동, 강제노동, 보건과 안전, 결사 및 단체협약의 자유, 차별,
징계와 처벌, 노동시간, 보상 및 경영시스템 등 9개 영역으로 구별해 해당 기
업에 인증서를 제공하였다.
AA10009)은 GRI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영국의 비영리 사회책임연구소인

8)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인 ISO 26000은 2005년 1차 총회를 시작으로 2007년 3차 초안이 완성되었으
며, 2010년에 국제 표준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9) 2003년 3월 영국의 사회책임연구소가 제정한 세계 최초의 국제검증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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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bility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 검증 표준으로 제시한 3대 원칙인 포괄
성, 중요성 및 대응성 위주로 검증하는 원칙이다. AA1000은 기존 지속가능보
고서의 가이드라인인 GRI와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기
업 중심으로 애초부터 AA1000 검증 기준에 맞추어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 국제적인 CSR 측정론에 대한 비판적 이론도 있다(Emilia 2004,
pp. 20~21). 첫째, 기업은 소비자 및 대상국가의 환경 규제에 맞추어 각종 미
사여구를 동원해 친환경기업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천적인 면에 있어 아직
CSR은 ‘그린워싱10)’을 해소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CSR 활동
은 결과에 대한 의무적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CSR 활동은 기업의 평판에 국한된 해결
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향후 기업경영의 큰 틀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넷
째, CSR의 기원은 선진국의 소비자, NGOs 및 기업에 의해 시작되면서 선진
국의 표준과 이해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은 사회⋅
경제적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국주의 진출로 우려하고도 있다. 한편 개
도국은 CSR이 경쟁을 제한시키는 관세장벽 효과를 유발하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끝으로 기업들은 대중과의 소통 프로세스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이는
CSR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역설적인
현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CSR 이
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령 개도국에서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의 중심이 되고,
공급망 구성의 기초가 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CSR
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Unido(2002)와 Copenhagen
Center(2005)의 주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은 기업들이 친환경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친환경 이미지만 내
세워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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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 주요 기업들의 CSR 참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논의는 1995년 코펜하겐에서 열
린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세계화로 인한 문
제에서 기업이 져야 할 책임과 역할이 본격 논의되었다. 이 논의는 2002년 요
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지속되었다. 그리고
2003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8정상회담에서 CSR이 처음 의제로 채택되
었고, ‘책임 있는 시장경제 선언’이 발표되었다(다니모토 간지 2011：35).
CSR에 대한 논의는 유럽이 먼저 시작하였다. 2000년 EU 이사회의 리스본
선언이 이런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유럽위원회는 CSR검토위원회를 설립하
였다. 그리고 2002년 7월 화이트페이퍼를 발행했다. 이후 EU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CSR EMS 포럼을 개최했다 (다니모토 간지 2011:38-39).
최근에는 미주개발은행(IDB) 또한 중남미에서 CSR 환경·사회 프로그램
(Corporate Environmental & Social Responsibility)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적 책임을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산화탄
소 배출 여부를 중남미 지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21세기 들어 기업
은 전통적인 이윤 창출이라는 목표 외에도 CSR 이행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소
명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경우도 유럽과 미국의 흐름을 받아들여 CSR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동우회가 조사한 CSR 자기평가 리
포트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기업 수는 회원사 877개사 가운데 229개사
(26.1%)에 불과했다. 회답하지 않은 기업에 이유를 질문한 결과 40%가 ‘CSR
은 시기상조’라고 대답해, 많은 기업이 CSR에 관심이 없거나 아직도 대응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SR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은 대체로 종업원 수
가 많은 대기업, 외국인 지분 비율이 높은 기업(1% 이상), 제조업(환경대응)이
라는 지적도 있다(다니모토 간지 20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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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전 세계 기업들은 현재 주요 CSR 평가기준인 GRI, 글로벌 콤팩트,
샘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SAM-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11)),
다보스 포럼 기업평가 기준12)에 이어 ISO 26000 기준도 충족하려고 노력하
고 있다.

2. 이론적 검토
가. 접근 방법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대표적인 일반 이론으로는 캐럴의 기업사회공헌
모델(Carroll 1979), 기업의 시민성과 시민지향 거버넌스 이론을 제시하는 사
이먼재덱(Zadek 2001; 2004),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 사회구성 영역 내에
내재된 공적 영역의 재편에 초점을 두고 시장 공공성과 정당성 모델을 제시하
는 공공성 재구성의 관점(조대엽 외 2007; 윤상철 2007),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로부터 도출하는 혼합형 거버넌스 구
조이론(이택면, 박길성 2007) 등의 접근이 있다.
서구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공헌활동은 오랫동안 기업활동의 가장 주요한 이
슈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관한 학술적 논의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둘
러싸고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 가운데 캐럴은 이른바 ‘기업사회공헌모델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model)’이란 이론을 제시하였다. 캐럴은 ‘기
업사회공헌모델’을 사회적 책임의 범주와 사회이슈, 사회적 반응 과정의 세 축

11) SAM-DJSI는 스위스의 지속가능성 투자기관인 샘과 미국의 다우존스가 공동 개발한 국제적인 지속가
능성 평가 지표를 말한다. 여기서는 매출액 기준 상위 2,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평가하여 상위 10%를 글로벌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12) WEF는 매년 ‘글로벌 100대 지속가능 대표 기업’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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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사회적 책임의 범주는 경제적⋅법적⋅윤리적⋅자의적
책임으로 구분하고, 관련된 사회이슈는 소비자 문제, 환경문제, 인종차별문제,
상품안전문제, 직업안전문제, 주주문제 등으로 설정하며, 사회적 반응의 범주
는 반발, 방어, 타협, 선호 등으로 유형화한다(Carroll 1979:499-502;Visser
2008：474-499).
다른 한편 사이먼 재덱은 ‘기업의 시민성’이란 개념을 학술적으로 명료화하
였다(Zadek 2001; 2004). 국내에서는 ‘기업시민정신’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기업시민정신의 개념 속에는 의식, 가치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으며 또
이를 사용하는 학자들은 이를 바람직하며 모범적인 기업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 개념 자체를 대단히 규범적으로 해석하고 있다(주성수 2003). 그러나 기업
시민성이란 개념은 ‘제도적 현상으로 본질적으로 신경제의 산물’이란 점을 강
조한다. 아울러 이를 인간양심의 진화나 도덕적 회개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경제가 필연적으로 ‘건전한 기업’을 만
들어낸다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Zadek 2001：8). 따라서 제
도적 수준에서 공공성의 재구성에 따라 시장과 시민사회에 구조화된 공공성을
지칭하기 위한 기업의 시민정신을 ‘기업시민성’으로 이해한다. 시민적 기업
(civil corporation)과 시민적 거버넌스(civil governance) 등의 개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조대엽이 재덱의 ‘기업의 시민성’이란 개념을 더 발전시켜 ‘공
공성 재구성의 관점’을 제시한다. 조대엽의 ‘공공성 재구성의 관점’은 무엇보
다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시장영역에 할당된 공적 기능이란 점에서 ‘시장
공공성’으로 규정하며 이를 국가가 가진 ‘정당성’ 기능의 부분적 이전으로 해
석한다는 점에서 정당성 모델을 강조한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현대자본주
의에서 오랜 연원을 갖는다. 그러나 조대엽은 대체로 1980-1990년대 이후 치
열해지는 경쟁적 조건에서 생존을 위한 다운사이징과 구조조정의 과정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내부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점에 주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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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조대엽 2007：11). 말하자면 최근의 기업 사회공헌활동은 단순 기부활동과
는 달리, 나아가 기업이 만들었으나 시장영역 외부에 위치함으로써 오히려 시
민사회영역으로 규정되는 기업 재단활동과도 달리 마케팅 및 경영전략의 차원
에서 기업 내부에 조직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대엽은 이러한 전환을 단순히 기
업 자체가 추구하는 자구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시장화 경향
에 따른 공공성의 새로운 할당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시장공
공성이 시민사회의 공적 기능과 연계되는 것을 시민지향기업, 시민지향의 거버
넌스 등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같이 시장공공성과 시민사회의 공
공성이 연계되는 것을 제도적 수준에서 기업의 시민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파
악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거리가 크게 좁혀지는 이 같은
현상을 시장과 시민사회 사이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시민사회화’ 경향과 ‘시민
사회의 시장화’ 경향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조대엽 2007).
다른 한편 이택면과 박길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로부터 도출한다. 이들은 기업과 시민사회의 관계를 조율하는 장
치를 기본적으로 시장과 국가로 본다. 이들은 자율적 균형을 지향하는 ‘시장형
거버넌스’와 국가 주도의 ‘위계형 거버넌스’를 넘어 기업의 사익과 시민사회의
공익을 공히 보장하는 제3의 형태로 ‘혼합형 거버넌스 구조’에 주목한다. 혼합
형 거버넌스 구조는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자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
는 개방적인 지배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들은 이러한 기업지배구
조의 전환 가능성을 무엇보다도 자원의존이론과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으로부터
찾는다(이택면, 박길성 2007; 조대엽 2007：14).
또 윤상철은 민주화가 기업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는 민주화와 함께 기업과 시민사회의 자유화가 동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조대엽 2007：12; 윤상철 2007). 문제는 이러한 자유화가 기업이 민주화에
따른 사회적 책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했기 때문에 기업-시민사회
관계 변화가 지체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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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SR의 기능과 역할
많은 학자들이 CSR에 대한 연구를 통해 CSR이 새로운 경영 프로세스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프리드먼(Friedman 1962)
이 “기업은 단 하나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게임의 규칙 안에서 재원을 활용하
여 이윤을 증가시키는 활동이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이윤추구가 곧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라고 한 고전적인 주장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시각이다. 그레이
슨과 호지스(Grayson and Hodges 2004)는 CSR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기회(Corporate Social Opportunity: CSO)’라는 개념을 정의하면서 기업시민
이 되고자 한다면 ‘책임’을 기반으로 ‘기회’를 생각하라고 제안하였다. CSO는
주주, 고객 및 종업원 모두에게 이익이 됨을 강조하였다.
코레야(Corella et al. 2008)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는 대내적으로는 근로윤번제 감축, 안전한 근로환경, 노동자 효율성 개선, 대
외적으로는 재단 설립을 통한 사회투자 실현, 기부, 레크리에이션 공간 창출,
녹색지대 확대, 장학금, 인도적 지원, 위생 프로그램, 문화, 교육, 인간계발, 스
포츠,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정책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우리올라고이티아와 무리요(Urriolagoitia and Murillo 2009)가 유럽 중
소기업 차원의 CSR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 중소기업도 피
해갈 수 없는 경영 형태(forma de gestionar)가 되고 있다. 성숙한 기업의식과
전략적 차원에서 중소기업도 “기업의 우수성(excelencia empresarial)”을 지향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스턴대학 기업시민센터의 연구 및 정책부문 책임자인 Pinney(2010)는 21
세기의 기업은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창출을 도모하
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책임 및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으로서의 역
할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적으로는 CSR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와 내적으로는 시민들이 기업의 ‘자선사업’보다는 ‘무엇을 하는지’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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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책임은 경제적 가치에서 나아가 사회·환경
적 도전과제에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며,
기업시민은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및 관리하여 지역사회에 유통시킴으
로써 올바른 시장경제 형성과 나아가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전통적인 사회공헌 개념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과거의 주요 사회공헌활동이었던 기부 등의 자선사업과는 차별화되는 보다 지
속가능한 사회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한다.
카탈리스트(Catalyst 2010)는 CSR의 이점으로 기업운영과 사회적 투자를
통해 재무, 사회, 경제적 공유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투
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투자로 인한 이윤 창출과의
긍정적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윌리엄스(Williams 2010)는 서울에서 개최된 ‘기업윤리와 기업시민정신’ 초
청 강연에서 기업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해 나가기 위한 요소로 Integrity(청렴),
Ability(능력), Benevolence(자선)를 지적하였다.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3가지 요소 중 능력(Ability)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되나 청렴
(Integrity)과 자선(Benevolence)의 실천 문제는 보다 심층적으로 고민해 보아
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 명의 사회구성원이 가족, 친구, 직장 등에서 각각 맡
고 있는 ‘역할책임’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법과 윤리적 기준, 사회적 책임을
따라야 하는 ‘시민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업 또한 생산 활동과 이윤추
구 등의 ‘역할책임’ 이행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시민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기업시민정신을 실
천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윌리엄스 교수는 UN 글로벌 콤팩트
(UNGC) 역시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의 활동
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UNGC에서 새롭게 발간한 “글로벌 콤팩트 리
더십을 위한 청사진 (Blueprint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Leadership in the
Global Compact)13)”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UNGC 내용은 ➀ 기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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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구조에 UNGC 10대 원칙 적용하기, ➁ UN 새천년개발계획(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에 기업의 참여 촉진, ➂ 이해관계자 참여 중
NGO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기업과 NGO 간 소통의 기회 확대 등이다.
D’Anselmi(2011)는 CSR의 개념을 모든 기구(민간 & 공공부문)에까지 확
대하고 있으며, 오늘날 기업들의 CSR 보고서에서 나타난 지속성과 책임은 극
히 제한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보다 비즈니스에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미지
의 이해관계자, 정보공개, 이행 및 소소한 윤리 등 4가지 가치로 형성된 실행
프레임워크가 가미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홀렌더(2011, pp. 233~234)는 ‘책임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기업의 사
회적 책임(CSR)’에 대한 보고서 발간과 전담부처 신설 등의 외형적 성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컨설팅’이라는 신업종 탄생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기업은 혁신적인 마케팅을 통한 책임마케팅(responsable marketing)을 실천함
으로써 매출과 기업브랜드 가치 상승을 도모해야 한다고 한다. 한 예로 세븐스
제너레이션(Seventh Generation)은 재활용 종이타월과 티슈 및 생분해성 세제
등 가정용품을 파는 대표적 소비재기업으로 ‘기업의식(corporate consciousness)’
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기업의식이란 사회적 책임을 몇 명 또는 특정 부서에
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원들에게 미래를 그리게 하고 다음에는 미래
를 위해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공동체 정신을 의미한다. 이로써 ‘지속가능
성’이 특정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회계, 마케팅, 물류, 제품개발, 연구소 등 모
든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된다. 세븐스 제너레이션이라는 사명처럼 앞으
로 다가올 7세대를 생각하는 기업이란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의미하는 회
사의 본질이요,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회사의 근본 신념을 형성하는 가치와 특
성을 의미한다. 이렇듯 기업의식은 곧 회사의 전략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고 있
다. 또 하나의 사례로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기업인 파타고니아를 들고 있다.

13) UNGC의 새로운 기회에 직면한 기업의 대응방안과 구체적인 청사진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www.unglobalcompact.org/docs/news_events/8.1/Blueprint.pdf.

38│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파타고니아 본사 정문에는 ‘죽은 지구에서는 그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다. ‘큰 목적을 추구하면 이윤은 따라온다’, ‘이윤을 내지 못하면 어
떤 기업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제조업’이란 없다, 다만 우리
가 만드는 제품 내지 활동 중에 많은 것이 해롭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다. 정직과 성장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업이다.
IBM(홀렌더 2011, pp. 216-218)은 세계유수의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2004
년부터 ‘글로벌 혁신 전망(GIO：Global Innovation Outlook)’을 통해 회사의
기술과 사업예측 과정을 외부 전문가―기업, 정부, 학계 전문가, 대중 등―에
게 공개하고 지구촌의 난제들을 더불어 해결하고자 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2008년 GIO 포럼에서는 물이 주제가 되었다. IBM이 후원하지만 이들 모임
은 모두 오픈 소스 모델이다. 당시 모임의 핵심은 물을 관리하기 위한 혁신적
인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포럼 몇 달 뒤 IBM은 물 공급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스마트 서비스와 기술을 선보였으며, IBM은
물 서비스 시장이 5년 이내 200억불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IBM 홈페이지에 ‘GIO 그룹’을 만들어 상설 대화창을 운영하고 있다. IBM은
IBM의 기본신념찾기 계획인 ‘가치 잼(Values Jam)’을 가동하였다. ‘혁신은
기업과 사회에 가장 큰 이익이 되도록 작용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가치 선언
은 기업 직원들의 자부심과 더불어 기업가치 재인식을 통해 올바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대다수 기업은 자신들이 혁신을 추구하는 데 기업 외부인
재들(고객 포함)이 소중한 기여를 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
다.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을 단순히 마케팅 차원
의 홍보, 브랜드 가치 제고, 고객의 환심 증진, 비판 무마 등의 수단으로 생각
하고 있다. 일부 기업의 CSR 부서는 실무 부문이 아니라 기업의 전략적 의사
결정에 영향이 없으며, 지속가능 보고서 역시 기업 활동의 중심에 있지 못하
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집합체’로 개인은 조직의 가치를 존중
하는 한편 자신의 주변 환경에 혁신을 가미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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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된 의식인 ‘기업 의식(corporate consciousness)’을 실천하는 것이 곧 기업
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적 책임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CSR 발전단계론
최근에는 이러한 일반적 CSR 이론을 기반으로 CSR 이행단계 이론이 발전
하고 있다. 여기서 CSR 이행단계 분석의 대표적인 이론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hilip Mirvis(2006)는 기업시민권 차원에서 접근하여 단계별로 시민권 개
념, 전략적 의도, 리더십, 구조, 이슈 관리,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투명성 및 단
계별 도전 과제를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머비스는 5단계로 나눈다. 1단
계는 기본단계로 법과 산업표준 준수에 중점을 두며 신뢰성을 얻는 것을 목표
로 한다. 2단계는 관여단계로 기업이 공동체, 환경, 사회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3단계는 혁신단계로 기업
은 포괄적인 시민권 개념을 수용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보다 개방적이
고 상호영향력을 주고받는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4단계는 통합단계로 CSR 활동이 조율에서 협력으
로 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위험관리체제, 이해관계자 협의 체제, 경영
진과 종업원에 대한 지속가능성 훈련, 이슈관리체제를 구축하면서 기업은 구체
적 사업논리보다 핵심적 기업가치의 실천을 목표로 설정한다. 마지막 5단계는
변혁단계로 게임의 룰을 변화시키고 시장창조 혹은 사회적 변화를 시도한다.
이 단계에서는 가치와 전략의 통합과 이를 위한 실천을 심화하는 것을 도전적
과제로 설정한다.
Zadek(2004)은 조직학습 관점에서의 CSR 이행 과정을 5개 단계로 구별하
여 각 단계에서의 기업의 대응 전략을 분석한다. 1단계는 방어단계로 문제 있
는 기업 행동을 부인하거나 기업책임을 거부하는 방식의 대응을 한다.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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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용단계로 기업은 CSR 활동을 기업활동에 수반하는 비용으로 인지하고
정책에 입각한 수용을 한다. 3단계는 관리단계로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
해 관리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일상의 기업운영에 CSR 활동을 결합시킨다.
4단계는 전략단계로 CSR 활동을 기업의 핵심적 사업전략과 결합시킨다. 마지
막 5단계는 시민적 단계로 CSR 활동에 산업 전체가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Strandberg Consulting(2002)은 CSR 이행 단계를 5단계로 구별하면서 단
계별로 기업이 접근해야 하는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CSR 전단
계로 기업이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2단계는 기
본단계로 기초적 수준의 CSR 활동을 사업상 이익으로 수용하나 기업의 책임
을 최소한의 법적 기준, 노동, 환경 보존 규정의 준수로 제한하여 이해한다. 3
단계는 선제적 대응단계로 CSR을 전략적 사업기회로 인식하나 CSR 목표와
비즈니스 모델은 무관하다. 4단계는 통합단계로 CSR을 핵심기업 전략으로 통
합하고 CSR 목표가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 5단계는 사명실천
단계로 기업의 사명 또는 목적이 사회적 조건이나 환경개선으로 바뀐다.
McElhaney(2008)는 CSR 성숙과정을 3단계(자선단계, 업무단계, 통합단계)
로 구분하고 있는데 평가 요소는 관여 수준, 기업 사명에 대한 중요성, 지원의
크기, 활동 분야, 상호 교류 수준, 경영의 복합성, 전략적 가치, 주요 활동으로
구분한다. 그는 CSR 활동을 조직 내의 성숙과정으로 이해한다(McElhaney
2008：23).
Dickson(www.enterprisedevelop.com)은 ‘지속가능성 사다리’ 원리로 CSR
역할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 요소로는 생산 혹은 서비스, 과정, 사업모델, 회사
의 초점,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공급자망과 가치사슬, 산업 지도력과 선도적
역할 등이다. Visser(2008)는 ‘개도국의 CSR 피라미드 모델’을 제시하면서
“CSR 역할은 선진국의 경우와는 다르다. 특히 개도국에서는 경제적 책임이 가
장 중시되고 다음이 자선 책임이며, 그다음에 법적⋅도덕적 책임이 강조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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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주요 연구자의 CSR 이행단계 분석의 틀 ❚
연구자/모델

Mirvis：
기업시민권단
계

Zadek：기업
책임 이행 단
계

이행단계 구분

협의의 기업시민권, 현 법률 준수, 신뢰성 확보 과제

2단계：관여
(engaged)

사회적 인가(license to operate), 법적 기준 초과 요구, 이해관계자
인식, 고위 간부의 관여 시작

3단계：혁신
(innovation)

포괄적 시민권 개념 수용, 보다 전략적 세부 프로그램 발동, 국제기
준과의 합치 과제

4단계：통합
(integrated)

조율에서 협력으로 이행, 성과지표 활용한 종합평가 시행, 핵심적
기업 가치에 집중, 파트너십 중요성 증가, 실천의 심화 과제

5단계：변혁
(transforming)

세계 시민기업 비전, 광범위한 협력체제 구축 및 운용, 다부문 지속
가능 파트너십 발전 과제

방어단계
(defensive)

CSR의 기업 활동 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 회피 및 문제 대응
소극적 대처

수용단계
(compliant)

CSR을 비용으로 인지, 최소 범위 수용

관리단계
(managerial)

CSR의 중장기적 가치 인식, 기업운영에 결합

전략단계
(strategic)

핵심적 기업 가치를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용

시민적단계
(civil)

산업 전체의 참여 추진, 세계 시민기업 추구

전단계(pre-CSR)

Strandberg
Consulting：
CSR
발전단계

단계별 특성

1단계：기본
(elementary)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윤창출)만 의식, 최소 법적 준수

기본단계
(Basic CSR)

기초적 수준의 CSR 활동을 사업상 이익(good business)으로 수용,
제한적이며 임시대응적 CSR 실천, CSR 보고서의 홍보성 수준

선제적 대응단계
(Proactive CSR)

CSR을 전략적 사업기회로 인식, 선제적 활동 프로그램 실천, 특정
부서의 사업으로 인식

통합단계
CSR이 핵심 기업 전략으로 통합, 목표가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
(Integrated CSR ) 성과관리 프로그램 실행, 이해참여자 참여
사명실천단계
CSR이 기업경영 전반에 흡수, 이해당사자와 파트너십 전개
(Mission-Driven CSR)

McElhaney

CSR
성숙
단계

자선단계

관여수준․자원의 크기․활동분야․상호교류 수준․경영의 복합
성․전략적 가치 등 미흡, 기업 사명에 대한 중요성은 주변적, 주요
활동은 기부

업무단계

통합단계로의 이행 시기, 주요 활동은 행사후원․대의 관련 마케
팅․종업원 자원봉사 등

통합단계

관여수준․자원의 크기․활동분야․상호교류 수준․경영의 복합
성․전략적 가치 등 수준 높음. 기업사명에 대한 중요성은 전략적
운용, 주요 활동은 공동행동․심층적 파트너십․재정원칙․산업
의 룰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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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속
연구자/모델

이행단계 구분

단계별 특성

기업 차원 사업 수익성 우선적 추구
사회환원：도구 및 상품 제공, 재해 구호

McElhaney

이행
단계
별
활동
범위

공동체

산업계

타회사의 모델：CSR 실천의 혁신과 시범, 모범적 실천으로 산업
전체에 간접적 영향
산업 차원의 변화：산업 전체의 행동규범 개발

세계

Dickson

좋은 이웃：자선활동, 자원봉사, 폐기물․오염물질 배출 감축

‘지속가능성 사다
리’ 모델 단계별
집중부문

주변 산업으로 CSR 확산, 지구적 책임(경제․사회․환경)에 공동
으로 대처
상품 혹은 서비스 > 사회적 책임 과정 > 사업모델과 사회적 책임과
연계 > 기업 전반에 CSR 적용 > CSR 효과로 기업브랜드 및 시장
점유율 확대 > 공급자망과 가치사슬 공고화 > 동종 산업에서의
CSR 전파 및 선도적 역할 수행
경제적 책임단계：개도국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시행으로 일자리,
세금, 소득증진, 투자, 기술이전, 현지기업과 협력 등

Visser

자선책임：개도국 자선문화 형성, 자선활동으로 시행
개도국 CSR 피라
법적 책임：개도국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지역관리들과
미드
좋은 관계 확보
도덕적 책임：개도국에서 영향은 가장 작으며, 자발적으로 지배구
조 및 도덕성 채택

자료：Mirvis(2006：3~13); Zadek(2004：2~12); Strandberg Consulting(2002); McElhaney(2008：
22~23); Dickson(enterprisedevelop); Visser(2008：474~499).

위의 이론들은 한국기업의 CSR 이행단계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준거
점을 제공한다. 비록 단계구분의 형식이 다양하나 단계별 특징의 내용은 대체
로 일치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위 이론들을 국가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하여 적용할 것이다. 가령 브라질과 페루의 경우는 Mirvis의 이론을, 중미의
경우는 Zadek의 이론을, 멕시코의 경우는 위의 이론 모두를 적용해 검토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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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남미 지역의 CSR 연구
가. 선행연구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개념은 미국과 유럽에서 1960년대의 위기 상황
과 연관되어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는데 중남미에서도 CSR 개념의 확산은 경
제적 위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1980년대와 90년대의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 지속적인 빈곤과 불평등, 국가의 무능이 결합되면서 자원과 기대가 기업
에 집중된 데 기인한다.
중남미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다. 미
국 마이애미 대학의 아게로(Agüero) 교수는 남미에서 기업의 CSR 활동이
증가한 배경으로 ➀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함께 국가의 경제개입이 줄면서 기
업의 책임도 함께 커졌고, ➁ 유럽과 미국의 경영대학원에서 사회적 기업
(social entrepreneurship) 모델이 새로이 개발되면서 CSR이 장기적⋅전략적
이익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➂ 빈곤과 실업의 악화로
인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회적 불안이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서 찾고 있다(Agüero
2004).
많은 연구들이 개별 국가나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 사례를 담고 있는데 이러
한 사례들에 대한 체계화를 도모한 연구로는 Agüero(2004)와 Haslam(2004)
의 연구가 있다. Agüero는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의 사회적
공헌 활동과 특성을 기업이 발전시킨 CSR 전담 추진 조직을 중심으로 검토하
고 있다. 멕시코는 자선단체적 성격이 강하고 브라질은 정치나 종교와 거리가
먼 기업의 독자적 활동으로 특징지어진다고 지적한다. Haslam은 남미 기업들
의 사회적 공헌 활동의 특징으로 기존의 자선단체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
하기보다는 자체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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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헌 활동의 목적이 회사의 브랜드 홍보 및 시장 전략과 결합된 것으
로 보인다(Haslam 2004：16).
Casanova and Dumas(2010)는 남미 다국적 기업들의 다국적 활동을 검토
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브라질의 Ethos Institute(1998), 칠레의 Accion
Empresarial(1999),

엘살바도르의 Fundemas(2000),

멕시코의 Cemefi

(Centro Mexicano para la Filantropia：1988), 페루의 Peru 2021(1994) 등
이 사회적 공헌활동을 전담하는 재계 조직들로 이들 국가에서의 활동이 자선
적 목적이나 기업가들의 사회적 의식의 표현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한 남미 기업들의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회사의 지식과 자재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지원한 멕시코
건축자재 회사인 Cemex의 “Patrimonio Hoy, Crece tu casa y tu”라는 프로
그램, 종업원 복지와 주식매입 프로그램, 해고 회피 정책으로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방침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의 세계적 체인인
Pepsico의 도전을 이겨낸 멕시코의 Grupo Bimbo, 환경과 자연자원의 지속가
능 사용을 중시함과 동시에 판매망에 모두 40만명의 여성을 고용하여 일자리
마련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달성한 브라질의 Natura Cosmeticos, Raizes e
Asas(Roots and Wings) 프로그램으로 학생 1인당 1만 2천 달러를 투자한 브
라질 Banco Itau의 교육 프로그램, UNICEF 및 남미의 22개 회사와 협조하
여 아동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브라질의 Petrobras, 길거리 노점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요리 기술 및 보건 위생 기준 준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페루의 Astrid and Gaston(A&G) 식당 체인 등을 소개하고
있다(Casanova and Dumas 2010).
Peinado-Vara(2005)는 중남미에서 활동 중인 외국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콜롬비아에서 영업 중인 스페인 전기회사 Union Fenosa와 베
네수엘라에 진출한 미국 Procter & Gamble의 사회적 공헌 활동 사례를 제시
하고 있다. Peinado-Vara는 이 연구에서 이 두 기업들이 저소득층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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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소비자층을 발굴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사
의 상품을 저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다시 새로운 경제활동 기
회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공헌활동이 자사의 영업망 확충 및 이익 추
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Prieto-Carron(2006)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서의 구조적 불평등과 현지에서의 문화적 차별 등으로 사회적 공헌 활동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Prieto-Carron은 니카라과에서 바
나나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인 Chiquita의 예를 통해 여성 채취노동자의 불
평등한 처우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기업이 시장영역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공헌을 통
해 시민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는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조대엽 외, 200
7：53). 특히 라틴아메리카는 NGO와의 파트너십이 한국에 비해 체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브라질은 385개 대기업 가운데 85%가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며 80%는 NGO와 법인체를 구성하고 있
다. 멕시코의 경우도 44개 NGO를 조사한 결과 61%가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
고 있으며 조사대상의 87%가 그러한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Austin and Reficco 2004:6-7). 아울러 기업과 비영리영역, 정부 간의 210
개 파트너십을 조사한 월드뱅크 역시 이러한 경향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
롬비아,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베네수엘라 등에서도 일반적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Fiszbein and Lowden 1999; 조대엽 외 2007:53-54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지역의 CSR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미흡하
다. 더구나 중남미지역 한국기업의 CSR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우
리의 연구는 이 공간을 메우려는 첫 번째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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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남미에서의 CSR 변천 과정
CSR은 세계적으로 1980년대 말에 비즈니스 측면에서 기업경영 철학의 대
표성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CSR은 박애(filantropía)14)에 연
계되어 시작되었으며, 중남미에서는 초창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당면과제인 빈
곤과 불평등에서 CSR이 강조되어 나타났다(Casanova 2010, p. 134). 특히
중남미는 빈곤이 지역의 역사적 고유문제로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대다수 중남미 기업에 있어 사회에 대한 기여는 창립자의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콘트레라(Contreras 2004)는 중남미 리더들은 가족기업을 배경으
로 하고 있어 이들의 사회에 대한 나눔의 개념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을 실행하는 것(to do the ‘right thing’)’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았다.
중남미에서의 CSR은 20세기 초부터 인식되면서, 초창기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는 협의의 박애 정신에 기초한 전통적 연결고리에서 시작하였다. 지역에서
의 CSR 개념이 기업경영의 부분으로 또 통합적 차원에서 정립된 것은 1990
년대에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도 박애 측면이 강하고 나타나고 있으나
점차 활동의 이해 및 양적 팽창, 세미나, 관련 기구, 대학과의 협업 등이 활성
화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중남미적인 CSR 개념 정의가 중남미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편화될 수는
없지만 기업의 윤리적 행동, 근로 환경, 공동체 발전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는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해관계자 그룹의 통합, 기업의 거버넌
스 및 투명성은 아직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14) 박애는 전통적인 개념과 근대적 개념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통적 개념은 기부나 자선활동의 행위로
이해되었지만, 근대적 개념에는 사회적 문제 해결과 인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존의 행위뿐만 아니라 보건, 예술, 교육, 장학사업, 예술 및 연구 활동에 이르는 광의의 행위가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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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에서 CSR 프로그램이 본격 구동된 것은 일부 국가에서 설립된 CSR
기구 발족과 맞물린 1997년경이다. 페루의 ‘Peru 2021’, 브라질의 ‘Ethos
Institute’, 칠레의 RSE, 코스타리카의 ‘개발과 나눔을 위한 경영자협회’ 등으
로 이들 기구는 중남미 NGOs 네트워크를 지향함으로써 각각의 사회 및 이해
관계자와 밀접한 연계를 보다 발전시키고자 했다. 국제기구 중에는 IDB(미주
개발은행)가 중남미 당면과제인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속가능개발과 환
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면서 중남미 기업들의 CSR을 가이드하고 있다(IDB
2011).
중남미 국가 중 CSR 측면에서 가장 발달된 국가 중 하나인 브라질은
Ethos Institute(일명 social balance/사회균형)가 제안한 평가요소에 따라 약
500개 이상의 업체가 공개적인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상파울루 주식거래소
(Bolsa de Valores de San Paulo)가 미국의 다우존스 지속가능 지수와 유사
한 기업 평가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CSR은 민간부문, 시민사회 및 정부의 공
적 어젠다로 변모되었다. 대기업 특히 Natura 등은 GRI 가이드에 준하는 지
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전략 부분으로 CSR을 효과
적으로 통합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Emilia 2004, pp. 7-8).
한편 브라질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각축장이 되고 있으며 브라질 기업의
1/2 이상이 ‘Ethos Institute’에 따라 사회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995년
Rodrigo Baggio는 ‘IT 민주주의위원회(CDI：Committee for Democracy in
Information Technology)’를 창립하여 저소득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도
구로 IT를 활용하고자 했다. CDI는 브라질에서 IT 및 시민권 증진을 위한 학
교를 설립하였으며, 이러한 모델이 인도 등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하였다. 또
다른 프로젝트는 ‘Renascer’로 브라질의 심리학자이자 사회적 기업가인 Vera
Cordeiro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Renascer’는 저소득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
로 병원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퇴근 후에도 저소득 아동의 가족
을 위해 보살핌을 제공하고 있으며, Renascer는 저소득 계층의 어머니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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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용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한편 1995년에는 ‘환경범죄법’을 제정하여
보건위생, 환경 및 안전에 대한 표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다. 중남미 현안 문제와 CSR：빈곤을 중심으로
중남미 진출 기업들은 다른 신흥시장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혹독한 경제·사
회적 환경에서 CSR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개도국에서의 경제적
위기는 자국통화의 평가절하 현상을 유발하였으며, 특히 아르헨티나는 2002년
1월 300%를 상회하는 평가절하를 경험하였다. 이런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중
남미 업체들은 강력한 리더십과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융통성 있는 행동 등을
통해 글로벌화를 진행할 수 있었다(Casanova 2010, p. 136). 중남미 지역에
서의 다국적기업은 종업원들과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주택, 교육 및 보건
위생 등 사회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 왔다.
한편 빈곤의 경감이 최근 수년간 과연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공헌의
부분이 되어 왔는가에 대한 자문이 중요한 시점이다. 2002년 이후 중남미 지
역에서 또다시 경제성장이 활발해지면서 빈곤층과 중간계층에 큰 변화가 일어
났다. 1990~2007년 빈곤율은 12% 감소되었으며, 극빈층은 9.1% 감소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지역에는 여전히 1.8억 명, 즉 총인구의 34%에 달하는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으며, 총인구의 12.7%에 달하는 6,900만 명은 극빈계층
으로 분류되고 있다. UN 산하 ECLAC(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8)에 따르면 빈곤층의 수가 1980년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빈곤층의 대다수 노동자가 ‘회색경제(informal economy)’부문
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색경제’ 부문의 노동자는 인권보다는
생존의 문제가 보다 시급한 실정이다(Casanova 2010, pp. 136~137).
지역의 빈곤을 타파하는 데는 모두 3개의 채널이 지원될 수 있는데 이는 기
업, 유통 및 재정으로 대별될 수 있다. 물론 이들 3개의 채널은 상호 의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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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계될 때 빈곤 감축에 보다 효과적이다. 기업 채널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빈곤 감축과 비공식 경제 근절에 기여할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진출 대상국 공급자들로부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1990년대 민영화 프로그램은 통신, 전력, 항공 및 수자원 부
문에 있어 국영기업이 민영화되도록 하였다. 민영화가 되면서 잉여 노동력이
합리화 프로세스에 의해 감축되었으며, 이러한 민영화 과정에서 대다수 기업들
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일자리를 감축한 결과가 된 것은
기업 채널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한 결과이다.
유통 채널을 보면 Prahalad(2004)는 최초로 사회최하층 빈곤층을 잠재력
있는 소비자로 인식하였다. 멕시코 기반의 모바일 업체인 América Móvil은
저소득 계층의 모바일 수요를 이해함으로써 성공 모델을 제공하였다. 즉 선불
카드 조기 도입을 통해 모바일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모바일
폰의 확산은 파출부로 하여금 자신의 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거리의 노점상 또는 어부들이 가격 변동과 보다 나은 이윤을 위해 어디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할지를 비교 가능케 함으로써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정부는 조세 수입의 분배를 통해 복지를 재분배하는 행위의 주체자다. 조세
를 걷어 들이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투자하는지가 중요하다. 외국인 투자 진흥
을 위해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고 수출입 면세, 조세 감면 및 무상 토지 대여
등의 장려 정책을 제공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기업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
는 반면 정부로서는 조세 감소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지역에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조세의 재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에서의 CSR 활동은 보다 지속적으로 중남미의 최대 현안
문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남미지
역의 CSR 진흥을 위한 주요국간 CSR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그림 2]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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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CEMEFI와 중남미 주요국 간 네트워크 ❚

*자료：http://www.cemef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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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멕시코

1. 멕시코의 CSR 특성과 현황
가. 멕시코 CSR의 기원과 Cemefi
멕시코에서의 CSR은 기부와 후원이 주가 되는 협의의 박애주의15)에 기초
하여 시작되었다. 1988년 마누엘 아랑고(Manuel Arango)는 59개 업체와 92
개의 재단 및 45명의 CEO들이 참여한 가운데 멕시코기업시민협회(Cemefi：
Mexicano para la Filantropía)16)를 설립하였다. 당시 아이디어는 박애뿐만
아니라 환경 및 지속가능경영에 초점을 두었다. Cemefi의 활동은 점차 기업들
이 CSR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해 오고 있다.
Cemefi는 세계시민참여연대(CIVICUS：World Alliance for Citizen

15) 20세기 후반 박애주의는 이미 광의의 개념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16) Cemefi는 ‘멕시코박애주의센터’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 중에 기업 조세, 이해관계자, 환
경, 기술교육 등 활동범위가 기업시민권에 접근하고 있어 저자는 ‘멕시코기업시민협회’로 번역하고자
한다. Cemefi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는 http://www.Cemefi.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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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기업포럼(Forum Empresa), 국제 제3섹터 사회연구
(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 Sector Research), 아메리카온라인네트워크
(RedEAmérica), 세계기금지원자계획(Worldwide Initiative for Grantmaker
Support：WINGS) 등의 멤버이며 UN 공보처 산하 기구이기도 하다. 이 외
에도 대내외 민간재단 및 중남미 각국의 시민기구들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
여 범중남미 CSR 확산을 위해 공동의 협업체제를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Cemefi의 기준에 따르면 CSR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
경에 대한 기대를 인권존중, 윤리적 가치, 공동체 및 환경을 존중하면서 대내
적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기업의 목표를 통합적으로 완수해 나가는 책임 있
고 밀착되는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동복지 건설에 기여하는 것으
로 정의하고 있다.17)
Cemefi는 크게 기업이 채택한 4가지 전략과 120개에 달하는 세부 평가 요
소로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기업 윤리 및 거버넌스; 기업 내 삶의 질(노
동의 사회적 범주); 공동체와의 연계 및 약속 그리고 이행 정도; 환경 인식 및
보존 등이다.
기업의 CSR 활동 중 몇몇 사회 프로그램은 국가의 역할과 상충되기도 한
다. 멕시코 정부의 헌법은 시민의 권리―위생, 품위 있는 주거 환경, 합당한
소득이 보장되는 고용, 교육, 자유, 무료 사회정의 공유―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의 경제적 능력만으로는 언급한 모든 책무를 담
당할 수 없어 NGOs, 기업의 CSR이 협력하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멕시코의 경우 Cemefi가 상기 평가 요소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CSR
이행 우수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여타 기업으로의 CSR 파급 효과를 선도하고
있다.
멕시코에서의 CSR은 1990년대 들어 박애 프로그램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

17) http://www.Cemefi.org 및 발간 소책자 그리고 보고서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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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박애는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으며, 박애는 다만 CSR
활동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Cemefi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란 질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윤과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납
부하며 공동체 발전이라는 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는 건설적 혁신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www.Cemefi.org).

❚ 표 3-1. 멕시코의 대표 CSR 관련 기구 ‘Cemefi’의 기능 ❚
El Centro Mexicano para la Filantropía(Cemefi) México DF(www.cemefi.org)
재단 설립연도 및 창립멤버 1988년, 기업가 그룹
멤버 구성
38개 업체 및 32개의 기업재단
지리적 범위
전국적-멕시코시티에 본부
- 박애 및 CSR에 초점
-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 동기 및 활동 장려
- 기업의 사회적 투자 촉진
목표 및 전략적 이슈
- 박애 이해 증진 및 다른 부문과의 연계 촉진
- 정부와의 협력 및 소통 채널 개선
- CSR 실천 추진 여부 확인
- CSR 평가 지수 선정 및 기업 분석 그리고 순위 발표
- 개인 및 기업 시민 문화 촉진
프로그램 및 사업 활동
- 멕시코 내 비영리 부문의 조사연구
- 공동체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 지원
- 기업체
- 제휴기구：IDB, Charles Stewart Mott 재단, 포드 재단,
네트워크 및 제휴 기관
MacArthur 재단, The David & Lucile Packard 재단, W.K.
Kellogg 재단
자료：Emilia, p. 41.

멕시코에서의 CSR은 기업윤리, 기업 내부적 삶의 환경의 질, 공동체와의
연계 및 약속 그리고 이행, 자연환경 개선 및 보호 등이 우선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한편 Cemefi와 별도로 온라인 CSR 진흥 기구가 있다. AliaRSE18)는
2002년 7개 기구로 조직된 하나의 연맹체(인터넷 포럼)로 CSR을 촉진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모든 멕시코인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갖게 하고, 협동 방안

18) http://mx.groups.yahoo.com/group/ResponsabilidadSocialEmpresaria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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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고 언어를 동질화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7개 기구는 주식거래소
(Administración por Valores：AVAL), 기업조정위원회(CCE), 멕시코 경영
주 연맹(Coparmex), USEM 연맹, Impulsa, Cemefi 및 멕시코 상공회의소
연맹(CONCAMIN) 등이다. 이들 두 기구가 멕시코의 CSR 활동을 오프라인
과 온라인에서 전반적으로 CSR의 올바른 인식 보급과 활동 제고 그리고 국제
기구 및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나. CSR과 멕시코
이제 멕시코 진출 기업들은 기존의 CSR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던 빈곤
을 넘어 새로운 ‘나눔(deal)’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미 정부의 지속적 핵심
과제인 빈곤 타파는 민간부문 및 NGOs들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보건위생 그리고 시민사회로의 통합이라는 문제로까지 확대 내지
심화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기회(Oportunidade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여
성 가장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 핵심 과제를 타파하기 위한 정부,
2000년 UN이 설립한 ‘글로벌 콤팩트’, NGOs들의 분산적인 노력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CSR이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리더에 의해 리더를 위한
창조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 ‘윈도 드레싱(Window dressing)’ 이상의 것
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기업은 빈곤과 불평등한 사회적 문제를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 개선 효과를 제시해 나가야 한다.
프리드먼(Friedman 1962)은 “기업은 단 하나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게임
의 규칙 안에서 재원을 활용하여 이윤을 증가시키는 활동이다.”, 즉 기업의 이
윤추구가 곧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CSR 수준도 이와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CSR은
광의의 실천을 통해 기업의 진일보된 마케팅이며 브랜드 툴로 인식되어야 한
다. 오늘날 CSR은 자발성이냐 강제성을 띠어야 하느냐가 논쟁이 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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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6000이 도입된 것은 향후 어떤 형태로든 기업들의 준수를 촉구하게 됨
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의 시행은 기업 단독으로 실천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 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978년 스페인의 포스트 프랑코 시대에 일대 전환점이
되었던 정부, 노조, 정당, 기업 및 시민사회 간의 합의의 정치 모색(Moncloa
Pact)19)이 모델이 될 수 있다.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는 CSR의 핵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별적 역량은 취약하기 때문에 민간 및 공공부문 그리고 시
민사회가 함께 행동하는 사회적 책임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멕시코 및 중남미의 CSR은 박애주의를 넘어 글로벌 시민의식으로 발전돼
나가야 한다. 세계경제포럼 집행의장인 슈바프(Schwab 2008, pp. 107~118)
는 기업은 글로벌 시민인 만큼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글로벌 개발에 기여해
야 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피력했다. 멕시코의 경우 지역사회가 직면해 있는 각
종 문제―빈곤, 보건위생, 주택, 교육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CSR
활동이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을 넘어 국제적 기구들과 소통하면서 종국에는 글
로벌 시민의식을 나타내는 기업을 지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Carrillo and R. Gomis(2010, pp. 15~17)는 최근 다국적기업의 정의에 있
어 기존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에 더해 기술이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
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CSR을 통해 해당국가
의 경제성장, 경쟁력 강화, 사회정의 구현 및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고 본다. 즉 한 기업의 CSR이란 법적 규범(normas legales)을 준수하는 것뿐
만 아니라 인적자원, 환경, 지속가능성 및 적합한 거버넌스에의 투자를 의미하
는 것이다. CSR 이행 평가를 위해서는 소위 행동규약(códigos de conducta)

19) 스페인의 ‘몽클로아 협약’은 1975년 프랑코 총통 사후 민주화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면서 정치·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위기에 직면하자 사회의 모든 주체들, 특히 서민과 소외계층까지를 포함하여 국난
타개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주화에 성공한 사회협약이자 오늘날 많은 국가에 롤 모델이
되고 있는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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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으로 상기 평가요소에 대한 부정적 영향 평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 한다. 행동규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차별화 배제(상승을 위
한 기회의 평등성, 동일 가치를 지닌 노동의 보수의 평등성), 작업환경 안전
및 위생, 어린아이 노동 착취, 강제 노동, 임금 수준, 집단 형성 및 협상에 관
한 자유 등이다.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의 다국적 기업은 행동규약을 공시하고
이에 걸맞은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 글로벌한 표준화를 지향해 나가고 있다
(Altonivel 2011, pp. 50~61). 과거 개별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사
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왔다면, 오늘날은 지구적 차원에 이르는 표준화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크게 2가지 대표적 표준화
가 작동되고 있다. 멕시코는 2007년에 불과 4개 업체만이 GRI에 근거한 보고
서를 발간하였으나 오늘날에는 34개 업체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향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투명성 요구에 반해서 경쟁 차원에서 불
이익이 될 수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CSR의 중요성과 더불어 보고서 발간을
통한 소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세계적 표준화 기준인
ISO 26000의 출범이다. 점차 멕시코 기업들도 ISO 26000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기업의 경제․사회․환경 책임이 조직, 경영 및 공헌활동 등 크게 3
분야에서 작동되고 있다. 다만 아직은 ISO 26000 기준에 맞춘 기업 보고서는
발간되고 있지 않으나, 이미 개별 항목들은 실천되고 있어 Cemefi 역시 기업
들에게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조직 규모 면에서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멕시코 경제성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9.8%가 CSR에 대
한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향후 중기적
차원에서 빠르게 사회적 책임에 적응하는 중소업체는 미래가 밝다고 밝히고
있다. 대멕시코 외국인투자 시 점차 중요한 고려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경영 시스템의 변화도 두드러진다. 90년대에 멕시코는 기업의 재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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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졌으나 21세기 들어서는 기업의 핵심 비즈니
스와 연계된 사회적 책임이 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 책임
전담부서가 지정되어 독자적인 예산과 수직적인 조직체를 구축하고 운영되고
있다.
공헌활동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환경과 가치사슬에 있다. 환경 관점에서
는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절약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
에 있어 환경적 혜택뿐만 아니라 코스트의 절감을 유발할 수 있다. 멕시코 기
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 기업과 공급업체 간 가치사슬 차원의 활
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2010년 멕시코 월마트는 Unilever사를 CO2 배출
평가에 기초해 지속가능 공급업체로 인증하였다. 특히 포장 및 물류에서의 혁
신과 다른 공급업체로의 확산 효과 유발 등에 따른 사회 및 경제적 영향에 큰
평가를 내렸다. 한편 월마트의 대다수 공급업체는 중소업체이므로 월마트는 현
재의 공급업체와 미래의 공급업체에게 컨설팅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이러한 프로그램 기반으로 공급업체는 포장 및 라벨 그리고 품질부터 지속
가능경영에 이르는 과정에서 훈련 및 컨설팅을 받는 상생의 기회를 충분히 받
게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 성공한 사례는 치즈 업체인 La Quesería,
Bodega Aurrera 및 멕시코 수도 및 멕시코 주 그리고 케레타로의 Superama
등을 들 수 있다. 월마트 재단은 윤리적 실천과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으
로 CSR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 또 다른 대기업인 멕시코 코카콜라는 ‘가
치사슬 지향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치를 위한 이행 프로그램’
에 IDB와 ‘아나우악’ 대학과 공동으로 조직하여 참여하였다. 멕시코 코카콜라
는 이동거리 단축, 자동차 사용 자제, 에너지 소비 절감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목적으로 지역 공급업체와 계약하는 지속가능 가치사슬을 구축
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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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기업의 CSR 실행 현황과 과제
가.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CSR 현황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표본조사로 대기업 법인체 5개,20) 중소기업 6
개 업체를 탐방 조사하였다. 기업의 소재지는 멕시코시티, 케레타로 및 이달고
등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장 조사 결과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CSR 인지도 면이다. 8개 업체가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3개 업체인 27.3%가 정확히 모르거나 생소하다고 답을 하였다.
알고 있다는 8개 업체도 이름만 들어 알고 있다는 업체가 다수여서 실제로는
CSR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도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거의 모든 업
체가 CSR에 대한 인지도가 아주 낮게 나타났다. CSR이란 용어 자체가 직원
대비 업무량이 많은 중소업체에는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CSR 활동 여부에서는 본사와 현지법인의 실천을 질문하였다. 본사에
서는 하나 현지법인에서는 하지 않는다가 2개 업체, 본사와 현지법인 모두 실
천하고 있다가 6개, 본사에서는 하지 않지만 현지 법인에서는 한다가 1개 업
체로 나타났다.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1개 업체, 무응답도 1개 업체가 있었
다. CSR을 잘 알고 있다는 기업과 의식 있는 중소기업 CEO의 경영철학에
따라 CSR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몇몇 대기업은 CSR 활동이 본사
차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어, 현지 활동은 제한적임을 보였다. 일부 중소업
체는 이미 CSR 활동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활동이 CSR
의 일부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20) 설문조사 대상이 된 대기업은 포스코 멕시코, (주)효성, 삼성전자 생산법인(케레타로), 대우일렉트로닉
스(케레타로), 삼성물산; 중소기업은 지방 소재의 M-Tech de M xico, Shinwoo Mex (주)인하,
Doobalo, 세이멕스 멕시코, KST Electric Power Co. 및 멕시코시티의 Pantrans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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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지에서의 CSR 중요성 판단에서는 단 1개 업체만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5개, 적극적으로 실천을 희망하
는 업체가 5개로 91.9%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소업
체의 경우 중요성을 인지하고 고용창출, 근무 환경, 종업원 및 가족 복지, 법
적 규제 등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지 CSR에 대한 개념과 실천
프로그램의 체계화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출국에서의 CSR 활동이 불필요하거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
각하는 경우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CSR에 대한 개념 부족과 실천 방법 및 기
업 활동의 필수성에 대한 확신 부족이라고 답했다.

❚ 표 3-2. 멕시코시티 및 케레타로 방문 설문조사 결과 ❚
A

B

C

D

진출시기(년)

2006

1988

2004

2003

매출(억 불)

-

-

-

-

종업원

16/280명

1/8

5/180

12/3,400

업종

기계

도소매

화학

전자

1. CSR 인지도

1

1

1

1

2. CSR 활동 여부

4

2

1

4

3. CSR 중요성

5

4

5

5

-

-

1

-

5. CSR 수행 이유

2,9

2,8,9

1,3

2,8

6 수행/미수행1

9/2

-

11/0

10/1

6：3(2)

-：-

11：0

6：4(1)

0/5/6

2/5/4

3/5/3

5/6

4. 불요한 이유

내부：외부(괄호는 미수행)
중요성(소중대)
7. CSR 부서 독립성 무/유

3/1

3(본사 기준)

5/0

2/3(전담인력1)

8. 문제점

1

0

0

1

9. 추진상 애로

4

4, 5

1

6

10. 지역사회 강조점

10

5,7,8

1

1

11. 활동방식 독자/의존

4/0

0/1

1/0

3/1

12. 자기평가
13. 기대점

2

-

-

3

2,6,7

2,7,8

3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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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시기(년)
매출(억 불)
종업원
업종
1. CSR 인지도
2. CSR 활동 여부
3. CSR 중요성
4. 불요한 이유
5. CSR 수행 이유
6 수행/미수행1
내부：외부(괄호는 미수행)
중요성(소중대)
7. CSR 부서 독립성 무/유
8. 문제점
9. 추진상 애로
10. 지역사회 강조점
11. 활동방식 독자/의존
12. 자기평가
13. 기대점

진출시기(년)
매출(억 불)
종업원
업종
1. CSR 인지도
2. CSR 활동 여부
3. CSR 중요성
4. 불요한 이유
5. CSR 수행 이유
6 수행/미수행1
내부：외부(괄호는 미수행)
중요성(소중대)
7. CSR 부서 독립성 무/유
8. 문제점
9. 추진상 애로
10. 지역사회 강조점
11. 활동방식 독자/의존
12. 자기평가
13. 기대점

E
1995
3/80
전자
3
2
2
5/6
5(1) ; -(5)
5/0
0
1
5
1/0
2,5,7

F
1994
10/440
전자/도소매
1
3
4
2,9
10/1
6：4(1)
0/0/11
3/1
0
4
1
1/1
4
2,6

G
1993
7/120
운수
2
4
4
4
1,9
6/5
5(1)：1(4)
3/3/5
4/1
0
6,8
8
1/3
5,7,9

H
1998
18/450
섬유의류
1
4
4
1,2,3,8
8/6：3(-)
-/5/3
2/2(전담인력1)
0
4
5
1/3
2
2,3,5,7

I

J

K

1980

1996

2010

2/9

2/82

7/15

기계/서비스
1
4
5
2,9
8/3
6：2(3)
0/2/9
4/1
0
4,8
8
1/3
3
2,6,9

화학
2
2
4
1
1,2
6/5
6：5
0/0/11
5/0
0
4,8
5
1/0
2,3,7

전기가스
1
4
5
5
2,12
8/3
6：2(3)
0/3/8
3/2
0
5,4
1
2/0
2
2,3,9

자료：2011년 8월 20일~9월 5일 멕시코 현지 출장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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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멕시코 설문조사 결과 평가항목별 정리 ❚
1. CSR 인지도
2. CSR 활동 여부
3. CSR 중요성
4. 불요한 이유
5. CSR 수행 이유
6 수행/미수행
내부：외부
(괄호는 미수행)
중요성(소/중/대)
7. CSR 부서 독립성
무/유
8. 문제점
9. 추진상 애로
10. 지역사회 강조점
11. 활동방식
독자/의존
12. 자기평가
13. 기대점

27%가 정확히 모르거나 생소하다고 답함 / CSR의 구체적 인지도 취약;
중소기업 경우 더욱 취약
대기업은 CSR은 본사의 문제로 인식 / 생산법인은 판매법인의 문제로 인
식 / 중소기업은 기존 활동을 CSR 부분으로 불인식
대/중소기업 모두 중요성은 인지
한 중소업체만 불필요 답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 / 기업 브랜드 인지 / CEO 결정
대기업 수행> 중소기업 수행 / 소비자 노출 브랜드 업종이 수행 큼.

기업내부활동(가치사슬/이해관계자)>기업외부활동(기부/봉사)
대기업은 크게 인식 / 중소기업은 직장 복지 우선
전담인력 운용 2개 업체 / 대기업은 본사의 지침 보유 / 전담예산 별도 편
성무
기업 설립 시 충분한 준비로 문제점 없음.
전담인력 / 예산 부족 / 실행 프로세스
고용창출 / 노사관계 / 기부, 봉사
대다수 업체가 독자 운용 희망 / 성과평가 후 지속가능운용에 반영은 2개
업체만 인식
55%만 응답 / CSR 인식 부족에 기인
지역사회 관계 / 종업원 자긍심 / 인도주의 등

자료：저자 정리.

다섯째, 진출국에서의 CSR 활동이 필요한 이유로는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이 8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회사 이미지 및 브랜드 가
치 형성 5개, 최고경영자의 의지 4개, 직원들의 자긍심 고양 3개, 순수한 인도
주의적 동기 2개, 판매시장 확대 1개 업체로 나타났다. 이같이 CSR 활동 이
유로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기업 이미지를 선택한 것은 기업 활동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적(responsive) 차원과 기업 성장 전략의 하나로 보는 전략적
(strategic) CSR 측면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다음 설문
의 구체적 활동과 연결해 보면 활동 범위에서 기업 내부와 기부 및 봉사 활동
의 비중이 크므로 아직은 기업 경영의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소극적 대응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소비자 충성심 확보, 주주나 투자자
의 요구나 압력, 무역 상대국의 요구나 압력 및 지역사회 요구나 압력은 하나
도 지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CSR 활동 중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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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도가 부족함과 아울러 케레타로의 경우 특정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
어 외부의 압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표 3-4.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입지별 CSR 특징 ❚
- CSR 중요성 인식으로 수행 활발：기업 및 상품 이미지 차원에서 수행
도시/거주지 - CSR에 대한 경쟁업체 정보 및 세계 변화에 대한 인식이 용이하여 CSR 인식 제
고 기회 많음.

공단/외곽

- 독립된 공간에 위치하여 CSR 활동이 국지적
- 입지 특성상 기업 내부활동에 주력
- 입지 특성상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중요성 인식 결여

자료：저자 정리.

여섯째, CSR 활동의 구체적 실천 부문을 묻는 설문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대기업의 경우 활동 수행 여부가 크게 나타난 반면에
중소기업은 활동 미수행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총 11개 질문 항목을 수행/미수행으로 나누어 파악했으며, 이를
다시 내부/외부 활동으로 세분화하였다. 11개 항목 중 첫 6개 항목은 가치사
슬 내지 내부의 이해관계자 관계(인권, 노사관계, 복지, 소통, 환경, 고객 만족)
이며 다음 4개 항목은 기업 외부 활동(기부, 후원, 봉사, 지역사회 시설 지원),
그리고 나머지 항목은 빈곤층 지원, 신기술 및 저가 신제품 개발이다. 먼저 11
개 전체 항목으로 보면 수행이 81, 미수행이 26으로 수행이 3배 정도 많았다.
이를 다시 내부와 외부 활동으로 구별해 보면 기업의 내부 활동(수행 63, 미
수행 2)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업 외부 활동(수
행 24, 미수행 19) 부문에서는 미수행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대다수
기업이 아직은 기업 자체의 존립과 이윤 창출 그리고 직장 내 복지 및 환경
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CSR 활동은 여유를 갖고 진행하고 싶어 했
다. 외부 지원 활동도 후원과 봉사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시설 지원
이나 저가 신제품 등은 미약하게 나타났다. 소비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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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상대적으로 기업의 좋은 이미지 구축을 위해 다소 적극적으로 외부 활
동의 비중을 높여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CSR 활동 중요성 면에서는 대다수
항목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만 중소업체의 경우 종업원 인권과
직원 복지 및 노사관계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 기업의 CSR 외
부 활동 대부분은 기부, 후원, 정보화 지원, 일자리 마련, 지역사회 정비 등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일곱 번째, CSR 활동의 독자적 활동 유무에 있어서는 독자적 활동이 없다
는 점이 지배적이다. 대기업의 경우 법인 차원에서 CSR 비전, 전담 부서, 보
고서 발간 및 본사의 지침이나 지시가 있다고 답하였으나, 이는 독립적 입장에
서 추진하고 있다기보다는 본사의 CSR 실천 지침(사회책임 윤리경영 등)을
그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D 생산법인은 독자적으로
행동강령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담인력도 2명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차원의 보고서 미발간은 멕시코 CSR 단체와의 교류에 한계를 보
일 것으로 사료된다. D 생산법인의 주요 활동은 초등학교, 인근마을 정비화
사업(페인트칠, 시설 수리, 청소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에 중고 PC를 기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비
용 지출은 4개 업체에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D 생산법인의 경우 독자적
으로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데 시내 하천 청소, 양로원 및 고아원에 제품 기증,
공장 방문을 통한 교류 증진 등이 주요 활동이다. 전담부서 운영의 경우 D 생
산법인은 인사과가, F 생산법인은 재정부서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중소업체 중에서는 I 업체만이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한국 지원
을 제외하더라도 현지 지역사회 관련 활동―빈곤 퇴치, 문화 이벤트 지원, 불
우아동 문제 해결, 종업원 가족에 장학금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매출액 대비 0.2%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 중소업체도 CSR 비전과
전담부서는 없지만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및 체육 행사를 후원하는 등 견실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모든 업체에서 CSR 전담 예산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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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위한 행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으로 보인다.
여덟 번째, 지난 3년간 현지 당국 및 지역사회와 관계된 경영상 문제점에서
는 모든 조사업체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아주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 회사 설립과 각종 법규 및 갈등 해소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철저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아홉 번째, ‘CSR 활동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전담인력과 예산 부족을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 이어 협력단체 부재 그리고 무
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국 임직원과의 조직문화 충돌, 성과가 불
투명하다 등이 어려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아직도 CSR의 이해 부족, 프로
세스의 어려움 및 성과에 대한 불확신 등의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열 번째, 향후 지역사회와의 관계 시 강화해야 할 부분으로는 고용 창출과
노조 및 근로자와의 관계 강화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외에 기부
활동, 자원봉사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CSR 활동이 기업 내 활동에 치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업 외 활동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열한 번째, 향후 CSR 활동 방식에 있어 결정주체 항목에서는 대다수 업체
인 81.8%가 독자적 판단을 선택했으며, 시행단위는 대기업 계열인 3개 업체
만이 담당부서/인력을 가지고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계획성은 단 1개
업체가, 평가 여부는 단 2개 업체가 실시하겠다고 답하였다. 심지어 대기업 가
운데서도 무계획성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이는 CSR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평가도 무계획적 활동에 대한 기록에 그쳐 아직 조직에 흡수되지
못하고 상당히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 외 대다수 기업
도 CSR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활동에 반영하겠다는 지속가능경영 개념
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결정주체에 있
어 독자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는 CEO의 의지에 따
라 활동 방식과 범위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여 중소기업 경우가 보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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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게 CSR 활동을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열두 번째, 현재의 CSR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6개 업체만이 답을 주었
으며, 이 중 3개 업체는 만족, 2개 업체는 보통, 1개 업체는 노력한 결과가 나
오지 않는다고 답을 주었다. 한편 응답하지 않은 5개 업체는 CSR 활동을 하
고 있음에도 개념 자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자기 평가를 내리지 못했
다.
열세 번째, CSR 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점으로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를
가장 크게 지적하였으며, 이어 종업원의 자긍심과 자부심, 인도주의적 실천,
노사관계 원활화, 기업평판이나 브랜드 이미지 강화, 새로운 고객이나 시장 개
발 순으로 선택하였다. 반면에 매출 확대와 업계에서 경쟁우위 확보는 한 업체
도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현재의 CSR 활동이 단순히 회사 내부적인 차원에
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마케팅 및 글로벌 기업 이미지 개선 차원의
진일보된 CSR 활동에 한계를 보여준다 하겠다.
이상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크게 본다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CSR 활동의 범위, 규모 등이 그리 크지 않았으며, 이는 CSR 활동에 대한 개
념 결핍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본사의 CSR 전략 및 프로그램이 중남미 법인
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법인의 경우 모기업의
CSR 사업과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CSR 활동이 통합 운영되고 있지 못
하다는 점이다. 다만 법인장의 의지가 CSR 활동의 시작과 중심이 될 수 있다
는 점은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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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특성
❚ 표 3-5.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들의 CSR 활동 특성 ❚
1. CSR의 중요성과 - 조사대상 기업의 92%가 중요하다고 인정
참여율
- 대다수 기업의 내부 활동이 기업 외부 활동에 비해 강조됨.

2. CSR 활동 이유

-

3. CSR 활동
분야와 내용

- 종업원 인권 및 직원 복지 등은 대부분 기업이 잘 수행하고 있음.
- 지역사회 공헌 부문은 주로 브랜드 기업들이 실천; 대다수 기업은 기부,
후원, 봉사 수준 위주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회사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 보호 및 제고
지역 사회의 요구나 문제 제기는 없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적 성격

- 조사대상 기업 중 5개사 정도가 현지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4. 활동방식과 구조 - 전담 인력이나 부서가 있는 경우는 45.5%이나 대부분 CSR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 활동의 일부로 CSR 활동 전개
5. 문제점과 개선점
-

전담 인력과 예산 집행 의지 부족
CSR 활동의 기대효과, 방식, 홍보 필요성에 대한 교육 필요
CSR 프로그램의 비체계성, 비전략성, 임시성
이해관계자의 중요성 인지 및 활용 가치 인식

6. 업종별 특징

- 소비자 노출 브랜드 기업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CSR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지원도 활발하게 전개함.
- 중소기업의 경우 CEO 의지에 따라 사회공헌활동 결정이 쉬움.

7. CSR 발전 단계

- CSR 2단계 진입 “(소극적) 관여 단계” (비체계적 활동 단계, 영업 외적
자선 및 공동체 행사 지원, 지역조직 후원 활동 중심)

자료：저자 정리.

1) CSR의 중요성과 참여율
CSR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92%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구체적 활동 수행 내역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활동 수행 여부가 크게 나타난 반면에 중소기업은 활동 미수행이 상대적
으로 크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참여율은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회사 설
립 이유 자체가 대기업에의 납품 의무가 주업무라는 데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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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규모별 CSR 특징 ❚

대기업

- 대부분 CSR 활동 수행：기업 내부 및 외부 활동 활발
- 지역 고용 창출
- 지역사회 봉사, 후원 활동 전개

중소기업

- 대부분 미수행：CSR 활동 인식 결여(CSR 활동을 코스트로 인식)
-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CEO 의지로 지역사회 봉사 및 행사 후원
- 주요 관심사가 대기업에 적기 공급 및 인사관리

자료：저자 정리.

2) CSR 활동 이유
CSR 활동 이유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회사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 향상 순이었다. 마지막 설문에서 복수선택으로 질
문한 CSR 활동 기대 사항에서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
어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CSR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종업원의 자긍심과 자부심 및 인도
주의적 실천을 다음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어 향후 기업 내부적으로 단합과 안
정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의 보다 개선된 CSR 활동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
망된다.

3) CSR 활동 분야와 내용
특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은 법 규범 및 회사 내부 경영과 관련된 부분
으로 인권, 노사관계, 종업원과의 소통, 환경보호(에너지 절약, 환경법 준수
등), 고객 만족 등의 부문에서 높았다. 수행 비율이 미수행 비율보다 높게 나
타나고 있어,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들이 법적 의무나 도덕적 규범은 비교적 충
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지역사회 지원활동은 수행 대 미수행이
24 대 19로 전체 81 대 2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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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중소기업이, 또한 국가적 범주보다 특정 산업단지에 속한 기업들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기업들의 CSR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
다. 즉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CSR은 현지국의 법규범 준수 단계에
도달해 있으나 소비자 브랜드 기업은 단순한 법 준수를 넘어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사회적 리스크를 줄이고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전개하고 있었으며, 반면에 소비자 노출이 적은 기업들은 지역사회
지원 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4) 활동 방식과 구조
현지법인의 CSR 활동 수행의 독립성 부문에 있어 대기업 소비자 제조업체
의 경우 본사의 CSR 인식과 홍보에 힘입어 본사의 ‘행동 강령’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본사와 달리 대다수 대기업의 경우 독자적 재량권을 가지고 현지
실정에 맞게 시행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고 움직
이는 경우는 50% 미만이며, 전담부서가 있다고 대답한 경우에도 인사과나 관
련 부서에서 업무의 일부로 CSR 활동을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100%
CSR 활동만 하는 경우는 1개 업체에 국한되었다. 봉사활동이나 자선활동의
경우 회사 내 불특정 부서 내지 종업원이 그때그때 그 기능을 맡기도 하였다.
지속가능 혹은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대기업의 경우 본사 차원
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발간하는 경우는 없었다. CSR
활동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 기구(재단이나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는 없었다.
또 전반적인 활동 내용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독자적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경우가 드물어서 독자적 활동의 의미는 크지 않다. CSR 활동성과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는 ‘매우 만족’이 1개 사도 나오지 않았으며 답변 자체도
54.5%에 그쳐 CSR 활동 자체가 대부분 기업에서 아직도 정착되지 못했음
을 의미하고 있다.

69

제3장 멕시코 │

5) CSR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점
CSR 활동 애로사항에 대한 가장 큰 문제로 전담인력이나 예산 부족을 들
고 있어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CSR 전담부서가 있다고 대
답한 경우에도 인사과나 관련 조직에서 업무의 일부로 CSR 활동을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100% CSR 활동만 하는 경우는 1개 업체에 그쳤다. 전담
인력이나 구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몇몇 기업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이 CSR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곳이 거의 없었다는 점
과도 무관하지 않다.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상당 부분이 내부 임원보고용이나
외부손님 홍보용 카탈로그가 주였고 그 효과나 개선점 등을 자료로 제시한 곳
은 없었다.
다음으로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범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본질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선정하고 소통하는 문제는 중요하
다.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범위를 결정함으로써 단순한 기부나 후
원 및 봉사가 아닌 보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 상당수 기업에서 CSR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동 자
체도 여유가 있을 때 실시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이벤트 성격을 지닌다고
인식하고 있기도 하였다. 향후 CSR 활동의 기대효과, 방식, 홍보 필요성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한 점은 공통적 사항이다.

6) 업종별 특징
CSR 활동 중 법규범 준수 및 기업경영 효율화, 노사 관계 등은 회사 업종
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사회공헌 활동은 소비자 노출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났다. 소비자 노출 브랜드 기업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CSR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지원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
의 경우 CEO 의지에 따라 사회공헌활동 결정이 수월하여 쉽고 빠르게 공헌

70│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활동이 집행되고 있다. 활동의 계획성에 있어서도 대부분 기업이 비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CSR 활동에서 강화해야 할 부문으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있으며, 현재 플랜트 건설을 시행하고 있는 회
사는 일자리 창출과 본사의 비전을 고려한 폭넓은 사회공헌활동을 강조하였다.

❚ 표 3-7.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업종별 CSR 특징 ❚
일반적 특징

소비자 브랜드는 적극적,
소비자 비노출 브랜드는 소극적

제조업

근로자 복지 관리, 외부 소극적 기부 및 봉사활동,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소극적

건설/플랜트

사업 초기단계 및 외진 지역으로 CSR 제한적

유통/무역업

유통업 특성상 CSR 활동 한계, 본사 차원의 문제

자료：저자 정리.

7) CSR 발전단계
한국기업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법규범 준수를 통해 사회적 리스크를 최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는 소비자 브랜드 기업은 적극적으
로 나서는 반면 소비자 노출이 적은 업종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Mirvis의 분류(표 2-1 참고)에 의하면 소비자 노출이 적은 업종은 1단계(법
준수, 공동체 지원 활동 무관심)에 있으며, 소비자 노출이 많은 전자 등 업종
은 2단계인 “관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여 단계”의 CSR 활동은
빈곤층 지원 등 자선활동과 지자체 활동 지원, 환경 보호 등을 중시하며 지역
사회의 호의적 여론과 브랜드 이미지 보호 내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아직
CSR 활동을 사업성과 연관시키는 3단계인 “혁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 브랜드 기업의 지역사회 지원활동도 대부분 최소한에 그치
고 있다. 즉 브랜드 보호 기능이 최소한에 그치고 있으며, CSR 활동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적 사고 단계에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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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을 전개하여 만약
있을지 모를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도이다. CSR
활동이 회사의 업종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컴퓨터 지원이나 교육
등) 그 규모가 작고, 활동의 대부분은 지역 공동체의 학교나 빈민층을 대상으
로 한 자원봉사나 자선활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업종과 관계있는 지
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성장전략과는 무관한 것으로 회사의 자선
활동 측면에서 회사가 마침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공유한 정도로 보인다. 따라
서 한국기업의 CSR 단계는 ‘소극적 관여 단계’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다.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CSR 과제
CSR 인식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케레타로 주에는 주정부가 지정한 특정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 대다수가 단지 내 대기업의 공급업체이다 보니 납기, 고용
수급, 재무, 부품 조달 등의 문제가 시급한 과제여서 CSR에 대한 실행 문제는
선결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고
용창출, 종업원 복지, 지역사회 기부 및 후원, 법규 준수 등 상당 부분의 CSR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EO의 CSR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성과
에 대한 기록물 부재로 인해 CSR 성과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한편 실천활동 부문에서 기업 내부활동에 비해 외부활동의 비중이
크게 낮아 향후 이 부문의 실천 여부가 CSR의 성숙한 단계 진입을 위한 과제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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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점 및 과제 ❚
문제점

개선점

과제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의 CSR
홍보 필요

1. CSR 인지도 낮음.

- CSR 인식 급선무
- CSR의 활동 범위 인식

2.
-

- 공헌활동 프로그램 발굴 및 지속성
- 기업 정체성, 비전 및 전략 고려한 선택과 집중
을 통한 CSR 활동 선정
- 자선/위험관리에서 가치창조로 이행 연구
- 대응적 CSR에서 전략적 CSR로
- 소극적 CSR에서 공세적 CSR로
- 지역현장과 관련된 파급효과가 큰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CSR
포럼 등에
참여하면서
이해의 폭
넓혀가야 함.

전담인력 배치 혹은 예산 배정

중소기업 특화된
CSR 강령 필요

- CSR 활동 관련 자료 유형별로 분류, 정리
- 성과지수로 산출할 수 있도록 통계화
- 성과를 홈페이지 게재 내지 책자로 발간

세계 표준에
부합되도록 정리
필요

낮은 수준의 활동
대부분 자선활동
현장 지원, 행사후원
프로그램 빈약

3. 활동의 비체계화
- 전담 인력, 예산 부족
4. 현지 별도의 CSR 자료집
미발간
- 공헌활동 증빙자료 부실
- 활동현장 사진
- 신문보도 사진
5. 소극적 접근 태도
- 기부 시 소액 소문 안
나게 조금만
6. 지역 사회와 연계성 부족

- 비밀주의 벗어나 적극적 홍보 필요
경쟁업체의 접근
(소비자 노출 브랜드 업종은 상대적으로 적극적) 태도 벤치마킹
-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지역 지도층 및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협동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 연결고리 만들기에 적극성 요망
운용 요망

자료：저자 정리.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과제를 기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기업은
대기업의 자회사로 진출해 있으나, 진출 초기로 적극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시
점은 아니다. 한편 현재의 사업은 BOT(build-operate-transfer) 프로젝트 특성
상 CSR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 대규
모 설비의 건설은 특성상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CSR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I 중소기업은 멕시코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대표적 CSR 롤 모델이라고 평
가하고 싶다. 지역사회의 문제―빈곤, 일자리, 소외계층, 아동, 문화, 배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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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식하고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업
은 지속가능사업을 지향하면서 세계적 유통회사와 연계하는 혁신을 거듭해 가
고 있다. 중소기업 특성상 CEO의 ‘나눔의 경영 철학’이 바탕이 되어 CSR 활
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다만 이러한 CSR 활동을 국제적 가이드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기록물로 담아 기업 내⋅외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과제다.
G 중소업체는 전국적 사업망 확장으로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및 체육행사에 무계
획적으로 기부 및 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보다 체계적인 CSR 활동 실천과
기록이 중요한 과제다.
케레타로 주에 위치한 F 대기업은 최초로 케레타로 주에 입주한 한국업체
로서 CSR 업무를 재무담당자가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활동―하
천 청소, 양로원 및 고아원 제품 기증, 공장 견학 등―에 참여하고 있다. 모기
업의 개입은 거의 없으며 현지 법인장의 의지에 따라 CSR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이 독립된 공단에 입주해 있어 CSR 활동을 위한 NGOs나 지역 이
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글로벌 기업
으로서의 CSR 활동 역량을 체계화해 나가는 것이 과제가 될 수 있다.
케레타로에 위치한 E 중소업체는 중소업체로서 CSR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과제라고 한다. 대기업 협력업체로서 납기일에 맞추어 제
품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CSR은 후순위 과제가 되어 중소업체에
게 있어 CSR의 중요성과 실천 프로세스의 시작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 기
업 내부 활동에 비해 기업 외부 활동이 전무하기 때문에 향후 기업 외부 활동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CSR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첫걸음이 되겠다.
케레타로의 K 중소업체 역시 CSR은 중소기업에 있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될 뿐이라고 한다. 다만 향후 중소기업의 CSR 활동이 기업경영의 판단 기준
으로 활용된다면 교육, 근로 가치 고취 등 지역사회의 현안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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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생산법인은 지역사회의 마을 정비, 초등학교의 정보화 설비 및 지속가능
고용 창출 등을 중심으로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생산법인의 제품 생산
특성상 판매법인의 CSR 활동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많은 부품
공급업체와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향후 가치사슬 형성과 운용에 보다 전
략적인 방안 실천이 과제다.
C 중소기업은 나름대로 기업경영에 충실하나 CSR에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
다. 중소업체의 첫 번째 책임은 회사 존립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회
사 존립 자체가 고용 유지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CSR의 가장
큰 핵심 활동 중 하나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보이며, 향후 기
업 외적인 CSR 활동으로는 보육원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
기업일수록 CEO의 성장배경, 주변환경 인식 등의 요인으로 사업 내용이 결정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CSR에 대한 마인드 인식과 실천 의지가 과제다.
B 대기업은 CSR 활동의 독자적 결정은 어려우나, 본사의 윤리 강령에 따라
점차 CSR 활동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H 제품을 활용하는 한국 및
멕시코 대기업과 CSR 활동을 협력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과제다.
A 대기업은 현재로서는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CSR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지화된 기업을 지향하면서 지역사회 단체들이 요구하는 친환경적 제품
생산 공정을 오픈함으로써 마케팅 효과와 수요 유발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 모
기업의 CSR 비전과 전략을 고려한 현지화된 CSR 활동의 범위와 규모를 확
대해 나가는 것이 과제다.
J 대기업은 점차 무역업에서 제조업으로 사업의 다변화가 추진됨에 따라 CSR
강화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부품업체와의 가치사슬 운영 전략이 요구된다.
현재 재멕시코 한인상공회의소(KOTRA 내 신설)와 멕시코의 대표적 사회
공헌활동 연구재단인 COMEFI와의 ‘한국기업을 위한 CSR 증진 방안’ 세미
나가 개최될 정도로 CSR의 현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향후 멕시
코 내 활동 중인 외국기업들의 CSR 활동에 대한 연구조사가 보다 확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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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된 기업으로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담진 고유의 CSR 활동 모델을 전
개하는 것이 중요 과제다.

라. 한국기업의 CSR 활동 사례
현재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각종 CSR 국제세
미나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기업은 2개 업체로 볼
수 있다. 먼저 대기업인 포스코는 멕시코 진출 한국 대기업의 CSR 롤 모델이
라고 할 수 있다. 현지화된 기업을 지향하면서 지역사회 단체들이 요구하는 친
환경적 제품 생산 공정을 오픈함으로써 마케팅 효과와 수요 유발을 도모하고
있다. 2006년 진출한 이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환경 보호, 기부, 지역
학생 초청을 통한 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타마울리파스(Tamaulipas)
지역에 3억 달러를 투입해 강판공장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현장 연
수 및 학교에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향후 모기업의 CSR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현지화된 CSR 활동의 범
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과제다.
두발로(DooBalo S.A. de C.V.)는 1998년 진출한 이래 이달고 주의 싱길
루칸(Singuilucan)과 파추카(Pachuca) 두 곳에서 양말 제조공장을 운용하고
있는 멕시코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CSR 활동 모범업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첨단 양말 제조기계 450대와 약 400명에 달하는 종업원들은 세계
적 양말 브랜드의 라이선스 양말을 제조하는 한편 독자적인 다양한 브랜드를
전 세계 주요 유통업체(Liverpool, Walmart, Soriana, Coppel 등)를 통해 판
매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빈곤, 일자리, 소외계층, 아동, 문화, 배움 등
―를 인식하고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불우아동에 대한 수술, 지역의 각종 문화 이벤트에 기부 활동, 멕시코 태권도
대표선수 유니폼 등 지원과 올림픽 대회 입상자에 대한 월 장려금 지급, 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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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기념 영화사업 후원, 각종 스포츠 후원은 진출 지역에 국한되지 않아 많은
주 정부로부터 고마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두발로 기업은 지속가능사업을 지
향하면서 세계적 유통회사와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혁신을 거듭해 가고 있다.
중소기업 특성상 CEO의 ‘나눔의 경영 철학’이 바탕이 되어 신속하고 다양하
게 CSR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다만 이러한 CSR 활동이 국제적 가이드
에 맞추어 성과물로 기록되어 작게는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크게는 성과지표
를 국제 표준에 맞추어 보다 큰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멕시코 및 세계적 차
원에서 중소기업의 롤 모델로 성장하는 것이 과제다.
삼성전자 케레타로 생산법인의 경우 CSR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기업 내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 외 활동인 초등학교 정
보화 사업 지원, 인근마을 정비화 사업(페인트칠, 시설 수리, 청소 등), 양로원
및 고아원에 제품 기증, 공장 방문을 통한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사업을 정례적
으로 실시하고 있다. 향후 본사의 비전과 CSR 프로그램을 기초로 멕시코 지
역사회에 최적화된 활동을 전개하고 생산법인 차원의 보고서 발간을 통해 지
역 및 멕시코 차원의 대표적 CSR 기업으로 변모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3. 멕시코 주요 기업의 CSR 활동
가. 멕시코 기업시민협회(Cemefi)와 CSR 기업 평가
멕시코의 CSR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 대기업,
다국적기업 및 주요 국영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CSR 평가는 멕시코 최대 CSR 감시 기구인 Cemefi를
중심으로 한 평가와 학자들의 평가로 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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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efi의 2010년 회원은 모두 1,029개의 경영단체와 17개의 개별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1,029개 경영단체는 다시 273개의 경영자 그룹(52개 협회, 85
개 재단, 100개 기업 및 개인 36명 등)과 756개의 제휴업체(743개 기관, 개인
13명) 등으로 구별된다(Cemefi 2010, pp. 15~19). Cemefi는 2001년 처음
17개 ‘CSR 우수업체(Distintivo ESR21))’를 선정한 이래 매년 발표해 오고
있다.
해마다 수상업체가 증가하여 2009년에는 348개사, 2010년 ESR 평가 대상
은 모두 923개 업체였으며, 이 중 495개 업체가 표준에 이르렀고 또 이 중
133개 업체는 중소 규모로 중소업체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Ibid, p. 28). 2011년에는 Cemefi와 AliaRSE가 공동으로 업체들을 선정하여
총 572개 업체를 CSR 우수기업으로 수상하였다.22)
Cemefi의 2011년 멕시코 CSR 실천 우수 기업(Mejores Prácticas de RSE
2011_México) 선정은 모두 26개 업체이며, 8개 부문별 선정 기업은 다음과
같다. 가치사슬 면에서는 CEMEX, 다노네; 안전 및 시민보호는 Industrias
Peñoles Unidad Met-Mex; 삶의 질 개선은 Boehringer Ingelheim; 환경보전
은 Cuauhtémoc Moctezuma, Scientific Atlanta, Coca-Cola de México,
Xel-Há; 기업윤리는 Scotiabank; 기업경영은 BBVA Bancomer, Constructora
y Perforadora Latina, Grupo Maseca; 책임 있는 소비촉진은 DIAGEO,
MetLife México, Vitro S.A.B. de C.V.; 공동체와의 소통 부문은 ADO,
Amway de México, HSBC, EstéeLauder Companies, Feria Internacional
de Ciencias e Ingeniería Intel, Natura, Procter & Gamble, Aulas Fundación
Telefónica 등이다.23)

21) Cemefi는 CSR을 스페인어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ESR：Empresa Socialmente Responsable)'
으로 명명하여 사회적으로 책임을 나누는 기업이라는 개념을 중시한다.
22) http://www.cemefi.org/esr/images/stories/pdf/distintivo_esr/DistintivoESR2001-2009.pdf 참조.
23) Cemefi 홈페이지의 Reconocimiento a las Mejores Pr cticas de Responsabilidad Socia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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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9. 2011년 사회적 책임 최우수 실천기업 수상(Reconocimiento a las

Mejores Prácticas de Responsabilidad Social)：멕시코 ❚
실천부문

수상 기업
CEMEX

가치사슬

Danone de Mexico

“마르가리타” 프로젝트

Peñoles

안전 및 시민 보호에 관한 투명성

Sabritas

옥수수 생산농가 농촌교육 프로그램

Boehringer Ingelheim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조심하세요(Cuídate)”

기업 내 삶의 질 Femsa Logística

환경보전

기업
윤리
CSR
경영모델

책임 있는 소비

공동체
연계

기업의 전략적 실천 프로그램
집짓기 훈련 과정

운송 리스크 예방

Restaurantes Toks

녹색기금-협력업자 지원

Cuauhtemoc Moctezuma

지속가능실천이 가능한 포장 최적화

Scientific Atlanta

환경파괴 감축과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인식 제고

The Coca-Cola Export
Corporation Sucursal en
Mexico

국가산림녹화프로그램 및 수자원 보호

Xel Há

위협받고 있는 종(Strombus Gigaas) 보존

Scotiabank

돈세탁 퇴치

BBVA Bancomer

은행 업무 현대화 시스템

Constructora y
Perforadora Latina

지속가능경영 모델

Grupo Maseca

협력사 지원 “약속하자, 지키자, 보여주자”

Diageo

책임 있는 소비 운동 “Join the Pact”

Metlife Mexico

보건복지 도시 형성

Vitro

보다 투명한 사회 건설

ADO

인수르헨시아(Insurgencia) 여행길 조성,
베라크루스 지역 어린이 교육

Amway de Mexico

“작은 것이 모여 큰 희망을 만든다(Pequeños
bocados Grandes Esperanzas)”

HSBC

“단지 손만 드세요”

EsteeLauder

어머니 암 퇴치 운동

Intel

멕시코 과학전시회 / Intel 국제과학전시회

Natura

교육 추진 “보기 위해 믿자(Creer para Ver)”

Procter & Gamble

배우자

Telefónica

텔레포니카 재단 교육

자료：Cemefi.org. “Reconocimiento a las Mejores Prácticas de Responsabilidad Social,” 2011년 10월
25일 발췌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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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중 몇몇 기업은 2010년에 비록 ESR 우수기업에는 포함되었으
나 모순된 활동을 보여주어 소비자 운동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Telmex(통신 독점업체)와 Walmart는 소년 노동 고용; McDonalds는 기름 저
장탱크 유출과 하천으로 방출; Sabritas는 지방이 과다 포함된 제품을 회수하
는 한편 가격을 올렸으며; Coca Cola FEMSA는 고객들에게 자사의 시장 진
입을 저지하는 Ajemex사의 Big Citrus 제품 불매를 권유하는 서한을 발송했
다. 그러나 고객들은 FEMSA가 치아파스 지역에서 암모니아수를 방출하는 것
을 목격했다.
이렇듯 거대 기업들의 CSR이 사회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있기도 하지
만 건강, 자연환경을 해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 운동은 좀 더 확산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Todosomospobres 2010).24)
한편 Cemefi는 2010년부터 CSR 우수기업 선정과 별도로 사회적 공헌활동
프로그램에 초점을 둔 ‘CSR 최우수 실천 기업(Mejores Prácticas RSE)’을
별도로 선정하여 멕시코 및 중남미에 CSR 인식제고와 확산을 강력하게 추진
하고 있다.
Cemefi는 멕시코 업체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
수한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기업들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있다. 중남미 경우 선
정 부문은 기업 내 삶의 질을 제외한 6개 부문에서 선정하고 있다. 2011년에
는 총 7개국, 19개 업체가 인증되었으며, 부문별로는 공동체 관계가 가장 많
아 공동체와의 연계성이 가장 큰 비중을 지니고 있으며, 이 외에 환경보전과
CSR 경영모델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24) http://todosomospobres.wordpress.com/2010/09/29/la-responsabilidad-social-empresarial
-%C2%BFtodo-programa-ayuda-al-bien-co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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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0. 2011년 사회적 책임 최우수 실천기업 수상(Reconocimiento a las

Mejores Prácticas de Responsabilidad Social)：중남미 ❚
실천 부문
가치사슬

환경보전

기업윤리

CSR
경영모델

기업 명
Surtidora de Gas del
Caribe
Central Mayorista
Ecodesarrollo Papagayo
Florida Bebidas
Coca-Cola del Ecuador

국명
콜롬비아

생산가치와 청년 연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안티오키아 지역사회 및 환경적 책임
지속가능개발 프로그램
쓰레기 제로 기업
환경실천교육
환경 보전을 위한 혁신과 참여를 지향하는
지방 사업 프로그램
윤리경영시스템
빔보 그룹 고유 모델을 통한 CSR 프로그램
운용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CSR 경영시스템
기업 고유 CSR 경영관리 모델
CSR 경영모델
기업 고유 지속가능개발 및 사회적 투자 전략

Cementos Lima

페루

Essbio

칠레

Bimbo Colombia

콜롬비아

Gases de Occidente
Floralp
PRONACA
Backus

콜롬비아
에콰도르
에콰도르
페루

책임 있는
Visa do Brasil
브라질
소비
Procter & Gamble Chile 칠레
Codelco Chuquicamata
칠레

공동체
연계

S.C. Johnson de
Centroamerica
Consorcio Nobis
Cargill Meats Central
America
Holcim Ecuador

전략적 실천 프로그램

공연을 통한 교육기금 마련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 제공 프로그램
알토 로아 공동체와 관계 개선
“기회로 꿈을 이루자.” Super Hadas
프로그램(불우 청소년에게 정보통신기술
코스타리카
훈련을 통해 자립의지를 촉진하는 관·민
차원의 프로그램)
에콰도르
가치 캠페인 ‘승리하는 에콰도르’
온두라스

봉사단체 협력 프로그램 운용

에콰도르

CAP 초릴요 공동체 개발

자료：Cemefi.org/Reconocimiento a las Mejores Prácticas de Responsabilidad Social, 2011년 10월
25일 발췌.

Cemefi 외에 민간 부문에 의한 평가도 있다. Saldaña Rosas, A.(2009)에
따르면 멕시코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Telmex, Televisa, Banamex, BBVA, Azteca와 같은 업체의 재단 및
Bimbo, Cemex, Vitro사의 컨소시엄은 멕시코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CSR
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5) 한편 카릴요(Carrillo and Redi Gomis

81

제3장 멕시코 │

2010)는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CSR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Expansión 잡지가 2009년 실시한 업종별 500개 기업의 CSR 검증 보고
서 조사에 기초하고 있다. 언론부문의 경우 Televisa, TV Azteca,
Cablevisión, El Universal 등이; 식료품 부문에서는 Bafar, Chata, Mead
Johnson México 등이 여하한 형태의 CSR 검증 증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낙농업체 중 Grupo Industrial LALA, Nestlé México, Danone
México 등은 유사한 검증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릴요
는 다국적기업의 CSR 지속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spill-over 효과로 더
많은 기업으로 파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멕시코 우수 CSR 기업 및 한국 경쟁업체의 CSR 사례연구
한국기업이 멕시코 현지 CSR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Cemefi가 인증한 우수 기업과 우수 프로그램 실천 기업, 민간 부문의 평가
우수 기업 그리고 진출 경쟁업체들의 CSR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멕시코 진
출 한국기업들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1) Liconsa의 CSR 활동 실천사례：공기업의 CSR 다변화 사례
Liconsa는 멕시코 연방정부 산하 업체로 연방보조금프로그램이행(Desempeño
de los Programas Federales de Subsidio) 지수에 의하면 무려 129개의 공
공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선도 기업이 되고 있다. 이 회사는
매일 약 600만 명에 달하는 멕시코 빈곤층 아동들에게 강화우유로 영양을 공

25) Salda a Rosas, A.(2009), “La empresa socialmente responsable en M xico：auge,
paradojas y perspectivas,” IESCA, recuperado el 16 de septiembre de 2010, de
http://www.uv.mx/iiesca/revista/documents/responsable200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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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있다. 이 어린이들은 빈혈과 철분 부족으로 지적 발달이 저해 받고 있
다. Liconsa는 사회개발청(Sedesol)의 독립기구로 주기적으로 서비스의 질 개
선을 위한 회사의 정책과 실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 공기업이지만
Liconsa는 최근 조직문화 자체를 사회적 책임의 보편적 원리에 맞추어 운영하
고 있다. 대외관계 측면에서도 시민의 품위, 소통, 정의, 형평, 사회 발전, 지속
성, 공동체 발전, 인권 차원의 고용, 노동 윤리 등 면에서 UN, 국제노동기구,
OECD, 세계은행 및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Liconsa는 2010년 연방보조금프로그램 이행 평가에서 1
위에 랭크되었으며, 인권․공동체․환경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달성함으로
써 5년 연속 사회적 책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Liconsa의 주요 행동강령 중
하나는 ‘남성과 여성 간 노동가치의 동등성 규범(Norma de Igualdad Laboral
entre Hombres y Mujeres)’으로 이 부문의 인증서를 획득한 첫 번째 공기업
이다. 또한 종업원들의 삶의 질과 가족과의 융합도 장려함으로써 ‘가족친화적
책임기업(Empresa Familiarmente Responsable)’으로도 선정되었다. 동사의
전사적 품질경영은 ISO 9001:2008 규범에 근거해 인증되어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일련의 지속가능경영은 Liconsa를 기업 근무환경 개선, ‘소비자 지향적’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 이미지로 전환시켰다.

2) Telefónica México：기업 본질을 고려한 CSR 활동의 다변화
Telefónica México는 8년 연속 Cemefi로부터 우수기업상(el distintivo)을
수상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2년 연속으로 DJSI(다우존스 지속성지수) 평가에
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정보통신업체다. 텔레포니카는 기업의 사회와의 약속
―기업 내 삶의 질 개선, 기업윤리, 공동체와의 관계, 환경과의 연관성 및 소
통 그리고 책임 있는 소비 촉진 등―을 기업경영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멕시코의 경제, 기술 및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고 있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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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니카재단홀(AFT：Aulas Fundación Telefónica)은 어린이 노동자 또는
작업 능력이 미숙한 자들을 위해 학교나 교육 센터에 마련된 공공기술교육 공
간이다. 텔레포니카는 교육 및 학습에 필요한 기술, 장소, 정보 장비 및 교육
인력을 제공하며, ‘Save the Children’은 AFT와 협업으로 관리 및 운영을 도
맡고 있다. 이 시스템은 배움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몇몇 구체적 활동으로는 휴대
폰 및 배터리 재활용; 치아파스, 치와와, 타마울리파스 및 오하카 주 등에서의
자연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등이 있다. 아울러 ‘Proniño(소년소
녀 지원)’, ‘Educared(온라인 교육)’ 및 ‘Voluntarios(자원봉사대)’ 등의 프로
그램을 통해 1만 7,000명의 소녀 및 소년과 114개의 공립학교에 혜택을 주었
다. 이러한 모든 운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담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활
용하여 기업 활동이 통합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한편 UN 및 다른 다국
적 기업들과의 공조를 통해 인권, 노동, 자연환경 및 부패 척결 등에 대한 10
대 기본 사업계획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Teléfono de México는 1996년 비영리 박애단체의 성격을 지닌 Telmex,
A.C.재단(2010년 Cemefi로부터 9년 연속 CSR 우수상 수상)을 설립하여 크
게 4가지 전략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Telmex 2011)：교육기회 보급, 보
건위생 및 식품영양 개선, 정의의 보편화, 자연재해 복구 지원, 문화 및 인적
자원 개발, 스포츠 지원 사업, 역사연구재단(Fundación de Centro Histórico)
지원 등이다. 운용 범위는 전국적이며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모든 자매 국가를
포함한다.
Telmex재단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교육 부문은 크게 장학금
수여, 교사 및 학생에게 컴퓨터 및 프린터 지원, 공립학교 불우 학생을 위한
기부, “나를 데려다 주세요(Ayúdame a llevar)” 프로그램 운용으로 학교가
먼 소년소녀들에게 자전거 지원 등의 활동이 주가 되고 있다.
보건위생 부문은 소외계층에 대한 외과 수술, 심장이식, 신생아 및 산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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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담의료진 지원, 재능 발굴, 가정폭력 추방, 급식 제공 등이다. 정의 부
문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의 석방을 위한 보석금 지원과 재활공동체를 통
한 정의의 보편화를 통해 사회에 통합시키고자 한다. 자연재해 부문은 재해 지
역 복구를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자동차, 트럭, 헬리콥터, 자원봉사자, 의료품,
식수, 식량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 및 인적자원 개발 부문의 주요 사업은
예술과 문화 행사 등으로 시민복지 개선 및 가정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 증진
을 도모하고자 한다. 스포츠 지원은 거리축구, Telmex컵 세계 아마추어 축구
대회, 자동차 경주, 복싱, 야구, 사이클, 학교체육 등이다. 끝으로 Telmex 재
단은 2002년 설립된 멕시코시티 역사연구재단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역사연구재단과 협동으로 멕시코시티 주민을 대상
으로 외과 수술, 배움 터전 증진, 식량 배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Walmart：가치사슬의 사례
멕시코 및 중미 Walmart(2011)는 11년 연속으로 Cemefi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장기적 비전을 지닌 기업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
해 5대 전략을 운용하고 있다：도덕적 운용, 동업자 정신, 공급자와 상생, 공
동체 개발, 자연환경 보전 등이다. 도덕적 운용(integridad)을 수행하기 위해 3
대 원칙을 실행하고 있다. 직원 상호간의 존중과 소통 그리고 자기개발, 고객
에게 최저가격으로 최고 상품 제공, 고객과 직원의 기대를 상회하는 지속적 혁
신 등이다.
동업자정신(asociados)의 함양으로 고객 만족을 증진한다. 작업장에서의 안
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한편 직원의 자기개발과 직업 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책임지고 추진하기 위해 ‘성 평등 및 포용
상담위원회’를 2009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공급자(proveedores)와의 상생을 중시함으로써 모든 거래자의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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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최저가격 최고상품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공동체
개발(comunidades)을 통해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빈곤층에 식품을 제공
하는 한편 지역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온실효과
가스 감축, 물 사용과 재생가능에너지의 효율성 제고, 쓰레기 감축, 지속가능
제품 생산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4) CEMEX：시멘트에 불어넣은 감성
CEMEX(2011)는 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업체로서 “미래를 세우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멘트 및 콘크리트 등 건축 관련제품 및 토털 서비스에 특화
하고 있는 멕시코 업체다. 특히 가치사슬 관점에서 우수기업으로 평가받고 있
다. CEMEX는 집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DIY식 집 건축을 지원하고 있는 데
이를 위해 집짓기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한편 ITESM(몬테레이 공과대
학)과 같은 대학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CEMEX는 협력기
관과 더불어 자기 집 짓기에 보조금과 고용 창출도 협력하고 있다. 딱딱한 시
멘트에 감성을 불어넣은 가치 마케팅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최하층 빈곤층
에 대한 도덕적 관심사와 경영자 정신이 조화된 CSR을 지향하고 있다. 딱딱
한 시멘트에 감성을 불어넣은 CEMEX는 ‘오늘의 후원이 당신의 집과 당신을
성장하게 한다(Patrimonio Hoy, crece tu casa y tú)’라는 피라미드저변비즈
니스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 모델은 저소득층 집을 개선하는 데 소액신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컨설팅과 고정가격으로 건축 자재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소액대출의 상환율은 거의 100%에 도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
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CEMEX는 멕시코인 4명 중 한 명꼴로 집이 없는
약 400만 가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에 선구자 역할을 다
하고 있다. 한편 CEMEX는 ‘Construmex’ 사업을 통해 미국에 있는 멕시코
이민자들로부터 송금을 받고 반대급부로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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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멕시코이민자협회(Mexican
immigrant associations)와 미국 주재 멕시코 영사관이 협력기관이 되고 있다.
또한 CEMEX는 이런 모든 사업에서 강력한 환경규제를 지킴으로써 이산화탄
소 배출량을 약 16% 감축한 친환경기업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더불어 이
미지 포지셔닝을 결합하는 사례가 되었다.

5) Mexico DANONE：지역 낙농생산자들과 상생 실천
Mexico DANONE(2011)은 1973년 설립된 식품회사로 가치사슬을 중시하
여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다. ‘Margarita’라는 프
로젝트를 통해 300여 소규모 낙농 생산자들에게 안정된 수익을 확보해 주기
위한 낙농 생산의 지속가능모델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이는 시장 가격보다 3
배 높은 가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소규모 낙농농가의 삶의 질 개선과 성장
가능성을 함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우유 공급 모델을 발전시켜 나
가고 있다.

6) Industrias Peñoles Unidad Met-Mex：시민 안전 활동
Industrias Peñoles Unidad Met-Mex는 약 2,30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다. 광물 주조가 주업종인 이 업체의 주요 사회공헌활동은 기업, 시민사회
및 안전관련 당국에 지식 및 경쟁력 이전, 시민보호, 위험물질 조작, 화재, 구
급대 운용 등이다. 이러한 멕시코 전 지역에서의 시민 안전을 위한 업체의 노
력은 가치사슬 면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7) Sabritas：중소 옥수수 농가 삶의 질 개선
PepsiCo Mexico의 자회사인 Sabritas는 농목산업전문회사로 멕시코 스낵
생산과 유통 부문의 선도업체다. 이 업체는 연간 20만톤의 감자와 10만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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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를 소비하고 있다. 옥수수 중소 생산자 발전을 위한 농촌교육
(Educampo) 프로그램은 주로 공장이 위치한 할리스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옥수수 농촌 공동체 지역의 저소득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기술이전
을 통해 삶의 질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이다.

❚ 표 3-11. 멕시코 주요 우수기업의 CSR 전략적 특성 ❚
기업

주요 공헌활동
- 조직을 CSR 기능으로 개편; CSR 국제가이드라인 준수
Liconsa
- 빈민층 아동에게 강화우유 공급; 성별 노동가치 동등; 가족친화적
책임기업 인증
- 기업경영에 CSR 적용; 기업내 CSR 코디네이터 제도 운용; 국제기
구 및 이해관계자와의 공조
Telefónica
- 텔레포니카재단홀(AFT) 운영：기술교육공간
- 휴대폰 및 배터리 재활용; 자연환경 보전기금 운용
- 재단(Telmex)을 통한 CSR 활동; 이해관계자와 소통; 멕시코시티
Teléfono
역사연구재단 운영
de México - 대학 장학금 운영; PC 지원; 자전거 통학 지원; 보건위생 지원; 재
해지역 복구 지원; 스포츠 지원
- 5대 전략：도덕적 운용, 동업자정신; 공급자와 상생; 공동체 개발;
Walmex
자연환경 보전
- 피라미드저변비즈니스모델 추구：저소득층 집짓기 프로그램, 소액신
CEMEX
용 제공
- ‘Construmex’：미국 이민자 가족에게 건축자재 제공
Danone
- 소규모 낙농 생산농가 지원(‘Margarita’)
Met-Mex - 전국적 시민안전 프로그램
Sabritas
- 옥수수 생산업자 지원 농촌교육 프로그램
- 종업원 자사 주식구매 프로그램
Bimbo
- FinComún 은행과 제휴로 소규모 신용 제공
- 소니 본사의 윤리강령을 멕시코에 적용, 관리감독
- Univ. Sony 운영：지역 대학과 공동으로 직업기술교육
- ‘SomeOne Needs You’：종업원 자원봉사단
Sony
- 소녀 희망원, 보육원, 은퇴선교사, 재해지원, 시민보호, 소방대 등 기
관과 협력체제 구축
Mexico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공립학교 지원
- 친환경적 제품 인증 취득, 세계야생물보호기금, 환경특허공용제, 에
너지 표준화 전략, 녹색경영 등 국제기구 기준 충족
- ‘일반 비즈니스 원칙’하 CSR 선택과 집중
Philips
- 환경실천 ‘EcoVision’ 5단계 시행 중
- 공급자 지속가능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료：각 회사 홈페이지의 CSR 관련 자료 취합해 저자 정리.

88│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기업 특성
연방정부
산하 공기업
스페인
통신회사

멕시코
정보통신업체
유통업체
시멘트업체
식품업체
광물 주조
농산업업체
제과업체

전자업체

전자업체

8) Boehringer Ingelheim：기업 내 삶의 질 개선
Boehringer Ingelheim은 질병 연구와 최신 의약품 개발, 생산 및 유통으로
인류에 이바지한다는 독립적인 민간업체로 기업 내 삶의 질 측면에서 우수기
업으로 선정되었다. 즉 종업원과 공동제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신약 제품을 고
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세요
(Cuídate)’는 기업 내 안전 프로그램으로 종업원들과 공급업체 그리고 가족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생각하고 있다. 즉 기업 내외에서 인적 사고율을 크게 낮
추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화학산업 부문에서 파생효과를 보
이고 있다.

9) Grupo Bimbo：종업원 주식구매 제도
멕시코의 빔보 그룹(Grupo Bimbo)은 가족주도형 제과업으로 특히 도덕성
면에서 성공 사례가 되고 있다. 빔보는 종업원 주식구매(stock-purchase)프로
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멕시코 최초의 기업 중 하나였다. 빔보는 복지 및 임직
원의 책임 있는 의식으로 인해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빔보
는 이러한 고객 및 종업원 지향적 접근 방식의 경영으로 인해 거대 글로벌 식
음료 업체인 PepsiCo의 멕시코 시장 도래를 저지할 수 있었다. 또 한편으로
빔보는 위기 시에도 종업원 해고를 지양하는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임직
원들에 의해 공동이익에 대한 개념이 정립됨으로써 직원들의 충성심을 유발하
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기업들 관점에서 CSR의 지속적인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다음 성공단계로 기업을 이행시킬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관심사
에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시키고, 나아가 종업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빔보 그룹의 종업원은 단순히 기업의 종업
원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프로젝트의 참여자로 인식되고 있다. FinComún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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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의 제휴를 통해 작은 가게들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 수익의 80%
가 작은 가게로부터 비롯되며, 작은 가게의 1/4은 적은 융자를 필요로 하고 있
어 이 같은 협업 체제는 고객들의 충성심을 야기하며 보다 안전한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10) Sony Mexico：CSR 운용의 대표기업
Sony Mexico는 대기업 중 CEMEX와 더불어 외형적으로 CSR 표준을 가
장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 내부, 협력업체 및 공동체
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다양한 CSR 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있는 대표
기업이다. Sony Mexico는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서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종업원, 비즈니스 파트너 및 멕시코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증대하고 있다. 비전은 브랜드, 시장 잠식률, 고객 만족
도, 경영 및 근무 환경에서 1등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책임,
고객 우선, 질의 지속적 개선, 창조성과 혁신, 조직문화 등의 기업 가치를 우
선하고 있다.
Sony Mexico의 사회적 책임은 모기업이 추구하는 혁신과 비즈니스 윤리
실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초하여 지역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이다. 윤리적 실천은 기업 결정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주주,
고객, 종업원, 공급자, 협력업체, 공동체 및 기타 기관 등―와의 소통에 기반을
두고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지속성을 달성하고자 한다.
2007년 이후 Sony Mexico는 Cemefi에 의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
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6대 행동원칙을 운영하고 있다：기업윤리,
삶의 질, 공동체와의 연계, 환경 보호, 최고의 제품 약속,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 혁신 등이다. 기업윤리를 보면 Sony Mexico는 멕시코 및 국제적 규제에
걸맞은 윤리 강령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 규범을 감독하고 검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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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전 세계 모든 소니 그룹의 행동강령
(Código de conducta)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윤리적이며 투명한 비즈니스
실천을 관철하기 위함이며, 모든 임직원과 종업원에 공통으로 해당된다. ‘행동
강령이행감독위원단(Línea Directa de Cumplimiento)’을 통해 내부적으로 소
통 시스템을 운영하여 윤리 실천에 비정상적인 점을 가능한 한 모두 기록하고
있다. 한편 ‘돈세탁 반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조작에 대한
기본원칙(PIM)’을 시행함으로써 개인 프라이버시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더불
어 내부적으로 ‘행정규범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평가와 소통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렇듯 Sony Mexico는 기업 정책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무역 실
천을 추구하고 있다.
삶의 질 개선 관점에서 Sony Mexico는 “종업원에게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작업팀의 긍지와 근무환경
에 대한 책임, 지속적 성장에 대한 기업의 직접적 관계자로 하여금 일치감을
증진하게 한다. 인권 존중은 해당국의 법규와 규범에 의거하고 있다. 특히
Sony Mexico는 종업원과의 소통을 위해 포럼,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대
화와 피드백을 개선해 나가면서 근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소니 대학프
로그램(Universidad Sony)은 소니 종업원들의 리더십과 업무능력 제고 과정
을 제공하는 몬테레이 최고기술대학(ITESM)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공동보건위원회(Comisión Mixta de
Higiene)를 운영함으로써 직장 내 전 지역에 안전, 녹색환경, 위생 및 생물학
적 환경(습도, 조명, 소음, 공기순환 등)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협력업체에 대한 만족도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금
결제, 발전, 학습, 성장 및 일련의 조사프로그램 등으로 파악된다.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 Sony Mexico는 지속가능사회 창조를 위해서는 공
동체 의식으로 작업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를 생각하고 지
역에서 활동한다(Pensar global, actuar local)”는 비전을 구현하고 있다. 소니

91

제3장 멕시코 │

그룹 역시 오래전부터 미래의 변화 동력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ODA
프로그램을 통해 80개국 이상에서 온라인 교육과정, 도서관, 극장, 박물관 및
병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공동체에
지원을 해 오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몇몇 관련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SomeOne Needs
You(Alguien te necesita)’는 종업원으로 구성되는 자원봉사단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원이 부족하거나 취약한 계층, 특히 자연재해를 입은 공
동체를 지원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 Sony Mexico는 다
음의 기관들과 후원관계를 맺고 있다. 소녀 희망의 집(Casa Hogar Alegría),
멕시코보육원(Casa Hogar el Mexicanito), 은퇴 선교사의 집(Asilo de
Ancianos Misioneras de la Caridad Madre Teresa de Calculta), Unired
(재해 지원 네트워크), Protección Civil(시민보호단체) y Bomberos de
Tepozotlán(테포소틀란 소방대) 등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책임지자(Comprometidos juntos con la
mejora)’라는 프로젝트는 공립학교의 리모델링, 컴퓨터 지원, 도서장비 및 녹
색환경 등 지원에 특화되어 있다. 모두 3,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
아갔다. 또한 ‘함께 나누자：소니멕시코는 공동체를 지원한다(SHARE,
Compartiendo：Sony de México ayuda a comunidades)’라는 프로젝트는
두 가지 큰 의미를 지닌다. 첫째 기업의 비즈니스 실천 강령에 따른 경험과 지
식을 공유하기 위해 포럼이나 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둘째 공급업
체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나우악(Anáhuac) 대학과의 산학 협동
‘IDEArse’ 프로그램 운영이다.
소니는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보다 혁신적이고 효
율적으로 글로벌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업의 여러 관련부서와 협업체제를 운
용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제품 제조, 제품 평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지속
적 혁신 등이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특히 모든 기업 제품은 “깨끗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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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nología limpia)”을 표방하여 위해 요소가 없으며 100% 재활용이 가능하
다. 이러한 노력은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CO2 배출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
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기업제품 중 51개 제품이 ‘전력에너지절약인증증명
서(FIDE：Certificación del Fideicomiso para el Ahorro de Energía
Eléctrica)’를 취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에너지 표준화 전략을 통한 기술
력으로 가능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는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유지⋅
보수 비용이 절감되는 이득이 발생하고 있다. 소니는 세계기후보존프로그램의
하나인 세계야생물보호기금(WWF)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기술적 특
허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환경특허공용제(Eco-Patent Commons)와
도 협업하고 있다. 한편 소니는 ‘환경(Eco)’ 프로젝트에 기초해 사회에 이바지
하는 환경마케팅 기업임을 표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개발 및 CSR에
대한 제도, 포럼, 이행조치 등의 관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니의 ‘녹색경영(Green Management 2010：Gerencia verde)’은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속품 획득, 제조, 사용, 쓰레기 처리, 제품 재활용 및
물과 서류 절약 그리고 환경에 대한 종업원 교육 등 비즈니스 전 과정에 환경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Sony Mexico사의 건물 역시 전력에너지 효율성과
물 소비 절약형으로 설비되어 있다. 이 같은 전방위적인 환경 사랑은 단순히
노동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구를 지켜낸다는 환경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같이 소니의 제품 생산은 고객과 환경을 고려한 질적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투입재의 질적 확보를 위해 공급업체에게도 질적 요구를 하고 있으
며 질적 제품의 홍보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 및 개선점을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 또한 소니는 CSR 기업으로서 기술, 제품 및 서비스 혁신을 통
해 지속가능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소니의 첨단기술 중 마이크로프로세서
PSP 3는 스탠퍼드 대학에 의해 만성퇴화성 질병에 대한 조사 프로젝트에 사
용되고 있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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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hilips：선택과 집중
세계의 CSR 모델이 되고 있는 Philips는 1891년 설립된 전자회사로 기술
혁신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비전으로는 헬스케어
(healthcare), 라이프스타일(lifestyle), 기술(technology) 분야를 선도하는 솔
루션 제공업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는 고객 만족, 임무 완수, 인력
계발, 상호신뢰에 기반을 두고 전략적으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리더십
역량 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Philips의 CSR 활동 중 첫째는 ‘인재는 성장의 키워드’라는 모토로 종업
원 근무환경의 지속적 개선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필립스 일반 비즈니스 원
칙(GBP：Philips General Business Principles)’이라는 총괄적 고용 관리 전
략을 운용하고 있다. GBP의 실천을 위해 공급망 윤리관리 규정(Supply
Management Code of Ethics)과 재정 윤리 규정(Financial Code of Ethics)
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필립스 본사의 원칙에 준한 지역 특성에 적합한 규
율로 보완되어 있다. 종업원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One Philips
Ethics Line’이 있다. 24시간 종업원들의 고충을 상담해 주고 있다. 매년
GBP 프로그램들에 대한 보고서가 ‘Annual Statement on Business
Control’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된다.
둘째, 혁신 중점 분야로 환경을 중시하고 있다. 필립스는 에너지 효율성,
제품의 화학물질 함유량 및 재활용 등의 환경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도
입하고 있다. 1998년 그린플래그십26) 제도를 도입하면서 환경 프로그램인
EcoVision 1단계를 도입한 이래 현재 2015년을 목표로 하는 EcoVision 5
단계의 환경 실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셋째, 성장과 가치 경영이 핵심 활동이며, 양대 GBP 중 하나인 재정의 투

26) 그린 플래그십은 필립스의 자체적인 친환경 제품 인증으로 에너지 소비, 포장, 유해물질, 무게, 재생
및 처리, 평생보장 등 다양한 면에서 이전 모델이나 동종 유사제품에 비해 우수한 환경 기여도를 실
증적으로 확인받은 제품에 수여된다.

94│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명성은 연차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신뢰성 강화를 도
모하고 있다. 넷째, 지속가능성장의 파트너인 공급업체에 대한 상생 시스템이
다. 필립스는 공급자를 지속가능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윤리적인 공급자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공급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급자 관리 이사회를
구축하고 모든 계열사에 공급자 지속가능성 담당부서를 두고 있다. 2006년 7
월에는 전자산업 행동강령(EICC：Electronic Industry Code of Conduct)에
가입하여 실행위원회 회원이 되는 등 국제적 협력을 위한 중심 역할에도 적
극성을 나타내고 있다. 공급사에는 EICC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
편 공급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표 3-12. 멕시코 주요 기업의 CSR 경험에서 배울 점 ❚
현지국 주요 기업의 CSR 특징/장점/한계

한국기업이 배울 점/시사점

- CEMEX：전략 상품인 딱딱한 시멘트에 감성 불어넣음; - 기업 본질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실현
무주택 400만 가구 대상으로 DIY 집짓기 지원; 외국 체 - 집짓기 프로그램에 대학생들의 자원
류 멕시코 인들의 송금을 받고 반대급부로 멕시코 내 가
봉사 활용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족에게 집짓기 자재 공급; 대학 등 자원봉사자 활용
과 홍보 효과
- Telefónica de México：정보화 교육에 집중; Telmex - 사회적 책임 담당 코디네이터 제도
재단을 통한 다양하고 전국적 차원의 CSR 활동 구현(외
를 활용한 통합관리
과 수술산모, 급식, 환경, 부패, 자원봉사, 스포츠 등); 재 - 재단을 통한 전국적 차원의 다양한
단 홀을 활용한 공공기술훈련 제공; 공공 재단과의 협업
부문에서의 활동 구현
- Sony Mexico：CSR 이행을 위한 각종 위원회와 산․학
협동 프로그램 운영; 가치사슬 중시; CSR 활동의 다변화
(사회 각계각층); 세계 CSR 관련 모임에 적극 참여
-

소니 본사의 기업 윤리강령을 멕시
코에 적용, 관리감독 철저
협력업체 관리 프로그램 운용
CSR 세계화 지향

- Grupo Bimbo：종업원 주식구매제도 운용으로 직원 충성심 - 직원의 회사 지분 참여로 충성심 고취
극대화; 은행과 협동으로 체인점에 대한 미소금융 지원 - 협력업체에 대한 미소금융 지원
- Walmart：가치사슬의 좋은 사례(중소 규모인 공급업체와
- 유통부문의 거대기업과 납품업체와
의 상생 기조 운용, 환경 실천 협력업체에 대한 인증제,
의 공생관계 유지 노력
희망 납품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환경 가치 중시 기업으로 인식
- Philips：선택과 집중을 통한 CSR 전략 구사; 공급망 윤
- 공급업체를 위한 지속가능성 담당부
리 강령 운용; EcoVision 지속 운용
서 운용
- Sabritas：농축산업체로서 옥수수 농가를 위한 지역특화 - 기업 본질과 지역의 특수성을 접목
프로그램 운용
한 CSR 활동 운용
자료：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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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멕시코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기업과 외국계기업의 CSR 활동을
살펴본 결과 한국기업이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전략 사업과 공헌활동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실천 활동에 있어
서의 선택과 집중, 공헌활동과 지역사회 내지 산․학 연계 프로그램의 시행
그리고 코디네이터 등을 활용한 전사적 CSR 운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요
구된다는 점이다.

4. 한국기업의 CSR 활동방향 제언
가. CSR 발전단계 이론에 따른 한국기업의 실태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현재의 CSR 이행 수준을 파악하고 올바른 CSR
활동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크게 현재의 CSR 활동단계 인식, CSR 성공
조건 및 CSR 실행 프레임워크를 구별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CSR 이행 수준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기
위해 몇 가지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표 2-1 참고) Mirvis(2006, pp.
5~7)가 주장하는 CSR 실행 과정으로 본 기업시민권 5단계27)를 멕시코 한국
기업들에 적용해 보면 먼저 중소기업은 1단계인 기본(elementary)으로 볼 수
있다. 일자리와 이윤 창출28) 그리고 세금 납부 등 시민권 개념, 법적 규제
준수 등 전략적 의도, 방어적인 이슈관리 등 부분적으로 기본적 공헌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D 중소기업은 시민권 개념이 진일보한 자선
및 환경보호 등에, 이슈 관리에 있어서는 수동적 반응(reactive), 투명성 부문

27) Mirvis는 기업시민권 단계를 시민권 개념, 전략적 의도, 리더십, 거버넌스, 이슈 관리, 이해관계자 관
리 및 투명성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단계별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8) Friedman(1962)은 기업의 우선적 공헌활동은 이윤과 고용 창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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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홍보 등 활동을 보이면서 2단계인 관여(engaged)에까지 부분적
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편 대기업은 시민권 개념, 전략적 의도(사회적 인가,
licence to operate), 리더십(활동 집행 프로세스), 책임 부서, 이슈관리, 이해
관계자(상호 교류), 홍보 등 모든 부문에서 CSR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고 보
이나, 3단계인 혁신(innovative)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중소
기업의 경우는 법적 규제 준수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대기업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존재 인식과 참여 문제, 글로벌
기업 차원에서 지역전문가를 통한 공헌활동 선정 및 CSR 활동의 글로벌 기
준에 통합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3단계 혁신을 넘어 4단계인 통합(integrated), 5단계인 변혁
(transforming)된 CSR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이 중 3단계
인 혁신에서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들 프로그
램 간에 상호 연관성과 전략적 목표 달성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4단계 통합에서는 CSR 활동이 기업 내 조율에서 외부와의 협력
(collaboration)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단계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와 광의의 협력단체들과 파트너십을 운용하면서 사업수행 성과에 대한 종합
평가 등을 통해 지속가능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편 이 단계에서
기업은 구체적 사업논리(business case)보다 기업의 핵심적 가치(core
corporate value)가 CSR 활동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 5단계 변혁에서는 기업의 핵심가치가 글로벌 개념을 포함하게 되면
서 지구적인 단체들과 다부문 지속가능 협력관계를 맺게 된다. 다양한 부문과
의 파트너십은 기업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시장을 창조하고, 사회적 변화
를 야기하고, 게임의 룰 자체도 변화하게 하는 등 효과성이 지구화된다. 멕시
코 진출 대기업인 P 및 S사와 같은 한국기업의 모기업 일부가 5단계에 진입
하고 있지만, 멕시코 법인의 활동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진행되는 능력
(capacity) 극대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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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신뢰성(credibility) 단계로 볼 수 있다. 대기업과
D 중소기업의 경우는 ‘능력’단계로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3단계에서 4단계
로 이행하는 ‘일관성(coherence)’, 더 나아가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는
‘전적인 헌신(commitment)’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기업이 향후 어떻게 3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느냐가
관건이다.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의 운용은 통합과 변혁 단계의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보다 포괄적인 시민권 개념을 중시하면서 현지 법인장 또는 CEO
가 인도자 역할을 하면서 높은 수준의 혁신과 학습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자들과의 쌍방향 소통과 논의 그리고 CSR 관련 포럼이나 전문가 미
팅 등을 통해 CSR 프로그램 간의 상호 연관성이나 기업 전략 및 기업 문화
를 지향해 추진해야 한다. 이 같은 ‘혁신(innovation)’이라는 단계를 거치면
보다 상위 수준의 CSR위원회(부문별 위원회 포함)를 구성하여 기업의 핵심
적 기업가치(core corporate value)에 집중하면서 모든 CSR 사업에 대한 종
합적인 평가를 통해 통합성이 보장되는 4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마지막 5단
계인 ‘변혁(transforming)’에서는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다른 기
업, 공동체, 대학 및 NGOs들과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도모해야 하며, 아울러
국제기구와의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부문 지속가능 파트너십을 운용해
야 한다. CSR 성숙단계로의 이행이 모기업뿐만 아니라 멕시코 진출 한국기
업으로 파생되어야 한다.
Zadek(2004, pp. 2-12)의 ‘기업 책임성 달성 경로’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단계는 조직학습 단계에서 중소기업은 방어단계, 즉 “CSR
은 기업의 활동 분야가 아니다”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단순히
대기업에 적시에 부품을 납품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는 기본적인 단계에
있으며, 기업 차원의 대응도 생산성 및 고용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방
어를 하고자 한다. 반면에 대기업은 크게 수용단계, 즉 “우리가 해야 할 만큼
만 하겠다”와 관리단계, 즉 “이것이 바로 사업이다”로 구별되어 나타났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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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단계는 주로 생산법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CSR 활동을 기업 활동
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인지하고, 소송의 우려나 평판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적극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판매법인의 경우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등 비교적 관리
단계를 지향하고 있으나, 반면에 일상의 기업운영에 CSR 활동을 결합시키는
데에는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 향후 기업경영에 CSR 활동을 결합시키는
3단계인 적극적 관리단계,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기업의 핵심 전략사업으
로 실천하는 4단계인 전략단계, 그리고 지속가능사업으로 발전시키는 5단계
인 시민적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조직적인 CSR 프로그램의 선정 및 통합적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시민이 되려면 책임을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기회(corporate social opportunity)’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어
야 한다(Grayson 2004).
Strandberg(2002, p. 9)의 CSR 발전단계에 비추어 보면 멕시코 진출 한
국 중소기업은 ‘CSR 라이트’ 단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 단계에서 중소기업
은 이익 창출 외에는 최소한의 기업운용 관련 법적 책임만을 수용하며, 법이
요구하지 않는 환경 보호 및 사회적 지원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인은 ‘기본단계(CSR Compliant)’에 부분적으로 진입되고 있어 기본적 수준
의 CSR 활동을 ‘비즈니스상 이익(good business)’으로 수용하고 있다. 기업
내부적으로 법적, 노동, 환경, 보건, 안전 규정 준수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종업원 및 고객 프로그램 등은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외적
CSR 활동은 제한적이거나 우발적 또는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보편적이다. 대
기업의 경우 CSR 보고서가 발간되고,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문서로 기록해
두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홍보성에 그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나 CSR 활
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크다고 할 수 없다. 향후 성과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
는 등 보다 적극적인 선제적 CSR을 활용한 사업전략을 운용하는 3단계인
선제적 대응단계(CSR strategic)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음 4단계인 ‘통합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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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integrated)’에서는 CSR을 제도화하여 기업의 모든 경영 프로세스에
CSR을 수용하는 등 CSR이 핵심기업전략으로 통합되어 나타나야 한다. 통합
단계에서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다. 마지막 ‘사업실천심화단계(deep CSR)’에서는 모든 CSR 활동이 지속가
능성을 제고해야 하며 글로벌 기준에 통합되어야 한다. 더불어 마케팅 활동이
CSR에 밀접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프리 홀렌더/빌 브린
(2011, pp. 233-234)은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매출과 기업브랜드 가치 상승
으로 연계하는 ‘책임마케팅(responsable marketing)’으로 변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책임마케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가 CSR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업의식(corporate consciousness)'29)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식은 바로 기업의 본질, 정체성, 비전을 형성하는
가치와 특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현재를 점검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세계적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의식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Williams(2010) 교수 역시 한국기업들은 대체로 능
력(ability)은 구비하고 있는 데 비해 청렴(integrity)과 자선(benevolence)의
실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기업은 생산활동과 이윤추구라는 본래의 ‘역할
책임’ 이행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 지니는 법과 윤리적 기준 및 사회적 책
임을 다하는 ‘시민책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기업시민정신’의 중요성을 역
설하였다.
McElhaney(2008, pp. 22~23)는 먼저 CSR 성장단계30)를 단계별로 실천
활동을 구별하고 있다. 최초 자선단계에서 마지막 통합단계에 이르는 과정에

29) ‘기업의식’의 개념은 ‘기업’과 ‘의식’이라는 두 용어의 결합으로 기업은 라틴어의 ‘corpus’, 즉 유기적
인 조직체를 의미하며, ‘의식’은 라틴어의 ‘conscius’, 즉 ‘다른 이들과 함께 안다’라는 뜻으로 ‘공동의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된다고 본다(제프리 홀렌더 외 2011, pp.
229-230).
30) McElhaney는 CSR 성숙단계를 관여수준, 기업 사명에 대한 중요성, 자원의 크기, 활동분야, 상호교류
수준, 경영의 복합성, 전략적 가치 등의 평가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100│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서 각 평가 요인들의 가치 정도를 판단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들은 현재 자선단계의 비중이 높으며, 통합단계로 이행하기 위
한 업무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CSR 이행 단계별로
기업, 공동체, 산업계 및 세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실천 범위를 조명
하고 있다.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CSR 활동은
공동체에 대한 좋은 이웃이나 단순한 환원 차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향후 경제․환경․사회에 대한 지구적 책임에 산업계와 공동으로 대처
하는 적극적 참여가 요망된다.
Dickson(enterprisedevelop.com)은 ‘지속가능성 사다리’라는 3대 축(triple
bottom line), 즉 경제적 가치에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CSR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들이 공급망과 가치사
슬 형성 및 CSR 활동에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Visser(2008)는 특히 ‘개도국 CSR 피라미드’ 모델을 제시하면서 선진국과
의 차별화된 CSR 활동을 주장하고 있다. 즉 개도국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경
제적 책임(일자리 창출, 세금 납부, 소득 증진, 기술이전, 투자 등)이 가장 중
시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후 자선책임, 법적 책임이 부가되고, 윤리적 책임은
개도국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작은 분야라고 보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경제적
책임 단계뿐만 아니라 교육․보건․스포츠․환경․공동체 지원 등 자선사업
에 비전략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행 수준에 비추어 본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대기업과 중소
기업 포함)의 CSR 이해와 사업행위에 따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을 정
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CSR 활동 수준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법
적 문제 회피 및 기업평판 관리 등 리스크 완화 차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둘째, 대기업의 경우 CSR 활동이 본사의 CSR 실천 프로그램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본사의 CSR 활동이 중남미 법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한국 업체의 CSR 활동은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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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는 체제이며, 따라서 법인장의 의지가 더
욱 중요하다고 보인다. 이때 CEO의 실천 결정은 성장배경, 후천적 주변 환
경 인식, 지역사회의 공동체 전통 등에 의해 좌우된다. 넷째, 현재의 CSR 활
동은 기업의 전략과 비전이 담진 지역 맞춤 프로그램이기보다는 편협하고 비
통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결국 한국기업의 CSR 활동은 기본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향후 혁신과
변혁의 단계를 넘어 모든 경영 프로세스에 CSR 활동을 수용하는 통합단계에
돌입되어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멕시코의 기업시민으로 태동되어야 하는 과제
를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소기업의 CSR 활동은 도리어 기업 규모에 비해
크다고 할 수도 있으나,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CSR의 몰이해에서 시작되
고 있어 역시 비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멕시코 진출 배경은
경쟁력보다는 저렴한 노동력과 FDI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진출하였
거나, 글로벌기업의 부품 공급업체로 진출하였기에 상대적으로 CSR에 대한
인식 자체가 크게 낮게 나타났다. 멕시코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생산 및
고용에서의 비중은 매우 커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CSR 역시 그 평가가 중시
될 수 있다. 향후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대기업의 협력업체 또는
지역의 공급업체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CSR 프레임워크를 잘
이해하고 결과물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스스로 입지 정체성
(regional presence)을 가진 지역기업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피해갈 수 없는
경영 형태(forma de gestionar)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며, 성숙된 기업의식과 전략적 차원에서 ‘기업의 우수성(excelencia empresarial)’
을 지향해야 한다(Urriolagoitia 2009). 특히 멕시코는 고용, GDP 기여도 및
수출 기여도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각각 75%, 52%, 26%로 높기
때문에(Katz 2009, p. 74) 한국의 중소기업은 멕시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대 중소기업 협력 차원에서 공동의 CSR 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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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CSR 성공조건
CSR 활동의 성공 조건을 삼성경제연구소(2011, pp. 1-22)의 견해를 중심
으로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째로 CSR을 비용 지출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는 마인드 전환이 필요
하다. 이러한 인식의 결여로 인해 사회공헌 활동이 제한적이고 비효과성을 보
이고 있다.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는 경우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수요에 걸맞은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전기전자업체의 경우 단순한 PC 기부보다는
유지⋅보수 기술, 인터넷 활용 교육 등 상위개념의 사회적 투자를 지향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상호보완적 원료 수급체계를 시스템화할 수 있어야
한다. Liconsa, Telefónica, Teléfono de México 등이 광의의 사회적 책임
을 인식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원천적 성질을 고려한 사업선정(Positioning)이다. 사회공헌
활동이 공익사업, 자원봉사, 기부 및 후원 등 다양한 면에서 성장하고 있으면
서도 기업이 위기에 직면 시 리스크 경감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사업 내용
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경영을 단순히 기부나 의미가 제한된 환
경보전활동에 국한시킴으로써 CSR의 기본적인 요인만 충족시켜 왔다. 향후
고려해야 할 점은 기업 본업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자 중심’의 사회공헌에서 ‘수혜자’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공헌 활동도 기업의 비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이 요구된다. 멕시코의 CEMEX와 Telefónica 재단은 기업·상품브랜드와
CSR 활동을 연계하는 사업선정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공헌과
사회적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경제적, 환경
적 및 사회적 책임으로 나누어지며,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의 공헌을 위해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나 기부 등에 있다고 볼 때 사회공헌활동은 사회
적 책임의 부분이 될 수 있으나 사회적 책임을 대신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

103

제3장 멕시코 │

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활동 방향을 가늠하는 것도 중요하다. 멕시코의 다노네사와 Sabritas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 소규모 농축산 생산 부문의 지원 사업이 좋은 사례가 되
고 있다.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특정 인원이 지역사회 미디어―신문, 잡지, 지
방 뉴스 등―분석 과정을 통해 지역사업을 발굴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
다. 무엇보다 CSR 활동 실천이 ‘불필요한 비용(unnecessary cost)’ 또는 ‘부
담 불가능한 비용(unaffordable cost)’이 아닌 사회적 투자의 하나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셋째, 사회공헌사업 관련 조직을 통합운영(Integration)하는 것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사회공헌 전담부서를 두고 전사적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진출 대상국가 또는 진출 지역별 특성을 고
려한 본사-법인 간 연계도 중요하다. 우선은 CSR 전담부서보다는 전담인력
을 1명이라도 배치하여 CSR과 지역사회를 먼저 이해하도록 하고, 어떠한 사
업이 좋을지 또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인지 큰 틀에서 준비를 하여야
한다. CSR 활동은 CEO, 총무부, 기획실, 홍보실, 회계부서 등 여러 부서와
협력해야 하므로 전담인력이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실질적
인 계획 수립과 실천은 성과지표로 만들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여야 한다. Liconsa의 경우 모든 경영 프로세스에 CSR 활
동을 수용하고 있으며, Telefónica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전반적
인 통합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넷째, 공헌활동에 대한 실행관리(Review)다. 사업 결과에 대한 영향 평가
및 검증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 활동의 성과와 기
업의 전략을 연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전사적 차원에서 데이터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외부 기관의 검증을 통한 기업의 성
과를 평가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검증에는 기존의 검증기관뿐만
아니라 ISO 26000 기준에도 맞추어 나가도록 CSR이 기업 내부적으로 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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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사회적 책임 항목을 분류⋅정리하고 관
리하고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실행단계
에서는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중간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끝
으로 사업 후에는 준비-계획-실행 단계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멕시코 현지 기업의 경우도 연차보
고서에 CSR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외부 검증기관의 평가는 수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CSR 활동 기준을 국제기구와의 공조 내지 국제
적 기준에 합치 등을 통해 선진화하고 있다.
다섯째, Involvement(참여)의 문제이다. 기업 내부와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활성화해 소통의 선순환 고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멕시코
Bimbo사는 종업원지주제도를 통해 기업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인
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 이해관계자―고객, 근로자와 가족, 공급업체,
지역사회, NGOs, 투자자 등―들과 정서적 유대를 긴밀하게 맺음으로써 커뮤
니케이션 전략을 성공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한 이
유는 기업은 기업시민으로서 지역 사회, 국제사회 및 환경 등과 밀접한 관계
를 지닐 수밖에 없다. 기업과 사회의 관계가 중시되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사회적 자본 구축의 훌륭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여섯째, 투명성(Transparency) 확보가 중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
을 보고서 내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공
헌활동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홈페이지에 CSR 코너를 운용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공간 역시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멕시코 현지 대기업의 경우 연
차보고서 및 재정보고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일곱째,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CSR은 기본적으로 자발성이
강하므로 시작하기가 어려우나 일단 사업 선정이 결정되면 지속적으로 실행
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사업에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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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비전이 포함되어야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중소기업은 CEO의 영향
이 크므로 CEO의 의지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면 지속적인 실천이 대기업에
비해 수월할 수 있다.
여덟째, 파트너십 확대가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주요 파트너십 기관에는
현지 CSR 기관, 중남미 관련 국제기구 및 타국의 대기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멕시코의 경우 Cemefi, 중남미 관련 국제기구인 UN 산하 라틴아메리카경제
사회이사회(CEPAL), 미주개발은행(IDB)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멕시코
특성에 맞는 CSR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고 공유하고 글로벌화 할 필요
가 있다. CSR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멕시코 기업의 경우 모두 국제기
구와 Cemefi 등 신뢰성 있는 기관 및 NGO들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끝으로 협력사 CSR 지원문제다. 점차 중소기업 또는 협력업체의 CSR 또
한 세계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업체는 독자적으로 CSR 활동을
체계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협력사의 CSR 지원을 통해 자가 평가를 시
행토록 함으로써 협력사 역시 CSR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향후 대기업의 국제적 평가에 협력업체에 대한 CSR 지원과 평가가 포
함되기 때문이다.

다.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CSR 실행 프레임워크 제안
국제적으로 인증받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들이
도입할 수 있는 CSR 실행 프레임워크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멕시코에 진출
해 있는 한국기업 대다수의 CSR 실행 프레임워크를 보면 아직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추진 단계는 도입 준비, 기업 내부 및 외부 환경 진단, 기대효과,
전략수립, 공약수립, CSR 활동 프로그램 수립 및 정보공개 및 개선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31)
먼저 도입 준비는 CSR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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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된다. CSR에 대한 이해는 멕시코의 Cemefi 홈페이지와 동종기업 홈
페이지의 CSR 코너, 멕시코의 경제 및 일반 일간지, 관련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전담부서의 경우 대기업은 2~3명이 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실무자 1명으로 시작할 수 있다. 무엇보
다 중요한 점은 CSR의 지속적인 업무 관리이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CSR 도입과 실행 등 모든 단계에서 CEO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CEO의 지
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자 수준에 맡기는 경우 하
위 수준의 CSR 전략 수립(Sub-strategic)으로 발전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기업 내부 및 외부 환경을 정리해 보는 것이다. 이미 대기업
과 중소기업 모두 CSR의 부분을 실행하고 있지만 그 점을 어떻게 기업 홍보
및 마케팅과 연계시킬 수 있는지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부분적으로 실
행되고 있는 사업을 모두 정리하여 포괄적인 CSR의 부분으로 통합시켜야 한
다. 우선은 기업 비전과 가치관을 정리해 보고, 현재의 사업 방향을 진단해
보고, 경영환경을 SWOT 분석을 통해 기업의 핵심이슈를 도출해 보고, 지역
또는 국가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범위를 적정하게 선정하는 것이다. 이런
상당 부분은 홈페이지에 별도의 CSR 코너를 만들어 기업비전, 가치, 정책
선언문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코너 등을 운용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기대효과를 사전에 그려봄으로써 CSR 실행에 따른 미래의 성과를 산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존에 하고 있는 CSR 활동의 성과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으며, 진출 지역 내지 국가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
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서 기업의 활동과 지역사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부합되는 경우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31) 삼성전자(201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p. 56-57; 지식경제부(2009), 지속가능경영 실행 가이드라인,
pp. 32-88; Mirvis(2006); Zadek(2004); Stransberg(2002) 외 다수의 국내외 문헌을 통해 저자가 한
국적 CSR 실행 프레임워크를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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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수립에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비전과 추구하는 핵심가치 그리고 지역
의 특수성에 걸맞은 전략이 따라야 한다. 비전수립은 간결하면서 강렬하고 공
감할 수 있으며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전 부재
가 다수의 기업에서 발견되고 있다. 기업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국제적인 가
이드라인에 맞추어 경제, 사회 및 환경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향후 CSR
평가 기준에 부합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전략하에서 현지 지역의 특수성
―도로정비, 교육, 빈곤, 환경, 물, 가스, 주택 등―을 고려한 우선적인 전략
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수립이 되었다면 이제는 통합적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포괄적이며 구
체적인 행동을 의미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여야 한다. CSR은 자발적이기
에 공약이 홍보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약은 기업행동을 평
가하는 기준이 되므로 기업 담당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의해 공약이 만
들어져야 한다. 공약에 들어가야 하는 기본적 항목은 윤리적 책임, 환경적 책
임, 인권, 공정무역,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이 되며, 이러한 공약은 미디어,
세미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
전략과 공약이 수립되면 구체적인 사업 선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단계
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지역사회 주체들과 공감대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제시하고, 추진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
어야 한다.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후에는 이러한 성과가
기업의 CSR 전략에 통합되어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맞추면서 대외적인 정당
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홈페이지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협력관계에 있는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본사의 종합 연차보고서에 제공하는 한편 해외법인 차원에서도 CSR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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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지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별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하
는 한편 세미나와 미디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CSR을 홍보하는 한편
개선점을 찾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지 법인의 경우 독자적인 보고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현지의 유력한 검증기관을 통해 신뢰도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사회공헌 운영 프로세스를 크게 전략, 프로그램, 모니터링
으로 대별하고 있다. 전략에는 글로벌 전략하에 현지 특화 세부전략 수립, 프
로그램은 글로벌 프로그램 지역 적용 및 운영, 모니터링은 지역별 개선사항
도출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기업과 멕시코 생산 또는 판매법인의 운영
프로세스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고 사료된다.

라. 기타 전략적 CSR 프로그램 제안
한국기업의 전략적 프로그램 발굴과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멕시코의 지
역사회 환경과 CSR 환경을 이해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 상생의 프로그램을 운
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멕시코의 대표 CSR 관리 기구로 Cemefi를 들
수 있다. Cemefi는 협력 범위가 범지구적이 되고 있으며, 멕시코 자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CSR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emefi와
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진출 지역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Cemefi 주관 CSR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또 개선점을 찾아 나갈 필요
가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본사의 윤리강령에 따른 CSR 활동 전개방향과
멕시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현지 CSR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사업 선정과 투명성 및 지속성을 바탕으로 지역사
회의 신뢰 확보와 글로벌 기업 가치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생의 CSR 프로그램 중 국가브랜드 및 기업브랜드에 대한 자긍심을 확
대하기 위한 한국에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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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에서의 우수 사원을 선발하여 한국의 직장과 공장에서 체험할 기회
를 부여한다면 보다 충성심 높은 종업원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정체성 증진
과 홍보 효과도 높일 수 있다. 한국 연수를 마치고 나면 멕시코 현지의 지역
대학이나 기술 과정에 진학하게 함으로써 기술 습득의 지속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한편 KOICA, IDB 등 중남미 지원 기구와 협조하여 K-pop 및 한
국 드라마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국과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IDB를 통해서는 지역사회의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투
입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IDB는 자금 지원을,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실천
활동을 추진하는 협업체제를 통해 기업의 초기 사업 범위를 확충할 수 있으
며 아울러 사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표 3-13. 멕시코 CSR 환경 및 상호 전략적 CSR 프로그램 제안 ❚
멕시코 사업환경/CSR 환경

CSR 착안점

- Cemefi( 멕시코기업시민협
회) 주도로 멕시코 및 중남미
CSR 우수기업을 선정, 발표
함으로써 여타 기업에 파급효
과 유발
- 사회적 문제로 근로마인드, 빈
곤, 교육, 주택, 보건위생 등의
해결이 과제이므로 이러한 분
야에 CSR 활동 집중 요망
- CSR 관련 세미나를 통한 여
타 기업들의 CSR 성과 비교
가능
- 중남미 관련 국제기구(WB,
CEPAL, IDB, OAS, SELA
등)의 중남미 CSR 지침 확산

- 대기업의 경우 본사의 기업윤리강령에 따른 CSR 활동을 멕시코 지역
사회에 합당하도록 사전에 현지 CSR 관련 단체들과 논의하여 상호
호혜적⋅전략적 프로그램 운용
- 현지 법인의 경우 재단 설립을 통한 사업 전문화 및 신뢰 확보
-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활동에 대한 자료를 CSR 기준에 맞도록 정리
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도 확보
- 양측의 근로문화관습 이해 프로그램 운용：한국적 근로마인드가 멕
시코 직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한국 내 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
- 우수 종업원의 한국 방문 기회 부여(KOICA의 무상원조 기금 활용 등)
- 현지 종업원의 성공사례 보급을 통한 근로의욕 증진 및 기업이미지
제고
- 한국적 CSR 활동 프로그램 운용(한국정부와 현지 진출 한국기업 연
계)：K-pop 및 한류 등으로 지역사회와 한마당 되기; 드라마 속 협찬
상품 활용을 통한 한국 상품과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 종업원 가족과
아이들의 재능교육 등

자료：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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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론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CSR 현 주소는 본 연구에서 분석해 본 바와 같
이 이윤 추구, 고용 창출, 자선 및 경제적 책임과 같은 기본적 단계에 머무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업의 능력과 비전을 바탕으로 하는 CSR
활동이 지역 사회의 다부문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개발되고 실천되
어야 하는 것이 과제다.
이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슈는 글로벌한 핫이슈가 되고 있다. 기
업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등을
통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CSR은 비용이라는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 CSR
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기업의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기업의 우선전략이 경쟁력 있는 기업, 1990년대는 글로벌 기업이었다면 2000
년대는 CSR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인식함으로써 사랑받는 기업으로 변모해야
하는 것이다.
CSR 경영효과가 단순한 나눔에 그치지 않도록 프로세스와 결과가 피드백
되어야 할 것이다. CSR을 전략적 경영활동으로 삼아 경쟁업체 차별화된 마
케팅 수단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기업의 ‘이미지 포지셔닝’은 기업의 브
랜드 아이덴티티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이해
관계자들이 차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실천 면에서도 활동내용
의 다변화보다는 기업의 비전과 목표가 담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활
동이 되어야 한다.
즉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들은 과거의 주요 사회공헌활동이었던 자선사업,
기부, ‘기아’라는 단방향적이고 산발적인 사업에서 지역의 경제·사회적 복잡성
을 고려한 새로운 경영전략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기업
책임 및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 정신의 공감적 실현을 통하여 기업,
기업 구성원, 지역사회, 소비자, NGO 등 프로슈머(prosumer) 등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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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및 국제 CSR 기구 등과 공생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때마침 또 다른 국제기준인 ISO 26000이 도
입된 것은 향후 어떤 형태로도 기업들의 준수를 촉구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러한 국제적 기준의 시행은 기업 단독으로 실천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시민사
회 간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 활동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새
로운 사회적 책임의 모델이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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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브라질

1. 브라질의 CSR 특성과 변천 과정
가. 브라질 CSR 발전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는 최근에 가속화되었지만 브라질에서 새로운 주
제는 아니다. 일찍이 1961년 ADCE-Brasil(Associção de Dirigentes
Cristãos de Empresas do Brasil)은 UNIAPAC(International Christian
Union of Business Executives)의 구성원으로 자선 활동을 실천하고 기업에
서 기독교인의 비전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상파울루에서 조직되었다.
1980년대 초에 이미 기업이 후원하는 Abrinq Foundation이 아동 노동 추방
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32) IBASE(Brazilian Institute of Social and
Economic Analyses)는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영향에 버금가는 사회적 조화

32) 1989년 ABRINQ(Associação Brasileira dos Fabricantes de Brinquedos: Toy Manufacturers’s
Association: 장난감제조업자협회)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중시하였다.

113

제4장 브라질 │

를 만들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986년 FIDES(Fundação Instituto de
Desenvolvimento Empresarial e Social：기업사회발전연구소)가 창설되었는
데 이 조직은 기업의 인간화와 사회통합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기업
활동에서 윤리적 원칙을 강조하고 기업간, 노조, 시민사회 단체와의 대화를
중시하였다(Griesse 2007, p. 31).
1992년 Rio 환경정상회담은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을 일깨우고 환경보호 NGO해가 크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 창설
된 CEBES(Conselho Empresarial Brasileiro para o Desenvolvimento
Sustentavel;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브라질 기업회의)는 브라질 대기업들의
연합체로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적 포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
였다.
이런 노력이 1998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의 확산을 주도하는 Instituto
Ethos(Ethos Institute) 설립으로 이어지는데 Instituto Ethos는 CSR 의식 제
고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중의
의식화과 공공정책 프로그램, 전문적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본부는 상파
울루에 있지만 전국에 산업연맹, NGO, 언론사, 교육기관 등과 폭넓은 교류
를 맺고 있다. 일반 시민에게는 언론사 파트너나 커뮤니케이션 회사들과 함께
매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광고 캠페인을 벌인다. CSR 관련 연구, 언
론보도, 회사 보고서 등을 인증해주는 프로그램도 매년 운영하고 있다.
Instituto Ethos에는 1,352개 기업이 가입해 있는데 이 중 54%는 상파울
루에 소재해 있다. Instituto Ethos 회원사의 매출액 합계는 브라질 GNP의
거의 30%에 달한다. 최근에는 Earth Charter, Millenium Development
Goals, Global Compact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Instituto Ethos는 책임경영(CSR) 문제를 전문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매년
수백 개의 회사들이 자기 평가도구를 통하여 일상의 기업활동에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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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잘 통합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계획하고 모니터링한다. Instituto Ethos
는 또한 지역적 부분적 이슈를 고려한 특성화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
기업, 빵가게, 광산, 금융, 에너지, 제지 부문에 대한 지표들이 개발되어 있다.
비교와 교차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벤치마킹 서비스도 제공한다.
에토스의 또 다른 주요 활동은 지식의 공유이다. 에토스는 여러 가지 뉴스
레터, 매뉴얼, 사례연구, 보고서, 온라인 자료 등을 생산한다. 에토스는 또한
아동 노동이나 부패 같은 논쟁적 문제에 대한 기업 협약도 추진한다. 정부와
노조, NGO 등과 함께 일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나 질 좋은 고용, 빈곤
제거 같은 문제를 다루는 공공정책 포럼도 구비하고 있다.

나. CSR 활동 참여 현황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브라질의 CSR 활동은 세계화 추세에 맞
추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브라질 회사들은 국제표준 수용에 적극적
인데, 브라질은 ISO 14001 환경관리표준 10대 채택국 중 하나이며 SA8000
노동표준 채택률도 3위에 이른다. Dow Jones Sustainability World Index
에서도 중국과 인도 회사가 1개 사만 등재된 데 비해 브라질 회사는 7개 사
가 등재되어 있다. UN이 주도한 Global Compact에는 338개 브라질 회사가
서명하였으며 Global Compact 서명 회사는 지난 2년 동안 48% 증가하였다.
브라질보다 서명회사가 더 많은 나라는 스페인, 프랑스, 미국뿐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10년간 외국기업들의 브라질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CSR에 대한 인식도 제고된 데 기인한다. 브라질에 진출한 50개 대규모 미국
회사들이 Global Compact의 실천에 합의하였다. 미국 대사관과 미국 상공회
의소의 지원을 받아 Accenture, American Express, Coca Cola, Dell,
Fedex, Esso, Monsanto 등이 여기에 참여하였다. 외국 회사들은 특히 노동
문제 해결에 주력하여 농업과 섬유부문에서의 노동 표준이 많이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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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세계화된 부문일수록 기업의 책임에 대한 접근도 세계화되어
있다. 은행부문이 가장 좋은 예인데, 브라질의 큰 은행들은 내부 경영 과정에
지속가능성 원칙을 적용하여 대출 과정에 엄격한 사회적 환경적 리스크 평가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금융지원에서 책임성 제고를 위한 기준
인 Equator Principles도 적용하고 있다.
기업부문은 신용공여자(국제금융기관)의 관행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공기
업은 특히 회사 지배구조와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에 주의를 기울인
다. 2005년 브라질 증권거래소는 Bovespa Corporate Sustainability Index
기업 지속 가능성지수를 개발하여 공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 스스로
Ethos Indicators와 ABNT(Brazilian Association of Technical Norms)
NBR 16001 표준 등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은행들도 저탄소기술, 재생가능 에너지, 기타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기업
에 대한 별도의 크레디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주식시장에도 확산되
고 있는데 브라질에는 Itaú Social Excellence Fund와 Santander 은행의
Fundo Ethical 같은 수십 개의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성 지지 펀드가 있다.
브라질의 대표적 CSR 수행기업은 화장품 대기업인 Natura, 국영 에너지
회사인 Petrobras, 광산회사인 Vale, 전기회사인 Endesa, 그리고 Banco do
Brasil, Banco Santander, Itaú Unibanco 등이 유명하다. 특히 추출산업과
에너지부문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들 기업이 국가소유이며 규제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지속가능경영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활동 방식과 한계
주로 다국적 대기업들은 SA8000인증서(주로 노동관계)33)나 ISO 14001

33) 1997년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이 시작한 이 인증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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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책임 인증서)을 획득하여 대외적 평판을 보호하려 한다. 일부 회사는
내부에 CSR 담당 부서를 만들고 일부는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1998년 기업들의 기부는 약 40억 헤알(당시 환율로 약 20억 달러)에 달하였
는데 주로 아동과 빈곤층 식품 지원,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 남부에서는 스포
츠, 교육, 문맹교육 및 도시 폭력 대책에, 북동부에서는 문화 프로그램에 많
이 지원하였다. 일부 은행은 소액 상환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에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포장 단위를 줄여 저소득층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에서
시장 확대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화와 재활용으로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회사들도 많았는데 대부분 회사 안에서의 폐기물 감축과 작
업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선을 시도하였다(후술하는 폭스바겐의 CSR 활동 참
조). 일반적으로 다국적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실천하는 경우가 많
은데 이는 기업 규모가 CSR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많은 기업들이 NGO와 파트너십을 이룬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주로
환경 교육, 환경 문제 의식제고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
문 조직과 제휴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면상의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아직 브라질 사회에 큰 변화의 물
결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다. 아직 전략적으로 완전히 통합된 기업의 책임경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만한 회사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회사는 자선
단체나 별도의 기구를 통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브라질에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비전략적 인도주의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
다. 브라질에서 CSR은 아직 교육과 공동체 프로젝트 지원을 의미한다(Balch
2010).
문제는 CSR의 수준이 낮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나 세계화에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주로 노사관계의 기준을 담고 있다. 아동노동, 강제노동 금지, 노동자의 노조 결
성과 단체교섭 등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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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이 덜 된 회사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상당수 회사들의 CSR 활
동은 “행동보다는 말이 대부분”이며, “회사들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
지만 표준도, 투명성도 없고 자신들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시계열 자
료를 제공하지 않는다”(Balch 2010). 그래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문제에 대
한 접근, 즉 노동권, 환경, 투명성 관련 헌장, 연례 보고서 발간 등이 대부분
홍보전략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라. 브라질 사회와 CSR
국제규범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고 해서 브라질이 완전히 서구적 의미
의 기업의 책임을 채택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해관계자 관계가 다르
다. 예를 들면 노조와 정당이 브라질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소비자
단체나 시민사회 조직의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다.
룰라 대통령 집권기에 브라질 빈곤율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브라질에는 아
직 수천만 명의 빈곤층이 남아 있다. 리우데자네이루만 해도 100만명 이상이
슬럼가에 거주한다. 고용과 교육, 보건 위생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
다. 국토의 57%가 아마존 우림으로 덮여 있어 종 보존과 우림 파괴가 여전
히 중요한 국가적 이슈이다. 또한 브라질 관료들의 부패도 여전히 중요한 사
회적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브라질 기업이 교육, 보건, 기술개발, 사회적
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부패고리의 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CSR이 순전히 민간기업의 주도에 의해서 의한 기대되는 분야이긴 하지만
정부 역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브라질 정부
는 1980년대 초부터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요구 등의 규제를 시작하였다.
1988년 헌법은 지방자치체에게 사회적 프로그램, 기본 서비스, 교육 책임을
위한 예산 책정을 허용하였으며 2000년의 Fiscal Responsibility Act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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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초과 지출을 불법화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연방은행들은 대출 신
청 은행에 환경규제 준수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동
시에 문제도 지적되는데 현재 여러 수준의 정부 기관들이 분산적으로 환경정
책을 담당하고 있어 정책과 환경기준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일관성이 없다
는 비판이 그것이다.
정부의 법 집행력 부족은 CSR에 대한 기대를 더 부풀리지만 때로는 정부
의 법이 CSR 추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1993년의 Lei de
Licitaes(Auction Law)가 그 경우인데. 이 법은 정부기구가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속가능한 행동에 아무런
인센티브도 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2009년
상파울루 시는 야심적인 시정부 기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도시 건설작
업에서 불법 벌목 목재의 사용 금지에서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까지 여러 가
지 규정을 정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입찰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CSR의 발전에는 시민사회의 역할도 컸다. 투자자외에도 여러 이해당
사자들이 브라질 회사로 하여금 책임성 실천을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종업원들이다. 브라질 경쟁력 제고에 인적 자본의
역할이 중요할 뿐 아니라 브라질의 노조와 노동법은 기업에 상당한 의무를
부과하여 노사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공공의 압력에 대해 말하자면 기업
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높지만 시민사회의 영향은 비영리부문의 조율 결여로
매우 미미하였다. 지역의 공동체들은 기업과의 동등한 대화와 파트너십의 주
체가 되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투자 대상이 되었다.
환경보호에 있어서 NGO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상당히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 2009년 7월 그린피스는 Slaughtering the Amazon이라는 보
고서에서 소목장이 아마존 우림 파괴의 주요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최대 쇠
고기 생산뿐만 아니라 주요 국제 슈퍼마켓 체인도 공범자로 지목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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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며칠 내에 브라질의 3대 슈퍼 체인인 Pão de Açúcar, Wal-Mart,
Carrefour가 나서서 우림 파괴지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반입을 금지하였다.
10월까지 브라질의 4대 쇠고기 생산자인 JBS-Friboi, Bertin, Minerva,
Marfrig 등이 우림 파괴지역에서 생산된 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환
경 기준을 채택하였다. 3개월 만에 고기 가공업자들이 모여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서류에 서명하였다.
브라질 기업 CSR 활동의 또 다른 압력은 브라질 소비자들에게서 온다.
“아카쿠 깨어 있는 소비자 연구소”(Akaku Institute for Conscious
Consumption)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절반은 대기업이 조세 기여나 종업원 복
지 외의 사회 발전을 이끌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윤리적 상품과 윤리적 회사 지지가 지난 3년간 두
배로 늘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소비자의 22%에 불과하여 아직은 초기단계
에 그치고 있다. 브라질 소비자의 기대와 만족 사이에는 큰 갭이 있는데 이
격차는 남미에서 브라질이 가장 높다. 4-5년 전만 해도 상당한 기대가 있었
는데 이제는 회의적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Balch 2010).
[표 4-1]에 의하면 브라질 국민들은 “대기업은 사회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에 완전동의가 60% 비교적 동의가 31%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무려 91%에 이른다. 소비자들의 85%는 소비자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지원할 수 있으며, 64%의 소비자는 가격이 10% 비싸더라도 친
사회환경적 상품을 구매할 용의가 있다고 답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환경책임 활동을, 기업 이미지를 고려한 기업측의 전략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2/3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사실상 강제되어
기업이 진심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의견이 49%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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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사회환경적 책임에 대한 브라질 국민의 태도(2010년) ❚

대기업은 사회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NGO나 자선단체와 제휴한 기업에 대해
더 큰 호감을 느낀다.
소비자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가격이 10% 비싸더라도 친사회환경적
상품을 구매할 용의가 있다.
사회환경책임을 내세우는 대부분의 기업
은 단지 회사 이미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할 뿐이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강제된 측
면이 있다.
환경오염은 매우 큰 문제라서 개인이 기
여할 여지는 거의 없다.
사회환경문제의 해결은 기업의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다.

중립

완전 2010 2009
반대 동의 동의
1 비율 비율

완전
동의
7

6

5

4

3

2

60

20

11

6

2

1

0

91

88

48

23

14

11

2

1

1

85

84

41

24

17

13

2

1

2

82

84

28

20

16

19

6

4

7

64

64

23

21

20

23

7

3

3

64

64

10

16

23

30

11

6

4

49

45

22

8

6

7

7

13

37

36

42

4

4

7

29

11

14

40

15

23

자료：Meio&Mensagem(2011. 5. 16).

2.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CSR 실천 현황과 과제
가. 설문조사 및 분석
1) 설문 대상 및 실시
브라질 조사 대상 기업은 브라질 현지에 진출해 있는 주요 기업을 대상으
로 하였다. 브라질에는 현대자동차가 상파울루 피라시카바에 연산 15만대 규
모의 공장을 건설 중이며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회사인 삼성과 LG가 상파울루
와 마나우스에 하나씩, 회사당 2개의 공장에서 컴퓨터와 모니터, 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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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산하고 있다. 설문은 마나우스를 제외하고 상파울루 LG 타우바테 공장
과 삼성의 캄피나스 공장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화학회사인 CJ 브라질 법
인도 약 220여명의 현지인을 고용하여 아미노산의 일종인 사료용 라이신을
생산하고 있다. 기타 현대종합상사와 대우인터내셔널 등에서 수출입 업무를
하고 있으며 삼성SDS가 브라질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를 대상으로 도로,
교통, 철도, 전자정부 등의 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국제강은 포스코
와 함께 브라질에 진출하여 브라질 제철회사인 Vale de Rio Doce와 합작으
로 세아라 주에서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고 있다. 설문을 실시한 10곳 중 동국
제강만 이메일로 답장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현지 공장 및 사무실을 방
문하여 설문 조사와 함께 CSR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대부분 팀장이나 임원급을 대상으로 하여 CSR 활동을 파악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2) 설문 분석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CSR 인지도
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6개 기업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4개 기업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히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인지도가 낮은 것은 아니나
정확히 모른다는 답변이 40%나 되는 것은 아직 CSR의 중요성이 충분히 확
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CSR 활동 여부에 대하여 본사와 현지법인의 실천을 질문하
였다. 본사에서는 하지만 현지법인에서는 하지 않는다가 4개 기업, 본사와 현
지법인 모두 실천이 6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CSR을 잘 안다고 답변한 기업
들이 대부분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인지도와 실천
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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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답변 ❚
A
B
C
D
E
진출시기(년)
2005
1996
1996
2009
2009
매출(US 달러)
1억 3천만
15억
29억
5억-6억
종업원
11/225
20/2,900
2/9
45/120
업종
화학
전자/컴
전자/컴
도소매
기계자동차
1. CSR 인지도
2
1
1
1
1
2
4
4
2
4
2. CSR 활동 여부
3. CSR 중요성
4
4
5
2
5
4. 불요한 이유
2
2, 8
2, 9
2
9
9, 12
5. CSR 수행 이유
6 수행/미수행(이하 빈도)
7/5
8/3
6/3
4/5
10/1
내부：외부(괄호는 미수행)
6：1 (4) 6：2 / (3) 2 (2)：4 (1) 4 (2)：(5) 6：4 (1)
중요성(소/중/대)
1/6/5
4/2/5
-/-/6
-/-/8
0/0/11
7. CSR 부서 독립성 무/유(빈도)
5/0
3/2
1/3
4/1
2/3
8. 문제점(빈도)
1
1
7
0
0
4
5
4
4
9. 추진상 애로
10. 지역사회 강조점
5
5
6, 8
1
0/4
3/2
4/0
4/2
11. 활동방식 독자/의존
(1 2 3 4) (2 3 4 / 1 2) (1 2 3 4)
(1 2 3 4 /1 3)
3
3
3
1
12. 자기평가
13. 기대점
7,5,2
6,7
1,6,7
6,1,7
1,2,6
F
G
H
I
J
2004
1995
2007
1980
2008
20억
50억
2,200만
5억
12/3,300
15/590
9/121
4/12
전자/컴
전자/컴
사업서비스
도소매
기계 금속
1
2
2
2
1
4
4
2
3
4
5
5
4
4
5
2, 9
2, 9
2, 9
2,8,9
2, 7
10/1
10/1
2/9
5/6
10/1
5 (1)：5
6：4(1)
2(4)：0(5) 4(2)：1(4)
6：1(4)
0/1/9
0/0/10
0/7/4
0/2/3
1/1/9
0/4
0/4
5/0
5/0
2/3
7. CSR 부서 독립성 무/유(빈도)
(전담인력 4명)
8. 문제점(빈도)
7
1
0
0
0
9. 추진상 애로
7
4
4
4, 7
10. 지역사회 강조점
5
9
2
6
1
4/1
4/0
2/2
1/3
4/0
11. 활동방식 독자/의존
(1 2 3 4 / 3) (1 2 3 4) (2 4 / 1 3) (1 / 2 3 4) (1 2 3 4)
12. 자기평가
2
2
3
2,6,7
2,3,6
6,2,7
2,5,6
2,5,6
13. 기대점

진출시기(년)
매출(US 달러)
종업원
업종
1. CSR 인지도
2. CSR 활동 여부
3. CSR 중요성
4. 불요한 이유
5. CSR 수행 이유
6 수행/미수행(이하 빈도)
내부：외부(괄호는 미수행)
중요성(소/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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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CSR 활동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
적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이 5개소, 비교적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가 4개소였으
며, 의미 있지만 중요하지는 않다가 1개소였다. CSR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1
번 설문)이 CSR 개념의 인지도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CSR 활
동 중시 경향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서는 아직 충분히 전파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CSR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개 기업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개 기업만 기업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
다고 답변하였다. 이상의 답변을 보면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들은 CSR의 중
요성과 필요성을 모두 느끼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실천하
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CSR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씩 답해 달라고 하자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이 8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7개 기업이 회사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 향상을 꼽았다. 기타 직원들의 자긍심 고양이 2개 기
업, 판매시장 확대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꼽은 곳이 각 1개소였다. CSR 활동
이유로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를 통한 사회적 리스크 완화와 기업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가장 중시한 것이다. 이는 기업활동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적(responsive) CSR과 기업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전략적
(strategic) CSR 측면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뒤에 살펴보듯
이 가치사슬 외부 활동은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원활동이 대부분으로 아직은
리스크 완화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대응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CSR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11개 항목을 수행/미수행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첫 6개 항목은 모두 가치사슬 내부의 이해관계
자 관계에 집중되어 있으며(직장내 인권문제, 노사 관계, 직원 복지, 종업원과
소통 노력, 환경보호, 고객 만족) 다음 4개 항목은 기업 소재 공동체에 대한
지원 활동(기부, 후원 프로그램, 임직원 자원봉사, 지역사회 시설 지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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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마지막 항목은 빈곤층 지원, 신기술 및 저가 신제품 개발이다. 먼저 11개
항목 전체를 보면 수행 72, 미수행 35로 수행이 미수행의 두 배쯤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활동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내부 활동은 충실히 수
행하고 있는 편인데(수행 47, 미수행 11) 일부 미수행 통계는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고 생각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브라질 진출 한국
기업들이 법적 의무나 도덕적 규범은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이 점에서 한국기업들의 CSR 활동은 방어적 성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역사회 지원활동은 수행 대 미수행이 22 대 28로 미수행 비율이 더
높다. 외부 지원활동은 전자, 자동차 등 소비자와 연관성이 큰 기업에서 수행
비율이 높았다(수행 19, 미수행 5). 직접적으로 일반 소비자와 관계가 적은
무역업체나 사업서비스 및 제철, 화학업체들은 거의 외부 지원활동이 없어(수
행 3, 미수행 22) 대조를 이룬다. 이는 소비자에 노출되는 업종일수록 외부
지원활동을 통해 기업의 선한 이미지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CSR 활동 항목의 중요성 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CSR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답변하였다. “중요성이 크다”가 94건의 답변 중 70건에 달
하여 거의 3/4에 이르며, 모든 기업에서 “중요성이 크다”는 답변이 “작다”나
“중간 정도”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중요성이 적다는 부문은 모두 5건인데 이
중 4건이 외부 지원을 중시하지 않는 한 회사의 답변이었으며, 중간 정도라
는 답변은 94건 중 19건에 이르는데 여기에서도 CSR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
미한 두 기업의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대부분
CSR 활동을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 내부의 활동(노사관계, 소통, 에너
지 절약, 고객 만족 등)을 중시하였다.
CSR 활동 부서의 독립성을 알아보기 위해 법인의 독자적 비전 선포(본사
비전 포함), 전담기구(현지), 정기 보고서 발간(본사 포함), 본사의 지침 여부,
CSR 예산 확보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법인의 CSR 비전에 대하여는 현
지법인이 별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었고 본사의 비전을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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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조사 대상기업이 모두 대기업들이어서 대부분 사회적 책임에 대한
미션이나 선언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러나 CSR 활동에서 본사의 지침이 따
로 내려와서 본사에서 현지법인의 CSR 활동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60% 정
도였다. 현지법인에서 전담부서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는 50%였다. 그러나 공
식적 전담부서는 없더라도 직원봉사활동 등은 회사의 여러 과외 활동 그룹에
서 맡는 등 비공식적으로 CSR을 수행하는 구조는 대부분 보유하고 있었다.
또 전담부서가 있다고 대답한 경우에도 인사과나 관련 조직에서 업무의 일부
로 CSR 활동을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100% CSR 활동만 하는 경우
는 거의 없었다. 지속가능 혹은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본사
차원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현지에서 발간하는 경우는 없었다. CSR 예산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구체적 액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밝히기를
꺼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지원활동을 하고 있
어 CSR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부서 예산이나 예비비
에 공동체 지원 예산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지원활동 내역은 대부분 빈민층 교육이나 지자체 행사 지원, 청소
년 사업 지원, 재해 구호, 한인회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액수는
회사의 매출액 규모에 비추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기업에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하여 사업별로 밝힌 것을 보면 기업 A의
경우 1년 1회 International Day에 5만 헤알(3만 3천 달러)을 시 정부에 기
증하거나 1년 1회 장애인 식사지원 비용으로 3천 헤알(2천 달러)을 지급하였
으며, 기업 B는 액수는 밝히지 않고 지역사회 공동체 행사지원이나 중소기업
개발 및 육성프로그램 등을 후원하였고, 기업 C는 현지 불우노인 지원에 월
1회 1만 달러, 한인회 행사 지원에 연 1회 2만 달러 지원, 기업 D는 액수는
밝히지 않고 빈민촌 컴퓨터 교실 지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및 물품 지원,
기업 E는 지자체 다문화축제 지원, 폭우 피해 지원, 친선 스포츠 경기 등을
후원하였다. 기업 F는 공동체 지원 활동 경비가 1년에 약 30만 헤알(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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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정도라고 밝혔다(기업의 알파벳은 호칭을 위한 무작위 순서일 뿐이며
기업의 영문 이니셜이나 표에 표기된 알파벳과도 무관함). 무역업체나 사업서
비스 업체들은 활동내역이 거의 없어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는 않았다.
다음으로는 가치사슬 관련 항목의 리스크 노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
난 3년간 ➀ 현지국 정부의 조사를 받았거나 ➁ 법적으로 소송을 당했거나
➂ 언론에 회사 이름이 보도되었거나 ➃ 지역 주민이나 NGO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거의 없다라고 답변하였으나 두
회사는 행정당국 조사 2건 및 3건, 소송 2건 및 4건, 언론보도 2건 및 지역
민 항의 1건을 보고하였다. 행정당국 조사는 한 회사는 법규 위반 및 제품
품질 안전문제, 다른 회사는 인권, 임금, 종업원 안전 및 복지 관련이었다. 소
송은 두 회사 합쳐서 인권 2회, 임금 2건, 법규 위반과 부품회사와의 갈등
각 1건이었다. 언론보도는 한 회사에서 노조문제와 소비자 갈등 각 1건이었
으며 부품회사 관련하여 지역민 항의 1건 등을 보고하였다. 가장 많은 문제
가 제기된 사항은 두 회사 합계 14건 중 7건을 차지한 노동 관련 이슈(인권,
노조, 임금, 종업원 안전 및 복지)들이었다. 수치가 지난 3년간의 합계라는
점과 보고 회사의 종업원 숫자를 고려할 때, 또한 노동법관련 문제 제기나
소송은 브라질에서 매우 흔하며 브라질에 있는 어떤 기업에나 항상 제기된다
는 점을 감안하면 현지 진출기업들이 지역사회의 법규나 규범과 큰 충돌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브라질의 조직문화가 보다 평등지향적이고 덜 권
위주의적이라는 점과, 한국적 기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퇴직 후 소송제기가
매우 빈번하다는 점 때문에 상당수 한국기업들이 브라질의 독특한 노사환경
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관련 리스크는 노동자 관련 문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CSR 추진상의 애로점으로는 전담인력이나 예산 부족을 지적한 회사가 10
개사 중 6개사로 전체 답변의 60%를 차지하여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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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지역사회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한 회사가 두 곳으로
이는 지역사회 문제가 너무 커서 어떤 방식이 효과적 접근 방법인지 모르겠
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 회사에서만 한국과의 조직문화 충돌을 꼽았다
(10%). 이 문항의 답변을 보면 전반적으로 회사 자체의 조직적 노력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역사회와와의 관계에서 가장 강화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
에 30%가 노조나 현지근로자와의 관계 강화를 꼽았다. 일자리 창출 확대와
친환경 경영활동은 각 20%가 그리고 지역유지와의 관계 강화, 기부활동, 고
객 및 소비자와의 소통은 각 1개 사가 지적하였다. 브라질 노동자를 많이 고
용하는 대규모 사업장들이 노조나 근로자 관계를 중시하였으며 현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회사들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였다. 정부 입찰이 중요한 사업
서비스 회사는 지역 정치인이나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입찰 정보
는 사전에 파악해야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부분
의 답변은 업종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지역
언론이나 지역 NGO를 지적한 회사가 하나도 없다는 점은 브라질 시민사회
에서 외국기업의 CSR 실천을 요구하는 압력이 거의 없다는 근거로 볼 수 있
는데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브라질 시민사회의 압력이나 요구는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활동방식에 대하여는 결정주체(현지법인의 독자판단
혹은 본사 지침 의존), 시행단위(기업내 부서 혹은 외부 단체 지원), 계획성
(계획 혹은 상황에 따라) 평가 절차 여부 등을 물었다. 양쪽 다 해당하는 경
우를 복수로 계산하면 현지법인이 주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평가 절차까지 포
함하는 경우가 65%이며 본사지침에 의존, 외부기관 지원, 비계획적 활동, 평
차 절차 없음이 35%로 나타났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지법인의 독자적
판단이 답변한 9개사 중 6개사로 2/3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2개사는 본사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지침에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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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회사는 매우 적었으며 일반 소비자 관련성이 약한 회사였다. 시행방식은
회사 내 부서에서 시행이 9개사 중 7개사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선단체 기증은 3개사(이 중 1개사는 독자 시행도 겸함)로 전반적으로 자선
단체 기증보다는 회사 조직을 통한 사업 선정 및 시행이 주류를 이루었다.
자선단체 기증 역시 소비자 브랜드가 아닌 기업들이 주였다. CSR 활동의 계
획성에 대하여는 6개사가 이미 계획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5개사는 상황에
따라 시행한다고(이 중 2개사는 계획성도 답변) 답변하였다. 전체의 2/3가
CSR 활동을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나 1/3은 재해구호 등 상황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성 있게 전개하는 회사는 모두 소비
자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소비재 상품 생산업체들이며 계획을 세우
지 않는 회사는 일반 소비자와의 연결고리가 약한 무역업체나 사업서비스 및
화학업체였다. 소비재 업체의 경우 진출 후 몇 년이 지나 나름대로의 CSR
활동 프로그램이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평가 여부는 거의 대부
분의 기업(9개사 중 7개사)이 평가절차를 거친다고 답하였으며 별도의 평가
절차가 없는 회사들은 CSR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회사들이었다.
CSR 활동 성과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는 매우 만족 1개사, 만족 2개사, 보
통 4개사로 나타나며 활동이 미미한 업체 3개사는 답변하지 않았다. 만족도
가 매우 높은 회사는 현재 공장을 건설 중인 회사로 건설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자체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공장 건설과정도 순탄한 것이 반영된 것
으로 보인다. 만족도가 높은 2개사는 같은 브랜드의 생산 및 판매법인으로
지역사회 지원 활동이 좀 더 활발한 회사이고 역시 소비자 브랜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CSR 활동에서 기대하는 것을 3가지 복수 답변하게 한 결과
가장 많은 답변을 얻은 것은 기업평판과 브랜드 이미지 강화였다. 10개사 중
9개사가 답변하였으며 유일하게 이를 택하지 않은 기업은 소비재 브랜드 업
체가 아니었다. 두 번째로 답변이 많은 것은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로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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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선택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무역업체 1개사와 같은 계열의 소비자 브랜
드 업체 2개사가 지역사회 관계 강화를 선택하지 않은 점이었는데 이는 이
회사의 공장 입지가 지역 공동체와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것이 작용하
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는 종업원의 자긍심과 자부심이었는데 모두 6
개 업체가 선택하였다. 선택하지 않은 기업들은 무역업체와 아직 건설 중으로
직원 충원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들이었다. 다음으로는 매출 확대와 노사관계
원활화가 각 3개사였는데 모두 아직 CSR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않은 기업
이 대부분이었다. 대규모 현지인 채용으로 노사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
고한 기업들은 노사관계 원활화를 기대사항으로 꼽지 않아 노사관계 부담은
그리 크게 느끼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 기업만이 인도주의 실천을 기대
효과로 뽑았는데 전반적으로 한국기업들은 기업 이미지 보호와 지역사회와의
마찰 회피를 주로 기대하였다. 이는 여러 지원 활동의 목표가 인도주의 실천
보다는 사실상 기업의 영업활동을 사회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나.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특성
1) CSR의 중요성과 참여율
CSR의 중요성을 크게 평가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기업은 60% 정도
이며, CSR 구체적 실천 항목의 중요도 평가에서도 “크다”는 답변이 “작다”
나 “중간” 답변보다 많은 기업이 70% 정도로서 과반수 이상이 중요하게 평
가하고 있다. CSR 실천도를 보면 현지법인 실천이 60%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인지도, 중요성 평가도, 실천도가 60%대로 상당히 일관되게 나타
나고 있다.
CSR 활동 수행 내역을 보면 기업 내 생산 및 경영과 관련된 노사관계나
에너지 절약, 종업원 관계에는 업종이나 규모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기업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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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게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는 업종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주로 소비자 브랜드 기업은 CSR 활동에 적극적이고 소비자 노
출이 적은 업종(무역업, 화학, 제철 등)은 CSR 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이 보
인다.

2) CSR 활동 이유
CSR 활동 이유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8개 기업)과 회사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 향상(7개 기업)이었다. 마지막 설문
에서 복수선택으로 질문한 CSR 활동 기대사항 역시 기업평판과 브랜드 이미
지 강화(9개사), 지역사회 관계 강화(7개사)였다. 지역사회의 요구에 의한 것
은 전혀 없어 브라질 사회의 구체적 요구나 문제 때문에 CSR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관련 리스크가 노동
자 관련 문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작은 편이라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
침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대규모 현지인 채용으로 노사관계에서 문제가 있었
다고 보고한 기업들이 노사관계 원활화를 CSR 활동의 기대 사항으로 꼽지
않은 점인데 이는 노사관계 부담을 그리 크게 느끼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 기업만이 인도주의 실천을 기대효과로 뽑았는데 전반적으로 한국기업들은
기업 이미지 보호와 지역사회와의 마찰 회피를 주로 기대하였다. 이는 여러
지원 활동의 목표가 인도주의 실천보다는 사실상 기업의 영업활동을 사회적
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CSR 활동 분야와 내용
특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은 법 규범 및 회사 내부 경영과 관련된 부분
으로 인권, 노사관계, 종업원과의 소통, 환경보호(에너지 절약, 환경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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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고객 만족 등의 부문에서 높았다(수행 47, 미수행 11). 대부분 기업들은
(10개사 중 7개사) CSR 수행 비율이 미수행 비율보다 높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기업들은 최소한의 법적 의무나 사회적 규범은 비교적 충실히 준
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지원 활동에서 있어서는
22대 28로 미수행 비율이 수행비율보다 약간 더 높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
보면 소비자 브랜드 업체는 수행율이 월등 높다(수행 19, 미수행 5). 수행율
이 낮은 기업은 대부분 비소비자 브랜드 기업으로 무역업체, 사업서비스, 중
간재 생산기업들이다. 이들의 지역사회 지원 활동은 수행3, 미수행 22로 소
비자 브랜드 업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기업들의 CSR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브라질에 진출한 한
국기업들의 CSR은 현지국의 법규범 준수 단계에 도달해 있으나 소비자 브랜
드 기업은 단순한 법 준수를 넘어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사회적 리스크를 줄
이고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었으며 소비자
노출이 적은 기업들은 지역사회 지원 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동체 지원활동 내역은 대부분 빈민층 교육이나 지자체 행사 지원, 청소
년 사업 지원, 재해 구호, 한인회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액수는
회사의 매출액 규모에 비추어서는 상당히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4) 활동 방식과 구조
현지법인의 CSR 활동 수행의 독립성은 대규모 소비자 제조업체의 경우
본사의 관심에 힘입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현지 실정에 맞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고 움직이는 경우는 50%
정도이며, 전담부서가 있다고 대답한 경우에도 인사과나 관련 조직에서 업무
의 일부로 CSR 활동을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100% CSR 활동만 하
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봉사활동이나 자선활동의 경우 회사 내 비공식
구조(봉사모임, 과외활동 그룹 등)가 그 기능을 맡기도 하였다. 지속가능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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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본사 차원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현
지에서 발간하는 경우는 없었다. CSR 활동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 기구(재단
이나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활동 내용이 지속적
이고 체계적으로 독자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독자적 활동
의 의미는 크지 않다.
현지법인의 2/3는 계획을 세워 독자적으로 CSR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3
은 본사 지침에 의존하거나 독자적 활동 계획없이 기증 위주의 활동에 그쳤
다. 대부분의 회사 (9개사중 7개사)가 회사 조직을 통해 직접 CSR 활동을
준비하고 전개하였다. 현지법인이 적극적이고 독자적으로 CSR 사업을 선정
하고 시행한 경우는 대부분 소비자 브랜드 기업들이었으며 무역업체나 사업
서비스, 화학 등 소비자 노출이 적은 업종의 기업들에게서는 CSR 활동의 계
획성이나 독자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CSR 활동 성과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는 매우 만족 1개사, 만족 2개사, 보
통 4개사로 나타나며 활동이 미미한 업체 3개사는 답변하지 않았다. 만족도
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은 CSR 활동 자체가 대부분 기업에서 비교적 미약한
수준인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 CSR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점
CSR 활동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전담인력이나 예산 부족을 지적한
회사가 10개사 중 6개사로 전체 답변의 60%를 차지하여 가장 큰 문제로 지
적되고 있다. 회사의 조직적 지원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적한 바처럼 CSR 전담부서가 설치된 경우는 50% 정도이며 전담부서가
있다고 대답한 경우에도 인사과나 관련 조직에서 업무의 일부로 CSR 활동을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100% CSR 활동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봉사활동이나 자선활동의 경우 회사 내 비공식 구조(봉사모임, 과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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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등)가 그 기능을 맡기도 하였다. 전담인력이나 구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방문 기업 대부분이 CSR 활
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곳이 거의 없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자
료가 있는 경우에도 상당 부분이 내부 임원보고용이나 외부손님 홍보용으로
사진 자료가 주였고 그 효과나 개선점 등을 자료로 제시한 곳은 없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한 회사가 두 곳으로
이는 지역사회 문제나 공동체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로
판단된다. 이는 CSR 활동에 대한 이해의 확대와 전문적 교육 훈련의 필요성
을 시사하고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CSR 관련 업무 담당자가 CSR 활동의 의의를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모 기업의 CSR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CSR
활동(빈민층 지원,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지원 등)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일
이며 기업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으며, 이 기업은 그 결과 공
동체 지원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활동의 중요성을 비교적 낮게
평가하였다.
CSR 활동이 일시적이고 임시적 성격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설문 조사
에 의하면 현지법인이 주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평가 절차까지 포함하는 경우
가 65%이며 본사지침에 의존, 외부기관 지원, 비계획적 활동, 평차 절차 없
음이 35%로 나타났다. CSR 활동의 일시적⋅임시적 성격을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의 CSR에 대한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가 장래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소액의 자선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민망하게
생각하는 동양적 사고가 상당히 강하였으며 여기에는 홍보 시 여러 단체에서
기부나 지원요청이 올 경우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주요기업들이 기술력과 제품의 고급 이미지
를 마케팅 전략으로 삼고 있어34) CSR을 마케팅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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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현 단계의 CSR 활동 수준에서
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CSR 활동과 마케팅을 결합시키
는 문제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업종별 특징
CSR 활동 중 법규범 준수 및 기업경영 효율화, 노사 관계 등은 회사 업
종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사회공헌 활동은 소비자 노출 정도에 따
라 큰 차이가 나타났다. 전자, 자동차 등 4개 소비자 브랜드 기업에서는 지역
사회 공헌 활동 수행비율이 훨씬 높았으나(수행 19, 미수행 5), 직접적으로
일반 소비자와 관계가 적은 무역업체나 사업서비스 및 제철, 화학업체들은 거
의 외부 지원활동이 없어(수행 3, 미수행 22) 대조를 이루고 있다.
활동의 계획성에 대하여도 업종의 특징이 약간 드러난다. 전체의 2/3가
CSR 활동을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었는데, 계획성 있게 전개하는 회사는
모두 소비자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소비재 상품 생산업체들이며, 계
획을 세우지 않는 회사는 일반 소비자와의 연결고리가 약한 무역업체나 사업
서비스 및 화학업체였다. 소비재 업체의 경우 진출 후 몇 년이 지나 나름대
로의 CSR 활동 프로그램이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34) 코트라 센터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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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특성 요약 ❚
1. CSR의 중요성과 - 조사대상 기업의 60%가 중요시하고 실천 중임.
- 주요 기업은 지역사회 활동에 상당히 적극적
참여율
-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 회사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 보호 및 제고
2. CSR 활동 이유
- 브라질 사회의 요구나 문제 제기는 없음.
-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적 성격.
- 회사 조업 및 영업 관련 부문(노사관계, 종업원, 고객, 공급망, 환경보호)
3. CSR 활동
등은 대부분 기업이 잘 수행하고 있음.
분야와 내용
- 지역사회 공헌 부문은 주로 소비자 노출이 높은 기업들이 실천
- 조사 대상기업 중 6개사 정도가 현장 재량권을 가지고 활동
- CSR 실천 기업들은 회사내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4. 활동방식과 구조
- 전담 인력이나 부서가 있는 경우가 50%이나 CSR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
라 부서 활동의 일부로 CSR 활동 전개
- 전담 인력이나 예산의 부족
- CSR 활동의 의의나 방식에 대한 교육 필요
5. 문제점과 개선점
- CSR 홍보에 대한 소극적 태도
- CSR 프로그램의 비체계성, 비전략성, 임시성
- 소비자 노출 브랜드 기업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CSR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지원도 활발하게 전개
6. 업종별 특징
- 업종에 따라 주요 이해관계자가 달라지고(제조업:종업원, 입찰 사업서비스:
정부) 공동체 지원 내용에 영향(전자회사:컴퓨터 지원 및 교육)
- 대규모 사업장 소유 기업은 노사 문제가 주요 이슈
7. 규모별 특징
- CSR 2단계 “관여 단계”(비체계적 활동단계, 영업 외적 자선 및 공동체
8. CSR 발전 단계
행사 지원, 지역조직 후원 활동 중심)

지역의 CSR 활동에서 강화해야 할 부문으로 대규모 사업장들이 노사 관
계를 중시하였으며 현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회사들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
하였다. 정부 입찰이 중요한 사업서비스 회사는 지역 정치인이나 유지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입찰 정보는 사전에 파악해야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부분의 답변은 업종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
나는 점이 흥미롭다.
요컨대 업종별 특징은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보다는 소비자 노출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기업의 CSR 참여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
비자 노출도가 높은 경우 CSR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고 바로 기업에 대한 평
판과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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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모별 특징
다수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노사관계가 가장 리
스크가 큰 분야로 나타났다. 이는 브라질 노사관계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교적 친노동적인 노동법과 노동법원의 역할로 인하여 현지인 종업원들은
사소한 것도 퇴직 후 노동법원에 제소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인터뷰 대상자들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8) CSR 발전 단계
한국기업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이해관계자 관리에 있어서는 법규범 준수
를 통해 사회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는 소
비자 브랜드 기업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소비자 노출이 적은 업종의 기
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Mirvis의 분류에 의하면 소비자 노출이 적은
업종은 1단계(법 준수, 공동체 지원 활동 무관심)에 있으며, 소비자 노출이
많은 전자⋅자동차 업종은 2단계인 “관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여 단계”의 CSR 활동은 빈곤층 지원 등 자선활동과 지자체 활동 지원,
환경 보호 등을 중시하며 지역사회의 호의적 여론과 브랜드 이미지 보호 내
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아직 CSR 활동을 사업성과 연관시키는 3단계인
“혁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브랜드 기업의 지역사회 지원활동도 대부분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즉 브랜드 보호 기능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고 CSR 활동을 통해 브랜
드 가치를 높이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적 사고 단계에 들어서지 않
았으며 아직 의도도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을
전개하여 만약 있을지 모를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도이다.
CSR 활동이 회사의 업종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컴퓨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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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교육 등) 그 규모가 작고, 활동의 대부분은 지역 공동체의 학교나 빈민
층, 재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나 자선활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업종과 관계있는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성장전략과는
무관한 것으로 회사의 자선활동 측면에서 회사가 마침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공유한 정도로 보인다.

다.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CSR 과제
설문에 응한 10개 기업 중 2개사는 공장 건설 중이고 4개사는 전자회사
공장 및 판매법인, 모두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 계열사들로서 브라질에서
CSR 활동을 수행할 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들 10개 회사 중 9개 회사
는 법인장이나 팀장급 이상의 담당자와 인터뷰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설
문조사에서 얻을 수 없는 현지 파견 임직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
다. 코트라와 영사관의 담당자 인터뷰도 브라질에서 한국기업이 처한 여러 가
지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들 인터뷰 내용 중 공통적인 것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브라질의 CSR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 한국기업
에 대하여 NGO나 비중 있는 사회조직으로부터 압력을 느낄 만한 요청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도 단체교섭이나 임금인상 외의 요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소
규모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었으며, 이 경우는 인도적 고려와 지역사
회 호의 확보 차원에서 작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기업에는 지
역 정치인들의 후원 요구가 있었으나 요청받은 기업들은 모두 정치인 후원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경찰
서 등에서 TV 등의 요청이 오면 직간접적 업무관계와 홍보 효과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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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부분 CSR 전담조직이 없었으며, 전담조직을 보유한 일부 회사 역
시 별다른 보고 체제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한 인터뷰이에 의하면 현
지 채용인의 업무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된 보고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은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
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CSR 활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한 곳은 현재 상파울루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
업이었다. 순조로운 공장 건설을 위해 지자체 정부와 지역 유지나 지역민의
호감을 얻기 위해 이 기업은 지역 유지를 한국으로 초대하기도 하였다. 또
한국에서 축구팀을 초대하여 친선경기를 벌였으며 본사가 주관하는 대학생
봉사팀을 초청하여 지역에서 주택 건설과 청소, 한국문화 소개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지역신문에 크게 보도되어 기업에 대한 호감
도를 크게 상승시켰다. 이 기업은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준비 중이며, 궁
극적으로는 전국적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셋째, 몇몇 회사는 지역 신문을 통해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
었으나 일부 회사는 소소한 금액을 지원한 사업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부담
스러워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원활동을 공개하면 도처에서 지원요청이 쇄도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요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 이
미지만 남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부분 기업들이 수행하는 CSR 활동 내용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재
해 구호 및 자선 활동, 종업원 봉사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 크리스마스
나 연말연시에 고아원이나 양로원 방문, 한인회 지원, 빈곤층 청소년 지원,
지역 행사 후원 등이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발상, 즉 CSR과 기업의 생산활
동이나 영업전략과의 연결 내지 통합을 의미하는 전략적 CSR을 구상하거나
고민하는 기업은 거의 없었다. 이는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대부분 기
술경쟁력을 갖추고 현지에서 좋은 제품 이미지를 누리고 있어 절박한 필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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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섯째, 몇몇 기업은 현재의 다소 산만한 지원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주
제를 선정하여 접근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 방향으
로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였다. “지원 아이템 선정,
구체적 실행, 전망, 인력 등 준비단계가 아직 부족하다”(S사 담당자 7. 20.
면담, 상파울루)
여섯째, 사업의 선정이나 활동방식은 현지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본사의 역할은 기본 지침을 내리거나 보고를 받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지원활동에 쓰이는 비용도 별도의 예산을 잡지 않고 약 10만불 한도 내에서
법인장 재량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본사에서 관심을 많이 쏟는
경우에는 현지 기업도 CSR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많은 기업들이 노동문제에의 부담을 호소하였다. 브라질은 노동법
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여러 규정들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고 노동법원은 가난
한 노동자 편을 드는 경우가 많으며, 다수의 노동변호사가 소송을 권유하여
현지인이 퇴직한 후 사소한 이유로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 전자기업의 경우 퇴직 후 소송제기율이 약 13%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변
호사를 고용하여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브라질 코스트의 하나로
여기고 있어 어느 정도 적응력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캄피나스에
공장이 있는 모 기업의 경우 이 지역 노조가 강성이어서 사소한 작업환경 변
화도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노
조가 약한 다른 기업은 노조 때문에 힘든 적은 없으며 노동법이 힘들다고 답
변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여덟째, 현재의 CSR 활동은 회사와 지역의 필요에 따라 때로는 적극적이
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만 기업의 사업방향이나 핵심적 경쟁력에 뿌리박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CSR 전략은 아직 자리 잡고 있지 못하였다. 소위 전략
적 CSR 단계가 아니라 대부분 법규범 준수와 약간의 자선 및 후원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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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는 기본적 수용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홉째, 비교적 소규모의 한 기업은 현지에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전반
적 이미지 개선과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대
기업이 파견직원도 많고 정보를 사내 인트라넷으로 공유하는 데 비해 중소규
모 기업은 문화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하여 이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기업의 이미지는 좋은 편이지만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내륙 소도시에 공장이 있는 경우 기업 차원
에서 한국을 알려 지역사회의 호의를 얻어내는 것은 힘에 벅찬 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현황은 비교
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아직 CSR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내부 요인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은 사회봉
사 활동에 적극적이며, 종업원들의 자원 봉사 활동을 지원 혹은 고취하면서
고아원이나 지역 청소년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장 CSR 활동을 확대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사회적 유인 요인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은 낮은 수준에서나마 필요에 따라 선제
적으로 지역사회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산만한 CSR
활동을 좀더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를 느끼는 기업도 있고 현재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기업도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브라질 소비자나
국민들의 CSR 요구가 서베이에서 나타난 소비자 답변과는 달리 기업이 압
력으로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한국기업의 CSR 활동 제고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현지화와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기업들이 브라질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한국기업의 이미지는 고
급 기술력에 기초하고 있어 일부 전자 및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는 기술
력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타 분야 기업까지 확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
운 형편이다. CSR 활동은 현재의 직접적 필요에 응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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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기업의 기준을 가지고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라. 한국기업의 CSR 활동 사례
1) LG 전자 상파울루 판매법인
LG전자는 2010년 8월 이후 2년간 14-24세의 청소년들에게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무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12
월에는 직원들이 이재민들에게 모두 184개의 집 청소용품을 기부하였다. 직
원 1인 기부당 회사에서 하나씩 추가 기부하여 기부 총액은 5,265헤알(3,500
달러)에 달하였으며 회사에서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각 1개도 기부하였다.
2011년 1월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산사태로 1만 3,000명의 이재민 발생하자
모든 직원들이 592개 품목(세제, 비누, 치약, 칫솔, 샴푸, 쿠키, 컵라면 등)을
40박스에 담아 적십자사에 전달하였다.
2011년 4월에는 어린이 돕기에 480명의 직원이 참가, Canto Cidadao(시
민의 노래)라는 NGO를 초대하여 자원봉사자의 책임을 고취시키는 강연을
실시하였다. 강연 후에는 토이팩토리(장난감 공장)이라는 활동을 통해 재활용
품으로 120조의 게임 장난감을 제작하여 원조 기관에 기부하였다.
2011년 5월에는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근로시간 중의 자원봉사활동
과 현물 기부를 포함하여 모두 약 6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2011년 6월에는 직원들이 환경보전 주일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다. 중고 청바지를 재활용 가능한 여성용
핸드백으로 가공하는 기술 전수와 수명이 다한 음악 CD를 장식품으로 가공
하는 기술을 전수한 것이다. 역시 6월에 노인 보호시설(Casa dos Velhinhos
de Ondina Lobos) 지원활동을 실시하여 시설에 가든을 만들어 주고 댄싱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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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 회사는 냉장고, 홈시어터, TV 각 1개씩을 기
부하였다.
한편 LG 마나우스 공장은 주로 종업원들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을 가동하
고 있다. 임신하거나 아픈 종업원들을 후원하고, 전염병 예방접종, 6세 이하
의 직원 자녀를 돌봐주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에 불우아동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열대우림의 한가운데 있어 자연보존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자연보존 활동은 관여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삼성 캄피나스 공장
삼성 캄피나스 공장은 사회봉사활동으로 사회 복지시설 의복/생필품/분리
쓰레기통 기증, 어린이 시설과 소아병원 장난감 기증, 수재 구호품 기증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청소년 문화프로그램(Meu Primeiro Voo Cultural = My
First Cultural Flight)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캄피나스의 Jardim
Itatinga(미혼모 자녀양육 조직) 소속 청소년들의 브라질리아 방문 및 문화
체험 비용을 후원하였다. 이 활동은 지역신문인 Correiro Popular 2011년 4
월 25일자에 보도되었는데 모두 5만 7,000헤알(3만 8,000달러)을 지원하였
다. 또한 청소년 친환경 교육(Reciclagem na Escola, 학교 재활용 교육)과
빈민촌 컴퓨터 교실을 지원하였다.
한편 회사 내부에서는 GWP 활동의 일환으로 소통경영, 교육훈련, 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표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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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삼성전자 캄피나스 공장 CSR 활동 사례 ❚
프로젝트
대외 협력
전담조직
사회봉사

청소년 culture
program 운영

-

-

GWP 활동

-

요약
대정부기관, NGO, 노조 협력 업무
대외 신뢰관계 개선 및 기업 이미지 제고
사회 복지시설 의복/생필품/분리 쓰레기통 기증
어린이 시설, 소아병원 장난감 기증
수재 구호품 기증(리우데자네이루 등)
불우 청소년 후원(Meu Primeiro Voo Cultural = My First Cultural Flight)
캄피나스의 Jardim Itatinga(미혼모 자녀양육 조직) 소속 청소년들의 브라질리아
방문 및 문화체험 비용 후원(지역신문인 Correiro Popular 2011년 4월 25일자
보도), 모두 57,000헤알(38,000달러) 지원
여행 참가자들의 인턴십 제안
청소년 친환경 교육(Reciclagem na Escola, 학교 재활용 교육)
빈민촌 컴퓨터 교실 지원(사회적 포용)
소통경영
사내소속지 Viva Voz 발행
고충 처리함(Caixinha de Sugestoes：제안함) 운영
현장사원 피자 간담회, 전 사원 경영현황 설명회
교육 훈련
직무, 건강, 적응 교육
한국어, 영어회화, Excel 교실 운영
조직 활성화 행사
Festa Junina, Festa christmas 축제
행사(환영, 부활절, 여성의 날, 어머니 날)
회사 사랑 식목행사
축구 리그전 운영(Campeonato Futebol)
지역 기업 Sports 대회(SESI)
사원 사기 진작 프로그램
모범사원 시상제 운영
현장작업자 MBO제 도입 및 활성화

3)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한국대학생 브라질 자원봉사 활동, 자동차 공장 건설지인 피
라시카바시의 다문화축제 지원, 폭우피해자 지원, 국내 축구팀 초청 친선경기,
지역 신문에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현대 본사에서 파견한 해피무브 청소년 봉사단이 2010년과 2011년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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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문하여 상파울루 시 해비타트 집짓기 봉사, 피라시카바 봉사시설 지원
및 문화교류 활동을 펼쳤다. 2010년에는 상파울루 집짓기 기금으로 10만 달
러를 전달하고, 피라시카바 봉사시설 후원금으로 10만 헤알을 전달하였다. 이
런 활동은 Valor Economico 등 4개 지역 신문에 1월 26일에서 2월 2일까
지 모두 7건이 보도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지역 신문들은 한국과
의 문화적 교류와 유대 관계, 현대자동차의 한국에서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보도하면서 봉사단의 활동 및 부채춤 공연 등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2011년
에는 피라시카바 축구경기장에서 시장과 지역주민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경기와 문화공연을 실시하고 복지시설 후원금을 전달하였으며, 시 사회개
발국과 로터리 클럽이 지원하는 10개 봉사시설에서 시설개선 및 레크리에이
션 활동을 전개하였다.
현대자동차는 또한 1983년 이후 26년간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아랍연맹국, 멕시코, 일본 등이 참여해 온 국제 문화
홍보 및 화합 홍보행사인 피라시카바 다문화 축제에 참가하였다. 이 행사는
국가별로 문화관을 설치하고 전통 식품과 음료를 판매하며, 국별 시내 퍼레이
드, 전통문화 공연 및 경품차량 추첨 등의 행사로 이루어졌다. 현대는 약 50
만 헤알을 들여 모든 전시관에 현대차 로고를 부착하고 행사를 후원하였다.
2011년 1월에는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 주 여러 도시에 홍수와 산사
태가 발생하자 익명으로(브라질 정부 측에서 기부 회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
음：긴급상황을 이용한 기업홍보 방지) 식량 2톤을 연방긴급재난관리청에, 그
리고 2,800개의 기본 생필품 세트를 주지사 부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활
동은 브라질 전역에 뉴스로 보도되었으며 지역신문인 Gazeta de Piracicaba
에 현대차가 피라시카바 시에 생필품 세트 800조를 전달하는 모습이 여러 지
원 회사들과 함께 보도되었다.
2011년 1월에는 전북현대 축구팀을 초청하여 킹지데피라시카바(상파울루
2부 리그 1위)팀과 경기를 하는데 1만 5천 관중이 회사 로고가 새겨진 티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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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를 입고 경기를 관람토록 하였다. 이 행사는 15건의 신문보도와 2건의 행
사 광고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한편 피라시카바 시민들에게 한국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한국 및 현대차 특
집 기사를 지역신문에 연재하였다. 2011년 4월부터 지역신문인 Gazeta에 6
개월간 격주로 한국의 아동, 지역과 기후, 전통음식, 한국의 공휴일, 역사, 경
제발전, 교육제도, 일상생활 등을 소개하고 있다.

❚ 표 4-5. 현대자동차 CSR 활동 요약 ❚
활동 구분
1. 한국대학생 브라질 자원봉사활동
2. 피라시카바 시정부 주관
다문화축제 지원
3. 폭우피해 관련 현지정부 요청 대응

4. 전북현대 브라질 초청 친선경기

5. 한국 및 현대차 특집기사 연재

활동 내용
○ 한국대학생 자원봉사 활동 3차례 완료
- 피라시카바 시 및 상파울루 시 (1차당 15일 일정)
- 4차 자원봉사는 2011년 8월 실시
○ 피라시카바 시정부 추진 최대 축제
- 2010년과 2011년 메인스폰서 및 홍보 활동
- 1회당 약 15만명 관람
○ 폭우피해 관련 현지정부 요청 대응
- 주정부：주지사 부인
- 시정부：피라시카바 시장
○ 전북현대 동계훈련 브라질 초청
- 시정부와 친선경기
- 킹지피라시카바 축구단 등과 친선경기
○ GAZETA 신문：격주간 전면 1페이지 12회
○ JORNADL DE PIRACICABA：격주간
- 주간 1/4페이지 12회

3. 브라질 주요 기업의 CSR 활동
가. Natura： 종 다양성과 전략적 CSR
Natura는 화장품이나 비누 같은 위생 상품을 생산하는 환경친화적 기업으
로 브라질 CSR을 가장 잘 대표하는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Cegat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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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75). Natura는 900개 제품을 생산하며 2008년 순수입이 36억 헤알(미화
18억 달러)로, 5,600명의 종업원과 85만 명의 판매원(consultants)을 고용하
고 있다.
Natura는 국제적 웰빙 상품 브랜드를 지향하며 회사의 가치와 존속이 사
회발전에 기여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는다. 2009년의 연례보고
서에 의하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환경보호를 동시에 기할 수 있는 사업 모
델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사회정의의 제고, 사회
적 포용을 중시한다.
Natura는 기업조직 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 활동을 전략적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충실히 준비하였다. 2002년에는 지속가능성 위원회를 구성하
여 CSR의 3대 축인 경제, 사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점수표를 고안하였으
며 그 결과 현재의 전략지도가 마련되어 회사 조직과 구성원이 숙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사의 전략적 계획과 목표, 내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지속가능성 원칙이 통합되도록 지속가능성 관리체제(Sustainability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사 CSR 활동의 사회환경적 성과를 측
정하였다. 내부적으로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 식물의 이용
을 금지하였으며 2006년에는 모든 동물실험을 금지하였다.
Natura CSR 활동의 초점은 크게 다음 6가지로 나뉜다.
∙ 아마존 개발：정부, NGO, 공동체, 학계 등과 함께 아마존 개발 모델
∙ 종 다양성：건강한 농림업 개발 지향, 공동체 개발 기금 창설, 공정가격
체인 추구(fair price value chain), 전통적 지식 보상
∙ 교육：상품 포장에 환경 정보 공개, 학교 교육 개선
∙ 온실가스 배출：2007년 carbon neutral project로 2007-2011년 사이에
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33% 축소 목표
∙ 생산효과 검증：생산라인과 상품 폐기 및 포장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
85만명의 판매원을 통해 경제적 가치 공유 시도;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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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규 원료와 배합 방식을 보건/안전 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하며
피부과 의사가 실험 결과 모니터링.
∙ 이해당사자 관계 강화 : 모든 이해당사자와 커뮤니케이션 채널 개방, 특
히 브라질 식물의 종 다양성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와 개방적 대화를 통해 전통공동체의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통합
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Cegato 2009. pp. 81-82)
Natura는 2011년까지 탄소중립성을35) 달성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2007년
부터 매년 328만 헤알(181만 달러)을 들여 회사가 배출한 탄소량을 평가하고
있는데 2011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3%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회사는 2007년 이후 제품 1kg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매년 6%, 3%,
5.2%씩 줄여왔다(Oliver Balch 2010).
Natura는 2000년 아마존의 식물종을 이용한 Ekos Line을 출시하여 종 다
양성을 보존하는 노력을 구체화하였다. 아마존 식생에서 화장품 원료를 추출
하고 있으며 아마존 부족의 전통적 우림 생태계 지식을 최초로 보상하는 회
사로 인정되고 있다(Leal 2007, p. 10). Natura는 andirova, Brazil nut,
copaiba, breu-branco, cupuacu, louro-rosa, murumuru, priprioca, acai 등
의 원료를 아마존 여러 주에서 확보하여 비누에 향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식물에서 환경적으로 올바르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방법으로 원료들이 추출될
수 있도록 Active Ingredient Certifica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
마존 종 다양성을 회사 경쟁력의 기초로 받아들이고 있다.
파라 주 벨렝 교외 소재 Saboria 비누공장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표
적 공장이다. 2006년 건설된 이 공장에는 21개 지자체의 2,500개 농촌 가구
가 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매년 1만톤의 원료를 가공하여 1억

35) 탄소중립 개념은 대기중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양을 “0”으로 만들어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조림을 통한 탄소배
출권 확보 등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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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 개의 비누를 생산하고 있다. 원재료 추출 지역은 800ha 크기의 자연유
산민간보호구역(Private Reserve of Natural Heritage)으로 Nova Amarfrutas
라는 주민 단체와 제휴하여 환경보호와 주민소득 창출 및 사회적 포용을 모
두 달성하고 있다. 나뚜라는 아마파, 벨렝, 아마조나스 등 다른 주에서도 전
통 부락과 제휴하여 천연 원료를 원주민들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회사는 농민들에게 유용한 지식 자원을 전수해주기도 한다. 농민들에게
모든 생산품을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다른 유성 종자도 재배하도록 고취하고
있다. 이는 동물, 광물, 합성 유지 등의 재생불가능 원료를 재생 가능한 식물
성 원료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Saboaria 공장은 inaja, murumuru,
babacu, tucuma 등의 과일에서 오일을 추출, 다양한 향과 특성을 가진 비누
를 제조하여 상품을 차별화하고 있다. Natura와 거래하는 Coopeaexpa (농민
생산조합)의 2,300가구는 이전에 현금작물(manioc root, acerola, 오렌지 등)
을 심기 위해 tucumã, buriti 등의 식물들을 불태우곤 했으나 지금은 Natura
의 재배 독려로 식생을 파괴할 필요가 없어졌다(Leal 2007, pp. 11-12).
Natura의 이러한 노력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적 목표와 기업의 경쟁력 강
화가 잘 결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나. Banco Santander：고등교육 투자 및 지원
스페인 기원의 산탄데르 은행은 2009년 총자산 1조 1천억 유로, 순경상수
입이 230억 유로에 이르는 거대 은행으로 전세계에 1만 3천개가 넘는 지점
과 17만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투자도 2009년
1억 2,600만 유로에 이른다. 이 돈의 대부분(69%)은 대학의 고등교육 활동
지원에 사용되었으며, 사회문화적 활동에 29%, 환경 부문에 1%를 사용하였
다. 2008년 브라질 산탄데르 은행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이익
이 88억 달러로 세계 3위를 기록하였다(Annual Report 2008, p. 6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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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에 나타난 브라질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페인 포르투갈어권에서 가장 큰 대학협력 네트워크인 Universia와 라틴
아메리카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인 Emprendia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 중
남미에서 350개 대학에 4천개의 프로젝트가 지원되었다. 중남미 여러 나라의
대졸자들 17만명이 산탄데르 은행이 지원한 Universia 네트워크를 통해 첫
직장을 얻었다. 또한 여러 종류의 국제 학술프로그램도 지원하였는데 여기에
는 포르투갈-브라질 학술교류, 중국-브라질 교류 프로그램, 중남미 대학 교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중국-브라질 교류 프로그램에는 브라질의 10개 대학
에서 10명의 교수와 41명의 학생이 중국과의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프
로젝트에 참가하였다.
산탄데르 은행(Banco Santander Brasil)이 교류협정을 맺고 지원하는 대학
은 브라질에만 406개교, Universia 가입 대학은 270개교이며, 2005년 이후
이들 대학의 2만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62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
다.36) 산탄데르 은행은 또한 23개국 1,169개 고등교육 기관이 참여하는 중남
미와 이베리아 반도의 최대 대학협력망인 Universia의 재정적 전략적 파트너
로 지원해왔다. Universia는 고용 지원, 교육 인센티브, 학문적 환경의 발전,
대학교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특히 포털(www.universia.com.br) 사이
트를 통해 일자리, 해외 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문화 프로그램은 사회복지(38%)와 청소년 교육(37%)이 대부분을 차
지하는데 브라질에서는 1998년부터 Projeto Escola Brasil(PEB)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는 공립학교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천명의
은행 직원들이 학생들의 스포츠, 여가, 문화, 환경 등의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36) http://sustentabilidade.santander.com.br/oquefazemos/investimentosocialecultural/Paginas/
educacao_santander_universidad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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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여 지식과 문제해결 방법론을 나누고 전수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원들은
한 달에 4시간씩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1998년 이후 170개 공립
학교에서 700명의 교사와 14만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37)
기타 산탄데르 은행이 수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 소중한 친구(Amigo de Valor)：아동청소년법에 근거하여 은행의 고객,
직원, 협력업체 직원들이 관련 기금에 기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
도록 재정지원을 하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를 통해 3,700만 헤알을 모아 21개 주 335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약 8만 4천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았다.38)
∙ 인종평등교육상(Premio Educar para a Igualdade Racial)은 노사관계
와 불평등 연구센터(Centro de Estudos das Relações do Trabalho e
Desigualdades：CEERT)와 공동으로 상을 수여한다.
∙ 유아교육 프로그램：교육부와 공동으로 2010년 5세 이하 아동의 공교육
정책 강화를 위해 유아 공교육망에 가입한 바이아 주 19개 지자체를 지
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거리 교육망을 이용하여 교육적 지식의 생산과
유통, 경험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Banco Santander Brasil은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은행의 운
영 책임자인 Sandro Marques는 자신들의 경험을 2일짜리 프로그램으로 압
축하여 은행 고객과 공급자들에게 전수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약 3천명의 고
객과 공급자들이 이 코스를 거쳤다. 개별 참가자들은 자신의 회사 상황에 맞

37) http://sustentabilidade.santander.com.br/oquefazemos/investimentosocialecultural/Paginas/
projetoescolabrasil.aspx.
38) http://sustentabilidade.santander.com.br/oquefazemos/investimentosocialecultural/Paginas/
PgrmEducInfantil.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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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진 일차적 행동플랜을 가지고 떠난다. 이들이 코스를 마치고 시작하는 첫
번째 조치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견고한 거버넌스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다.
산탄데르 은행은 종업원들도 접근할 수 있는 훈련 모듈을 온라인으로 제공하
고, 공개 강연회를 열고,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웹사이트
조회기록은 120만 회를 넘고 있다(Balch 2007).

다. 소니 브라질：환경 중심
2010년 발간한 소니의 CSR 보고서는 소니의 전세계 사업장을 포괄하고
있어 브라질만 별도로 다루고 있지는 않고 있다. 대부분 공급사슬에서의 기술
및 환경, 에너지 보존 등의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환경부문에서의
환경친화적 건물 건축, 포장지 재활용, 자재 재활용, 폐기된 전자제품 수집,
환경 교육, 바이오 배터리 등의 환경 기술 개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감축
이나 에너지 절약 성과에 대한 자세한 자료 제공이 주목된다.
소니는 전세계적으로 36억엔을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기여(social contribution)
에 사용하였다. 총비용의 61%는 교육, 11%는 예술/문화, 7%가 보건/복지 등에
쓰였다. 지역적으로는 일본과 북미가 각각 36%씩이며 라틴아메리카에 지출한
비용은 2%에 불과하다.
소니는 SONY와 철자가 같은 SomeOne Needs You라는 프로그램으로
종업원의 지역 공동체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룹 소속사들은 지역의 필
요에 맞추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2009년에는 약 10만명의 소니
직원들이 SomeOne Needs You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소니의 기부 활동은 재해구호에 집중되어 있다. 2008년의 태풍 나르기스
및 중국 쓰촨성 지진, 일본 이와테⋅미야기 지진 피해에 대하여 각각 2천만
엔, 1억 9천만엔, 550만엔을 적십자사와 구호 NGO단체에 기부하였다. 2010
년에는 아이티 지진과 칠레 지진에 각각 6,700만 엔과 500만 엔을 기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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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해 구호 활동에 비해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비교적 미미하였다.
소니는 브라질 상파울루와 마나우스에 물류창고와 공장을 가지고 있으나
이 지역에서의 공동체 활동은 비교적 미미한 편이다. 2007년 이후로 환경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를 공장이 있는 상파울루와 마나우스에서 개최하였으며,
2010년 4월 마나우스 시내의 Happiness Village라는 공립학교에서 소니 직
원들이 환경보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환경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마
나우스 학생들의 마나우스 주요 관광지(공원, 동물원, 과학 숲 Science Wood
등) 방문을 지원하였다.

라. 도요타 자동차： 야생 보존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동
도요타는 상파울루 주의 인다이아투바(Indaiatuba)에서 2천명의 종업원이
코롤라를 생산하고 있으며 히우그란데도술의 Guaiba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생
산한 도요타 Hilux e Hilux SW4 픽업트럭을 판매하고 있다. 상베르나르도
도캄포에서는 1,100명의 종업원이 인다이아투바에서 조립하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도요타는 2009년 도요타 재단을 창설하여 지역 사회와의 긴
밀한 논의를 거쳐 회사의 사회적⋅환경적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 도요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브라질 환경의
보호와 보전⋅지속가능한 발전, 브라질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시민적 권리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2009년 도요타 재단은 130만 헤알(약 80만 달러)의 예산으로 활동하였는
데 이 중 88만 헤알이 Arara Azul 프로젝트와 Mata Atlantica에 투자되었다.

∙ Arara Azul 프로젝트 확대 지원(푸른 앵무새 프로젝트)
브라질의 세계적 습지인 판타나우 지역의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를 돕기 위
해 판타나우 지역에 산재한 47개 농장에서 3천 마리의 새들을 모니터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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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마투그로수 주의 캄포그란데에 지속가능
성 센터(Centro de Sustentabilidade)를 건설하여 관계자들의 훈련과 역량강
화 워크숍을 실시하며, 자원봉사자와 학생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생물학자들의 이동을 도와줄 3대의 도요타 사륜구동 픽업트럭을 기증하
였다. 21년 전 처음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1,500마리가 관찰되었으나
오늘날은 약 5천 마리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도요타와 마타아틀란티카
도요타는 Fundação SOS Mata Atlântica(아틀란티카숲 구조재단)와의 제
휴를 통해 도요타 재단의 가장 중요한 보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원
래 크기의 8%만 남아 있는 아틀란티카 숲의 원래의 식생을 회복하고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요 활동 내용이다. 2009년 88만 헤알(약 60만 달러：
6억원)을 들여 재조림 사업, 환경교육, 보존지역 지정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을 전개하였다.

∙ 지역사 재인식
히우그란데도술의 Guaiba(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한 Hilux e Hilux SW4 판
매처)와 상파울루 Indiatuba 지역 학교의 학생들에게 지역 역사 복원과 소중
함을 알려주기 위해 지역 박물관인 Museu da Pessoa와 함께 Memoria
Local(우리 지역 기억) 행사를 실시하였다. 2009학년도에는 79명의 교사와
1,000명의 학생이 지역사 복원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09년의 주요 활동으로는 1만 5천 수의 마타아틀란티카 숲의 묘목을 바
이아 주 남쪽의 Ilheus 지역에 이식하는 재조림 사업, 상파울루 학생에 대한
환경교육, 5개 주(Santa Catarina, Bahia, Espirito Santo, Sao Paulo,
Minas Gerais)에 보존지역 지정활동 재정 지원, 회사 자원봉사자들이 상파울
루 거리에서 운전자들에게 마타아틀란티카 숲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의 활
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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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는 또한 48개 공립학교 관리자들에게 자원 절약을 위한 도요타 사
업방식(Toyota Business Practice：TBP)을 전수하였다. 도요타는 학교에 폐
기물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에너지와 물 사용량 5%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였다. 2009년 참가 학교의 64%가 설정 목표를 달성 내지 초
과 달성하였다.
도요타 자연 탐방 프로그램은 하루 동안 실시되는데 환경문제 워크숍도 동
시에 실시되며 행사 뒤에는 대중음악 공연이 이루어진다. 이 행사는 매년 실
시되는 것으로 인다이아투바와 상베르나르도도 캄포, 구아이바에서 매년 실시
되는데 2009년에는 5만 2천명이 참가하였다. 2010년 5월에는 이비라푸에라
공원에서 열린 Viva a Mata(숲 만세!) 행사에 스탠드를 설치하여 아이들 놀
이 및 영화 및 동영상 촬영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하루 동안 모두 8만명
이 도요타 스탠드를 방문하였다.

마. 폭스바겐: 공장내 환경 관리
폭스바겐은 Taubaté, Anchieta, Curitiba 등에 완성차 조립공장이 있으며
São Carlos에서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각 공장별로 사회적 공헌
활동을 보고하고 있다. 폭스바겐의 사회적 공헌활동은 주로 공장 내 환경관
리, 즉 물과 에너지 절약, 독성물질 폐기 및 친환경 재료 사용, 재조림, 작업
방식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 타우바테 공장
상파울루 주에 소재한 타우바테 공장은 4,800명의 종업원이 21만대의 Gol
과 Parati 모델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1년 환경관리 체제를 도입하여 2002
년 국제환경인증표준인 ISO 14001을 획득하였다. 타우바테 공장에서는 수자
원 관리를 위해 음용수를 절약하여 매달 사용량을 1억 리터에서 5,500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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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로 감축하였다.
특히 2005년부터 생산공장의 압축공기 시스템 윤활을 위해 생분해성
(biodegradable) 오일을 사용하고 있다. 옥수수, 콩, 유채씨(rapeseed), 목화,
해바라기 등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여 물을 오염시키는 광물성 오일을 대체하
였다. 현재 바디숍에서 128개 로봇을 비롯한 800개 기계에 사용 중이다.
이 공장 종업원들은 기아 근절 캠페인을 벌였는데 12년 전 타우바테 공장
종업원들이 “No to Hunger, Yes to Life” 캠페인을 통해 매달 봉급에서 일
정액을 기부하고, 알루미늄 캔을 모아 팔아 그 수입으로 빈곤층 가구를 위해
식품 바스켓을 구매하였다. 지금까지 폭스바겐 종업원은 타우바테 시와 인근
3만 가구에 식품 바스켓을 제공하였다. 빈곤층 청년 100명에게 직업 훈련 비
용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 안시에타 공장
1959년 건설된, 독일 밖에 처음 건설된 폭스바겐 공장으로 상파울루 근교
에 위치하며 Gol, Fox, Polo, Saviero, Santana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1만
여 명의 종업원이 매일 1,400대를 생산할 수 있으며 환경관리체제 도입을 준
비 중이다.
폭스바겐은 안시에타 공장에서도 물 절약을 위해 위생하수를 정수하여 산
업용으로 재사용하며, 물 산소량을 늘려 한 달에 5천톤의 담수를 절약하고
있다. 오염 방지를 위해 아연 도금실의 독성 잔류물을 제거하였으며 폐기물을
중성화하여 재활용 가능 물질은 재활용하였다. 독성이 있는 폴리염화비페닐을
함유하는 콘덴서와 변압기를 교체하였다. 2002년부터 환경유해물질을 공급
내지 처리하는 모든 협력사들에게 환경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환경감시 보고
서를 통해 각 협력사의 환경관리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2006년 이후 부품 공
급사들도 폭스바겐 환경관리팀의 기준에 따라 감독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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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리치바 공장
Paraná주의 쿠리치바 인근 상조제도스피냐이스 소재 공장으로 가장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다. 1999년 1월 준공하여 3,600명이 하루 810대
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 Fox, Corss-Fox, Golf Volkswagen, Audi A3
등의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공장 건설 초기부터 회사는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공장 부지의
20%를 재조림하였다. 수성페인트만 사용하였으며 모든 폐기물의 95%를 재
활용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수질, 대기, 토양 오염과 소음 공해를 측정, 모니
터링하고 있다.
1999년부터 공장의 AMENOR 프로젝트를 통해 종업원들이 쿠리치바 빈
곤 지역 공립학교 시설 정비 및 환경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에 대한 교
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상카를루스
1996년 건설된 상카를루스(São Carlos) 엔진 공장에서는 550명의 종업원
이 하루 2,400대의 엔진을 생산한다. 2개의 조립라인을 통해 Audi A3 모델과
Fox, Polo, Golf 모델의 1,600cc 엔진을 생산한다. 1,900cc 디젤엔진은 수출
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 공장의 엔진은 전통적인 가열 테스트와 달리 냉동
테스트를 실시하여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소음을 줄이고 있다.
수자원과 전력 소비 감축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항상 모색하고 있으며 물
절약을 위해 산업하수처리체계를 도입하였다. 전통적인 화학용제 대신 자외선
과 촉매전환제를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물을 냉각 시스
템에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물의 교체주기도 연장되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로등 교체, 조명 배치를 개선하여 공장을 여러 섹션으로 별도로 통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품 개선을 통하여 엔진 1기 생산에 소요되는
전기도 상당히 감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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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기업의 CSR 활동방향 제언
가. 한국기업의 CSR 발전단계
여러 CSR 이론가들은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CSR의 발전단계를 제시하
였다([표 1-2] 참조). 여러 이론가들의 이행단계론은 단계별 특성과 내부조직
의 준비성, 활동범위, 전략적 사고의 범주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이름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아래 세 저자의 구성요소에서 보듯이 크게 5단계
로 나뉜다. 5단계론은 하나의 이념형적 구분으로 실제 기업활동에서는 단계
가 섞여 전개될 수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1단계는 CSR을 최소한만 이행(즉 법 준수)하거나 법 준수 이상으로 기업
이 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성 자체를 거부하는 단계이다. 저자에 따라 이
름은 다르지만 대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들은 대
부분 CSR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
어 적어도 1단계는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CSR에 대한 태도와 무관
하게 활동 내용으로만 보면 소비자와 직접 소통이 불필요하거나 지역공동체
와 연결고리가 약한 무역업체 같은 기업들은 사실상 1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2단계는 저자에 따라 관여(engaged), 수용(compliant), 기본(basic) 단계로
명명하고 있으나 공통점은 CSR을 거부하지 않고 기업활동에 불가피한 비용
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나 기업의 역량이나 전망, 사업 기회와 연결점을 찾는
등의 전략적 사고 없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수준으로 빈곤층 지원이나 행
사 후원, 고아원 방문이나 자원봉사 활동 등의 주요 활동 패턴이다.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은 대부분 이 수준에 있으며 일부 대기업은 상황
에 따른 임시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일관성 있는 주제를 발굴하여 지역적 혹
은 전국적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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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는 기업이 CSR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업적 발상을 하는 단계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때이다. 2단계에서 진
행되던 비조직적 활동이 좀더 구체적인 논리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회사의
성장과 수익성, 이해관계자와의 새로운 입장 설정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
된다. 또 기업의 비전이나 가치를 제시하면서 이를 CSR 활동과 연관시키고
기업의 사업모델과 CSR 활동을 결합시키는 노력이 나타난다. 그러나 아직
전사적인 조직변화는 나타나지 않으며 부서별 조율을 통해 CSR 활동이 관리
된다.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은 몇몇 기업에서 아직 3단계는 아니지만 2단계
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부 포착되고 있다. 모 전자기업은 CSR 활동의 일
관성과 프로그램화, 활동 주제 선정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CSR 활동의
일관성과 주제 개발이 반드시 3단계로의 도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단계
이행의 핵심이 기업 사업모델 및 수익성과의 연관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기업의 성장이 공급망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채 계속된다면 한
국기업이 자발적으로 3단계로 이행할 전망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4단계는 저자에 따라 전략단계 혹은 통합단계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CSR 활동이 기업활동의 전 분야에서 CSR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모니
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사업성을 넘어서서 기업의 핵심역
량과 CSR 활동을 일치시키려는 경향도 나타난다. CSR 활동과 기업의 사업
모델을 일치시키기 위해 조직을 재편하는 모습도 보인다.
5단계는 기업이 기업 차원을 넘어 산업 전체에 하나의 기준을 확산시켜 모
든 기업과 NGO, 이해관계자들이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적 목
표와 기업의 수익성 목표가 공유되는 단계이다. Mirvis는 Unilever의 인도사
업 사례를 들어 저소득층 상품개발 및 인적자원을 활용한 수익성 달성과 저
소득층의 빈곤 해결이라는 경제사회적 목표의 동시달성을 예로 들고 있다. 기
업의 수익성 판단과 사회적 목표 달성이 동시에 추구되는 모델이다.
단계론을 통해 한국기업의 CSR 제고방안을 논하는 것은 자칫 모델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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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기계적 적용 가능성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기업
의 의지와 브라질의 사회적 조건, 경제적 필요, 지속가능성이라는 장기적 목
표를 결합해 나가는 것이다.

나.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성화 방안
1)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확인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 한국기업 CSR 활동의 가장 큰 장애로 지적된
것은 전담 인력과 예산 부족이었다. 대기업도 별도의 예산을 잡아놓지 않은채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하면서 일정액을 법인장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
통의 경우로 보인다. 이는 브라질에 진출한 대부분의 대기업이 본사 차원에서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고 여러가지 에너지 절약 방안, 기후변화 대비 온실
가스 배출량, 오염물질 통제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현
지법인까지는 이러한 의지가 충분히 확산되고 있지 않거나 별다른 필요를 느
끼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주요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이 세계 수준
에 도달해 있고 브라질에서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가 고급스러우며 가격에 비
해 가치가 좋다는 평가(KOTRA 담당자 인터뷰, 7. 14.)를 고려하면 기업들
이 먼저 CSR 수준을 높이거나 확대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 사회이다. 룰라
대통령 임기 중 3천만 명이 빈곤층에서 중간층으로 진입하였으며, 빈곤층이
2000년 35%에서 2009년 22.6%로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국민의 1/4이
빈곤층이다(이성형 2011, p. 22). 한국의 주력 진출업종인 전자제품과 자동
차, 그리고 현재 포스코와 동국제강이 브라질 회사와 합작으로 건설 중인 일
관제철소 역시 제조업 발전의 기초산업이라는 점에서 빈곤층이 경제성장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새로운 구매력 계층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
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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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광대한 영토와 자연자원, 인적자원, 국제정치적 위상 강화와 남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브라질은 전략적 진출 기지로 손색이 없다.
비록 전체 매출액에서 중남미 비중이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성장 잠재력이
크고, 주요 기업의 진출 시점이 10년을 넘었다는 점에서 기업의 영업 기반인
중남미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기업의
성장기반과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전술한 단계론에서 현재의 2단계 활동을
과도기적인 3단계 연습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4단계나 5단
계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 조망 속에서 브라질의 발전경로와 기업의
성장전략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업문화를 고려할 때 이런
종류의 결정은 최고위 경영진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2) 브라질 발전 병목현상의 진단과 활용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브라질 코스트를 언급하였다. 브라질 코
스트는 복잡하고 자주 변하는 세법 및 각종 규제, 공무원들의 비효율과 부패,
브라질 노동 시스템과 관련된 노동 관련 코스트, 높은 물류 비용, 늦은 일처
리 등을 의미한다. 물론 업종에 따라 이 중 일부만을 경험할 수도 있으며, 일
부 대기업은 법규나 공무원 관련 문제는 변호사나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쉽게
처리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료나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 파트너를 직접 접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처럼 보인다. 경제성장과 발전, 혹은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비효율을 극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지
만, 기업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기업이 CSR 활동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브라질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교육 투자이다. 교육은 빈곤 탈피의 가장 직접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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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도 풍부하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종업원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빈곤지역 학생들의 운동과
예술, 일반 교육과 기술 훈련, 진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빈곤층 교육 기회의 확대는 수혜자와 그 가족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유
발하여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장기적 교육 훈
련 투자를 제공한 청소년들을 회사에 충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유능한 인력
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브라질 코스트의 하나인 노동 관련 비용을 낮
출 수도 있다. 또한 자원봉사에 참여한 기업 종업원들에게도 자신의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된다.
단순히 빈곤층의 교육뿐만 아니라 브라질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그 질도 매우 낮은 편이다. 브라질은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엔지니어 수요가
10만명인데도 실제로는 3만명밖에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교육 투자
가 낮아 교사들의 임금이 낮고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다. 대
학의 학사관리가 엄격하지 않으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별로 없다. 교사
의 열정도 부족하고 학생들도 낮에 일하고 야간에 강의를 듣는 학생이 많아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한국 유학생 인터뷰, 7. 14.). 따
라서 한국기업들이 자신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 공동체에 교육 서비스나 물자
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지역 발전이나 회사의 이미지, 혹은
안정적이고 유능한 노동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빈곤지역에 대한 일회성
혹은 임시적인 물자 지원을 넘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 회사의 업무영역과 관
련된 부분에 대하여 교사의 재훈련과 학생들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회사의 장기적 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조건이 된다.
한국의 발전 모델을 지역 사회에 전파하는 것도 훌륭한 기업 성장전략이
된다. 한국과 브라질의 조직문화 차이는 주로 일에 대한 헌신성과 충성심, 상
하관계의 권위적 성격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상하관계의 권위적 성격은 지
양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일에 대한 헌신성과 충성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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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력은 일반 브라질 사람들 사이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덕목이다.
성공을 위한 한국적 헌신성의 덕목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파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회사에 선발되어 일할 수도 있는 미래의 종업원과의 문화적 차
이를 줄이고 일정 수준의 업무 역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부분이다. 이는 또한 한국의 발전 성과에 대한 브라질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여러 분야의 투자와
상호협력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기업 핵심역량과 지역발전의 결합 - 공유가치의 추구
브라질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과 발전의 병목 요인 진단은 CSR 활동 확대
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CSR 활동 확대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다음 단계는 CSR 활동을 어떤 단계와 수순을 밟아 진행시켜 갈 것인가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술한 CSR 발전 단계론에 의하면 한국기업의 다음 수
순은 기업의 핵심역량이나 시장에서의 경쟁력 기반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사
회 발전방안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저가의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개발하여 빈곤층에 사업 수단으로 제공하
는 등의 저소득시장 발굴(Prahalad 2004)은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의미가
있다. 저개발 시장에서의 필요 충족은 상품의 재설계나 배분 방법의 변화를
요구한다. 모바일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가 셀폰은 빈곤층의 절약과 농부
의 생산 및 마케팅 능력을 개선한다. 케냐에서 Vodafone의 M-Pesa 모바일
은행 서비스는 3년만에 1천만 고객을 확보하였다. 이 서비스가 처리하는 액
수는 케냐 GDP의 11%에 이른다.
동시에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대부분 빈곤 탈출의 계기)을 위한 사업방식
의 변화 등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마이클 포터가 말하는 공유가치
(shared value)는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면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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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과 영업활동(operating practices)을 말한다
(Porter and Kramer 2011, p. 6).
포터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를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첫째,
포괄적 사회적 이슈는 회사의 조업과 무관한 사회적 문제 혹은 회사의 장기
적 경쟁력과 관련 없는 이슈이다. 둘째, 기업 활동으로 초래되는 이슈는 회사
의 통상적 생산 및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기업활동이 초래
한 피해를 완화하는 것이 전술한 CSR의 2단계에 해당한다. 여기에 기업 활
동을 기업전략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략적 CSR로서 이것이 4단계 내지 5단계에 해당한다.39) 셋째, 경쟁
력 기반 관련 이슈는 회사 소재지의 경쟁력 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
경이다.
포터가 말하는 전략적 CSR은 경쟁사와 비교하여 (비용 절감이나 고객 요
구를 더 잘 만족시키는 등) 독특한 전략을 발굴, 선택하는 것으로 사회뿐만
아니라 고객과 경쟁사를 감안한 경쟁력 결정의 배경 요소(context)에 투자하
는 것이다. 즉 CSR 자체가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즉 공유가치는
“가치사슬에서 기업과 사회의 교류 패턴을 파악하여 공유가치 확대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다. 도요타는 전기 가솔린 하이브리드카인 프리우스(PRIUS)를
개발하였는데 이 모델의 생산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이로 인한 경쟁우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 URBI라는 멕시코 건축회사는 유연한
모기지 지불방식으로 저소득층 주택 건설 시장에서 크게 성장하였으며 프랑
스 최대 은행인 CREDIT AGRICOLE는 에너지 절약 주택 개조 대출이나
유기농 농장 인증 방법 등으로 환경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쟁력 기반과 사회적 기반을 결합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 기반을 낮추는 사회적 제약조건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가치

39) 여기에서 3단계는 2단계, 즉 대응적 CSR에서 4단계, 즉 전략적 CSR로 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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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에서 혁신을 이루는 것이 공유가치의 창조 수단이다”(Porter and Kramer
2006, p. 11). 사례를 들면 Marriott는 실직 구직자들에게 180시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공동체도 이익을 보고 메리어트도 신
입직원 충원 비용을 감축하였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의 90%가 메리어트에
취업하였는데 1년 후에도 약 65%가 여전히 근무 중이어서 상대적으로 높던
직원 이직률이 개선되었다. 기업의 경쟁력 기반을 이같이 사회적 차원에서 강
화하는 것은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을 넘어 새
로운 차원의 경쟁력 요소를 제공한다.

5. 소결론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CSR의 중요성을 알고 바람직한 것
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CSR 발전의 2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 자
선활동과 지역사회 행사 후원, 빈곤층 지원 등 비교적 소액의 사업을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다음 단계를 고민하
고 있으나 아직 회사의 핵심역량을 지역사회의 발전 요구와 결합시켜 체계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CSR 활동은 기
업의 수익성 내지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전망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적이 악화되거나 기업 리더십이 바뀌면 흐지부지되기 쉬운 부분이다. 따라
서 CSR 활동과 기업경쟁력이 결합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포터와 마크 크레이머는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전략
적 가치가 큰 CSR 활동을 발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브라질 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브라질의 광대한 영토와 자원, 인구를 고려할 때 브라질은 중요한 투자처이자
소비시장이다. 비록 현재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제품의 기술경쟁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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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이미지로 승승장구하고 있으나 브라질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아
직도 만연한 빈곤층, 지역사회의 여러 여건을 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에 기반한 가치제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장기적 성장과 발전
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브라질의 빈곤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브라질 발전의
대표적 병목요인인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 소재지에서
단순히 장학금 지급 등의 방향성이 애매한 활동보다는 자체 인력 확보나 지
역 공동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전담
재단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성장에 밑거름
이 된 헌신적 기업 문화와 신속한 업무처리 방식, 한국 문화와 예술의 확산
을 통해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적으로
는 브라질 사회의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치사슬
의 접점을 발견⋅발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사업 방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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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페 루

2009년 5월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제2차 협상을 마치고, 한국 주재 페루
대사 마르셀라 로페즈 브라보(Marcela Lopez Bravo)는 이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며 이렇게 말했다.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은 교역에 관한 것이지
만, 교역만이 아니다. 나는 자유무역협정이 실현되면 한국과 페루 간의 모든
관계에 문을 여는 계기로 본다. ‧‧‧한국기업들은 광산에 투자할 기회를 더욱
더 많이 가질 것이며 페루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주는 호혜적(win-win) 상황을
만들 것이다”(Kim 2009). 2010년 9월 리마 대통령궁에서 한-페루 자유무역
협정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가진 서명식에서 가르시아(Alan García) 대통령도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은 한국과의 장기적인 동맹이며 앞으로 더욱더 다져질
것이지만, 그 첫 효과는 조만간에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지속적인
양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낙관했다(MercoPress 2010). 양국의 자유무
역협정은 무역뿐만 아니라 직접투자도 활성화시켜 호혜적 경제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2011년 8월 1일 발효하였다. 여러 경제 주체들 중에서
페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어떻게 양국의 지속적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까? 직접투자가 호혜적이도록 하려면 페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어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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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펼쳐야 할까?
포터와 크레이머에 의하면, 최근 기업을 경제발전의 견인차로 신뢰하기보
다는 사회, 환경 및 경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Porter and Kramer 2011, p. 1). 많은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회적 책임을 기업 활동의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
지만, 기업은 사회적 실패에 대한 원인으로 더욱더 비난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정부가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하
며 기업은 이윤창출에 제약을 받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화가 진전되
면서 기업,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국제경제관계
의 성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였다. 이 연구는 페루에 진출한 한
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조사하여, 앞으로 한국과 페루의 호혜적인 발전
에 또한 이웃 중남미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를 찾
아보려 한다.
산업연구원 하병기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2006년 이
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9년 말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 1,395억 달러를 넘어
서고 신규 해외법인 수도 4만 5천여 개를 넘어섰지만, 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했다(2010, 1, 13쪽). 또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투자가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김영환 2006, 30쪽).
중남미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알기 위해 페루 사
례를 조사한 이유는 첫째, 한국과 페루는 오랫동안 먼 이웃으로 지내왔지만
최근 양국은 활발하게 교류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또한 우호적이어서, 앞으로
도 이런 관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앞의 페루 지도자들의 말
에서 보듯이 최근 양국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호적이며 양국 관
계 발전에 낙관적이다. 한국과 페루는 1963년 처음으로 외교관계를 맺었지만,
한국은 1971년에야 리마에 한국대사관을, 페루는 1980년에 서울에 페루대사

168│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관을 각각 열었다. 한국과 페루의 무역이 US$1억을 넘은 것은 1985년이며
US$10억을 넘은 것은 2006년이다. 2010년, 4년 만에 양국의 무역은 2배가
증가하여 US$20억으로 늘어났다.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양
국의 직접투자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어서 페루에 진출할 한국기업의 바람
직한 기업 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페루는 한국기업이 자원개발을 위해 이미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이 연구는 자원 보고인 이웃 남미 국가에 대한 자원개발 진출에
도 시사점을 줄 것이다. 페루 연안에서 소규모이지만 한국 교민들이 1990년
대 이전에 이미 오징어잡이에 진출하여 활동해왔다. 또한 한국의 SK Energy
는 1996년 SK Innovation Sucursal Peruana를 그리고 대한석유공사는
2009년 SAVIA Perú를 각각 설립하여 석유 및 가스 채굴산업에 진출하였다.
한국기업이 중남미 지역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페루의
경험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2009년 말 현재 누적 투자금액 기준으로 중
남미 지역에 한국기업은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 투자의 7.8%를 차
지하고 있으며 법인 수로는 약 1천개로 2.2%를 차지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11, 25쪽).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직접투자액은 투자목적별로는
자원개발 24.4%, 시장진출이 22.6%로 가장 높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CSR)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기업이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또는
수행해야 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활동을 말한다. 기업이 자연환경, 소비
자, 종업원, 지역사회, 정부 등 이해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
화하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최대화하는 기업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은 고객에게 진실하고 책임 있는 홍보를 하는가? 고객은 손쉽게 완전한
기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종업원에게 좋은 작업환경을 제공하는가? 노
동권은 존중되는가? 직원 가족을 위한 사업이 있는가? 정부에 대해, 기업은
부패를 막는 정책을 갖고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 재정보고서를 내는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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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환경 보호를 위해 녹색경영을 하는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가?
기업이 이러한 질문에 보다 긍정적으로 답을 들을 수 있을 때 사회적 책임의
수행 정도가 높은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950년대 이후 제기되었지만, 기업이 관심을 갖고
경영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Carroll에 의하면(1999),
1950년대에는 기업의 경제적 책임, 즉 고용과 이윤 창출을 기업의 사회적 책
임으로 중요시하였고 이후 법적 책임, 즉 성실한 세금 납부, 회계 투명성, 소
비자 권익 보호 등이 추가되었으며, 다음으로는 환경 및 윤리적 책임, 즉 제
품 안전성, 여성/현지인/소수인에 대한 공정 대우가, 마지막으로 자선적 책임,
즉 지역사회에 자선, 교육, 문화, 체육활동 지원 등이 추가되었다. CSR은 기
업성과라는 주춧돌 위에 환경경영, 정도경영 및 사회공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경영 및 CSR 추진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2009), 조사 대상 기업(우리나라 매출순위 200대 기업
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139개 업체)의 95%가 윤리경영헌장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업체는 2/3 이상으로 CSR이 정착단계에 들어
갔다고 평가하고 있다. CSR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인식하고
있으나 참여는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KOTRA가 조사한 “주요국 기업의 CSR 활동 사례”에 의하면(2010), 기
업의 CSR은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정착 중이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필수적 비용 내지는 투자로 자리 잡
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 기업들은 CSR 활동을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조사는 페루에서 발간된 CSR 자료와 리마를 방문하여 면담 및 설문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2010년 7월 28일에서 8월 10일까지 오삼교 교수
와 함께 8개 한국기업을 방문하였고, 이 중 법인장이나 임원 이상이 여섯 분,
과장 이상이 두 분이었다. CSR 전담 비영리 법인 대표 2명과는 전화 통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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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조사는 CSR 활동 중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을, 즉 물적 및 인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역사회가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해 어
떻게 평가하는가는 제외되었다. 대신 다른 주요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활동과
비교하여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1. 페루의 CSR 현황
약 200년의 독립국가이면서도 후진국으로 머물러 있는 나라, 자원을 수출
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1차산업 국가, 외국자본이 지배적인 전형적인 종속
경제의 국가,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실패한 국가, 잘못된 재정정책으로 살인
적인 물가상승을 수년 동안 경험한 국가, 스스로를 “페루 공산주의자”로 부
르는 무장 세력이 내전을 일으켜 1980년 이후 지금까지 7만여 명이 희생된
나라, 약 3천만의 인구가 세계 최하위에 가까운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빈곤층이 두껍고 빈부격차가 격심한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011년
US$5,600(구매력 기준 약 US$10,000)으로 UN에 의하면 중하위 소득국가
(lower middle income country)에 속하는 나라, 그러나 4천여 종의 토착감
자를 가진 감자 원산지, 구리⋅아연⋅은 등의 세계적 광물생산지, 사막, 고원
및 열대우림의 자연을 보유한 나라, 1990년대 초 이후 시장경제 이행에 모범
적인 나라, 이들 수식어는 남미 대륙 북서부에 위치한 페루에 관한 것이다.
페루의 이러한 복잡한 기업 환경 때문에 여기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고려
해야 할 변수가 많아 보인다. 현재 페루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으며, 페루 국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기업을 평
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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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SR 활동 추진현황
페루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증
가하였다. CSR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조사되었다. 하나는 기
업가 및 경영자가 CSR에 대해 갖는 인식을 조사하는 것으로 비영리재단인
SASE(Seguimiento, Analisis y Evaluaciopm para el Desarrollo), Universidad
del Pacífico, 그리고 Perú 2021 등이 주도하였다. 다른 하나는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해 일반인들의 대응 인식 조사다(Datum Internacional 2009).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사회운동가, 노동자, 여론 주도자 등의 생
각을 조사한 것이다(Alcedo et al., 2008; Marquina 2009). 기업평판지수
(Índice de Reputación Corporativa, 또는 IRCA)도 CENTRUM Católica와
Arellano Marketing에서 2010년부터 조사하고 있다.
2001년 SASE, Universidad de Pacífico 및 Perú 2021이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 의하면(Benavides de Burga y de Gastelumendi,
2001), 페루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CSR을 이해하는 수준은 낮았다. 구체적
으로 응답 내용을 보면, ➀ 조사 대상 기업 중 40%는 CSR을 잘 이해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 60%는 아직 CSR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➁ CSR을 수행하는 주요 목적은 조직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 72%, 노동자의
좋은 인식을 위해 70%이다. ➂ 46%는 회사의 비전 부재와 경영자의 인식부
족이 CSR 실천의 주요 장애 요소라 응답했다. ➃ 환경보전, 생산관계, 공공
책임 분야 등에서 CSR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➄ 기업 내부적 환경에
대한 CSR에 대해, 노동자 생산성과 CSR은 긍정적 관계가 있다. ➅ 조사 대
상 기업의 63%는 기업의 CSR 활동을 직원에게 홍보하고 있고, 45%는 외
부에, 그리고 25%는 하지 않고 있다.
2008년 환경운동단체 PLADES의 연구에 의하면, 페루 은행들은 CSR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결론을 보면, ➀ Banco Continental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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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ú는 사회적 책임을 직접 수행하는 자선재단을 설립하였다. ➁ Banco de
Crédito del Perú(BCP)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문
화, 사회체육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➂ Interbank 및 Scotiabank 등은 사회
적 자선 조직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한다. 전체적
으로 미흡한 점은, 이들 금융기관들은 환경보전과 소비자 보호 면에서 지속적
인 CSR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노동자 복지와 권리 보호 측면에
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PLADES 2008).
2009년 144명의 경영자를 설문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39%가
페루에서 CSR은 낮은 단계에 있다고 했다. 응답자의 32%는 CSR을 아직
인식하지 못했다(Jáuregui). CSR을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은 Banco de
Crédito(BCP), Backus, Telefónica, Minera Antamina 등이다. 예를 들면
고객과 좋은 관계(BCP), 체육, 문화, 예술 및 교육 지원(Backus), 지역사회
와 좋은 협력(Antamina), 체육, 문화, 예술, 교육 등에 대한 지원활동
(Telefónica), 환경보전 활동(Antamina) 등이다. 이들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SR 분야로는 종업원과 좋은 관계, 사회적 지원, 자선, 경영
방침에 반영, 갈등 및 분쟁 해결 등이다.
소비자들의 CSR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대해서는 Alcedo et al.(2008)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고학력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를 보면, 약
44%의 응답자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답했다. 응답
소비자의 대부분이 더 많은 값을 지불하더라도 CSR 제품을 소비하겠다고 했
다. 기업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혜택(사회적 투자나 환경보전)보다,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서비스, 상품 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2007년 기업의 경쟁력(질, 상표, 선호)과 사회적 책임(미생물에 의한 분해
가능한 제품, 노동자에 대한 대우, 사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등에 대
한 소비자 연구에서(Marquina 2007), 소비자들은 제품의 질과 환경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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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보다 중요시하고 있다고 했다. 윤리경영을 하는 회사의 제품이라면,
가격의 평균 79%까지 더 많이 지불하겠다고 대답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으로 인해 높아진 가격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높았다.
젊은 층과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 제품을 더 적극적으로 소비하
겠다고 있다.
2010년 기업의 명성(IRCA, Índice de Reputación Corporativa) 연구
(CENTRUM Católica & Arellano Marketing 2010)에 의하면, 기업의 명
성을 높이는 주요 변수는 일반인에게 긍정적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다. 기업
이 고객과의 정직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의 기본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소비재
기업, 광물기업, 서비스 기업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사회적 책임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조직으로 확대하여 비교 조사한 Perú
2021과 CENTRUM Católic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en Perú의
연구에 의하면, 대기업의 CSR 활동이 가장 수준이 높다. 2009년 11월에서
12월까지 리마 소재 기업 70개, 비정부단체 16개, 대학 5개, 국제기구 4개,
지방정부 5개의 인사 관리자를 설문 대상으로 하였다. 기업은 식품, 상업, 전
기에너지, 전신전화, 수송 및 물류, 금융, 의료, 화학 및 의약, 건설, 광업, 석
유 및 가스, 정보소통, 기타를 포함하였다. 이 연구의 CSR 수행 등급은 4
단계로 나누어 평가했다(표 1 참조).
❚ 표 5-1. Ethos-Per 2021의 CSR 평가 등급 ❚
제1급

제2급

법적 조건뿐만
법적 조건만
아니라, CSR을
맞추는 데 관
기업의 전략으로
심 있는 단계
받아들인 단계

제3급
사회적 책임이 기업에 보다
긍정적 혜택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기업의 지속적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단계

제4급
CSR을 기업 활동의 표준으로 적
용하고, 사회를 위한 공공정책에
이해 당사자를 동참시키고 또한 영
향력을 행사하는 등 CSR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는 단계

자료：Percy Marquina, et al., Diagnóstico de la Responsabilidad Social en Organizaciones
Peruanas：Una Aproximación Interinstitucional y Multidisciplinaria, Lima：CENTRUM
Católica-Centro de Negocios de l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2011,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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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이외의 대부분 기관들은 CSR의 제일 낮은 단계, 즉 법적 요건을
맞추는 데 관심을 갖는 단계에 있다. 기업 중 광업, 석유 및 가스, 건설, 식
품가공업 등의 대상기업은 2단계, 즉 CSR에 관심을 갖고 기업전략으로 수행
하는 기업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는 위생, 건강, 사회
기간시설 건설, 육아⋅보육, 생산시설, 문화, 환경보전, 교육, 관광 개발, 통신
시설, 노인복지,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에 걸쳐 있다.
그러나 페루의 중소기업은 아직 사회적 책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추진할 능력이 없는 경우다. 또한 대부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구
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정도는 화학 및 의약업계의 경우 환경보
전, 고객 봉사, 이해당사자, 직원 등에 대해서는 제2단계, 협력업체와 지역사
회에 대해서는 제1단계, 그리고 정부와 사회에 대해서는 CSR 활동이 미약하
다. 식품 및 음료업체의 경우 소비자와 고객, 지역사회 및 환경보전 면에서는
제2단계, 협력업체, 이해당사자, 직원, 정부에 대해서는 제1단계에 머물고 있
다. 금융업체의 경우 고객에게는 제3단계, 환경보전,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제
2단계, 협력업체, 직원 및 사회에 대해서는 제1단계에 머물고 있다. 판매업분
야 업체는 전반적으로 제1단계에 머물고 있고 종업원과 사회에 대해서는 아
주 미약하다. 정보분야 업체의 경우 전반적으로 제1단계에 속하며 정부 및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아주 미약하다. 수송 및 물류업체의 경우 아직 CSR을
추진할 준비를 못 하고 있다. 다만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해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단계이다. 광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제2단계에 진입했다. 지역사회,
소비자, 환경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회사 경영의 주요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해당사자, 협력업체, 종업원, 정부 및 사회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단계이다. 건설업계는 전체적으로 제2단계에 위치하고 있다. 환경,
이해당사자 및 지역사회, 고객 등 분야에서는 제2단계, 나머지는 제1단계에
있다. 전반적으로 페루에서 CSR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기업은 광산업과 식
품 및 음료기업에 속해 있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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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 페루에서 CSR 활동이 뛰어난 기업 ❚
기업

사업 분야

PepsiCo, Coca Cola Servicios del Perú

식품 및 음료

Compañnia Mineral Antamina

광물, 석탄 및 가스

Exsa S.A.

건설업

Constructora Norberto Oderbrecht S.A.

건설업

Telefónica del Perú

전기 에너지 및 전자통신업

Unión de Cervecerías Peruanas Backus & Johnson

식품 및 음료

자료：Marquina, p. 35.

Oxfam 연구에 의하면, 페루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두드러진 점은, 페루에
서는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많은 반면, 환
경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홀하다고 말했다. 또한 페루에서는 자선과
사회적 책임을 혼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통을 별로 하
지 않고 있다. 회사 홈페이지에 간략히 설명해 놓거나 사진을 올리는 정도가
많으며 체계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Oxfam International and Social
Capital Group 2009).
고려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이 세계 32개국의 일반인을 상대로 조사한 기업
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보면, 페루에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업은 사
회나 환경 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사람들의 염려에 잘 대응한다”는 진
술에 동의하는 일반시민은 29%이며 부정하는 시민은 63%이다. 긍정 비율은
브라질이 54%로 가장 높고, 멕시코 28%, 칠레 22%, 아르헨티나 17%이
다.40)
페루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발적 사항이다. CSR

40) 이숙종, 이내영, 정한울, “CSR 세계인식 편차와 한국 CSR 과제,” EAI CSR 브리핑 제4호
(2009. 11. 25.). 동아시아연구원과 GlobeScan이 공동으로 2008년 총 32개국 3만 1,996명을 대상으
로 2007년 11월에서 2008년 1월까지 전화 또는 대면면접으로 실시했다.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
에서 ±3.1%이다. 페루의 경우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144명을 2007년 12월 7일에서 11일까지 대면
면접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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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제하는 유일한 법적 규제로는 2003년 12월 12일 발령한 대통령령
Decreto Supremo Nº 042-2003-EM이다. 이에 의하면 광산기업은 지역의
환경보호 우선, 지역사회 행정당국 및 주민의 문화 존중, 정보 제공, 고용 확
대,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지역산품 우선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41) 주요
내용을 보면, ➀ 기업은 자연환경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생산 활동을
해야 한다; ➁ 기업은 지역기관, 정부, 문화 및 관습을 존중하며 광산지역의
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한다; ➂ 기업은 지방당국, 지역주민,
그리고 주민대표기구 등에 광산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의사
소통을 유지한다; ➃ 생산 활동을 시작하면, 기업은 광업활동 이외에 지역개
발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연구와 협력을 도모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발전을
제도화 한다; ➄ 지역민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필요한 고용을 확대하도
록 노력한다; ➅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장비나 식품 등은 합리적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지역산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도
록 한다; 그리고 ➆ 기업은 지역사회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활동을 명시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페루 에너지 및 광산부가 내놓은 지역사회와의 관계 안내서(Resolución
Ministerial) No.596-2002-EM/DM)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지역사회와 관
계 계획, 기업윤리 규정, 지역주민과 협의 및 사회책임 정책에 대해 여러 가
지 제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일반 민간
인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42)
페루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이나
국제기구들이 주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Perú 2021과 SASE(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ocio-Economics,

또는 Seguimiento,

Analisis

y

41) Presidente Constitutional de la Rep blica, “Decreto Supremo Nº 042-2003-EM,” Dec. 12,
2003. http://www.snmpe.org.pe/pdfs/DECRETO_SUPREMO_N%BA_042-2003-EM.pdf.
42) Ministro de Energ a y Minas, “Resolucion Ministerial Nº 596-2002-EM/DM,” Dec. 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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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ción para el Desarrollo)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들은 국제단체들과
손잡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문하고 전파하고 있다. 국제단체로는 스위스
의 Swiss

AVINA

Foundation,

Kellog

Foundation,

Interamerican

Foundation, Ford Foundation, UNDP,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그리고 미국, 영국 및 캐나다의 상공회 등을 들 수 있다. 페루무역협
회(Peruvian Trade Association)가 2008년 후반에 CSR을 주제로 회의를 하
였다. 2001년 9월 3-4일에는 페루는 리마에서 “페루에서 기업의 사회 및 환경
책임”이란 주제로 국제회의를 하였다. 미국의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
과 페루가톨릭대학(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이 주최하였으
며 주요 발표자는 민간기업과 시민단체 관련 인사였다.

나. 페루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특징
페루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전파한 주체는 주로 NGO와 국
제기구들이다. 대기업의 지역협력 사업은 비영리단체와 지방정부들이 협력자
가 되어 실제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안데스 고원지역 감자농가 소득사업,
광산업체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은 비영리단체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업의 지역사회 지원의 특징은 일회적인 지원이라기보다 장기적이며 계획
적이다. 광산기업의 경우 지역사회에 도로, 전기, 수도 등 정부의 공공 서비
스를 대신 공급하는 점도 있다. 그 외 영세농가 지원사업이나 건강 의료 지
원도 정부의 역할을 대신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은 다른 어느 나라 못지않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하고 사회기간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사회 개발은 기업이
공헌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분야이다. 광산기업과 식품기업은 장기적⋅계획
적으로 지역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페루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특히 다국적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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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의 사회적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
려하고 있는 점도 있지만, 환경보호, 인권 존중, 공정거래 등의 사회적 가치
를 실현하겠다는 가치의 표현이기도 하다.

2. 한국기업의 CSR 현황
조사대상은 페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한국계 거주자들이 운영하는 기업
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계 거주자들은 대부분이 한국 제품이나 시장과 연계
한 기업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 기업의 법인장 또는 CSR 업무 책임자
를 섭외하여 면담하였다. 또한 페루에서 CSR 활동을 자문하거나 CSR 실천
운동을 벌이는 비정부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조사는 2011년 7월 25일
에서 8월 5일까지 리마 시에 소재한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가. 페루 진출 한국기업 및 한국인 기업 현황
KOTRA 페루 지사에 의하면, 2011년 7월 현재 페루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한국인 기업은 총 25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 중 대기업으로는 LG전자 페
루법인, 삼성전자 페루법인, SK Innovation의 페루법인 SK Energy
Sucursal Peruana, 한국석유공사의 페루법인 SAVIA Perú 등이 있다. 중소
기업으로는 세일 이앤씨 페루법인이 있다. 그 외 20개 업체는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수산업, 건설, 장비대여업, 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
다([표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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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4. 페루 리마 소재 한국기업 및 한국인 기업 ❚
업종
자원개발

페루 소재 기업명
SAVIA PERÚ
SK에너지 페루
1) Pesqueria Producto del Kope E.I.R.L.,

수산업

2) 페루코 Juan Puican Castro,
3) 페스코 마린, 4) 대원수산
LG Perú
Samsung Perú

본사
한국석유공사
SK Innovation

LG전자
삼성전자

1) Ultra Frio SAC, 2) 한국상사,
3) 하나로, 4) 아우토 코리아㈜,

유통 및 판매

5) 페루코 해운㈜, 6) 코페아우토스,
7) 봉, 8) Kim’s Cargo SAC

건설
장비대여업

9) INTRA Worldwide S.A.
세일 이앤씨
Maquinarias U-Guil S.A.
1) 고려여행사, 2) 꼬꼬여행사,

기타 및 미상

3) Park-Lab, 4) 후리코㈜,

세일 이앤씨

5) 제이엔드, 6) 페트로텍사
자료：KOTRA 리마 홈페이지.

나. 설문조사
설문은 리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총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이
중 4개 업체는 한국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며, 1개 업체는 중소기업의 현지법
인이다. 나머지 4개 업체는 한국 교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다. 업종별로는
2개 업체가 자원개발에, 5개 업체는 판매업에, 1개 업체는 건설, 나마지 1개
업체는 수산업이다. 설문 응답자는 임원 이상의 관리자가 8명이며 부장이 1
명이다.
설문 표본의 수가 적어 설문내용을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반면 페루에 직접 투자한 한국의 대기업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에는 업종별로 대표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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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때문에, 설문표본은 적지만 페루에 진출한 한국기
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현황 파악에는 충분한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
대상 9개 기업 중 대기업 4개사와 중소기업 2개사는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
였으며 2개 중소기업은 전혀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표 5-5] 참조). 중소
기업은 5개사 중 잘 안다는 기업이 2개사로 중소기업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
라고 할 수 있다.
CSR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3개사가 본사와 현지법인 모두 실천
하고 있으며 1개사는 현지법인만 실천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은 모두 활동이
없었다.
CSR의 중요성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중소기업 1개사만 제외하고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2개사) 적극적 활동
을 희망하였다(6개사). CSR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2개사도 인터뷰 과정에
서 의미를 확인하고는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단 중소기업 1개사만 중요
성을 보통으로 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페루에서 CSR 활동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낮아서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CSR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로는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과, 회사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 향상을 꼽은 기업이 각각 5개사로 가장 많았다. 다음
으로는 3개사가 직원들의 자긍심 고양을 들었으며 기타 판매시장 확대, 순수
한 인도주의적 동기, 최고경영자의 의지 등도 나타나고 있다.
CSR 활동은 가치사슬 내부 활동(직장내 인권문제, 노사 관계, 직원 복지,
종업원과 소통 노력, 환경보호, 고객 만족)과 외부 활동(기부, 후원 프로그램,
임직원 자원봉사, 지역사회 시설 지원, 빈곤층 지원, 신기술 및 저가 신제품
개발)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두 부분의 11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수행 59
개 항목, 미수행 24개 항목으로 수행 항목이 미수행 항목보다 2배 이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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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대부분의 CSR 항목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수행:미수행 비
율이 31:23으로 미수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내부활동 수행:미수행은
40:8로 대부분 기업 내부활동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으나 외부활동 (공동
체 지원활동)은 수행:미수행이 23:15로 미수행률이 꽤 높다. 외부활동 미수행
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미수행에 기인한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한국기업들은
내부활동은 비교적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으나 외부 지원활동은 비교적 부족
한데 이는 대부분 중소기업의 활동 역량 부족에 기인한다. 이는 한국기업들이
법적 의무나 도덕적 규범은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기
업들은 지역사회 지원활동에도 적극적이지만,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교민 기업은 여력이 되지 않아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자원개발
업체는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CSR 활동 항목의 중요성 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CSR 활동의 중
요성이 크다고 답변하였다. “중요성이 크다”는 96건의 답변중 64건에 달하여
2/3에 이르며 한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서 “중요성이 크다”는 답변이
“작다”나 “중간 정도”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중요성이 작다는 답변은 4건인데
이는 한 업체(중소 규모 장비임대업체)의 지역사회 활동 필요성에 대한 평가이
다. 중간 정도라는 답변은 96건 중 28건에 이르는데 2개 중소업체의 답변이 과
반을 차지하긴 하지만 대기업도 11건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지역사
회 지원활동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11건의 답변 중 6건이 2개의 소비자 브
랜드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페루에서의 지역사회 후원활동 요구는 상대적
으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페루 사회의 소비자 반응이 기업
들의 CSR 활동에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CSR 활동 부서의 독립성 면에서 대기업들은 모두 본사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미션이나 선언을 발표하고 있었다. 대기업들은 또한 현지법인에
전담부서를 두거나 지역사회 활동을 전담하는 NGO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
다. 특히 2개의 자원개발 업체는 모두 회사가 설립한 지역 개발 NGO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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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포함하여 3~10명의 전담인력을 두고 있다. 이 중 한 업체가 설립한 지
역사회 개발 NGO는 2006년 페루 정부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페루에서 자
원개발에 대한 원주민과의 갈등이 비교적 심각함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
이 후원하는 NGO 사업에는 페루인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른 자원개
발 업체는 NGO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할 경우 부가세 면제 등의 면세 혜택
을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고 있다. 자원개발 업체들은 모두 개발 지역의 열
악한 환경과 지역의 광대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활동이 크게 알려지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 브랜드 대기업은 전담부서가 있다고 대답하고 있으나 실상은 인사과
나 관련 조직에서 업무의 일부로 CSR 활동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책임 관련 보고서 발간도 대기업 본사 차원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현지에서 발간
하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2개의 자원개발 회사는 회사 웹사이트나 후원하는 지
역 개발 NGO 사이트를 통해 활동을 비교적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CSR 예산의 경우 기업들은 구체적 액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밝히기를 꺼려하였다. 그러나 자원개발업체들은 후원 NGO에 수년간 매년 수
백만 달러의 프로그램 집행 및 운영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인터뷰에 의하면 이들 기업이 후원하는 NGO들은 한국기업이 수년 후
후원을 중단할 경우의 상황에 대비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한 프로그
램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한편 지역사회 활동이 어려운 중소기업
들은 모두 CSR 활동 조직이나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한 개 수산업
업체만 회사 사정이 좋았을 때 10년간 약 50만 달러의 지역사회 후원 사업
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역사회 지원활동 내역은 대부분 재해 구호활동이나 의료활동 지원, 지자
체 여러 조직들에 대한 소액 현물 지원, 컴퓨터 지원, 연말연시 빈곤층 음식
제공, 고아원 후원, 스포츠 행사 지원,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지원(농민지
원, 공교육 개선, 보건의료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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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 과정에서 사회와 마찰 정도 면에서, 대기업은 지난 3년간 소송
을 당하거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언론에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
이름이 거명되거나, 아니면 지역주민이나 NGO로부터 항의받은 적은 별로 없
다. 환경문제로 자원개발 회사들이 각 1회씩의 지역민 항의와 정부 조사, 소
송, 보도 등을 보고하고 있다. 두 소비자 브랜드 기업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소기업도 대부분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플랜트
건설회사 1개 업체는 행정당국 조사 3회, 소송 5회, 지역민 항의 5회를 보고
하고 있다. 이는 페루에 처음 진출한 해당 플랜트 건설회사의 무경험을 반영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회사의 경우는 한국에서 데려온 현장 감독들과
현지인 노동자들 간의 작업문화의 차이, 즉 한국 감독들의 다소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현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작업 중단이나 정부 조사 등을 유
발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수산업 업체도 노사관계나 임금, 환경문제 등으
로 정부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중소기업은
별문제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CSR 추진상의 애로점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전담인력이나 예산 부족
(3개사), 성과가 불투명한 점(2개사), 지역사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점(2
개사), 협력단체가 없는 점(2개사) 등을 들고 있다. 자원개발회사들이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공통으로 든 것은 흥미롭다. 이는 CSR 성과와 회사의 수
익성을 직접 연관짓기 어려운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소기업
들이 지역환경 열악성과 협력단체가 없는 점을 든 것은 중소기업 역량의 한
계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가장 강화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객 및 소비자와의 소통(3개사), 일자리 창출 확대(3개사), 노조나 현지근로
자와의 관계 강화(3개사) 등이 주로 열거되었다. 소비자 브랜드 기업들은 고
객 및 소비자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있고 현지인을 고용하는 업체는 노사관계
를 중시하였다. 자원개발업체는 친환경 경영을 중시하고 있는데 모두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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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자원개발회사들은 모두 활동의 독
자성과 계획성, 평가가 수행되고 있었으며 대기업일수록 독자성과 계획성이 두
드러지고 중소기업일수록 아예 활동이 없거나(3개사) 활동의 계획성이 없었다.
지역사회 공헌 사업의 선정은 현지법인이 본사의 지침과 협의를 통하거나 주
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자원개발 기업의 경우는 일정액의 지역사회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선정은 외부 비영리단체가 지역민, 지방자치단
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판매법인인 경우, 특정 지역사회를 지정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다. 중소업체는 지역사회
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하여 결정하며 자선단체 기증을 주로 하고 있다.
CSR 활동성과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는 대기업은 만족(2개사) 내지는 매우
만족(2개사)하고 있다. 판매법인의 경우 지역사회 지원활동으로 브랜드 홍보에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자원개발업체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갈등 조정이 순탄
치는 않지만 공헌활동으로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중소업체는 대부분 평가할 만한 업적을 갖고 있지 않아 답변이 없다.
마지막으로 CSR 활동에서 기대하는 것을 3가지 복수 답변하게 한 결과
가장 많은 답변을 얻은 것은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가 7개사, 종업원의 자
긍심과 자부심 6개사, 기업평판과 브랜드 이미지 5개사로 나타났다. 인도주의
실천도 3건이 있었지만 모두 중소기업이었다. 신기하게도 4개 대기업 모두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 기업평판과 브랜드 이미지 강화 그리고 종업원의 자
긍심과 자부심을 공통적으로 선택하였다. 중소업체에서도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와 인도주의 실천(3건)이 가장 중시되었으며 기타 종업원의 자긍심과 자
부심, 노사관계 원활화, 새로운 고객이나 시장 개발 등이 선택되었다. 아직
CSR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않은 중소업체는 이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기보다
는 주위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단순히 인도주의 실천이라는 경영주의 가치관
이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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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5. 페루 진출 한국기업의 설문 응답 요약 ❚
진출시기(년)
매출 (US달러)
종업원
업종
1. CSR 인지도
2. CSR 활동 여부
3. CSR 중요성
4. 불필요한 이유
5. CSR 수행 이유
6 수행/미수행
내부：외부 (괄호는 미수행)
중요성(소/중/대)
7. 독자활동 무/유
8. 문제점
9. 추진상 애로
10. 지역사회 강조점
11. 활동방식 독자/의존
12. 자기평가
13. 기대 목적

진출 시기(년)
매출 (US달러)
종업원
업종
1. CSR 인지도
2. CSR 활동 여부
3. CSR 중요성
4. 불필요한 이유
5. CSR 수행 이유
6 수행/미수행
내부：외부 (괄호는 미수행)
중요성(소/중/대)
7. 독자활동 무/유
8. 문제점
9. 추진상 애로
10. 지역사회 강조점
11. 활동방식 독자/의존
12. 자기평가
13. 기대 목적

A
2009
5억
8/720

B
2004
4.5억
6/15

석유천연가스 석유천연가스
1
4
4
2, 9
10/0
6：4
0/0/11
3/0
1
4, 6
1
4/0
2
2,6,7

1
3
5
2, 9
0/5/6
2/2
3
6, 3
6
4/0
1
2,6,7

F
1997
900만
4/10
도소매
(건설장비판매임대)
3
1
5
3
6/4
6：4
4/1/5
5/0
0
1
7,3

C
1997
3억
7/140
전자제품
도소매
1
4
5
8, 9
10/1
6：4(1)
3/8
1/3
0
9 (6)
3/2
2
2,6,7

D
2010
2억 5천
6/130
전자제품
도소매
1
4
5

E
2010
200만
80/400
건설업
(플랜트 건설)
2
1
3
4
1,2,9,12
7, 11
8/0
9/2
4(2)：4(1)
6：3(2)
3/8
0/2/7
0/4
5/0
0
13
4, 5
9 (5, 8)
5
3/1
1/1
1
3
2,6,7
2,5,6

G
1997
800만
0/130

H
1999
500만
0/14

I
1985
200만
0/20

사업서비스

사업서비스

수산업

1
1
5

3
1
4

8, 9
5/6
5(1)：0(5)
0/7/4
5/0
1
7, 8
9
3

2, 8
4/7
4(2)：0(5)
0/7/4
5/0
1
1, 7
5
2,3,9

1
1
5
1, 2
7/4
3(3)：4(1)
0/0/11
4/0
4
4, 8
1
-/1
3
2,7

186│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다. 한국 현지법인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역사회에서 기업에 기부활동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일은 드물지만, 현
장 공사장 사무실의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다. 추워서 옷이 없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연말, 학기 시작 무렵, 환절기, 성자의 날 등에
파티 주선 요구, 축구게임에 음식 catering service를 요구한다. 이런 지원 요
청에는 대부분 기업들이 응낙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가능한 한 홍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역사회가 너
무 넓어 잠재적 요구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와의 우호
적 관계(혜택 돌려주기, 환경복구, 빈민층 지원 등)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
요시한다.
지역사회 공헌활동 규모가 클 경우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사업도
개발해야 한다. 비영리사회공헌법인을 만들거나 외부 단체와 계약하는 이유는
규모와 영속성에 달려 있다.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페루에는 상당한 금액을 지
역사회 발전에 기부해야 하는 관례가 있어 대행기관이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지원요구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대행기관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지원 활동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장기적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하천의 수질 개선 작업같이 특정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1) LG전자
LG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2007년 지진 때, 산간 지대의 저소득층을 상
대로 생수 10만개를 지원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LG전자 페루
법인 2011). LG는 이후 지금까지 사회공헌을 마케팅으로 인식하고 나눔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008년에는 가르시아 대통령 영부인과 함께 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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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에 10만개 이상의 물병을 제공하여 빈민 구호 활동에 기여하였다.
이 행사는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인한 질병해결방안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행사에 LG가 참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브랜드 광고를 할 수 있었
다. 이 외에도 LG전자는 홍보 차원에서 일반소비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기
부를 부정기적으로 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페루의 가장 큰 국경일 중 하나
인 어머니날을 기념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한 빈민가에 가전제품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작은 장애우 올림픽의 활성화를 위해 지
원하고 있으며, 빈민가 아이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부하고 있다.
LG는 본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Great Place to Work”를 통해 종업
원들의 자긍심과 애사심을 높이고 있다. 페루인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다. 또한 페루에는 이익 공유제가 인정되어 세전 이익의 8%를 유보, 3월에
계산해 직원에 지불하고 있다.

2) 삼성전자
삼성전자 페루법인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기업 마케팅과(corporate
marketing)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담인원은 1명이다. CSR에 대한 결정은
법인장이 직접 주관한다. 본사에서 CSR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어 한 달에 1
회 활동 내역을 본사에 보고한다.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고 간부 활동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삼성전자 페루법인은 지역사회 활동으로 총 약 80만 불을 지원하였다：➀
물품지원 50만 불; ➁ NOC(페루 National Olympic Committee) 마라톤 대
회 10만 불 지원; ➂ COPA(박만복 코치 페루 여자배구 대표팀) 전국 여고
배구대회 10만 불 지원; ➃ 언청이 수술(Feliz Sonrisa - 행복한 미소) 3만
불. 언청이 수술은 단체와 연결된 인연으로 지원; 기타 의복 3만 불 등이다.
➄ 지역사회의 기부 요청으로는 종교기관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 기부 결정
은 본사 지침에 따라 주도적으로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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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석유공사 페루법인
사비아 페루(SAVIA Perú)는 2009년 2월 석유 탐사 및 채굴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콜롬비아의 ECOPETROL과 한국석유공사의 합작회사다. SAVIA
Perú는 해안의 860만 ha 지역에서 석유를 탐사⋅생산하고 있다(그림 5 참
조). 2011년 현재 하루 1만 4,500배럴의 석유 및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2016년까지 하루 5만 배럴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SAVIA
Perú 2010).
광업 분야 기업체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회사가 전담인력을 두고 직접 기획
수행 및 관리하는 방법과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대행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지
고 있다. 직접추진 방법은 중소기업이 주로 택하는 방법이다. 시민단체 대행
방법은 여러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대기업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SAVIA Perú는 CSR을 대행할 시민단체 SAVIA Asociación을 설립하여
대행케 하고 있다. SAVIA Perú는 주요 사회공헌 활동 사업을 기획하고
SAVIA Asociación은 이를 실천하고 관리하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SAVIA Perú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는 크게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 및 교육 개선, 지역사회 소득 증대를 위한 전략제품 개발, 기술 교육 및
개발, 그리고 정부의 사회기간시설 개발 지원 등이다.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관련 지방정부 기관과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
SAVIA Perú가 CSR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El Alto, Lobitos,
Sechura, Negritos, Talara-MD, Pariñas, Inkaterra 자연보호구역 등이다. 주
요 사업으로는 유치원 건설, 가스관 연결사업, 정수시설, 지방관공서 행정전
산화 확충, 어로장비 지원, 파도타기 휴양지의 부대시설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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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SAVIA Perú가 탐사하고 있는 11개 해안 광구 ❚

자료：SAVIA Perú 홈페이지.

4) SK에너지 페루법인
SK에너지 페루법인(SK Innovation Sucursal Peruana)은 카미제아 개발
컨소시엄(Consorcio Camisea, 또는 Camisea Consortium)의 참여기업으로
SK는 Ica 주(州)의 Pisco와 Huancavelica 주의 Huaytará 지역에서 CSR
활동을 ProSynergy라는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전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사회봉사 및 구호활동을 주요 임무로 설립된 비정부기구이다.
ProSynergy는 SK에너지 페루법인의 석유 및 가스 채굴지역의 교육, 건강, 위
생 및 주민 복지를 위한 공공서비스 사업을 개발⋅수행하고 있다. ProSy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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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사업의 계획 및 수행에 있어 Pisco 군과 Huaytará 군의 관련 지방정
부와 직접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SK의 활동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Pisco 어민을 위한 종합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Pisco 지역 어촌마을 주민의 경제 및 사회생활 개선
을 위해 2007년에 시작해 2011년 초에 완결되었다. ProSynergy는 지방정부
와 공동으로 주택, 상가, 도로, 공원, 해수욕장 등을 재건 및 정비하였다. 다음
으로는 결핵 및 HIV 감염 방지, 그리고 Pisco의 San Juan de Dios 병원 긴
급환자 이송 및 위생 개선 사업으로 Pisco 군의 주민 12만 명을 대상으로
2008년 6월에서 2011년 말까지 추진되며 의료장비 구입, 위생직원 교육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Pisco 및 Huaytará 군 빈농들에 대한 농사기술 이전 사업
은 Huaytará 군의 800빈민가구와 Pisco 군의 2,000빈민가구의 자활사업으로
800가구에 “고원지대 농사기술” 26개를 이전하는 사업이다. 또한 Pisco 및
Huaytará 군의 재건축 학교에 체육시설 및 녹지공간 조성 사업, Pisco 및
Huaytará 군의 참여적 학교 교육 개선사업(초중등학교 교사 재교육), Huaytará
지역의 건강관리 시설 재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라. 페루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특성
설문조사와 면접을 통해 페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CSR 특징을 보면, 대
기업은 CSR을 이미 기업 활동의 일부로 수용하여 전략적으로 실천하고 있
다. 반면 중소업체는 법적 제약을 맞추려 노력하는 수준에 있다.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대기업은 CSR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적 표준을 따르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업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계획적으로
일정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 CSR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회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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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브랜드 가치 보호 및 제고, 종업원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중소업체의 경우도 CSR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지
만, 인도적 이유에서 부정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부활동을 벌이고 있다.
3) CSR 활동 분야와 내용 면에서, 한국 대기업들은 회사 내의 노사관계와
종업원 복지를 위해, 그리고 외부적으로 지역사회의 교육, 건강 및 의료,
환경보호를 위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자원개발업체는 특정 지역사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활동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판매법인은 특정 사안
별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4) 지역사회를 위한 CSR 활동방식 면에서, 현지 법인들은 담당부서를 두고
있으며, 본사의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자원개발업체는 비영리법인을 설
립하거나 제휴하여 구체적 사업의 추진을 대행하게 하고 있다.
5) CSR 활동의 문제점으로 설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분야에서 전
담 인력이나 예산의 부족을 많이 들고 있다. 면담에서는 페루의 노동 문
화와 제도적 차이로 종업원 관리에 애로 사항이 있음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현지법인들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홍보하는 데 있어 모두 소극
적이다. 주요 원인은 공헌 활동을 홍보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공헌 요구가
있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6) 업종별 CSR 활동의 특징으로는 대기업의 경우 회사 내부의 노사관리는
공통적으로 법적 제약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공헌 활동 면
에서 판매법인은 일반 소비자에 대한 홍보성과가 있는 활동에 집중하는
반면에, 자원개발업체는 특정 지역의 환경보호와 지역개발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7) 페루 대기업의 사회공헌과 비교하여, 한국 대기업의 공헌활동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건강,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등
통상적인 지역사회 지원은 다른 대기업과 비슷하게 한국 대기업도 추진
하고 있다. 자원개발업체의 경우, 짧은 시기에 다른 광산기업과 비슷한

192│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양의 물적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공헌 내용도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중
요도가 높은 것부터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전자업체의 경우 지역사회 협력 사업은 여러 가지 있지만 페루 대
기업과 비교할 때 아직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은 별로 없다. 전자업
체의 경우 일반 소비자를 CSR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페루 식음료 업
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PepsiCo가 감자농가를 대상으로 장기적으
로 지원하듯이, 한국 전자업체의 경우도 시장확대란 목표와 지역사회 발
전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속적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
를 들면 벽지 마을 전기화 사업과 할인가의 냉장고 보급을 함께 하는 것
이다.
8) 전체적으로 페루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수준은 현지의 법적 규제
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지역사회 공헌 분야에서는 기업
경영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 실천하고 있다. 현지 법인들은 영업외적 자
선 및 공동체 행사 지원이나 지역조직 후원 등은 기업 활동의 한 부분으
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기업은 Zadek이 분류한 제2
단계인 “관여 단계” 이상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페루 주요 기업의 CSR 활동
가. 광산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1990년대 광산업은 중국 등의 수요 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와 기업 수
가 증가하였다. 라틴아메리카는 대표적으로 활기를 찾은 곳이다. 페루의 경우
광업 기업과 투자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가장 활기를 띤 국가였다. 2006
년 민간 및 정부의 광산부문 신규투자는 27%, 금액으로는 US$ 1.384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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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페루는 세계 1위의 은 생산국이며, 동, 납, 아연 및 주석에서 세
계 4대 생산국이며, 금은 제5위의 생산국이다. 광물생산기업은 광물에 따라
다르지만,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혼재해 있다. 대기업은 주로 외국계 기업이
거나 국내기업과의 합작기업이며 하루 생산량이 5천 톤 이상이다. 중소기업
은 대부분이 국내자본기업이며 동, 금, 은 등의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2005
년 이후에는 탐사 기업이, 주로 외국인 기업의 자회사를 통해 채굴에 참여하
는 경우가 많아졌다.
페루의 광산업은 1990년대 이후 섬 기업(island company)에서 지역사회
발전의 기관차로 전환하였다. 즉 광산지역을 지역사회의 접근을 최소화하는
전략에서 지역사회와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환경, 고용, 교육 및 건강 등
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역할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세계화에 따른 경쟁 심화, 각종 시민운동으로부터의 압력 및 기업가
들의 인식전환 등을 들 수 있다. SASE에 의하면, 2000년 페루의 사회적 책
임 상위 30대 기업에 광산업체가 9개 포함되어 있다.
페루의 광산기업 부문에는 CSR이 보편적 기업 활동으로 정착되어 있다.
광산기업들은 기업의 종업원, 그 가족 및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을 목표로 한
다는 기업철학을 갖고 있다. 광산기업들은 광물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Oxfam International and Social Capital
Group 2009, p. 10). 광산기업가와 정부 간의 협의로 전자는 자발적으로 광
산 지역사회 개발기금을 2006년에서 2011년까지 2,500백만 Nuevo Sol을
출연하기로 했다. 2006년까지 광산기업은 600백만 Nuevo Sol의 기금을 출연
하였다(Oxfam International and Social Capital Group 2009, pp. 27-28).
Newmont, Antamina Mining Company, Barrick Misquichilca 등의
광산기업은 안전 및 인권 분야 사회적 책임의 자발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 in Security and Human Rights)을 따르고 있다. Yanacocha
는 UN의 Global Compact를 따르고 있다. 페루국립환경위원회(C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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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는 ISO 14001을 획득한 13개 광산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 기
업은 Milpo Mining Company; Sipan Mining Company; BHP Billiton
Tintaya; Buenaventura Mining Company의 UP Orocopampa and UP
Uchuchacua; Cerro Verde Mining Society; El Brocal Mining Society;
Horizonte Mining Consortium; MINSUR-Smelter Facilities; Barrick
Misquichilca Mining 등이다.
Oxfam International과 Social Capital Group에 따르면, 페루 광산업체의
사회적 책임 수행 정도는 기업에 따라 다르다. 외국인회사와 합작회사는 대체
로 기업예산의 상당액을 사회적 책임에 사용하며, 국제적인 CSR 원칙을 준
수하고, 환경 인증을 가지고 있다(표 3 참조). 본사에서 CSR 보고서를 발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높은 수준의 정치 및 사회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새로운 CSR을 개발하고 있다.
광산 지역사회 일부 단체는 광산업체가 국가를 대신해 지역발전의 원동력
으로 반기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이러한 지역사회 요구를 부담스럽게 생각
하며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 표 5-3. 페루 주요 자원개발업체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
기업체

분야

BPZ

석유

Antamina

광업

Barrick

광업

Yanacocha 광업
Petrobras

석유

Pluspetrol

석유

주요 지역사회 공헌
활동

지역사회 공헌
대행업체
Step by Step Association
유아 및 청소년 교육
4개 마을
US$60만
과 협력
Ancash Association과
교육, 건강, 기간시설, 생산
1개 도
US$1백만
8년 계약
Neoandina Association
교육, 건강, 기간시설, 생산
수개 마을
US$1.5백만
과 12년 계약
교육, 건강, 기간시설, 생산 1개 도 및 2개 마을 US$1.5백만
ALAC 와 6년 계약
교육, 고용, 환경, 기간시설,
3개 도
산업능력 증대 등
교육, 건강, 기간시설, 생산
4개 도
대상 지역

CSR 예산

자료：Oxfam International and Social Capital Group, 200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Mining Sector in Perú.” http://www.oxfamameri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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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미제아 연합체(Camisea Consortium)의 사회적 책임 활동
카미제아 연합체는 카미제아 사업(Camisea Project)으로 영향받는 지역사
회의 발전을 위해 2007년 US$ 50.5백만을 공헌하였다(BNAmericas 2004).
SK Energy는 이 중 17.6%를 분담하였다. 지역으로는 Cuzco주의 La
Convención군,

Ayacucho주의 La

Mar

Cangallo군과 Huamanga군,

Huancavelica주의 Huaytara군, 그리고 Ica주의 Pisco군이 대상이었다. 카미
제아 연합체의 사회책임 활동은 식품안전, 농업소득 증대, 건강, 교육, 위생,
주 및 군의 행정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카미제아 사업은 2004년부터 Cusco주 La Convención군 Echarate면
Camisea 강바닥에 있는 88 및 56광구의 석유 및 가스를 채굴, 운송 및 유
통하는 사업이며,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개발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다.
카미제아 연합체(Camisea Consortium)가 88 및 56광구의 석유 및 가스 채
굴을 40년간 계약했다. 채굴준비를 위해 약 US$ 5.5억이 투자될 전망이다.
카미제아 연합체는 Pluspetrol Peru Corporation S.A, Hunt Oil Company
of Peru LLC, Tecpetrol del Perú SAC, Sonatrach Peru Corporation
SAC, Repsol Exploración Perú, SK Energy Sucursal Peruana로 구성되
어 있다.
가스관(714km)과 송유관(540km) 건설에 US$ 820백만이 2004년 투자되
었다. Tractabel사는 US$ 55백만을 투자하여 Lima와 Callao까지 60km의
가스 배관을 공사할 예정이다. 이후 수년간 US$ 170백만을 투자하여 공장,
사업 및 주거 지역에 가스 배관을 연결하려 한다.

2) 안타미나 광업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안타미나 광업기업(Compañía Minera Antamina)은 동, 아연, 몰리브덴,
은, 납 등을 채굴하는 광산업체이다.43) 광산은 Áncash주 San Marcos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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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amina Ravine에 있으며 고도 4,300m에 위치하고 있다. 이 광산업체는
Huarmey군의 Punta Lobitos에 전용 항구를 갖고 있다. 안타미나 광산업체
는 동 및 아연을 페루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업체의 하나이며 세계적 생산
업체이다. 안타미나 광산업체의 대주주는 BHP Billiton(33.75%), Xstrata
(33.75%), Teck(22.5%), Mitsubishi Corporation(10%) 등이다.
안타미나 광산은 하루 평균 43만 톤의 광석을 캐고 있으며 연중무휴로 가
동하고 있다. 2029년에는 매장량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업은 12
시간 2교대로 한다. Camp Yanacancha 광석 집하장은 세계에서 가장 최신식
으로 자동화된 공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직원들 숙소도 현대식으로 지어졌다.
Yanacancha 집광공장에서 Punta Lobitos 항구까지 약 300km의 철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동광석은 반고체 상태로 철관으로 운반된다. 항구에서 가공
처리를 통해 물을 분리하여 항구 인근 지역 산림녹화에 사용되고 있다. 이
항구는 환경관리 표준(ISO 14001) 및 품질 경영 표준(ISO 9001) 인증을 받
았다.
안타미나 광산업체는 지속가능경영을 표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정부들과
의 긴밀한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도로 포장, 전기선, 광전선 등을 철관을
따라 가설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 및 통신을 가능케 하였다. 생산기술, 건강,
교육 등 분야에 관련하여 주 및 군에 지원하고 있다. 안타미나 광산업체는
광산이 인근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
지 형태의 장단기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 안타미나 광산업체는 비
영리 안카시법인(Asociación Áncash)를 설립하여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수
행하고 있다.
안타미나 광업은 페루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07년부터 안타미나 광업기금

43) Compañía Minera Antamina. http://www.antamina.com/en/content.php?419/social_responsibility/
antamina_mining_fu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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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amina Mining Fund: AMF)을 운용하고 있다. 이 기금은 UN의 새천년
발전목표를 추구하는 데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 AMF는 Áncash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사용되며 자발적 기부에 의해 조성되고 있다.
AMF는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자금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관련 정부
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AMF는 2011년 5월말까지 US$ 262.9백만을
확보하였다. 이 중에서 US$ 203.7백만이 사용되었다.
안타미나 자원봉사 사업 “Time to give”는 2004년 5월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직원들의 인력을 지역사회 발전에 동반자로 참여시키자는 것이었다.
직원들은 Huaraz, San Marcos, Huarmey 및 Lima 등 네 곳의 고아원에서
봉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38회에 걸쳐 고아원 어린이를 위한 벽화 그리기, 휴
양지 시설 보수, 운동장 만들기, 정원 가꾸기, 나무 심기, 지붕 고치기, 도로
고치기, 책 읽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 사업은 자율적인 봉사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안타미나 광산업체는 1999년 창업 이후 지금까지 페루에서 모범적인 사회
공헌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예를 들면 1999년에는 사회적 책임 연구기관인
페루태평양대학교 SASE로부터 환경관리상을 받았다. 2008년에는 사회적 책
임 비영리재단 PERU 2021로부터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상을 받기도 했다.
안카시법인(Asociación Áncash)은 비영리 시민단체로 자연 및 역사유적 보
존 활동과 아울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이 단체는 Áncash
주의 사회공헌을 위해 안타미나 광산업체가 2002년 만들었으며, 후원하고 있
다. 2006년 이후에는 Canon 광업회사가 후원자로 동참하였으며 2007년에는
Áncash 광업사가 매년 순이익의 3.75%를 지역사회 개발 사업에 기부하기로
합의하였다. Asociación Áncash는 지역사회 개발사업 대행업체로 지정되었다.
주요 개발 업무는 지속가능한 관광, 지역문화 재평가, 자연자원 보조 등의 세
가지 역할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2010년에 Asociación Áncash는 아메리
카 네트워크(RedEAmérica, Red Interamericana de Fundaciones y acci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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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resariales para el Desarrollo de Base), 라틴아메리카지역 사회발전을 위
한 민간기업협의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3) Pluspetrol Peru Corporation S.A.의 CSR 활동
Pluspetrol S.A.는 카미제아 사업 주도업체로 페루의 석유 및 가스 생산량
의 약 60%를 차지하는 최대 업체다(IDB 2007). 2007년 카미제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Pluspetrol이 주도하는 카미제아 연합(Consorcio Camisea)은 총
투자금액의 10%인 US$ 50.5백만을 지역사회발전 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정
부와 합의하였다. Pluspetrol의 2008년 분야별 지역사회 개발투자를 보면, 교
육(6%), 건강(17%), 지역개발(18%), 제도개선(49.6%) 및 기타(1%) 등의 순
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역개발 분야에는, 자원이 빈약
한 지역이나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사회기간시설 및 서비스 건설을 들
수 있다. 제도개선 분야로는, 토착민의 동의를 통해 페루 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토착사회의 행정인력 훈련, 토착인 대표 조직 정비, 자율적 정책결정
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 선출의 민주화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 현대식 회계,
토착인권 등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으며, 토착인의 대학 진학 장학금도 지급하
였다. 건강 분야로는, 카미제아 사업의 영향를 받는 지역에 건강 관련 시설,
의약이나 건강 관리사 훈련을 들 수 있다. 교육 분야로는, 어린이 교육 및 교
사에 대한 훈련, 토착인을 위한 교육 지원, 기술 지원, 교육시설 등의 지원
등이다.
페루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인 사항으로 하지만, 자원개발 산업의
경우 환경보호법에 적용받아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사실상 강제적인 사항이다.
Pluspetrol도 예외가 아니다. 페루법(2002년 5월 1일 에너지광산부령 No.
266-2002-EF/15)에 의하면, 광물자원(금속 및 공업원료) 개발업체로부터 나
온 세금의 50%는 군과 도가 가져가며 교육과 사회개발 사업에 투자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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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에너지광산부의 환경규제에 의하면, 국내외 자원개발업체는 공히 지속
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오염 축소와 최신 청정기술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1990년대초 이후 에너지광산부의 환경문제에 관한 일반규정(Dirección
General de Asuntos Ambientales, 또는 DGAA)은 에너지 및 광물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에 관한 기본 규정이다. 1990년 9월의 의회령 613호(환경법)
1993년 4월의 대통령령, Supreme Decree No. 016-93-EM(환경규제) 등은
보다 구체적 관련규제다.
IDB의 감사결과를 보면, Pluspetrol은 이 사업에서 환경 및 건강관리 분야
에 ISO 14001과 OHSAS 18001을 2008년 인증받았다. Pluspetrol의 환경
관리는 일반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부식 통제, 폐기물 관리와 폐기석유 관리
분야에 개선이 요망된다. 작업장 안전과 직원 건강은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
Pluspetrol은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지속가능한 개발의 시각에서 지역사회와
협의하며, 재산권 존중, 문화 다양성, 신뢰를 중요시한다. 2006년 이후
Pluspetrol은 정부 대표(건강, 교육, 생산 및 에너지 분야), 카미제아 가스전
지역의 원주민 조직 대표와 3자회의를 통해 Cusco 주의 Urubamba 저지대
의 지속적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IDB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적절한 전문인
력과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더 필요하다고 했
다. 주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및 인간개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인권 존중, 특히 토착민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사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접근성⋅필요성⋅시의성에 맞게 공개한다.
3. 계획 단계부터 주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4. 지역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자율적 관리를 강화할 수 있
도록, 토착민이 지혜를 펼칠 수 있도록 상호 학습을 통해, 그리고 환경
과 조화되도록 기획하고 추진한다.
5. 지역사회를 회사의 환경과 사업의 성과 평가에 참여시킨다.

200│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6. 토착민의 삶의 질과 생물다양성 간의 관계를 인식한다.
7. 건강, 교육 및 문화와 관련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나. 식품업체의 사회적 공헌 활동
1) PepsiCo-Perú의 토착감자 상품화
2008년 PepsiCo는 국제감자센터(Centro Internacional de la Papa, 또는
CIP),44) 그리고 페루의 비영리단체인 생활개선(FOVIDA)45) 및 CAPAC Per
ú46) 등과 협력하여 토착감자를 상품으로 개발하는 안데스감자운동(Iniciativa
Papas Andinas, 또는 IPA)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안데스 고원지역의 영
세 토착감자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회책임 활동이었다. 토착감자의 우수
성을 개발하고,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여 생산과 소득을 보증하는 일련의 협력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토착감자의 유통 및 가공업체 등 관련 업체들이 참가
하였다. 2009년 PepsiCo-Perú는 “Lays Andinas” 상품을 시판하였다. 그 외
개발된 상품으로는 T‘ikapapa(포장된 신선한 토착감자), Jalca Chips(색깔감
자칩), 냉동건조 후 진공포장한 감자 제품 Tunta 등을 들 수 있다.
안데스산맥 지역은 4천여 종의 토착감자를 재배하는 감자 원산지이다. 이

44) 국제감자센터는 1971년 감자 및 뿌리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국제 정부 및 민간합동 연구소로 1971년
리마에 설립되었다.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등 30여 곳에 사무소를 갖고 있다. CIP
는 국제농업연구 자문집단(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또는
CGIAR)의 한 구성원이다. CIP는 감자, 고구마 등 구근 작물과 이들 작물의 병충해에 대한 과학적 연
구를 통해 후진국의 빈곤감축, 양성평등 및 식품안전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CIP는 5,000종 이
상의 씨감자를 보유하고 있다. http://cipotato.org/.
45) 생활개선(Fomento de la Vida, 또는 FOVIDA)은 비정부단체로 1984년 설립되었다. 지방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해 자연환경, 문화보존 및 경제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http://www.fovida.org.pe/.
46) 강한 페루(CAPAC PERÚ, 또는 Cadenas Productivas Agrícolas de Calidad en el Perú)는 비영리
단체로 양질의 농산물 생산과 농산물 유통망의 개발 및 개선을 목표로 2003년 리마에서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INCOPA가 개발한 참여시장망접근(PMCA) 기법 전문가들이 주도하여 만들었으며 생산자,
슈퍼마켓, 식품가공업체 등 여러 업체들을 회원으로 갖고 있다. CAPAC PERÚ는 토착감자시장망 사
업에 이어 다른 안데스 고원 농산품의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http://www.capacperu.org/capac.htm#qu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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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민들은 양질의 여러 종류의 감자를 재배하고 있지만 소득향상으로 연
결하지 못했다. 안데스 고원지대의 감자농가는 페루에서 가장 높은 빈곤, 문
맹 및 영양실조를 경험하고 있다.
양질의 다양한 감자를 재배하고 있지만 소득향상으로 연결하지 못한 요인
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무엇보다 안데스 고원지역이 도시 소비지역과 단절되
어 있었다. 안데스 고원지역은 전기, 상수도 및 하수 시설 등 사회기간시설이
되어 있지 못한 곳이다. 또한 토착감자 농가들은 안데스 고원지대의 혹독한,
변덕스런 기후조건에도 적응해야 한다. 밤낮의 온도는 섭씨 영하 25도에서
영상 20도까지 변한다. 갑작스러운 서리, 폭우 및 가뭄 등도 극복되어야 할
기후이다. 그 외에 감자 해충도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CIP는 안데스 감자사업을 주도하여 안데스 고원지대 토착감자의 경쟁력을
살려 감자농가의 소득향상을 꾀하였다. 이 사업은 먼저 참여시장망접근
(Participatory Market Chain Approach, 또는 PMCA) 방법을47) 통해 토착
감자의 생산에서 소비 과정에 관련된 주요 업체를 섭외하여 협력을 추진하였
다. 이 사업은 토착감자 연구, 슈퍼마켓 등 페루의 정부 및 민간단체가 공동
으로 참여하고 있다.
IPA에 동참하고 있는 PepsiCo는 300여 토착감자 농가와 일정량의 생산량
구매, 대금의 조기 지불, 일정의 이윤 보장 등을 조건으로 계약재배를 약정하

47) 참여시장망접근(Participatory Market Chain Approach) 기법은 특정 중개업자가 특정 생산품의 생
산에서 소비까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즉 생산자, 유통업체, 연구개발 및 가공업체 등이 공동이익
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정하고 일련의 협력과정을 구축하는 자문활동 방법을 말한다. 이 기
법은 소규모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생산자, 유통업체 및 식품가공업체 등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협력과정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페루에서 토착감자 소규모 농가가 안고 있는 문제로
도시 유통업체와 식품가공업체가 요구하는 제품의 질, 양 및 공급안정성을 맞추기 어려운 점이 있
다. 또한 생산지 토착감자의 가격이 낮고 변동 폭이 커 농민들이 안정적 농가소득을 기할 수 없는
점이다. 생산안정을 위해서는 토착감자의 가격과 유통을 안정되게 하고 품질을 우수하게 하여 경쟁
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즉 토착감자의 생산, 연구, 유통 및 가공에 이르는 감자유통망과 관련
된 이해당사자와 협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Thomas Bernet, Andr Devaux, Oscar Ortiz and
Graham Thiele(2005), “Participatory Market Chain Approach,” BeraterInnen News 1, pp. 8-13.
http://portals.wi.wur.nl/files/docs/ppme/MarticipatoryMarketChainApproac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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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사업에 동참하는 비영리단체 CAPAC과 FOVIDA는 감자농민조합
을 결성, 생산계약 관리, 저장시설 건립, 그리고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CAPAC Perú는 감자의 종류와 등급을 인증하는 “나의 감자―엄선 및 등급
화(Mi Papa–Seleccionada & Clasificada)” 상표를 개발했다. 또한 씨감자
를 개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리마의 일부
요리학원은 감자 요리를 개발했다.

2) Backus의 소규모 농가 소득사업
Backus(Unión de Cervecerías Peruanas Backus y Johnston S.A.A.)
는48) 2008년 “동반발전(Progressando Juntos)”이란 사업을 통해 소규모 옥
수수 생산 농가를 지원하여 원료공급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사 SABMiller와 Backus는 비정부단체 발전 및 사회활동 세계교회주의센터
(Centro Ecuménico de Promoción y Acción Social, 또는 CEDEPAS)와
함께 농민에게 옥수수 생산 능력 및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사업은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물량을 줄이고 소규모 농민에게 생산토록 한 것이다.
2009년 생산자 271명이 참가하였으며 225명의 농민을 연수시켰다. 이 사업
은 생산량을 개선시키며 아울러 수자원 관리도 계속하고 있다.
Backus는 2009년 GRI 등급 A를 인증받았다.49) Backus는 맥주 제조 과
정에서 전년도에 비해 물 소비량을 4.4% 줄였고, 쓰레기를 95.4% 재활용했
다. 건강 생활을 위한 “건강생활 증진 전도사” 과정에 392명의 교사를 교육
시켰다.
Backus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실행하고 있다：➀

48) Backus는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SABMiller의 페루 자회사이다. SABMiller는 맥주 Miller
Genuine Draft와 Miller Lite를 생산⋅유통하고 있다.
49) Unión de Cervecerías Peruanas Backus y Johnston S.A.A., Reporte de Desarrollo Sostenible 2009,
2010. http://www.backus.com.pe/WB.WebSite/f/pdf/Backus-ReporteDesarrolloSostenible20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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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 방지, ➁ 물 소비 줄이기, ➂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기, ➃ 포
장용기 절약 및 재활용, ➄ 쓰레기 “0”으로 줄이기, ➅ 협력업체 발전 지원,
➆ 인권 존중, ➇ 외부효과에 영향받는 지역사회 돕기, ➈ HIV 방지 참여,
➉ 투명경영 등이다.

3) Coca Cola Servicios del Perú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미국의 식품 및 음료수 회사인 Coca Cola가 대주주이다. 페루 코카콜라는
Inca Kola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Coca Cola Servicios del Perú는 음료수
판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생산은 I999년 인수한 Inca Kola가 담당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자부한다. 공동체 유대, 교육발전, 환경보호, 창의성 개발,
건강한 생활,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 등 6개 분야에서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
다. 물 관리 및 하수 처리, 영양 및 비만 방지, 포장 절약,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환경-효율상, 시민단체 Ecoplayas를 통한
플라스틱 재활용 등의 사업이 있다. 추진 방법으로는 코카콜라 재단을 통한
관련 사업 후원, 직원의 자원봉사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정부와 시민단
체 등을 참여시켜 지원 사업을 결정하고 있다.

4. 한국기업의 CSR 활동방향 제언
페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CSR 활동은 상당히 모범적이다. 이 나라에
진출한 다른 국적의 다국적기업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한
국 교민들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CSR 활동은 아직 정상적 궤도에 올라갔다
고 하기는 어렵다. CSR 활동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빈부격차가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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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페루 소재 한국기업의 CSR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대기업은 CSR 인지도가 높으며 대부분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무역업체, 수산업체 등 인
지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별다른 CSR 활동을 전개하지 않
고 있다.
2) 페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두 가지 업종인데 자원개발의 SK와 한국석유
공사, 판매업의 LG전자와 삼성전자 모두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업체들은 페루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른
광산업체와 유사하게 일정액을 지역사회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소비자
에 대한 노출도가 많은 판매업의 LG전자와 삼성전자도 브랜드 홍보 차
원에서 CSR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한국 대기업들은 본사
차원에서 이미 CSR 전반에 걸쳐 경영이념으로 수용하고 실천하고 있다.
3) 자원개발업체인 SK Energy와 SAVIA PERÚ의 경우 지역사회 공헌활
동을 위해 독립적인 비영리재단을 설립하거나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것
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SK의 ProSynergy의 경우 페루
전문가를 고용하여 체계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Asociación SAVIA
도 전문 인력을 두고 있다. 이들은 작업현장의 지역주민, 지방정부 등과
협의하여 요구를 수렴하고 지역개발사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4) 한국 교민이 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CSR 활동을 표준으로 삼기에는
인적, 물적 여력이 없어 보인다. 사장이 대부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
경일이나 연휴 때 기부활동을 하는 정도다. 중소기업은 CSR 활동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적 요구를 지키는 데 목표를 두
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5) 페루 주재 다국적기업의 경우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의외로 많은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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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 광산업체는 물론이고 식음료업체들도 적극적이다. PepsiCo
의 안데스 고원지대의 감자 상품화 사업은 이 지역 감자농가 소득향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6) 페루의 경우 지역격차가 심하고 빈곤층 인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대
기업들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아직 확대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CSR
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크지 않지만, 정부가 사회기간시설이나 교육 및
건강 등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공헌활동
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업 활동의 부정적 외부효과
를 최소화하는 것을 이제는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페루와 같이 빈곤층이 두껍고 소외된 지역이 많은 경우는 기업의 지역사
회 공헌 활동이 보다 계획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자활할 수 있도록 체
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은
개별기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9) 한국과 페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페루 진출 한국기업이 해야 할 사회
적 책임활동은 무엇일까? 사회적 책임이 기업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활
동이라면, 이론적으로는, 기업의 고유활동인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근간인 나라 전체의 빈곤탈피를 다 같이 성취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페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은 페루 정부
와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을 파악하
여 이를 제거하는 것일 것이다. 즉 기업 활동을 제약하여 일자리를 창출
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다. 국가 전체가
기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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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상당부분의 국민이 빈곤층에 속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통치능력
이 미흡하고, 국가복지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고, 유능한 인력이 기업
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해 있는 상황에서, 페루가 지속성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우선 기업이 효과적으로, 효율
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 전체가
나라로부터 발목을 잡히면 개별기업은 기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효율적
으로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페루에서 대기업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책임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우선적인
발전 사업과는 분리되어, 일회적으로 그리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대기업은 경영기술 면에서, 인력 면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므로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은 국가가 각 부문에서 생산 활동을 돕는 것이 가장 좋
은 사회적 책임 활동의 하나가 될 것이다.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역사회
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기업 활동하기 편리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차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범위가 없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기업하기 가장 편리한 공간이 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산업접근론(industry perspective)에 의하면, 기업
의 직접적인 운영 환경이 경쟁력의 원천이며, 산업구조, 즉 시장구조나
정부규제 등을 기업운영에 편리하게 해야 보다 기업 전체의 사회적 공헌
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Werther and Chandler 2011, pp. 29-34.)
1990년대 페루는 시장경제 체제로 개혁을 많이 하였지만, 아직도 기
업 활동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합법성을 지니고 있지도 않다.
다시 말하면 이윤을 창출하고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한다는 것을 기업
자체의 내적 발전이라기보다는 권력과 결탁했거나 남용한 결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부가 부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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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단지 개별기
업이 각자 부패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보다 기업 환경 자체가 투명하도
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10) 다른 페루 대기업의 사회공헌과 비교하여 한국 대기업의 공헌활동도 상
당한 수준에 와 있다 할 수 있다. 교육, 건강,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등 통상적인 지역사회 지원은 다른 대기업과 비슷하게 한국 대기업도 추
진하고 있다. 자원개발업체의 경우, 짧은 시기에 다른 광산기업과 비슷
한 양의 물적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공헌 내용도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전자업체의 경우 지역사회 협력 사업은 여러 가지 있지만 페루
대기업과 비교할 때 아직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은 별로 없다. 전자
업체의 경우 일반 소비자를 CSR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페루 식음료
업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PepsiCo가 감자농가를 대상으로 장기적
으로 지원하듯이, 한국 전자업체의 경우도 시장확대란 목표와 지역사회
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속적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벽지 마을 전기화 사업과 할인가의 냉장고 보급을 함께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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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파나마/과테말라

1. 중미(파나마/과테말라) CSR의 현황과 특성
가. 중미에서의 CSR 기원과 변천과정
중미국가(특히 파나마와 과테말라)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CSR)은 1990년
대말에 시작하였다. 특히 중미의 기업들은 CSR 활동을 고양하기 위하여 중
미CSR협의체인 ConvertiRse에 가입하였으며 ConvertiRse는 2년마다 중미지
역 국가를 순회하며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ConvertiRse는 지속가능한 모
델, 범죄예방의 지역적 프로그램, 국제적 수준의 CSR 도구 현실화와 같은
주제를 다룬다.50)
라틴아메리카 기업의 CSR 활동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조합주의적 자선주

50) 2004년에 ConvertiRse와 별도로 CSR의 중미네트워크(Red Centroamerica de RSE)가 조직되었다.
CSR중미네트워크는 CSR 중미형 측정기준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 중미의 RSE단체
들이 중미를 위한 CSR측정기준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중미지역의 다양한 나라에서 모임을 개최하였
다. 2008년 측정기준수림을 위한 자문단계를 마치고 2009년부터는 다른 기업에 측정안을 적용하면
서 보완해 나가고 있다. CSR중미네트워크에는 코스타리카의 AED, 엘살바도르의 FUNDEMA, 온두라
스의 UniRSE, 니카라과의 UniRSE, 과테말라의 CentraRSE가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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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통(tradicion filantropica corporativa)’에서 시작한다(Vives y Peinado-Vara
2011:66). 역사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민간부문 사회적 행동의 대부분은
종교적 믿음과 개인의 윤리적이고 도덕적 성격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것은 기
본적으로 재산과 행동이 일치하는 가족기업의 특성에 기인한다(Vives y
Peinado-Vara 2011：66).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적 문제의 우선순위는 유럽
과 미국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 이 지역에서 노동문제는 유럽과 비교하여
의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기업의 60% 이상은 소규모 중소기업이며 전체 고용의
40-50%를 제공한다. 세계은행은 라틴아메리카 기업의 90%가 중소기업
(Micro, Pequeno y Mediana Empresas:MiP y Mes)이라고 보고한다(World
Bank 2007). 이와 반대로 대기업은 기업 수에 있어서 1% 미만에 해당하나
고용과 생산에의 기여는 거의 40%(고용)와 50%(생산)에 육박한다. 이 가운
데 다국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다. 가령 멕시코의 CEMEX와
BIMBO 그리고 브라질의 Vale와 Bradesco가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들 가운
데 CSR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과 다국적기업들이다. 따라서
CSR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수는 전체 기업 수와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BD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CSR 기준
을 적용한다. 그중 14.5%만 높은 수준의 CSR을 적용하고, 34%는 중간 정도
의 CSR을 적용한다. 그리고 47.9%는 아주 낮은 정도의 CSR을 적용하며,
나머지 3.5%만 CSR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다(World Bank 2007).51)

51) 2005년과 2006년에 세계은행은 라틴아메리카 13개 나라를 대상으로 CSR 인지도와 기업 경쟁력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58%가 CSR은 기업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인정
하였다. 응답자의 79%는 기업이 사회와 국가 발전, 빈곤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98%는
기업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소비자의 98%는 기업의 CSR 활동을 알기를 원하였으며
70%는 CSR을 하지 않는 기업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심지어 82%는 CSR 상
품을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라틴아메리카
에서의 CSR 활동이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World
Bank 200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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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에 ConvertiRse에 가입한 나라 가운데 중미국가는 코스타리
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이다(Vives y Peinado-Vara
2011：70). 중미에는 6개의 조직이 있다. 그중

코스타리카에는 Aliarse

(www.aliarse.org), 엘살바도르에는 Redunirse(www.redunirse.org), 온두라
스에는 Fundahrse(www.fundahrse.org), 니카라과에는 Unirse(www.unirse.org),
과테말라에는 Centrarse(www.centrarse.org), 파나마에는 Sumarse(www.sumarse.
org.pa)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파나마와 과테말라의 CSR 사례를 중심으
로 살펴본다.

나. 파나마 CSR의 현황과 특성
파나마에서 CSR 활동을 하는 기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CSR 활동에
는 기업뿐만 아니라 NGO, 노조, 대학 등도 참여하고 있다. 파나마 기업들은
“CSR 활동을 통해 환경과 사회분야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고
Deoitl 기업의 대표인 비스마르크 로드리게스는 논평하였다. 또 지난 2010년
10월에 파나마의 여론조사기관인 OpinaRSE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
답자의 78%가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85%는
기업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위한 일- 가령 빈곤, 교육, 안전, 건강, 환
경문제 문화 등- 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파나마 기업과 사회
에서 CSR 활동이 대체로 많이 인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파나마의 CSR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은 CEDIS(Ell Centro Empresarial
de Inversion social)와 Sumarse가 있다. CEDIS는 미국의 사회복지재단인
Kellogg의 지원을 받아 CSR 활동을 통해 파나마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
여하기 위하여 기업가들이 중심이 되어 2000년 1월에 설립하였다. CEDIS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정기 소식지를 발간한다. 또 CSR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CSR 세미나, 학술대회 그리고 포럼 등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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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의 또 다른 CSR 지원기관인 Sumarse는 파나마의 기업과 NGO가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으며 WBCSD에 가입하였다. Sumarse는 기업, 정부 그
리고 시민사회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공간 제공을 주요한 목적의 하나
로 삼고 있다. Sumarse에 의하면, 파나마에는 100개 이상의 기업이 CSR 활
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상태이다.
2010년 8월에는 중미 CSR 협의체인 Convertirse가 개최되었고 주제는 “기
업, 안전 그리고 지속성”이었다. 중미에서 250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이 회
의에서 Sumarse 회장인 Stanley Motta는 “CSR이 기업활동을 하는 가장 정
확한

형태”라고

선언하였다(Panama

Economy

Insight

Monitor

blogspot.com).

❚ 표 6-1. 파나마의 CSR 지원기관:Sumarse ❚
Sumarse(www.sumarse.org.pa)
2009. 9
70개 기업과 20개 NGO
전국/파나마시에 본부
- 파나마의 사회･경제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 및 전략
CSR 참여를 고무하는 조직의 창립
- Global Pacto의 원칙을 약속하는 활동
1. 유엔의 Global Pacto
네트워크
2. Forum Empresa
제휴기관
3. WBCSD(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파나마분과

단체명
설립시기
회원기업 수
범위

Sumarse의 CSR 장려활동 중 주목받는 프로그램은 파나마의 중소기업을
위한 MiP y Mes 또는 Py MES CSR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CSR
실천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CSR 실천
은 생산성의 효율적 조건과 중소기업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허용한
다(www.LatinOL.com).
파나마에서 기업의 CSR 활동은 대체로 활발하였다. 파나마에서 CSR 활
동을 선도하는 기업은 외국계 다국적기업이고 그다음 국내의 공기업 순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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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파나마 주재 외국대사관의 CSR 활동 장려운동은 새로운 측면이
다. 이 외에도 파나마에는 CSR 활동을 조사⋅연구하고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가령 국제기구인 CEPAL과 BID(Banco Interamericana
de Desarrollo)가 파나마의 CSR 발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www.iadb.org). 또 2006년말에는 아르헨티나의 NGO인 Amartya가 CSR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파나마에 CSR 자문기구를 설립하였다.

다. 과테말라 CSR의 현황과 특성
2006년에 세계은행은 과테말라에서 CSR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10명 중 6명이 과테말라에서 CSR 상황이 나빠
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 책임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중요한 행동은 좋
은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발전이라는 대답이 31%를 차지하였다. 그다음 공동
체의 발전이 16%, 법의 준수 13%, 환경보호 10%, 윤리 4%, 투명성 4%,
고용창출 4%, 소득향상 4% 그리고 고객보호 1%였다.
과테말라의 CSR 상황에 대해 10명 중 4.66명이 개선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 가운데 최고로 개선된 영역은 금융부문(5.5명)이고 그다음 제조업과 산업분야
(5.2)이며 가장 낮은 부문은 에너지부문(3.5명)이었다(Banco Mundial/CentraRSE
2007:17-18). 과테말라의 CSR 실천상황은 세계적 수준뿐만 아니라 중미에서도
가장 낮은 4.6이었다. 북미지역이 7.7, 남미지역 6.7, 유럽 5.6, 아시아 5.6, 중미
평균이 5.0이었다(Banco Mundial/CentraRSE, 2007：20).
과테말라에서의 CSR 활동도 최근에 와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중미에서
CSR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단체 또는 기관들이 많이 설립되면서 가능해졌
다. 과테말라의 대표적인 CSR 지원기구는 CentraRSE이다.

213

제6장 과테말라/파나마 │

❚ 표 6-2. 과테말라의 대표적 CSR 지원기관：CentraRSE ❚
CENTRARSE(www.centrarse.org)
2003년
100개 기업
전국/과테말라 시내에 본부가 있음.
과테말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근대화를 위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목표 및 전략
CSR의 개념을 알리고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
1. 경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적 실천
전략
2. CSR 전문가를 통한 방법론을 교육하고 훈련
1. CSR 개념의 교육
프로그램 및 2. WBCSD 활동(포럼 등)의 국내와 국제적 교류 행사
사업활동
3. CSR관련 지원과 평가 프로그램
4. CSR 개념과 성과 홍보
1. WBCSD
2. Forum Empresa
네트워크 및 3. INCAE
4. AMCHAM
제휴단체
5. GTZ
6. CECI

단체명
설립시기
회원기업 수
범위

이 기구는 1998년 세계은행과 과테말라의 민간재단위원회(Consejo de
Empresas, Fundaciones e institutos de Guatemala：CEFI)가 CSR 개념을
과테말라에 도입하기로 합의하여 조직하였다. 민간재단위원회는 기업지도자들
이 제안한 구체적 행동안과 개념을 받아들였고, 다른 나라의 사례(브라질의
Ethos연구소)를 검토한 다음 과테말라를 위한 모델을 창출하였다. 이리하여
CentraRSE가 태어났고 현재는 1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과테말
라에서 가장 중요한 CSR지원기업연합체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과테말라의
CentraRSE는 이 주제에 대한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기구인
WBCSD에 가입해 있다. CentraRSE의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표 6-2]와
같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84%의 기업들이 CSR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기업
내부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CentraRSE는
2006년 이후 캐나다 대사관의 자문을 받아 매년 CSR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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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고 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4개 분야(시장, 노동조건, 환경, 보건)
에서 우수기업을 선정하였다. 그 가운데 미국계 다국적기업인 월마트가 시장
분야와 노동조건 분야에서 연속 선정되었다.
2008년에 선정된 CSR 우수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영역의 경우 책임 있는 소비를 목표로 한 “TiPs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
그램은 주류소비자를 대상으로 DIAGEO 기업과 공급자 Marte가 주관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목적은 고객에게 소비자의 책임 있는 음주문화 방식을
알게 하는 데 있다. 가령 혈액 속 알코올 농도가 사람의 행동에 주는 영향의
정도와 이에 대응한 소비자의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안전하
게 집으로 귀가하자”는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이 캠페인의 효과적인 결과를
위해 식당과 주점 간의 협의회를 조직,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목적은 주류의 과소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가정과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 있
는 소비를 장려하는 데 있다.
기업의 내부환경(또는 노동조건) 영역에서는 Pantaleon의 “사탕수수의 수
확에서 생산성”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 Pantaleon은 1970-80년대 사회갈등
의 원인을 제공한 전근대적인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단절하였다. Pantaleon
은 사탕수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경영철학을 제시하였다. 기업은 생
산성 증가를 위해 노동자의 존엄성이 보장된 노동조건을 조성, 구비하였다.
즉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혜택과 편리함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노동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Pantaleon으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 효율적 기업으로 변화하게 하였다.
환경분야에서는 Cemento Progreso의 “온실효과의 가스배출 감소” 프로그
램이 선정되었다. 과테말라는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토의
정서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기
업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emento Progreso는 이 기준
을 실시하고 교토의정서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을 적용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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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되려 한다. 수만 톤의 시멘트 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
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Cemento Progreso 경영체
계의 일부를 이루고, 현재 국제기준인 ISO 14001의 인증과정을 받고 있다.
2009년에도 CentraRSE는 CSR 우수기업을 선정하였다. 45개 기업이 신
청하였고, 6개 기업이 아래의 6개 영역(협치, 내부안전, 환경, 공급자, 공동체,
공공정책)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표 6-3 참고). CentraRSE 회장인
Jose Antonio는 시상식에서 “CSR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받아들이는 기업하는 방식의 하나”라고 논평하면서 “CSR은 이제 국가의 지
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을 대표한다”고 선언하였다. CSR 우수기업
심사에는 학계, 기업 대표, NGO 대표, 국제기구 대표, 정부 대표가 참여하였
다. 또 시상식에는 과테말라 대통령도 참석하였는데 이것은 과테말라정부와
기업 및 시민사회가 CSR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6개 영역의 대표적인 기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치 영역에서는 Cementos Progreso의 “COVEC의 수립과 확산전략”이,
내부안전 영역에서는 Ingenio Pantaleon의 “인간적 의미를 지닌 사탕수수의
추수”, 환경 영역에서는 Fogel al Centro America의 “냉장고의 책임 있는
관리”, 공급자 영역에서는 과테말라 주류산업의 “공급자를 위한 윤리코드：약
속을 배가하는 것”, 공동체영역에서는 ESSO의 “공동체 협력의 효율적 모델”,
공공정책 영역에서는 Ingenio La Union의 “정부, 지자체, 공동체, 민간기업
공동책임으로서 홍수관리”가 선정되었다.

❚ 표 6-3. 2009년도 과테말라의 CSR 우수기업 ❚
분야
선정
기업

협치
Cemento
Progreso

내부안전
Ingenio
Pantalon

환경
Fogel

시장

공급자

Desierto

Industria
Licor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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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ESSO

공공정책
Ingenio
La Union

2. 중미 진출 한국기업의 CSR 실천 현황과 과제
가. 주요 기업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1) 설문대상 기업 선정 및 실시
설문조사 대상기업은 중미 현지에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선정은 먼저 국내 코트라에 등록된 기업을 임
의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
였고, 현지로 출발하기 1개월 전 1주일 간격으로 2회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
다. 파나마의 경우 6곳에, 과테말라의 경우 5곳에 설문조사지를 보냈으나 응
답한 곳은 1곳이었고 나머지 9곳은 응답이 없었다.
따라서 현지에 도착해서 현지 코트라를 통해 방문면접 조사기업을 추천받
아 기업방문 설문조사와 면접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방문기업은 파나마의 경
우 S사, L사, H사 3곳이었고, 중소기업은 L사와 K사 2곳이었다. 과테말라의
경우 대기업은 L사 1곳, 중소기업은 T사와 SO사 2곳이었다. 이 중에서 설문
조사에 응해준 기업은 파나마에서는 2곳, 과테말라에서는 2곳이었다. 면담조
사에 응해준 기업은 파나마에서는 5곳(대기업2, 중소기업3), 과테말라에서는
3곳(대기업1, 중소기업2)이었다.

2) 설문조사 분석
설문은 총 13개 항목에 걸쳐 질문하였다. 첫 번째로 기업의 CSR 활동 인
지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3개 기업이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1개사는 들
어본 적은 있느나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제한된 샘플이긴 하나 CSR에 대
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잘 모
른다는 회사는 과테말라의 중소기업으로 다른 과테말라 소재 한국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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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잘 모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 CSR 활동 여부에 대하여 본사와 현지법인의 실천 여부를 물
었다. 본사와 현지법인 모두 실천이 파나마 소재 2개 대기업, 과테말라 소재
기업은 1개사는 실천, 1개사는 미실천으로 나타났다. 미실천 기업은 1번 문항
의 인지도도 낮아 CSR 인지도와 실천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세 번째로 CSR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3개 기업이 비교적 긍정
적, 1개 기업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네 번째로 CSR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개 기업이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하여 바로 위 문항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CSR 활동
에 대한 심정적인 긍정적 판단과 실제적으로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상충되
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불필요 답변의 이유로는 인식 부족과 해본 적이
없어서라는 것인데 사실상 인식부족으로 해석된다.
다섯 번째로 CSR을 수행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이 2개였고 회사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 향상도 2개 기업이었
다. 이것은 기업들이 CSR 활동 이유로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를 통한 사회적
리스크 완화와 기업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 번째로 CSR 활동 여부를 11개 항목으로 나누어 수행과 미수행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4개 기업의 수행:미수행 비율은 30:14로 수행
비율이 높았으나 1개 기업은 미수행 비율이 4:7로 더 높았다. 2개 기업은
CSR 내부활동을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다른 2개 기업은 일부는 수행하
고 일부는 미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 두 기업은 외부활동 미수행률이
수행률보다 높았다. 각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항목을 불문한 전체 합계로
중요성이 작다가 2건, 중간 정도가 16건, 크다가 18건으로 중요성을 중시하
는 것이 주류였으나 중간도 적지 않아 CSR의 중요성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다. 중요성이 크다고 인식하는 부분은 기업 내부활동으로, 외

218│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부활동의 중요성 비중은 상당히 낮았다.
일곱 번째로 CSR 활동의 독자적 활동에 대해서는 2개 대기업은 현지법인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2개 기업은 답변하지 않았는데 활동수준이 낮
아서 답변이 무의미하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여덟 번째로 CSR에 저촉되는 문제로 지난 3년간 정부의 조사나 법원 피
소, 언론 보도, 지역민 항의 등의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3개 기업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1개 기업은 응답이 없었다. 과테말라에서는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응답이 반드시 현실
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아홉 번째로 CSR 활동 추진상의 애로점에 대해서는 4개 회사 모두 애로
점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개사 모두 전담인력과 예산부족을 가장 큰 애로점
으로 지적하였으며 2개사는 지역사회 환경의 열악성을 지적하였다.
열 번째로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강조할 부분은 1개 기업만 고객과 소비
자와의 소통을 지적하였고 나머지 3개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였다.
두 나라 경제에서 일자리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열한 번째로 CSR 활동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결정주체(현지법인의
독자판단 혹은 본사지침 의존), 시행단위(기업내 부서 혹은 외부단체 지원),
계획성(계획 혹은 상황에 따라) 평가절차 여부 등을 물었다. 독자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기업이 3개사, 1개사는 별 활동이 없어 답변이 무의미하였다.
열두 번째로 CSR 활동에 대한 자기평가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 2개사, 노
력한 결과가 없다가 1개사로 CSR 활동에 대한 자기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마지막 열세 번째로 CSR 활동에서 기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3개 기
업이 대답하였고 1개 기업은 답변하지 않았다. 3개 기업 모두가 지역사회와
의 관계 강화와 기업평판이나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가장 크게 기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6-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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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4. 현지기업 설문조사 통계표 ❚
연번

질문/기업
진출시기(년)
매출 (US달러)
종원원 수
업종

1
2
3
4
5

CSR 인지도
CSR 활동여부
CSR 중요성
불요한 이유
CSR 수행이유
수행/미수행 (이하 빈도)
내부:외부 (괄호는 미수행)
6
중요성(소/중/대)
7 CSR 부서 독립성 무/유(빈도)
8
문제점(빈도)
9
추진상 애로
지역사회 강조점
10
11

활동방식 독자/의존

12
13

자기평가
기대점

파나마 A
파나마 B
1978
1981
7억
311
서비스업
서비스업
(전자/도소매) (전자/도소매)
1
1
4
4
5
5
1, 2
9, 8
10/1
9/2
6:4(1)
6:3(2)
0/6/5
0/4/6
0/4
1/4
0
0
4
4/7
9
1
3/2
4/0
(1 3 4 / 1 2) (1 2 3 4)
3
3
2/6/3
6/2/7

과테말라 A
1998
900만
750
제조업
(섬유 의류)
1
3
4
2, 9
7/4
5(1)：2(3)
1/2/5
0
4/7
1
4/0
(1 2 3 4)
4
2/6/7

과테말라 B
1989
3000만
1,911
제조업
(섬유 의류)
2
4
1, 2
4/7
3(3)：1(4)
1/4/2
1/4
1
1/(1)
-

3) 심층 면담조사 분석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조사 내용을 종합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파나마와 과테말라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특징은 매우
대조적이었다. 파나마의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양하게 진출해 있다.
그러나 파나마 수출자유무역지대의 특징상 공통점은 생산공장(제조업)보다는
판매와 유통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4대 주요기업 이외에도 다수의 중소
기업들이 있다. 이와 달리 과테말라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
으며 또 유통보다 제조업 분야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많다. 제조업도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섬유분야 마킬라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파나마 S기업의 경우 CSR 활동이 매우 활발하였다. S기업의 파나마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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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0년 이상의 긴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CSR 활동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하였다. S기업의 경우 Smile Operation(SELA), Panama Jazz Festival,
Hogar Bambi, Ancon National Association, Filipinas School Xmas
Party, Filipinas School Cleaning Program, SamSung Farm 등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가령 SELA
프로그램은 선천적인 기형을 갖고 태어난 가난한 어린이를 무료 치료하는 사
회공헌 프로그램이다. SELA는 어린이의 입원기간 동안의 치료비와 다양한
교육재활활동을 지원한다. Hogar Bambi 프로그램은 18세 미만 가난한 청소
년들의 교육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Ancon
National Association은 환경보호운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파나마 L사도 30년 진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파나마 수출자유지역의 무
관세제도로 인하여 이익창출이 제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CSR 활동을 생각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 본사의 지침에 따라 CSR 활동을 활발
히 진행하고 있으며 증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면담노트,
2011.9.12.). 파나마 H사는 2008년에 진출하였으며 단순한 판매지점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회사의 CSR 활동은 아직은 없었다(면담노트 2011.9.13.).
파나마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과 교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존재하나
CSR 활동은 미미하였다. 교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진출
한 중소기업보다 더 영세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CSR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민기업의 경우 교민교회를 중심으로 한 간헐적인 자선활동이 다수
였다(면담노트, 2011.9.11.). 따라서 교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국내에서 진
출한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CSR 활동전략을 연구, 제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과테말라에는 주로 섬유업이, 파나마에는 주로 주요 가전제품 기업들이 진
출해 있다. 과테말라의 S사는 마야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보호를 위한 CSR
활동(Pacunam)을 하고 있었다. L사는 과테말라 전역의 고아청소년들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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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중학교과정-고등학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국내 가
톨릭수녀회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국내 대기업이 한국 중소기업들과 연합하여 재단을 설립하여 지원한다면 시
너지 효과가 큰 CSR 활동이 될 수 있음을 현장면담 과정에서 확인하였다(면
담노트 2011.9.16.).
과테말라의 마킬라 산업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CSR 활동이
거의 없거나 CSR 활동에 소극적이었다. 최근에 몇몇 중소기업이 CSR 활동
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였다고 한다(면담노트 2011.9.15).52)
파나마와 과테말라의 기업방문과 면담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대기업의
CSR 실무담당자는 현지에서 선발한 직원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CSR 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으며 다른 다국적기업과 현지기업들의 CSR 활동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대기업이 이들 현지 직원들을 CSR
전담부서 운영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였다.

나. 중미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특징
1) CSR의 중요성과 참여율
CSR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한 대부분의 기업이 크게 평가하고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CSR 구체적 실천항목의 중요도 평가에서도 다수
가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CSR 실천도를 보면 다수가 현지법인 단독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인지도, 중요성 평가도, 실천도가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52) 과테말라섬유산업협회 회장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한세실업과 세아는 봉제영역에서 삼성에 해당하는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매우 활발한 CSR 활동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면담노트 2011.9.14.). 세아
(SeA)는 과테말라와 니카라과에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홈페이지에 지속적인 사회봉사 및
기부활동(정기적인 의류샘플 기부와 장학금 지원 등)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미지역
에서의 CSR 활동에 대한 홍보자료는 미비하였다. 최근에 카리브지역 국가인 아이티(Haiti)에서의 CSR
활동보도가 유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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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는 업종별 차이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났다. 대기
업 브랜드 기업은 CSR 활동에 적극적이고, 소비자 노출이 적은 업종은 CSR
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2) CSR 활동 이유
CSR 활동 이유는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과 기업 이미지나 브랜
드 가치 향상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이것은 중미 사회의 구체적 요구
나 문제 때문에 CSR 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3) CSR 활동 분야와 내용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이 인권과 노사관계 같은 법규범과 원활한 노사관계
같은 기업내부 경영원칙의 존중, 종업원과의 소통, 환경보호, 고객만족, 지역
사회 공헌시설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다수의 기업이 CSR을 수
행하고 있었다. 중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법적 의무나 도덕적 규범은 비교
적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역사회의 객관적
평가와 검증이 요청되는 응답이다.

4) 활동방식과 구조
현지법인의 CSR 활동 수행의 독립성은 대규모 소비자 제조업체의 경우
본사의 관심에 힘입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현지 실정에 맞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고 움직이는 경우는 설문조
사한 4개 기업 중 1개 기업뿐이었다. 또 봉사활동이나 자선활동의 경우 기업
내 비공식구조가 그 기능을 맡기도 하였다. 현지법인이 독립적으로 계획성 있
게 평가절차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본사지침에 의존하는 기업은 1
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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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SR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점
설문조사한 4개 중 3개 기업들이 CSR 활동에 문제점이 없다고 대답하였
다. CSR 활동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으로는 4개 모두가 전담인력이나 예산부
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것은 기업의 조직적 지원과 개선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업종별 특징
CSR 활동 중 법규범 준수 및 기업경영 효율화, 노사 관계 등은 기업업종
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사회공헌 활동은 소비자 노출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났다. 현지 소비자 노출이 많은 대규모 유통업 브랜드 기업은
지역사회 공헌활동 수행비율이 높았으나 현지 소비자 노출이 적은 과테말라
의 마킬라 제조업분야는 CSR 활동이 낮았다.

7) 규모별 특징
다수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는 과테말라의 제조업분야의 중소기업에서는
노사관계가 가장 리스크가 큰 분야로 나타났다. 파나마와 과테말라에서 전자
제품을 유통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었다.

8) CSR 발전단계
한국기업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이해관계자 관리에 있어서는 법규범 준수
를 통해 사회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는 대
기업 브랜드 기업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소비자 노출이 적은 업종의 기
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활동의 대부분은 지역 공동체의 학교나 빈민
촌, 재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나 자선활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24│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파나마와 과테말라에서는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는 대부분 기업이 CSR 시작단계에 있었다. 파나마의 경우 대기업
은 나름대로 추진 중이었고, 과테말라의 경우는 중소기업이라 대부분 소극적
이었다. 특히 자기 브랜드가 없이 미국 다국적기업의 제품을 마킬라하는 경우
거의 무관심하였다. 최근에는 대기업에 준하는 CSR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도
출현하고 있었다. 면담조사 결과도 대부분 비슷하였다. 파나마와 과테말라 대
기업의 CSR 활동은 활발하였다. 병원과 학교에 기업의 제품을 기증하거나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과테말라의
중소기업 대부분은 CSR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적
으로 검토해볼 때 대기업이 2단계에 있었다면 중소기업은 1단계에 있었다.

❚ 표 6-5. 중미 진출 한국기업 CSR 활동의 특징 ❚
1. CSR의 중요성과
참여율

- 조사대상 기업의 다수가 중요시하고 실천 중임.
- 대기업은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임.

2. CSR활동 이유

-

3. CSR활동 분야와
내용

- 회사 조업 및 영업 관련 부문 등은 대부분 기업이 잘 수행하고 있음.
- 지역사회 공헌부문은 대부분 대기업이 실천

4. CSR활동 방식과
구조

- 조사대상기업의 다수가 현장재량권을 가지고 활용
- CSR 실천 기업들은 대부분 회사내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전담인력이나 부서가 있는 경우는 극히 소수

5. CSR 문제점과
개선점

-

6. CSR 업종별 특징

- 소비자 노출 브랜드 기업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CSR을 실천
하며 지역사회 지원도 활발하게 전개
- 업종에 따라 주요 이해관계자가 달라지고 공동체 지원 내용에 영향

7. CSR 규모별 특징
8. CSR 발전단계

- 대기업은 대응준비, 중소기업은 소극적
- CSR 1단계인 초보단계에 해당함.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기업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 보호 및 제고
중미 사회의 요구나 문제제기는 없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적 성격

전담인력이나 예산 부족
CSR활동의 의의나 방식에 대한 교육 필요
CSR활동에 대한 소극적 태도
CSR 프로그램의 비체계성, 비전략성, 임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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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기업 CSR 활동 한계와 미비점
중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CSR활동 한계와 미비점은 과테말라 내 다른
다국적기업 사례와 비교하면 보다 분명해진다.
과테말라의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들이 CSR을 기업의 핵심적 활동으로 간
주한다면 한국기업은 CSR 활동을 기본적으로 기업의 본질적 행동의 하나로
인식하지 않고 부수적인 활동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테말라 기업
들이 CSR 활동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CSR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기업의 CSR 활동은 매우 단편적이고 일시
적인 대응을 하며 그나마 자선사업의 형태에 머물러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는 대기업도 아직 전담부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
테말라 기업의 경우는 전담부서 설치 수준을 넘어 CSR 재단을 설립하고 이
를 기업 단독으로 운영하지 않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NGO, 학계,
언론 등)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수준에 있다.
또 CSR 활동의 홍보에 있어서도 한국기업의 홍보 시스템은 IT강국에 어
울리지 않게 매우 취약하다. 과테말라 기업의 경우 IT인프라가 취약한 나라
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CSR 홍보를 위한 IT 활용도가 매우 높다. 과테말라
기업들은 CSR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개설과 정기적인 뉴스레터 발간은 물론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개설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SNS을 활용⋅
운영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대기업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영문 홈페이지를 개
설운영하고 있으나 스페인어 홈페이지는 전무하고 스페인어 정기 뉴스레터
발간도 아직 부재하다.
파나마의 ‘Py MEs을 위한 프로젝트’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대기업이 중소
업체와 협력하여 CSR 활동을 추진하는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
화하는 노력이 한국기업에도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CSR을 통해 공
생하는 기업경영 전략의 전환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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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기업의 경우 다수가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미비한 부분은
CSR 경영철학의 수립과 전사적 차원에서의 인식전환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CSR 전담부서 설치와 CSR 예산의 확보이다. 한국기업도 중‧장기적으
로는 CSR 독립 또는 연합재단 설립과 이를 중미의 다양한 지역사회 관계자
(정부, 지자체, NGO, 대학, 언론 등)들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파나마/과테말라 현지 주요기업의 CSR 활동
가. 파나마 주요 기업의 CSR 활동 소개
파나마에서 대표적으로 CSR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주목받는 사례는 다음
과 같다.

1) 파나마의 다국적기업 BAT 사례
CEMEFI와 AliaRSE 그리고 Forum Empresa가 공동주관하여 BAT(브리
티시 아메리칸토바코) 회사의 Thinking Green(Pensando en Verde) 프로그
램을 2010년도 CSR 환경보호분야 파나마 최고의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BAT는 2007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노력으로 이 주제
에 대한 종업원 교육과 지역에 나무심기운동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인 기후변
화동맹(ACC)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환경파괴 완화 노력을 하였다.
BAT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많은 나무를 심었다. 지난 3년간 BAT파
나마는 Cerro Campara 국립공원에 2,842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이것은
BAT가 성장기 동안 배출한 CO2양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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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나마의 대표적인 공기업 ‘파나마운하공사(ACP)’
또 파나마의 공공기업인 파나마운하공사(La Autoridad del Canal de
Panama：ACP)는 인간가치를 중요하게 다룬다. 파나마운하의 이양에 대해
미국의회는 파나마인들의 능력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결과
를 내고 있다. 2000년에 운하 수입이 769만 달러였다면 파나마인의 손으로
운영하고 있는 2006년에는 1,400백만으로 증가하였다(Vives y Peinado-Vara
2011：375). 파나마운하공사는 인간가치의 존중 부분에 대한 CSR 활동에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리하여 Institute Ethispher는 파나마운하공사를 2011년도 CSR의 경영
윤리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Institute Ethispher는
CSR 기업윤리 실천과 확산을 목표로 하는 선도적인 연구기관이다.

3) 기타 기관 - 미국대사관 선정 대표기업
최근에는 파나마 주재 캐나다와 미국 대사관의 CSR 활동이 주목받고 있
다.53) 중남미 주재 한국기업의 CSR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해외 대사
관)의 역할에 대해 참고해야 할 사례이다. 캐나다 대사관의 입장과 활동은 다
음과 같다. 파나마의 캐나다 대사관은 CSR 활동의 목적이 “캐나다인의 가치
를 확산하고 동시에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분명
히 표명하였다. 그리고 “환경보호, 인권, 노사관계, 부패와의 투쟁”과 같은 부
문에 대한 CSR 활동도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해외 진출한 캐나다 기업들이 해당 지역의 법과 국제적 기
준을 존중하기를 요청한다. 이를 통해 캐나다인의 가치와 국제적 약속이 해당
지역사회에 반영⋅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캐나다 기업들이 다

53) 최근에 유럽의 네덜란드 대사관은 어린이노동 반대와 환경보호를 위한 CSR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
이 대사관은 환경보호NGO에 대한 지원을 통해 CSR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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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방식으로 유엔의 글로벌 조약과 OECD의 기준들을 따르는 CSR 활동
을 발전⋅확산시키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 정부는 기업의 CSR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며 여기에는 노조와 NGO의 참여도 포함한다.
다른 한편 미국대사관은 기업의 CSR 활동을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실천
한다. 즉 파나마에 진출한 미국기업 가운데 CSR 활동을 잘하는 기업을 표창
하는 행사를 한다. 2011년에 대사관이 선정한 대표적인 CSR 기업은 아래[표
6-6]과 같다.

❚ 표 6-6. CSR 활동이 뛰어난 미국기업 ❚
기업
Dell
Hotel Marriot
Interstata Batteries

주요CSR활동
파나마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기본교육과 기술교육 실시
호텔경영기법 전수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된 배터리 수거

비고
컴퓨터 수출업체
50년 진출 역사

나. 과테말라 주요 기업의 CSR 사례
1) 국내 기업 Monte Textil 사례
CSR 활동을 하는 과테말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Monte Textil이 있다.
100% 과테말라 기업으로 25년의 역사(1981년 2월 창립)를 지니고 있다. 섬
유산업 분야에서 국내와 국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고, 1,000명의 근로자
를 고용하고 있다. 수도 과테말라에서 수km 떨어진 Villa Nueva에 위치하고
있으며 Textisur라는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이 기업의 CSR 활동은 국내법을 준수하고 윤리적 원칙에 따라 기업행동
을 하며 연대의 가치를 강조한다. 대표적인 CSR 활동은 “예수는 주님”이란
재단설립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난한 어린이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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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건강지원’, ‘가난한 어린이의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가난한
어린이를 위한 학교건축 지원’을 들 수 있다.

2) 국내 기업 Pantaleon 사례
제당공장인 Pantaleon은 과테말라 국내 기업으로 CSR 활동을 하는 우수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Pantaleon은 다른 제당공장인 Concepcion과 함께
과테말라 남부 해안지역 사탕수수산업의 통합적 발전과정에서 CSR의 적극적
인 추진자로 변모하였다. 즉 1990년에 Pantaleon은 다른 제당공장과 협력하여
과테말라 제당산업 분야에서 최초로 제당산업연합 CSR재단인 FUNDAZUCAR
를 설립하였다. 이 재단은 교육프로그램과 주택프로젝트 및 예방적 의료 및
치과 진료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지원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를 위해
Pantaleon은 3개의 재당공장에서 생산하는 일정량에서 일정액의 기부금을 모
아 예방의학, 교육, 공동체 지원, 환경분야의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유
지하는 매우 독창적인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리하여 미주국가연합(OEA：Organizacion de Estados Americano)은
Pantaleon의 교육프로그램인 “비전학교, 시민을 건설하라”를 2007년도 최고
의 CSR기업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1995년 학생들에게 민주
주의와 관용의 가치를 확산하고 장려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CentraRSE의
공동설립자이기도 한 Pantaleon은 이러한 철학과 CSR의 7가지 원칙아래에
서 기업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2008년에도 Pantaleon은 68개 기업 가운데
상위 5위에 해당하는 CSR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3) 다국적 기업 Wal-Mart 사례
유통분야 미국계 다국적기업인 Wal-Mart는 지난 2년 연속 CentraRSE가
주관하는 CSR우수기업상 선정에서 “에너지 절약과 윤리적 공급을 통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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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분야”에서 최수우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북미지역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중미지역에 진출한 유통분야의 다국적 대기업인 Wal-Mart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고객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보전을 하여 보다 좋은 생활조건
에서 사는 것을 추구하였다.

4. 한국기업의 CSR 활동방향 제언
지금까지 중미 진출 한국기업들의 CSR 활동현황을 설문조사와 현지 심층
면담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의 분석결과를 재덱의 기준
에 비추어 중미 진출 한국기업이 개선해야 할 CSR 활동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CSR 전략：전략수립단계에 있거나 대부분 본사의 지침을 따르는 실정
이었다. CSR을 비용지출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전략으로 인식하는 마인
드의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적 투자전략으로 인식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수용에 걸맞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즉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공급
자 중심의 사회공헌이 아니라 수혜자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CSR 전
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 CSR 단계：파나마와 과테말라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CSR 활동은 설문
조사와 면담조사에 나타난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대기업의 경우 1단계
인 시작단계에 있고, 파나마와 과테말라 중소기업의 경우는 1단계 이전
단계에 있다고 평가된다. 대체로 자선사업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
이다. CSR이 이제는 자선사업 수준이 아니라 기업경영전략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계적 경향을 모르고 있었다.
3) CSR 규모：대기업의 경우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다른 다국적기업과
비교할 때 미미한 규모이다. 이에 비교하여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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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한 상황이다. 향후 점진적으로 CSR 활동 규모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
4) 업종별 CSR：파나마의 경우는 제조업보다는 유통업이 주류라면, 과테말
라의 경우는 제조업인 섬유산업이 다수이다. 대기업의 경우 현지 지역사
회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제조업이 아닌 경우 CSR 활동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파나마의 경우 생산법인이 아닌 판매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CSR 활동에 관심을 갖고 소규모이지만
진행하고 있었다. 과테말라에서는 이와 정반대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생산법인이 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CSR 활동에 매
우 소극적이었다. 특히 섬유부문 마킬라산업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브랜드가 없이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단순한 하청기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CSR 활동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판매
법인만 있는 대기업의 경우가 CSR 활동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소
규모 CSR 활동을 하고 있었다.
5) 기타：공공기관과 시민사회(NGO)와의 협력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현지기업들의 CSR 활동에 있어서 지역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는 부분적으
로 있으나 지역시민사회(NGO)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는 없었다. 추후 CSR
활동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해 현지 기업 및 NGO와의 연합모델 개발 또는
기업과 NGO 그리고 코이카(KOICA)와 같은 공공기관과의 유기적 협력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중미지역의 경우 한국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상항에서 기업-정
부-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중소기업형 CSR모델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 가령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 등 인근 중미지역 국가에도 한국의 섬유마킬라기업들
이 진출해 있으며 대부분은 이들 기업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기업 단독
으로의 CSR 실천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코이카-지역NGO-한국중
소기업이 협력하는 CSR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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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론
지금까지 중미 진출 한국기업의 CSR의 특징과 현황을 설문과 현지방문
심층면담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제 소결론을 잠정적으로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주의할 점은 이번 연구의 설문조사와 현지방문 심층면담에 응한 기
업의 표본 수가 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결론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은 잠정적이며, 추후 연구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CSR 인지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지하고 있다. 둘째, CSR 활동은
대기업은 미미하나마 실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체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선
단계와 같은 기초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업의 경우 약간의 CSR
활동을 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거의 부재하였다. 셋째, CSR 전담부
서의 부재와 예산 부족이 CSR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
적되었다. 넷째, CSR 활동을 단순히 자선봉사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CSR 활동을 기업 경영철학의 일부로 이해하지 않고 있었다. 설문조사와 심
층면접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현지에 있는 기업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CSR 의식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CSR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기업의 CSR 활동과 중미에 진출한 다른 다국적기업 및 현지국 기업
들의 CSR 활동을 비교해볼 때 한국기업의 CSR 활동에 획기적인 전환이 요
청된다. 중미에 진출한 다른 다국적기업과 현지국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저
임금과 조세천국 그리고 자연자원의 무제한적인 이용과 같은 비교우위의 경
영전략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성 활동과
지속적인 CSR 활동을 병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기업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야 할 시사점이다.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한겨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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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근 CSR 특집호에서 CSR의 국제적 추세를 다음과 같이 분석⋅전망하
였다. 과거의 CSR이 CSR1.0시대로서 도덕적, 분절적, 수동적, 지역적 특성
을 지니고 있었다면 지금은 CSR2.0시대로서 전략적, 통합적, 능동적, 지방적세계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였다(곽정수 2011：36-37). 중미에 진출
한 한국기업이 매우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국제 CSR 활동의 개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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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론

오늘날 CSR은 새로운 기업 발전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대다수 기업은 사
회적 공헌에 들어가는 비용을 단순히 비용으로 치부하거나 사회적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한다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역량에 사회의 요구를 결합시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CSR 이론가들이 말하는 전략적 CSR이 그
것이고, 마이클 포터(2011)가 말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공유가
치창출)가 그것이다. CSV는 건강한 사회가 기업 수익성의 기반이 되며, 성장
하는 기업이 사회번영의 기초라는 기업과 사회 간의 새로운 인식구조를 표현
한 것이다. 더 이상 기업과 사회는 서로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 윈윈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연구의 최종결론으로 전장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기초로 ➀
한국기업의 CSR 활동의 특성과 현황을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에 의거하여
정리하고, ➁ CSR 활동 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➂
각국의 기업 환경 및 경제⋅사회적 조건에 의거하여 한국기업에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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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➃ 각국에서 주요 외국 기업들의 CSR 수행 경
험을 반영한 활동 내용이나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➄ 한국기업 CSR 활동의
업종별, 규모별, 입지별 특징을 간단히 요약한다. ➅ 마지막으로 기업의 CSR
활동 전략 재검토를 돕기 위해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시한 활동 가이드라인
을 간단히 소개한다.

1. 한국기업의 CSR 활동 특성과 현황
❚ 표 7-1. 설문 전체 요약 ❚

1. CSR 인지도
2. CSR 활동 여부
-

멕시코
(11개사)
대기업 5개사,
중소기업 6개사
(소비자 브랜드 3)
11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알고 있다고 답변 (72%)
그러나 구체적 인식은 취약
7개 현지 업체 실행, 과반수
이상 실행
A (3) B(1) C (7)

3. CSR 중요성

- 모두 중요성은 인지

4. 불요한 이유

- 1 개사

브라질
페루
중미
(10개사)
(9개사)
(4개사)
대기업 9개사,
대기업 4개사,
파나마 대기업 2개사,
중소기업 1개사
중소기업 5개사
과테말라 중소기업 2개사
(소비자 브랜드 5)
(소비자 브랜드 2)
(소비자 브랜드 2)
- 10개사 중 6개사 (60%)가 - 9개사 중 6개사 (67%)가
- 4개사 중 3개사가 안다
안다고 답변
안다고 답변
고 답변
- 잘 모른다가 40%
- 전혀 모른다도 2개사
- 실천기업 6개사
- 실행 기업 수는 모두 4개사
로 절반 미만
- 4개사 중 3개사 실천
- A (2) B(4) C (4)
- A (2) B(4) C (4)

- 9개사가 중요성 인지

- 8개사가 중요성 인지

- 4개사 모두 인정

- 1개사 (기업에 부담)

- 지역사회와 우호적 관계 (8) - 지역사회와 우호적 관계 - 지역사회와 우호적 관
- 지역사회와 우호적 관계 (8)
계 (3)
- 기업/브랜드 인지 (7)
(5)
5. CSR 수행 이유 - 기업/브랜드 인지 (5)
- 리스크 완화에 중점을 두는 - 기업/브랜드 인지 (5)
- 기업/브랜드 인지 (2)
- CEO 결정 (4)
소극적 대응 측면
- 직원 자긍심 (3)
- CEO 결정 (2)

6 수행/미수행

- 수행 60, 미수행 27
-수행 87：미수행 21
- 수행 72：미수행 35
- 대기업은 수행률이 높고
-소비자 노출 브랜드 업종이 - 소비자 노출 브랜드 업종이
- 수행 30, 미수행 14
중소기업은 미수행률이
수행 큼.
수행 큼.
높음.

내부⋅외부
활동
수행:미수행
-

기업내부활동> 기업외부 - 내부활동 47：11
(지역사회 지원) 활동
- 내부활동 40:8
- 외부활동 22：27
내부활동 63:2
(소비자브랜드：19:5)
- 외부활동 23:15
(비소비자브랜드：3:22)
외부활동 24:19

- 내부활동 20:4
- 외부활동 10:10

- 거의 모든 기업이 중요성 - 5개사는 대부분 중요성
중요성 크다는 비율과
크다고 인정 (75%)
- 대기업은 크게 인식
크다로 인식
중간 정도라는 비율이
중요성
- 중소기업은 직장 복지 우선 - 비소비자 브랜드 업체는 중 - 중소기업, 사업서비스 업
비슷 (18:16)
요성 저평가
종 3개사는 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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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계속
멕시코
(11개사)
대기업 5개사,
중소기업 6개사
(소비자 브랜드 3)

브라질
(10개사)
대기업 9개사,
중소기업 1개사
(소비자 브랜드 5)

- 전담인력 운용 2개 업체 - 본사 지침 6개사
7. CSR 활동 구조 - 대기업은 본사의 지침 보유 - 전담부서 5개사
- 전담예산 별도 편성 무 - 예산 별도 편성 무
- 대부분 없다고 답변
8. 현지 기업 활동 - 기업 설립 시 충분한 준비로 - 두 전자회사에서 당국 조사
문제점 없음(총 2건).
문제점 (3년간)
5건, 소송 6건, 언론보도 2건
- 절반이 노동관련 이슈
- 전담인력,⋅예산 부족 (7회) - 전담인력⋅예산 부족 (6회)
- 협력단체 부재 (3회)
- 지역사회 열악 (2회)
9. 추진상 애로
- 조직문화 충돌, 성과불명, - 조직문화 충돌 (1회)
방법을 몰라서 (각 2회)
- 일자리 창출 (4회)
- 노사관계 (3회)
10. 지역 사회
- 노사관계 (4회)
- 일자리 창출 (2회)
강조점
- 자원봉사 (2회)
- 친환경 경영 (2회)
- 독자적/계획적, 평가：65%
- 독자적 계획적 활동：
11. 지역 사회
- 본사의존/비계획적, 평가절
2개사
차 없음：35% (소비자브랜
활동 방식
- 대부분 활동이 없어 무응답
드가 계획적 활동 시행)
- 만족 3개 업체, 보통 2개 - 만족 3개사, 보통 4개사
12. 자기평가
업체, 불만 1개 업체
- 소비자 브랜드가 만족
- 지역사회 관계 (9)
- 기업평판과 브랜드(9)
- 종업원 자긍심 (7)
13. 기대점
- 지역사회 관계 강화 (7)
- 인도주의/노사관계 (각 4)
- 종업원 자긍심 (6)
- 기업평판과 브랜드 (3)

주요활동

초등학교 중고 PC 기증, 인근
마을 정비화 사업(페인트칠,
시설 수리, 청소 등), 시내 하
천 청소, 양로원 및 고아원에
제품 기증

페루
중미
(9개사)
(4개사)
대기업 4개사,
파나마 대기업 2개사,
중소기업 5개사
과테말라 중소기업 2개사
(소비자 브랜드 2)
(소비자 브랜드 2)
- 대기업 4개사는 현지 활동
구조 확보
- 대기업 2개사만 활동
구조 유지
- 중소기업 5개사는 아무
구조가 없음.

- 자원개발 4건, 건설플랜트
- 대부분 (3개사) 문제없
업 13회, 수산업 4회
다고 답변
- 대부분 노사관계
-

전담인력⋅예산 부족 (3회)
지역사회 열악 (2회)
성과불투명 (2회)
협력단체 부재 (2회)
일자리 창출 (3회)
고객, 소비자 소통 (3회)
노사관계 (3)
대기업은 대부분 독자적
계획적 (4개사 모두)
- 중소기업은 CSR 활동 부
재로 대부분 무응답
- 대기업 4개사는 모두 만족
- 중소기업은 대부분 무응답
- 지역사회 관계 강화 (7)
- 종업원 자긍심 (6)
- 기업평판과 브랜드(6)
- 인도주의 (3)
연말, 학기 초에 파티 후원,
지역 행사 후원, 재해구호,
빈민층 교육이나 지자체 행사
빈민구호(가전제품, 생필품
지원, 청소년 사업 지원, 재해
지원), 체육행사 및 의료 구
구호, 한인회 지원
호 지원, 재단을 통한 지역사
회 개발 사업

- 전담인력⋅예산 부족
(4회)
- 지역사회 열악 (2회)
- 일자리 창출 (3회)

- 다수가 독자적 (3개사)
- 보통 (2회)
- 실망 (1회)
- 기업평판과 브랜드(3)
- 지역사회 관계 강화 (3)

문화유산과 자연보호,
고아 청소년 기술교육 지
원, 빈곤 청년 지원, 언청
이 수술 지원

가. 국가별 특징
1) 멕시코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CSR 실태를 정리해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CSR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구체적 실천 방법 및 필요성 인식이 결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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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기업의 경우 본사와 현지법인 간 실천 활동에서 큰 차이가 있다. 향
후 CSR의 중요성은 대다수 업체가 인정하고 있으며, CSR 수행 이유로는 지
역사회와의 관계 증진 및 기업 이미지 확대를 우선하고 있어 CSR 활동이 리
스크 회피에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 활동 내역으로는 기업 내부활동, 즉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보호나 에너지 절약 등의 조치가 외부활동, 즉 지역사회 지
원 및 봉사활동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CSR 전담부서나 인력 배치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CSR 전담 예산 배정도 매우 미
흡하다.
설문 분석에 기초한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CSR 과제로는 우선 CSR 인
식 제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CSR 관련 기구, Cemefi
및 선진 CSR 실행기업 등과의 제휴나 벤치마킹을 통해 CSR의 필요성을 제
대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실천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핵심 역량과 지역 특성이 합치되는 활동을 발굴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멕시코의 우수 CSR 기업 및 한국 경쟁업체의 CSR 사례 연구에서의 시사
점은 기업 정체성과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천활동
운용이 좋은 성과를 내는 지름길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이해관계자와의 소
통, 공급업체와의 가치사슬 형성, 현지 업체의 CSR 연차보고서 발간 및 현
지 CSR 포럼 개최 등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국기업의 CSR 성공
조건으로는 CSR은 비용이 아닌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며 기
업의 원천적 수익 모델을 고려한 사업선정(Positioning), 관련 조직의 통합
운영, 공헌 활동의 평가와 검증, 기업 내외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소통, CSR
활동 정보의 투명한 공개, CSR 활동의 지속성,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파트너십 확대와 강화, 가치사슬에 연결된 협력사들의 CSR 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
한편 실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는 전담인력 운영, 기업 내외 환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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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대효과의 설정, 기업 특성에 맞는 전략수립, 포괄적인 공약 제시, 구
체적 사업 선정, 성과 공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멕시코 내 한국기업의 CSR 수준은 리스크 회피라는 대응적 단계, 즉 기본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향후 책임을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기업의 사회
적 기회’로 인식하고 CSR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브라질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CSR의 중요성을 알고 바람직한 것
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CSR 발전 2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 자선
활동과 지역사회 행사 후원, 빈곤층 지원 등 비교적 소액의 사업을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다음 단계를 고민하
고 있으나 아직 회사의 핵심역량을 지역사회의 발전 요구와 결합시켜 체계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CSR 활동은 기
업의 수익성 내지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전망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적이 악화되거나 기업 리더십이 바뀌면 흐지부지되기 쉬운 부분이다. 따라
서 CSR 활동과 기업경쟁력이 결합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포터와 마크 크레이머는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전략
적 가치가 큰 CSR 활동을 발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브라질 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브라질의 광대한 영토와 자원, 인구를 고려할 때 브라질은 중요한 투자처이자
소비시장이다. 비록 현재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제품의 기술경쟁력과
고급이미지로 승승장구하고 있으나 브라질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아직
도 만연한 빈곤층, 지역사회의 여러 여건을 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 하지 않
으면 그리고 이에 기반한 가치제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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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브라질의 빈곤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브라질 발전의
대표적 병목요인인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 소재지에서
단순히 장학금 지급 등의 방향성이 애매한 활동보다는 자체 인력 확보나 지
역 공동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전담
재단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성장에 밑거름
이 된 헌신적 기업 문화와 신속한 업무처리 방식, 한국 문화와 예술의 확산
을 통해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적으로
는 브라질 사회의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치사슬
의 접점을 발견⋅발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사업방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
요하다.

3) 페루
한국기업의 CSR 수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대기업은 CSR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적 표준을 따르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업체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
계획적으로 일정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 CSR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회사 이미지
나 브랜드 가치 보호 및 제고, 종업원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중소업체의 경우도 CSR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지
만, 인도적 이유에서 부정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부활동을 벌이고 있다.
3) 한국 전자업체의 경우, 지역사회 협력 사업은 여러 가지 있지만 페루 대
기업과 비교할 때 아직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은 별로 없다.
4)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는 CSR 전문법인과 협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인 업무수행이라고 판단된다. 자원개발업체인 SK Energy와 SA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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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Ú의 경우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해 독립적인 비영리재단을 설립하
거나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설문과 인터뷰에 의한 이러한 현황 파악을 근거로 페루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CSR 활동을 표준으로 삼기에는 인적
⋅물적 여력이 없어 보인다. 중소기업도 한국인 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연구 및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페루와 같이 빈곤층이 두껍고 소외된 지역이 많은 경우는 기업의 지역사
회 공헌 활동이 보다 계획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은 개별기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수행하
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범위가 없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기업하기 가
장 편리한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
다. 대기업들은 인력이 유능하므로 국가경영을 자문하는 것도 한 방안이
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여러 민간 경
제연구원의 페루의 중앙부서, 지방정부 등에 대한 자문활동도 지원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4) 전자업체의 경우 일반 소비자를 CSR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페루 식
음료 업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PepsiCo가 감자농가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지원하듯이, 한국 전자업체의 경우도 시장확대란 목표와 지
역사회 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속적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벽지 마을 전기화 사업과 할인가의 냉장고 보급을 함께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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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미
중미 진출 한국기업의 CSR 상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CSR인지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지하고 있다. 둘째, CSR 활동은 대기업은
미미하나마 실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체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선 단계와 같
은 기초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업의 경우 약간의 CSR 활동을 하
고 있다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매우 미미하다. 셋째, CSR 전담부서 부재와
예산 부족이 지적된다. 넷째, CSR 활동을 단순히 자선봉사 차원으로만 이해
하고 있다. CSR 활동을 기업 경영철학의 일부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 지역
사회 공헌활동에는 업종별 차이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대기업
브랜드기업은 CSR 활동에 적극적이고 소비자 노출이 적은 업종은 CSR 활
동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은 현지에 있는 기업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CSR 의식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
이다. CSR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기업들의 CSR 활동에 있어 지역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는 부분적으로
있으나 지역시민사회(NGO)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는 없었다. 추후 CSR 활
동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해 현지기업과 지역NGO와의 연합모델 또는 현지
기업과 NGO 그리고 코이카와의 협력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나. 업종별 특징
한국기업의 CSR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업 상품이나 서비스
가 소비자나 일반 대중에게 노출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CSR 활동이 활발해진
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평판과 이미지에 신경을 쓸수록 사회의 반응에 민감하
며 사회적 평판에서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 CSR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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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조업, 특히 소비자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은 CSR 활동을 비교
적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기본적인 자선활동(고아원 방문,
재해구호, 빈민구호 등) 외에 에너지 절약, 폐기물 관리 등을 중시하며 주변
지역 여러 기관에 시설이나 컴퓨터 등을 기부하고, 빈민층 교육 기회 제공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과테말라의 경우 섬유부문 마킬라 산업이
다수인데, 자기 고유의 브랜드 또는 한국본사가 있는 기업일 경우 CSR 활동
이 미흡하나마 존재하나, 자기 고유의 브랜드가 없이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단
순한 협력업체일 경우 CSR 활동이 전무한 것도 소비자 브랜드와 CSR 활동
의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브라질에 진출한 자동차 기업과 제철기업은 현재 공장 건
설단계로 아직 생산에 착수하지 않고 있음에도 비교적 활발한 CSR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주로 지역에서 공장의 경제적 비중이 커서 지역사회의 관
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지역에서 좋은 이미지
를 구축하는 것이 공장 건설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대정부 관계, 특히 인허가
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이들 기업의 CSR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제조업종은 노사관계가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한국
과의 작업장에서의 문화적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업종이기도 하다. 많은
기업들이 남미와 한국의 노동윤리 및 노동자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적응하
고 있으나 경험이 적은 신참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노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제조업 중 화학업종 기업은 브라질 한 나라에서만 발견되
는데 일반 소비자와는 무관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어 CSR 활동이 그리 활발
한 편은 아니었으며 소규모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정도였다.
유통/무역업종의 기업도 국제무역의 특성상 CSR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파나마에 진출한 기업들 대부분이 무역중개업이지만
외국계 다국적기업은 CSR 활동에 적극적인 점을 고려해보면 한국의 무역 종
사 기업도 적극적인 활동을 검토해볼 만하다.
플랜트 건설업과 광산 및 석유산업은 주변 공동체 및 주민들과 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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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는 점이 공통이다. 플랜트 건설업은 사업 초기단계여서 혹은 지리적으로
외진 지역이어서 CSR 활동이 제한적인 점도 있으나 동시에 주변지역(특히
빈곤지역)에 별다른 후원 조직이 없는 경우 행사 후원, 학교시설 지원, 연말
연시 빈곤층 구호 등의 지원 요청이 쇄도하기도 한다. 동시에 국가별 특징도
작용하는데 페루에 진출한 건설업체는 약간의 빈곤 구제활동은 페루의 토착
기업도 다 하는 일이라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광산 및 석유가스 개발업체는 이미 원주민과의 여러 갈등을 겪은 외국계
다국적기업의 예를 따라, 또한 국가의 요청에 의해 가장 선진적인 CSR 활동
을 전개하고 있었다. 페루의 경우 자원개발기업들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활동을 위탁하고 있었다.

다. 규모별 특징
대기업들은 대부분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기업 가치사슬의 내부 (인
권, 노동, 환경, 고객관리, 부품업체, 준법성)에서 대부분의 CSR 활동을 수행
하고 있었으며 외부활동(즉 지역사회 지원활동)도 전개하고 있었다. 전체적으
로 활동 수준이 낮고 단조로우며 일회용적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대기업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CSR 수행이 미흡하였다. 중소기업들은 상당
수가 CSR 인식도가 낮았으며 활동도 미흡하였다. 기업으로서 의당 수행해야
하는 가치사슬 내부활동도 최소한의 법준수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사회 지원
활동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러나 기업체 경영진의 의지나 개인적 경험
에 따라 회사 소재지의 빈민층이나 주변지역 소외층에 대한 자선활동을 전개
하는 경우는 꽤 있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같은 인력 확보가 어려워
근로자 관리나 세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상당수 있어 이들 중
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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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지별 특징
기업이 도시나 주민들의 거주지에 위치해 있는 경우 비교적 CSR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관심도가 높거나 혹은 지역사회의
평판이 회사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외진 곳에 위치하거
나 주거지와 거리가 있는 공단지역에 위치한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소극적이었다. 이는 지역사회로부터의 기대가 작거나 사회적 압력을
별로 느끼지 못한 결과일 수 있으며, 공단지역의 경우 특히 중소기업은 하청
업체들로 지역사회 활동에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멕시
코 케레타로 소재 중소기업의 지역사회 후원활동이나 브라질 마나우스 소재
전자업체들의 자연자원 보존 CSR 활동이 별로 활발하지 않다는 것은 공단지
역이 제공하는 분리효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케레타로 소
재 대기업들의 CSR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지별 차이는
규모별 혹은 업종별 차이를 넘어설 정도로 큰 효과를 갖지는 않은 것으로 판
단된다.

2.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 CSR 인지도
전반적으로 CSR 인식도가 60-70% 정도로 그리 낮은 편은 아니다. 대부
분의 대기업은 중요성을 인지할 뿐 아니라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있
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식도가 떨어지는 것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단, CSR의 효용성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시
장 개발이나 판로 확대 등을 위한 CSR 활용 의식은 대기업의 경우에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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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낮은 편이었다.
CSR 인지도가 대부분 자선활동이나 지역사회 후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CSR 활동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보다 포괄적 연관성에 대한 전문적 교육
이 필요하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관련 조직의 CSR 우수기업 표창 등을 통
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의식 제고가 바람직하다.

나. CSR 활동 수준
대부분의 대기업은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활
동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 내부의 가치사슬 활동은 중소
기업들도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업종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이 흥미로운 점인데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브랜드 연관
성이 작은 건설업, 무역업, 서비스 업종은 CSR 활동이 거의 없다.
활동 수행력을 설문 및 인터뷰 결과에 의거하여 A, B, C 3단계로 평가하
면 A 9개사(27%), B 7개사(20%), C 18개사(53%)로 나눌 수 있다. 대기업
은 대부분 A, B, 중소기업은 C가 대부분이다.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가 A 4
개사, C 7개사, 브라질이 A 2개사, B 4개사, C 4개사, 페루는 A 2개사, B
2개사, C 5개사, 중미는 A 1개사, B 1개사, C 2개사로 평가된다.
CSR의 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CSR 활동 수준을
차별화하여 중남미 상황에 적절한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별
⋅업종별 차이도 고려해야 하나 일단 매출액이나 수익률을 기반으로 일정비
율을 기업의 CSR 활동에 배정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국가에 따라 사회적 공헌활동 비용을 세금 부과 시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
므로 이를 상세히 파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중소기업은 현지국의 법적 기준(노동법, 환
경법, 조세법 등)을 좀 더 잘 준수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CSR 기준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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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각국의 CSR 모범기업의 수준에 따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
가 있다.

다. 활동 이유
CSR 활동 이유로는 대부분 지역사회 관계 강화나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을
들었으며 여기에 종업원의 자긍심 향상 등이 부가되고 있다. 이들 이유들은
모두 CSR 활동의 가장 기본적 논리이기는 하나 여기에 덧붙여 타 기업에 대
한 경쟁력 강화나 판매시장 확대 가치 창조 활동에 대한 의식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는 전술한 인지도 부분에서도 언급한 대로 CSR 활동 수준의
향상이 함축하는 기업의 발전 잠재력이나 역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평판이나 이미지 보호 차원의 대응적 CSR을 넘
어 현지국의 시장 확대 및 소비자 충성,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 시장에
서의 새로운 기회 탐색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소위 “전략적 CSR”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라. CSR 활동 내용
CSR 활동이 활발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자선활동(재해구호, 빈민구
호, 고아원 후원), 지역사회 행사 후원, 교육 지원 활동, 종업원들의 자원봉사
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프로그램이 기업별 특성이나 핵심 역량과 무관하게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원의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업의 정체성이나 이미지, 업종의 특성, 기업의 핵심 역
량, 소재 지역 등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개발, 장기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개선을 위한 피드백 시스템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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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필요가 있다. 되풀이하면 CSR 활동 수준을 소극적 위험 회피용 CSR에
서 적극적 공세적⋅경쟁력 강화 CSR로, 위험관리 차원의 CSR에서 가치창조
CSR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비전
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대주주나 기업 본사의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마. CSR 활동 구조
대기업들은 대부분 본사의 지침에 따라 현지에서 CSR 활동을 추진하
고 있다. 특히 현지인 종업원과의 관계에서도 본사의 지침이 크게 작용하
여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CSR
인지도가 낮아 활동 가이드라인이 되는 CSR 헌장이나 비전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에게 유용한 CSR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많은 기업들이 전담인력과 예산 부족을 CSR 활동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어 이 부분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➀ 회사가 지역의 전문NGO단체(교민단체 포함)와 협력하여 위
탁 운영을 하는 방법, ➁ 정부의 ODA(코이카의 대학생 해외봉사단 포함) 프
로그램 또는 고용노동부의 대학생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활용, 이들을 기업의
CSR 전담인력으로 고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CSR을 통한 지
역 개발 사업은 기업과 정부의 파트너십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CSR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대기업은 회사 보고용 파일이나
내빈용 홍보 자료에 CSR 활동을 포함시키고 있었으나 지역사회 홍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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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 자료(시간,
참가인원, 비용, 활동 대상, 경과, 성과, 평가 등)가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자료도 활동현장 사진이나 신문보도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소
비자 브랜드 기업의 경우 웹사이트에 제품 소개만 있고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홍보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료
축적이 빈약한 것은 활동이 비정기적이며, 임시적 성격이 많고 지원 액수도
그리 크지 않아 공개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도 개입되어 있는 듯
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업의 CSR 활동 확대나 수준 향상에 따라 점차적
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적지 않은 수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CSR 활동 홍
보를 원치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빈곤과 생활 환경의 열악
성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지원 요구가 몰려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요청
을 회사 기준에 따라 지역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방식(예를 들면 지원기준
심사 시 지역대표나 NGO 인사의 참여 등)으로 걸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CSR 활동 방식
대기업의 경우 본사 지침에 따르면서도 현지 상황에 맞추어 독자적 활동
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설문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계획적으
로 활동하고 평가 시스템도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인터뷰 과정
에서 파악한 바로는 CSR 활동 자체가 그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 계획성이나 체계성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효과적 CSR 활동의 기반이 되는 인력과 프로그램 발굴이 부진하다는 점에
서 보다 체계적⋅계획적으로 CSR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이미지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 분야(자연보존, 환경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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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효과적 수거, 지역개발과 수익창출 구조의 연결, 특화된 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등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의 또 다른 특징은 CSR 활동이 대부분 기업 내 인력담당 부서
나 종업원 활동 지원부서를 통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회사의 자
체적 활동이 문제될 것은 없으나 대체적으로 사내 일부 조직에서만 움직이고
있어 전사적 활동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기업이 외부
NGO 단체와의 제휴나 지자체 정부와 협력하여 전개하는 활동이 거의 없다
는 점이다. 지자체와의 연계활동이 활발한 브라질의 한 기업을 제외하면 현지
국가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거의 없다. 따라서 CSR 활동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지 시민사회에서 공신
력이 큰 NGO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아가 직 ‧ 간접적인 운
영(위탁 포함)을 통한 다양한 제휴활동을 통해 CSR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단순히 현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동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CSR 활동이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는 데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한국기업의 전체적 이
미지 향상과 한국 국가 브랜드 향상을 위해 한국기업들이 CSR 활동을 지역
별⋅산업별로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역할을 분담하고 조율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 표 7-2. CSR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항목
1. CSR
인지도

문제점

개선 방향

- CSR 인식도가 60-70% 정도로 아주
낮지는 않으나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의 CSR 홍보 필요
인식도가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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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계속
항목

문제점
개선 방향
- 대부분의 대기업은 CSR 활동 수행, 대
부분의 중소기업은 미수행
- 기업 규모에 따라 CSR 표준의 차별화
- 소비자 브랜드 연관성이 작은 건설업, 무
필요
역업, 서비스 업종은 CSR 활동이 거의
2. CSR
- 중소기업 CSR은 법적 규제 철저히 준수토
없음.
활동 수준
록 교육 및 전파 필요
- 활동 수행력을 A, B, C 3단계로 평가
- 대기업은 국제 CSR 표준의 높은 단계
하면 A 27%, B 20%, C 53% 정도
수용 설득
(대기업은 대부분 A, B, 중소기업은 C
가 대부분)
3. 활동 이유

- 주로 지역사회 관계 및 브랜드 가치 향
상등

- 활동내용이 자선 활동 (빈민 구호, 재해
구호 등), 지역사회 행사 후원, 교육 활
동, 자원봉사 등에 집중되어 있음.
4. CSR
- 프로그램이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으
활동 내용
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의
경쟁력이나 업종과 무관한 지원활동이
많음.

5. CSR
활동 구조
-

중소기업은 CSR 비전 부재
전담인력, 예산 부족
현지 별도의 CSR 자료집 미발간
공헌 활동에 대한 구체적 기록 부실
증빙은 주로 사진에 한정

- 대기업의 경우 계획성, 독자성, 평가 피
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활동의 기반
이 되는 인력과 프로그램 발굴이 부진함.
- 활동 비밀주의
∙일부 기업에서 CSR에 대한 소극적 접
근 태도 (조용한 소액 기부)
6. 활동 방식 ∙지역사회의 열악성을 반영한, 일면 충
분히 이해가 가는 판단임.
- 지역사회와 연계성 부족
∙지역사회 개발 활동을 보다 장기적, 계
획적 활동으로 전환 필요
∙판매 및 제조업체의 지역사회 사업은
일회성, 기부성 중심

- 여기에 추가하여 타기업과의 경쟁이나
판매시장 확대 등 가치창조 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필요함.
- 대응적 CSR에서 전략적 CSR로
- 소극적 CSR에서 공세적 CSR로
- 위험관리에서 가치창조 활동으로
- 기업의 업종 및 경쟁력, 핵심 역량과 관련
된 프로그램 발굴
- 기업 정체성, 비전 및 전략을 고려한 선택
과 집중을 통한 CSR 활동 선정
- 중소기업 맞춤형 CSR 강령 필요
- 전담인력 배치 혹은 예산 배정
• 1안) 지역의 전문NGO단체(교민단체 포
함)와 협력하여 위탁 운영
• 2안) 정부의 ODA(코이카의 대학생 해
외봉사단 포함) 프로그램 또는 고용노동
부의 대학생 해외취업 프로그램 활용
- CSR 활동 관련 자료 정리 강화
- 활동 결과를 평가 가능하게 체계화
- 계획성과 성과 평가 및 피드백 강화 필요
- 기업의 규모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마인드로 접근 필요
- 정부 기관 및 지역 NGO와 제휴 활동
-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구축
- 기업의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보다 효과적
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의 우선
순위를 지역별⋅산업별로 조율할 필요성
검토
- 현지 시민사회에서 공신력이 큰 NGO단체
와의 협력프로그램 개발과 직⋅간접적인
운영(위탁 포함)을 통한 제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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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CSR 활동 전략
가. 멕시코
멕시코는 다른 남미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로 마인드, 빈곤, 교육, 주택, 보
건위생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노동윤리와 빈곤탈출,
교육훈련기회 확대, 지역과 종업원의 주거환경 개선, 보건위생 사업 및 의료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기업의 CSR 활동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 다만 전
술한 바와 같이 구체적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기업의 역량과 업종,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에서는 CEMEFI(멕시코기업시민협회) 주도로 멕시코 및 중남미
CSR 우수기업을 선정, 발표함으로써 여타 기업에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CSR 활동을 진
작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적 특색을 갖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의미 있
다. 특히 최근 K-pop 및 한류 확산을 활용한 지역사회와 한마당 되기, 한국
드라마 속 협찬상품 활용을 통한 한국 상품과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과의 문화적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양국간 조직문화, 근로문화 관습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며 우수 종업원에게 한국방문 기
회를 제공하여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특히 종업원뿐만 아니고 가족과 자녀들에게까지 이런 기회를 확대한
다면 세대간에 걸친 기업 이미지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 브라질
브라질은 최근 떠오르는 거대 신흥시장(경제규모 세계 6위)으로 우리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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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매우 중시해야 할 나라이다. 따라서 신흥시장 확보라는 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많은 기업들이 지적하는 브라질 코스트(노동, 세금,
물류비)를 낮추기 위해 현지 사정에 정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의 권위주의적 가부장적⋅작업장 질서
가 브라질에서는 통하지 않으므로 종업원의 인권과 자긍심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이들이 친노동자적인 노동법규를 남용하여 기업
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국적 정서에 호소하기보다 브라질 법규와
관습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브라질은 엄청난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효율과 관료의 부패,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및 시간적 지체, 공교육의 부실 등으로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브라질의 낮은 교육수준과 범죄, 열
악한 거주환경은 빈곤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브라질 진출 기업은 이러
한 악순환을 끊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
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 점에서 다양하게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
램을 통한 시장개발과 공동체 빈곤 해결방안 모색이 매우 절실하다. 기업 소
재지 주변 공동체에 대한 집중교육을 통해 해당 공동체의 빈곤의 고리를 끊
어 지역 성장을 유도하고, 교육으로 확보한 인력을 미래의 종업원으로 육성하
는 것이다. 일정기간 훈련 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 충성심 있는 노동력 확보
가 가능하다.
또한 현재 브라질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과 고급품이라는 이미지
에 의존하고 있으나 아직 한국제품 전반에 대해서는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나 국가 이미지가 부족한 상태로 이 부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
다. 따라서 한국의 성장 모델과 과정, 국가 이미지 홍보를 CSR과 연관시키
면 차후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진출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CSR 활동과
관련하여 종업원이나 학생들을 한국에 초청하거나 유학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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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페루
페루에서는 자원개발활동, 특히 광산 유전기업들의 탐사와 채굴이 원주민
공동체의 생활터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페
루 정부는 이러한 원주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주요 기업에 수년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지역개발 사업 투자를 요청하고 있으며 한국기업도 이에 응하
고 있다. 따라서 페루에 진출하려는 자원개발 기업들은 지역사회 개발 사업에
의 일정액 투자가 거의 의무적인 사항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페루는 칠레에 이어 경제자유화가 남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
는 나라이지만 지역적 개발격차가 높아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잠재적 요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기간시설(전기, 도로 등), 교육, 건강⋅의
료 부족, 영세농의 시장에서의 소외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CSR 활동의
전략적 목표가 될 수 있다. 한국 제품의 판매가 도시지역 시장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오지 및 산간 지역을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기 및 도로 등 사회기간시설의 건설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안타미나 광업기업(Compañía Minera Antamina)의 경
우 지역사회개발기금을 출연하여 지역개발 사업(주택, 의료, 교육, 도로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광석 집하장에서 항구까지 전기를 가설
하여 전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서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익에 따라 단계화할 필요가 있다. CSR 활동의 1
차적 목표로 자사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수익 창출, 2차적 목표로
기업가 및 종업원 만족 제고, 3차적 목표로 수익활동의 일부를 공개적으로
기금화하여 CSR 활동에 사용한다면 기업의 수익성도 높이고 지역사회 개발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업의 CSR 활동이 국가 기능의 부재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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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업 의존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지역
사회 공헌활동은 지역사회가 자립하는 단계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원활동의 목표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에 대한 의존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지역의 자율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 중미
과테말라의 경우 한국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과테말라 경제에서 고용
효과는 매우 크다. 아마도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과테말라의 일반 대중은 한국기업(마킬라 산업)의 일자리 제공 자체를 CSR
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노동 착취 등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이
들의 인권과 자긍심을 존중하면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만으로도 CSR의 가
장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테말라는 한국 대통령(김영
삼/노무현 대통령)이 두 번이나 방문하여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으므
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호적인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는 연대 프로
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과테말라는 마야문명의 중심지로 고대 마야문명의 중심지라는 문화적 특징으
로 인하여 외국관광객이 매우 많다. 마야의 원주민 문화를 보존하는 CSR 프로
그램을 개발, 참여한다면 과테말라 주재 한국계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갱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테말라에는 원주민의 섬유문화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의 대기업 일부가 진행하고 있는 원주민
문화 보호 프로그램처럼 한국의 마킬라 중소기업들도 원주민 문화를 보존⋅발
전시키는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의 경우는 CSR 활동이 활발한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존재하므로
한국 대기업의 CSR 활동이 부각되지 않고 오히려 초라해 보일 정도이다. 파
나마 자체는 작은 나라로 소비시장 규모가 작지만 콜론의 수출자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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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 Free Zone)과 파나마운하는 중남미 인접국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소
비의 중심지이다. 따라서 국가 이미지나 한국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곳으로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전 세계 화물선과 유람선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CSR 활동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외국 기업의 CSR 활동 전략과 시사점
여기에서는 국가별로 현지 주요 기업의 CSR 활동 내용과 전략을 요약하
고 한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CSR 활동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표 7-3]에 주요 내용을 열거한다.
❚ 표 7-3. 외국 기업의 CSR 경험으로 보는 시사점 ❚
국가

현지국 주요 기업의 CSR 활동

- CEMEX
∙전략 상품인 딱딱한 시멘트에 감성을 불어넣음.
∙집 없는 400만 가구 대상으로 DIY식 집짓기 지원
∙외국 체류 멕시코인들의 송금을 받고 반대급부로
멕시코 내 가족의 집짓기 자재 공급
∙대학 등 자원봉사자 활용
- Telefónica de México
∙정보화 교육에 집중
∙ Telmex 재단을 통한 다양하고 전국적 차원의 CSR
활동 구현(외과 수술, 산모 지원, 급식, 환경, 부패,
자원봉사, 스포츠 등)
멕시코 ∙재단 홈페이지 활용한 공공기술훈련 제공
∙공공 재단과의 협업
- Sony Mexico
∙ CSR 이행을 위한 각종 위원회와 산․학 협동
프로그램 운영
∙가치사슬 중시
∙ CSR 활동의 다변화(사회 각계각층)
∙세계CSR 관련 모임에 적극 참여

한국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시사점
- 기업 본질을 고려한 선택과 집
중 실현
- 집짓기 프로그램에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활용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홍보 효과
- 사회적 책임 담당 코디네이터
제도를 활용한 통합관리
- 재단을 통한 전국적 차원의 다
양한 부문에서의 활동 구현

- 소니 본사의 기업 윤리강령을
멕시코에 적용, 관리감독 철저
- 협력업체 관리 프로그램 운용
- CSR 세계화 지향

-Grupo Bimbo
- 직원의 회사 지분 참여로 충성
∙종업원 주식구매제도 운용으로 직원 충성심 극대화
심 고취
∙은행과 협동으로 체인점에 대한 미소금융 지원
- 협력업체에 대한 미소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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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계속
국가

현지국 주요 기업의 CSR 활동
- NATURA：종 다양성과 전략적 CSR
∙회사의 전략적 계획과 목표, 내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지속가능성 원칙이 통합되도록 지속가능성 관
리체제(Sustainability Management System) 구축
∙ 2000년 아마존의 식물종을 이용한 Ekos Line을 출시
하여 종 다양성을 보존하는 노력을 구체화함. 아마존
식생에서 화장품 원료 추출
∙주민 단체와 제휴하여 환경보호와 주민 소득창출 및
사회적 포용 모두 달성：농민들에게 모든 생산품을 구
매한다는 조건으로 다른 유성 종자도 재배하도록 고
취

한국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시사점
- 지속가능성 활동을 전략적 차원에
서 수행할 수 있는 구조 확보
- 아마존 개발, 종 다양성, 이해관계
자 대화 등이 하나의 상품 개발과
연관되어 종합적으로 추구됨(전략
적 CSR 모델).
- 구체적 목표 설정과 실천(2011년
까지 탄소중립성 달성. 이산화탄
소 배출량 33% 감축 목표)

- 교육 투자 집중의 효율성
- Banco Santander：고등교육 투자 및 지원
- 자원봉사 메커니즘(한 달에 4시간
∙스페인 포르투갈어권에서 가장 큰 대학협력 네트워크
자원봉사. 학교에서 학생 프로그
인 Universia와 라틴아메리카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램 지원)
인 Emprendia 지원
- 정부 및 NGO와 제휴 활동으로
브라질 ∙ 2009년 중남미에서 350개 대학에 4천 개의 프로젝트
CSR의 효율성을 높임.
지원
- 지속가능 경영 경험 전수 프로그
∙기부촉진 프로그램(소득세 공제 활용)
램 개발 전파
- 소니 브라질：환경 중심
∙환경 집중 공급사슬에서의 기술 및 환경, 에너지 보존 - SomeOne Needs You(종업원의
등의 활동에 초점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브랜드 이
미지 강화 효과
∙ SomeOne Needs You라는 종업원의 지역 공동체 봉
사활동 프로그램
- 도요타 자동차：야생 보존 활동
∙푸른앵무새 프로젝트：판타나우 지역의 멸종위기에
- 자동차 산업과 연관이 깊은 환경
처한 조류 보호 프로젝트
보전 활동：특히 자연자원 보존
∙마타아틀란티카 (아틀란티카 숲 보호운동) - 묘목 재
활동
조림, 자연보존 교육, 거리 캠페인
- 기업 노하우의 공동체 전파
∙도요타 사업방식(Toyota Business Practice：TB)
- 자연탐방과 공원 행사로 미래세대
전파：주위 학교에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에너
의 고객인 아동과 청소년에 접근
지와 물사용량 5%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성과 평가
∙청소년 대상 자연탐방 프로그램 및 공원 행사
- 중앙 및 지방정부는 도시와 농촌, 토착인과 다른 인구 - 벽지 및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 사
간 국가통합을 위한 사회기간시설 건설 일부를 기업에
업을 장기적으로 추진(예; 안데스
맡기고 있음.
지역 특산물인 감자 개발과 가격
안정을 보장하는 사업)
- 기업은 농촌 및 산간 지역과 도시 지역과의 교류와 통
페루
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농촌 및 산간 지역의 교육, - 자원개발 과정에 관련 지역사회의
건강 및 의료 개선에서 전기 및 도로, 그리고 농촌을
참여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활동
시장에 편입시키는 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
-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전문 사회공
- 지역개발 사업은 비영리 CSR 재단을 통해 사업 선정 헌 단체의 대행을 통해 소통을 원
및 추진함.
활하게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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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계속
국가

중미

현지국 주요 기업의 CSR 활동

한국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시사점
- 파나마 주재 캐나다와 미국 대사
관이 자국기업의 CSR활동을 진작
- 중미 자체의 CSR 우수기업평가 기관이 부재함.
하기 위해 매년 CSR 우수기업을
CSR 우수기업평가는 멕시코 CEMEFI에 의존
선정하고 있음.
- 이런 의미에서 최근 멕시코주재
- 캐나다와 미국 대사관이 이러한 공백을 대신해서 자국
한국대사관이 현지CSR기관과 협
기업의 CSR활동을 고취하고 있음.
력하여 CSR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정책

5. CSR 전략 가이드
가. CSR과 지역사회 발전의 접점 찾기
중남미 5개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CSR 현황을 정리하고 제언하기에 앞서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모든 단계, 소위 가치사슬에서 사회적 기여의 발견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포터 교수가 제시하는 메뉴를 소개한다. 이는 기업 활동
의 모든 단계에서 기업의 수익성을 높임과 동시에 크게는 지속가능한 사회,
작게는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 주고 있다.
포터와 크레이머는 그들이 가치사슬이라고 부르는 기업 활동의 모든 측면
이 제공하는 문제와 기회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해 주고 있다. 기업은 자신에
게 가장 전략적 가치가 큰 CSR 활동을 찾아내어 활동하면 된다. 이 메뉴에
서 사회에 제공하는 혜택과 기업의 경쟁력에 동시에 기여하는 공유가치가 큰
분야를 찾아내어 실천하는 것이다(Porter and Kramer 2006, pp. 5-6). 먼저
기업 내부의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7-1]과 같은 기업활동 메뉴
와 회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 혹은 기회가 예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통물류 항목을 보면 주문과 창고보관에서 회사는 포장재와 폐기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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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과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폐기물을 남발하여 환경을 훼손할 수 있
는 반면 포장재 재활용과 운송방법의 혁신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물류비용을
아껴 회사의 경쟁력에 기여할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이 사회적 조건을 활용하여 경쟁력 강화에 이용할 수도 있는데
회사가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유도하여 다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CSR의 발전단계, 즉 기업과 사회의 공유가치 창출
(CSV)이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CSR은 생산성과 경영전략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표 7-4. 기업의 내부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지원
활동

기업활동

재무, 계획, 투자자 관계 재정 보고, 정부 정책, 투명성, 로비 이용

인적자본관리

충원, 훈련, 보상 체제

기술발전

대학과의 관계, 윤리적 조사관행 (동물 실험,
상품 디자인, 테스트, 과정
GMO)
디자인, 재료조사, 시장조사
제품 안전, 원자재 보존, 재활용

조달

부품, 기계, 광고, 서비스

조달 물류
(Inbound logistics)

원자재, 보관, 자료수집,
교통 (오염물질 배출, 교통난, 도로 벌채 등)
서비스, 고객 접근

조업 생산
(operations)

배출, 폐기물, 종 다양성과 환경 영향, 에너지
조립, 부품 제작, 지부 관리 와 물 사용, 노동자 안전 및 노동관계, 위험
물질

교육, 훈련, 작업 환경 안전성, 다양성과 차별,
의료보험 및 기타 복지, 보상 정책, 해고 정책

조달 공급 체인 (뇌물, 아동노동, 농부 지급가
격), 특정 재료 사용 (모피 등), 자연자원 활용

본원적 유통 물류
주문과정, 창고보관, 보고
포장과 폐기, 교통 영향
활동 (Outbound logistics) 서 작성
마케팅과 광고, 가격 정책 (고객 차별, 담합,
빈곤층 대상 가격 정책), 소비자 정보, 사생활
보호

마케팅 및 판매

판매, 할인, 광고,
웹사이트

애프터 서비스

설치, 고객 지원, 불만 해소, 폐기물 처리, 재활용가능 물품 활용, 고객
수리
보호

자료：Porter and Kramer(200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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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5. 기업이 처한 사회적 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지역이 회사에
고급 인력을
투입요소
제공할 수
있는가

∙인적 자원 보유 (Marriott 호텔의 직업 훈련)
∙연구기관 및 대학 접근성 (마이크로소프트의 Working Connections)
∙효과적인 물리적 인프라
∙효율적 행정 인프라
∙과학 기술적 인프라의 존재 (네슬레의 축산 농부에의 지식 전수)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Grupo Nueva의 수자원 보존)
∙효과적 자본 접근성

회사의 지역의 경쟁
전략 및 규칙과
경쟁 조건 인센티브

∙현지국의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 (무역장벽의 부재, 공정한 규제)
∙지적 재산권 보호
∙투명성 (재무보고, 부패, 추출산업투명성제고조치 (EITI)
∙법치 (안전, 재산의 보호, 법률체제)
∙능력에 따른 대우 (차별 방지 제도)

지역 고객
현지 요구
요구의 성격과
조건
세련도

∙현지 고객의 세련도 (사회적 가치에의 호소, Whole Foods 고객)
∙지역의 규제 기준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매연 기준과 마일리지 기준)
∙전국적 혹은 세계적으로 수용⋅활용할 있는 지역 특유의 요구
(Urbi의 주택 자금 지원, Unilever의 저소득층 침투 전략)

관련 및 지원 산업의
지원 산업 존재

∙지역 공급자의 존재
(Sysco의 지역 생산 농산품, 네슬레의 우유 수집목장)
∙관련 분야 기업에의 접근성
∙산업 클러스터의 존재

자료：Porter and Kramer(2006, p. 6).

나. 효과적인 CSR 실천 가이드
CSR이 효과적 기업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 고유의 목표와 리스크, 기
회, 능력(경쟁력)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즉 기업이 사회적 기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의 수익성 기반이 되는 경쟁력과 사회적 기여 방법이
서로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표 7-4]과 [표 7-5]에서 기업이 사회
에, 사회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지점을 확인한 뒤에는 기업은
내부의 정책 결정과 운영 관리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McElhaney(2008, pp.
19-21)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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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단계는 먼저 회사 경영진이 진정하고 확고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CSR 활동에 매진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CSR 비전은 회사의 핵심적
가치 안에 자리잡고 있어야 하며 조직의 사명, 비전, 가치와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CSR이 사회적,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업가
치 창출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2)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기업 목표를 세 가지 정한 다음 CSR을 통해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다시 CSR 달성 목표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목표를 정하는 일은 보기보다 쉽지 않다. 최고경영
진은 아마 시장점유율 확대나 매출액 증가를 꼽지만 인적자원관리 임원
은 최고의 인재를 뽑는 것이나 종업원 만족도 제고 등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CSR이 보다 일반적인 기업 목표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것인
가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목표가 경쟁자와 경쟁하는 시장인가,
완전히 새로운 신시장 개척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일단 기업목표가 정해지면 CSR 목표를 기업의 핵심 능력과 결부시켜야
한다. 대개의 경우 CSR은 임시방편적으로 행해지며 기업내 다른 부서
와의 통합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CSR은 조직의 전체 부서
나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회사 활동이나 지식분야, 전문성과 무관
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4) 다음 단계는 CSR을 회사의 지배구조나 경영시스템과 통합시키는 것이다.
요컨대 일상의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으면 실천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이다. CSR은 위험회피 전략이자 기회추구 전략이기 때문에 회사의 능
력과 발전에 가장 적합한 지점(sweet spot)을 찾아 기업의 수익성과 사
회적⋅환경적 혜택이 교차하는 점에서 활동분야와 전략을 찾아야 한다.
5) 마지막으로 CSR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핵심적 성과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측정지표는 내부(평판 측정, 시장 점유율, 브랜드 이미지, 매출액,
운영비, 종업원 만족도)와 외부(사회적⋅환경적 성과 측정)를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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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측정 지표가 없으면 CSR 활동의 효과성 여부를 판단할 방법
이 없으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상의 논의는 기업이 CSR을 활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
정을 요약한 것이다. 요컨대 CSR을 단순한 자선활동이나 봉사활동 차원을
넘어 전개한다는 것은 기업 경쟁력에 대한 장기적 조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갑자기 CSR 전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부적인 공유와 학습의 시간, 조직적 조율과 시행착오, 작은
시도에서 얻은 노하우의 축적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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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화 (02)3460-1114, www.kiep.go.kr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제고 방안 조사 연구
안녕하십니까. 귀사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원하는 <세계지역기초연구사업팀>의 일원으로
서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많은 주목
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기업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서도 많은 CSR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은 주식 가치 유지와 투자자의 확보, 소비자 및
시장 확대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많은 기업들이 매우 중시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번 조
사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우리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타국 기업들과의 시장 확대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사는 코트라(KOTRA)의 기업체 명단에서 무작위적으로 선정되었고, 여러분이 응답
해주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분석 ․ 처리되고 개별적인 내용은 일절 공개되지 않기 때문
에 비밀을 보장하며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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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관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중남미CSR연구팀：오삼교(위덕대학교, 정치학)
이남섭(한일장신대학교, 사회학)
최윤국(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홍욱헌(위덕대학교, 정치학)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82)054-760-1582, (핸드폰) 010-9063-9298, (전자메일) sgoh@uu.ac.kr

면접자

응답자 부서/성명

분류코드

응답자 연락처(전화/이메일)

I. 귀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기업 및 현지법인 개요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모기업명

현지투자법인명

진출 시기

(

) 년

매출액(2010년)

(

) 달러

종업원 수

본사 파견 (

공장 보유 여부 유 (
공장 소재지

)명,
) 무(

공단 (
(1) 제조업

업종 (√표)

) 도시 지역 (

현지 채용 (

)명

)
) 농촌 및 산간 지역 (

)

① 전자, 컴퓨터 ② 기계, 자동차, 금속
③ 화학
④ 출판 영상
⑤ 섬유 의류 ⑥ 식음료 ⑦ 기타

(2) 서비스업

① 도소매 ② 금융 보험 ③ 관광 운수 ④ 숙박 요식
⑤ 건설 부동산 ⑥ 사업 서비스 ⑦ 전기 가스 수도 ⑧ 기타

(3) 1차산업

① 석유 천연가스 ② 광물 개발 ③ 농림업 ④ 축산업
⑤ 수산업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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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귀사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아래 설문에서 CSR은 사회적 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등을 의미합니다.
*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1.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하여 알고 계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이 있으나 정확히는 모른다

2. 귀사에서는 CSR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

③ 전혀 생소하다

)

① 본사와 현지법인 모두 하지 않고 있다
② 본사에서는 하지만 현지법인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
③ 본사에서는 하지 않지만 현지법인에서는 하고 있다
④ 본사와 현지법인 모두 실천하고 있다

3. 귀사(현지 법인)는 진출국에서의 CSR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
계십니까? (
① 불필요하다

② 의미 있지만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다

4. 진출국에서의 CSR 활동이 불필요하거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된다

② 기업 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③ 기업이 CSR 활동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본다
④ 인식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⑤ 지금까지 해온 적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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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출국에서의 CSR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
는 무엇입니까? (

) (

)

① 최고경영자의 의지

② 지역사회와 우호적 관계 형성

③ 순수한 인도주의적 동기

④ 소비자 충성심 확보

⑤ 주주나 투자자의 요구나 압력

⑥ 무역 상대국의 요구나 압력

⑦ 지역사회의 요구나 압력

⑧ 직원들의 자긍심 고양

⑨ 회사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 향상

⑩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⑪ 타기업과의 경쟁

⑫ 판매 시장 확대

6. 귀사(현지 법인)에서 아래 각 부문에 대한 CSR 활동 여부, 그리고 활동 실천 여부
와 관계없이 현지 법인에서 평가하시는 활동의 중요성을 ○표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활동 내역
인권 존중 (차별 금지, 아동 및 강제노동 금지, 원주민 권리
존중 등)
원활한 노사관계 (노조 존중 및 단체교섭, 노사 협의회, 불
만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 개선 활동
현지 직원이나 지역사회와의 소통 노력 (작업 수칙의 현지
어 표기, 보고서 발간, 현지 NGO나 주민과의 대화 등 )
환경 보호 노력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오염 물질 감소, 환
경법 준수 등)
고객 만족 및 가치 경영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 고
객만족도 평가, 고객 정보 보호, 다양성 존중 등)
빈민층이나 자선단체 등에 대한 기부 및 기증 활동
후원 및 협력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지원, 빈곤층 교
육 및 취업 지원프로그램 지원)
임직원 자원 봉사 (구호활동, 교육, 고아원/양로원 방문, 교
통캠페인 등)
지역사회 공헌 시설 지원 (병원, 학교 건설 지원, 인터넷 통
신 지원, 교통 인프라 건설 지원 등)
빈곤층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이나 저가 신제품 개발
기타 (간략히 기입)

266│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활동 수행 여부
수행

중요성

미수행 작다 중간 크다

7. CSR활동을 위한 독자적인 강령(비전, 헌장, 선언 등), 전담부서, 인력을 가지고 있거나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까? 또 본사의 지침이나 지시가 있습니까? 있다면
○표 해주세요. 또한 CSR 활동에 쓰인 비용을 달러나 원화로 표시해 주십시오.
없다 있다
법인의 CSR 비전 (윤리경영헌장, 사회적 책임선언 등)
전담 부서 및 기구 (CSR 팀/위원회, 윤리경영팀/위원회,
사회공헌팀/위원회, 지속가능경영팀/위원회 등)
정기적 보고서 발간
본사의 지침이나 지시
지역사회 공헌 활동 연간 예산/비용 (교육 및 환경 프로그
램, 문화 예술 체육 행사 후원, 시설 설비 지원 등)

있다면
명칭：
전담인력：(

)명

발간 주기：
비용：(

)달러/원

■ 지난 3년간의 지역사회에 대한 CSR 활동이 있으면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자세히 설명해주
시거나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시) 2010년 상파울루 장애인 휠체어 5대 지원, 2회, 3만 달러 (연도, 활동 내용, 횟수, 비용)

8. 지난 3년간 다음 문제 때문에 1) 현지국 정부의 조사를 받았거나 2) 법적으로 소송
을 당했거나 3) 언론에 회사 이름이 보도되었거나 4) 지역 주민이나 NGO의 항의
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란에 ○표 해주세요.
있다
경영상 문제점

없다

행정 당국
조사

소송

언론 보도

지역민 항의

인권 (차별, 아동/강제 노동 등)
노조 및 단체교섭
임금 문제
종업원 안전 및 복지
주변 환경 오염
법규 위반
제품 품질 및 안전
소비자와 갈등
부품회사와 갈등(공급망)
판매회사와 갈등(판매망)
부패 혐의
기타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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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적 공헌활동을 추진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추진하려 할 경우, 추진상의 어려
움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

) (

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② 본사나 최고경영자의 추진 의지가 약하다

③ 추진 자체가 기업 활동이나 성과에 방해가 될 수 있다
④ 전담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

⑤ 한국 임직원과의 조직문화 충돌

⑥ 성과가 불투명하다

⑦ 지역사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⑧ 협력 단체가 없다
10. 향후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가장 강화해야 할 부분은? (

)

① 일자리 창출 확대

② 지역 정치인이나 유지와의 관계 강화

③ 지역 언론과의 관계 강화

④ 지역 NGO와의 관계 강화

⑤ 노조나 현지 근로자와의 관계 강화

⑥ 친환경적 경영활동

⑦ 자원봉사

⑧ 기부활동

⑨ 고객 및 소비자와 소통

⑩ 기타 (

)

11.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하실 경우, 활동 방식은 어떠합니까?

결정 주체
시행 단위
계획성
평가 여부

아래 해당란에 ○표 해주세요
현지법인의 독자적 판단
본사 지침 의존
기업 부서에서 독자적 프로그램 결정
자선단체 기증이 중심
계획에 따라 관리
상황에 따라 실시
지원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활동에 반영
별도의 평가 과정 없음

12. 현재 CSR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성과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하신다면?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노력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⑤ 불만족
13. CSR 활동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매출 확대

②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

③ 인도주의의 실천

④ 업계에서 경쟁 우위 확보

⑤ 노사관계 원활화 ⑥ 기업 평판이나 브랜드 이미지 강화

⑦ 종업원의 자긍심과 자부심 ⑧ 투자자나 주주들의 지지 확보
⑨ 새로운 고객이나 시장 개발 ⑩ 기타 (

)

장시간 끝까지 응답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우리 한국기업의 CSR
연구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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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Corporate Social Responsiblity
of the Korean Companies in Latin America:
Current Practices and Tasks Ahead
Samgyo Oh, Nam-Sup Lee, Yoonkook CHOI, Uk Heon Hong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now emerging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of the corporate competitiveness. CSR activities can
enhance corporate value by introducing more efficient use of resources and
more transparent management. Furthermore, it helps not only satisfy social
expections for companies but also produce higher corporate productivity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s with the stakeholders. Especially important is the CSR
activities of the companies operating abroad, because they can help companies
avoid negative reputation and prevent any possible conflicts arising from
business acitivies in foreign soil.
This study focuses on the current states of the CSR activities of the 34 Korean
companies in five Latin American countries (Mexico, Brazil, Peru, Guatemala,
Panama) and tries to locate the tasks ahead to promote CSR activities by the
Korean companies in Latin America.
Our study shows that despite relatively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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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about 30% of the companies surveyed are involved in mentionable level of
CSR activities. Most the CSR activities are being performed by the big
companies whose names are well known to the consumers. One major problem
is that those activities, especially the ones geared to the communities, are
engaged in a rather unsystematic way and with almost no consideration for the
long term development of the communities and the corporate competitiveness.
CSR activities of the Korean companies are “reactive” in nature (responding to
the circumstancial needs), rather than “strategic” in the sense that CSR activities
are designed and engaged to strengthen corporate competitiveness as well as
fulfilling the needs of the communities. Many Korean companies lack efficient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budget earmarked for CSR activities.
The tasks ahead for effective CSR performances include sel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CSR programs which reflect both the core capabilities and
the strategic goals of a company. “Reactive CSR” needs to be enhanced to the
level of “strategic CSR.” The way a company engages in CSR activities also
needs to be changed so that local government and NGOs can participate in the
CSR activities of the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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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Social Responsiblity
of the Korean Companies in Latin America:
Current Practices and Tasks Ahead
Samgyo Oh, Namsup Lee, Yoonkook CHOI, and Ukheon Hong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들의 CSR 활동은 대부분 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성장전략과는 무관하게
소외계층이나 재해구호 등의 자선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많은 기업들이 CSR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구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활동방식도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적 성격이 강하다. CSR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만하고
비계획적인 CSR 활동을 기업의 비전과 핵심 역량을 반영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위험관리를 지향하는 '대응적 CSR' 단계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인 '전략적 CSR'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T.02-3460-1001, 1114 F.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비매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