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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둘러싼 관심이 활발해진 가운데 한

국적 맥락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어떤 선결조건들이 필요한지 밝

히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와 관련된 거시적 논의로 자본주의 대체론, 자본주의 수렴론 등과 함께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먼저 살펴보았으며, 미시적 논의로서 주주 자본

주의의 기본 입장에서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 또는 완화하려는

CSR 이론과 CSV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

자 자본주의의 상반되는 논의와 최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힘을 얻는

배경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원리와 실천원칙, 실제 사례, 국제적

표준 정립 움직임 등에 대한 문헌적 연구를 진행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

과,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이해관

계자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때,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오히려 더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4장에서는 대표적 국내 대기업들의 지속가능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에 대

한 외부 발표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미국과 독일의 경쟁기업들의 내용과

비교하여 기업지배구조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이해관계자 자

본주의의 수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해외기

업들의 미국(LME)과 독일(CME)의 국가별 차이보다는 산업 간의 차이

가 훨씬 확연하였다. 둘째, 산업 별로 보면 탄소배출이 많은 에너지/화

학, 철강 등의 기업들의 보고내용이 전자, 자동차, IT 등의 기업들에 비

해 미흡하거나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셋째, 해외기업들

은 대부분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Data를 충분히 활용하는 반

면, 국내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넷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가 좋은 국내기업은 해외 경쟁기업에 비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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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우수하거나, 이해관계자의 가치 반영을 위한 내용이 사업내용과

잘 연관되어 있고 진정성이 드러나지만,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가 좋

지 않은 국내기업은 해외 경쟁기업에 비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해관계자의 가치 반영을 위한 내용이 사업내용과 무관할

뿐 아니라 진정성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다섯째, 국내기업 전체적으로

중대성 평가를 시행하거나 경영을 실행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대부분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배주주의 권한이 과도한 가운데 선택적 동형화(selective

isomorphism)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지배구조의 틀을 고착

화시키려 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국가적인 기업경쟁력 문

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진정성 있는 수용을 위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최우선적인

선결조건으로 삼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외부 감시 등

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주주 중심 자본주의, ESG 경영,
지속가능 경영, 자본주의 다양성, 기업지배구조

학 번 : 2017-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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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문제의 제기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한 가운데, 주주가치를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창출로 경

영의 방향을 바꾸고 성공을 거둔 기업의 사례가 해외에서 많이 나

오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추세를 받아들이고 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근로자, 고객들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이

익 증대는 경제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기업활동 과정

에서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 방식이 사회구성원들의 신뢰, 사회적

관계, 정체성 등에 영향을 미쳐 사회의 질 수준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또는 ESG 경영과 관련한 기

업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감시하는 것은 사회학의 입장에서도 중요

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최근에 갑자기 등

장한 개념이 아니라 과거 여러 문제를 노정한 후에 그 극복 대안으

로서 주주 자본주의에 의해 대체된 바 있기 때문에 아무 반성과 비

판 없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다시 받아들이는데 대한 우려도 상

당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불완전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인해 대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고, 복지 정책 등에 관

한 사회적 협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이해관계자 자본주

의를 수용하는 과정의 진행은 새로운 혼란과 갈등의 원천이 될 수

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수용하기 위한 선행조건을

갖추고 이해관계자 별 가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우선순위가 설정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단지 해외의 이론을 소개하여 당위성

을 주장하거나 모방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가 한국에 안착하기 위한 이론적 틀에 일조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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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절 문제 제기의 배경

2019년 8월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모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

블(Business Roundtable)은 그동안 당연시했던 주주(shareholder) 이

익 극대화를 뛰어넘어, 고객, 직원, 공급 업체, 사회 등 모든 이해관

계자를 고려한 근본적 책무의 공유하고, 주주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1). 또 2020년 ‘결

속력 있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 for a

cohesive and sustainable world)’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포럼

(WEF)에서는 기업들이 주주만이 아니라 소비자, 종업원, 납품업자,

채권단, 지역사회 및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추구하

는 조직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다보스 선언 2020(Davos Manifesto

2020)>이 발표되었다2). 이를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의 목

표와 관련된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임원들의 보수에 반영해야 하

며, 정부 및 시민사회와 함께 세계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속가능 경영 또는

ESG 경영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추세는 국가 간의 규약과 정부의

정책, 시장의 규제에도 반영되어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각 용어의 의미와 차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

룰 것이다.

실제 기업에서도 주주가치를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창

출로 경영의 방향을 바꾸고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1) https://opportunity.businessroundtable.org/ourcommitment/
2) https://www.weforum.org/the-davos-manifesto

https://opportunity.businessroundtable.org/ourcommitment/
https://www.weforum.org/the-davos-manif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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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소비재 회사 Unilever는 2009년 새로

CEO로 영입된 Paul Polman이 분기별 실적전망을 폐지하고, 원재료

조달에서부터 제품 생산 및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노력하여

2020년까지 지구환경에 줄이는 부정적 영향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유니레버 지속가능 생활계획(USLP, Unilever Sustainable Living

Plan)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재무실적을 향상시

킴과 동시에 컨설팅기관인 GlobeScan의 지속가능성 서베이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세계적

으로 존경받는 기업의 대명사가 되었다3). 주주를 위한 단기적 이익

보다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에서 그러한

내용이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하다. 이해관계

자의 이익과 가치를 고려한 경영이 기업들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면 기업들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다름없고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Deusche Bank Group이 2012년 실시

한 메타연구4)에 의하면 ESG 또는 기업의 사회책임 성과는 자본조

달비용 및 재무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2019년 Morgan Stanley 지속가능 투자연구소의 연구5)에서도 수익

성 측면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변동성 관리 측면에

서 지속가능성 펀드가 일반 펀드보다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

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COVID 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볼 수 있다. 2020

년 2월 말부터 3월말까지 전 세계 3,023 개 기업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기업 대응 뉴스 보도에 적용된 자연어 처리에서 파생

3) https://globescan.com/2020-sustainability-leaders-report/
4) https://www.db.com/cr/en/docs/Sustainable_Investing_2012.pdf
5) https://www.morganstanley.com/content/dam/msdotcom/ideas/sustainable-inves
ting-offers-financial-performance-lowered-risk/Sustainable_Reality_Analyzing_Ris
k_and_Returns_of_Sustainable_Funds.pdf

https://globescan.com/2020-sustainability-leaders-report/
https://www.db.com/cr/en/docs/Sustainable_Investing_2012.pdf
https://www.morganstanley.com/content/dam/msdotcom/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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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6), 급격한 시장 위축 상황에서도 대중이

ESG와 관련하여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고 인식한 기업들은 경쟁

사들보다 주식 수익률 측면에서 타격을 덜 입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ESG 펀드들은 대부분 기준 지수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 기

업들은 경영진의 성과 및 보수 기준을 책정하는데 관련 내용을 반

영하고 있다. S&P 글로벌의 조사에 의하면 영국의 100대 대기업에

해당하는 FTSE 100 기업의 약 절반 가량에서 경영진의 보상을

ESG 목표에 연결하고 있으며7), 이러한 경영진 보상과 재무 성과 간

의 관계가 기업의 ESG 성과에 의해 매개되는 간접 효과가 있다고

한다(Veniero, 2020).

이와 같은 해외에서의 움직임과 기업들의 사례가 한국 기업과 한국

사회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고비용, 저

효율을 가져오는 기업구조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전체 기업가치

측면에서 주주자본주의 구조보다 더 낫다고 보는 이유는 고용 안정

이 보장되고,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교적 적으며, 좋은

기업이미지가 소비자들로부터도 호응을 얻기 때문이다(Allen,

Carletti, & Marquez, 2007). 기업의 입장에서도 과거에 주주 이익을

위해 정당화되었던 경영관행과 방식들이 이제는 비용으로 반영되어

야 하거나,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입장에서도

근로자, 고객, 지역사회 그리고 주주의 이익창출과 관련된 기업들의

행동은 전반적인 사회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사회의 질이란 개인들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양상

과 내용을 결정하는 사회성의 수준을 의미한다. 한국은 과거 고신뢰

6) Corporate Resilience and Response During COVID-19, Harvard Business
School Accounting & Management Unit Working Paper No. 20-108
7)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
dlines/nearly-half-of-uk-s-100-biggest-companies-link-executive-pay-to-esg-me
asures-63248983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dlines/nearly-half-of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dlines/nearly-half-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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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투명성이 결합한 위계적 권위주의 사회에서 출발해, 신뢰 수준

은 점차 하락하면서, 투명성의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지위재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져서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은 오히려 저하되는 풍요의 역설을 경험하고 있다(이재열,

2015).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로서 근로자, 고객들의 이익 증대는

경제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기업활동 과정에서 관계

를 맺는 당사자 간에 이해를 조정하는 방식이 사회구성원들의 신뢰,

사회적 관계, 정체성 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감안하면 사회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최근의 이해관계자 자

본주의 또는 ESG 경영과 관련한 기업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감시할

필요가 대두된다.

실제로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주요 금융 그룹 및 대기업을 중심으

로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비재무요소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

하고 있으며, 사회책임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차원에서 챙겨왔던 일들을 기업 경영 내부적으로 더욱 깊숙이 받아

들여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인식수준과 접근방식이 기업마다 다르

며, 여전히 한두 개 부서의 역할이나 활동 관리 수준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8). 한국기업들의 행동이 각각의 지배구조나 사업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수용이 아직 초

기 단계로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나 전체적인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다. 또 하나는 각 기업의

지배구조 차이에 따라 경영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권력의 차이가 반

영되고, 그것이 다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왜

8)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insights/deloitte-
korea-review/SP/kr_insights_ESG-03.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insights/deloitte-korea-review/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insights/deloitte-korea-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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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하거나 편향되게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자본주의의 다양성은 기업지배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데(김인

춘, 2007), 국내 대기업들은 주주 자본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다. 미국 등 주주 자본주의가

잘 발달된 나라는 완전히 분산된 주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우리나

라 기업들은 여전히 지배주주가 현저히 낮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지배주주의 남용 행위 및 법적 책임 결

여, 지배권 세습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재범, 2003).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수용 이전에 이미 지배구조 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수용에 대

한 우려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여태까지 한국의 주요 기

업들의 지배구조에서 노정한 소수주주 권리 침해 등의 문제점을 해

결하지 못하고 온존시키거나 새로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

도 염려된다. 특히 경제정책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지만 전

통적인 재벌 자본주의와 공존하고 있고, 사회정책은 조정시장 경제

를 추구하고 있지만 복지국가도 사회협약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김윤태, 2006),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주 자본주의 모델이 충실

하게 실현된 국가에서와는 다른 문제가 노정될 가능성이 많다. 기업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것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국찬표 & 강윤

식, 2011)도 참고할 만하다. 이해관계자 가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우선순위가 먼저 설정되지 않으면 의사결정자의 개인적 주관에 따

라 휘둘리기 쉽고, 특히 지배주주의 재무적 이익과 명성에만 공헌하

고 외부 홍보에만 전념하는 경우, 고객 및 사회에 대한 기망으로 받

아들여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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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방향

본 논문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수용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

는 올바른 방향이고 사회의 질 개선 및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

라고 가정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한국에 안착하기 위한 이론

적 틀에 일조하고자 하며, 그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제조건

을 찾고자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

다.

첫째, 최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관한 논의가 그 동안 기업들의

주주중심 경영이 가져온 폐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주주 중

심 자본주의 또한 과거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보인 많은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해 정리된 이론틀임을 감안해 볼 때, 이해관계자 자

본주의의 수용이 과거로의 회귀, 또는 양 진영 간 주도권 싸움의 반

복이 되지는 않겠는가?

둘째,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는 주주 중심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보아

도 아직 원칙대로 구현된 모습이 아닌데, 이 상태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칫 지배주주의 재량권을 너무 키우

거나, 지배주주가 없는 경우 전문경영인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질 가능성을 키워서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하는 것

이 아니라 더 심화시키지는 않겠는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경

영관리 위주의 미시적 담론을 펼치거나, 과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의 실패에 대한 반성과 고찰이 없이 당위성만 주장하는 것은 한계

가 있다고 보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수용이 현실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의 인식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

를 위해 제 3장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원리와 실천원칙,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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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제적 표준 정립 움직임 등에 대한 문헌적 연구를 진행하여

정리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내 기업들의 기

업지배구조 차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

는 내용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 4장에서 대표적 국내 대기업들의 지속가능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를 미국과 독일의 경쟁기업들의 내용과 비교할 것이다.

또 이들 대기업들이 외부에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 내용, 외

부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참여 노력과 기업지배구조와의 관계를 정

리할 것이다.

제 4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상기한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

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논의되는 최근의 상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한국기업의 수용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가능성

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진행되는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

여 연구 흐름을 제시할 것이다.

제 2장 이론적 내용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둘러싼 관련 이

론, 즉 자본주의 다양성(VoC) 이론, CSR과 CSV 이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주주 자본주의 이론 등을 두루 살펴보고 유사한 용어와

개념 간의 차이와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본 연구의 배경을 고찰하고,

국내 선행 연구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밝혀 본 연구가 전개되어야

할 타당성과 차별성을 제시할 것이다.

제 3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천방향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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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와 현실적 실천을 위한 원칙을 검토하고, 해외기업의 사례들

과 국제적인 정보공개 표준화의 내용을 개괄하여 이해관계자 자본

주의의 수용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국내 기업들의

현황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기초로 삼는다.

제 4장 한국 대기업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수용 현황 분석에서

는 대표적 국내 대기업들의 지속가능보고서를 검토하여 이를 미국

과 독일의 경쟁기업들의 내용과 비교하며, 이들 대기업들이 국내 학

술대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수용

현황을 정리하고, 기업지배구조와의 관계에서 국내기업들의 특징적

인 모습과 기업들 간의 차이를 검토하고 종합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제 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여 논지를 명료화하고, 본 연

구 결과에 따른 기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여 차후 관련 연구가 나

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 10 -

제 2장 이론적 내용

이번 장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논의와 관련된 이론들을 검토

하고 비교해보고자 한다. 인류는 구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 이후 세

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거센 파도 속에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 양극

화의 문제를 겪었고, 2008년의 국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경기

침체와 함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것을 목도하였다. 그리고 공산

주의 또는 사회주의와의 체제 경쟁이 사라진 이후 각국이 겪는 경

제상황의 차이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논의 및 기업의 행동양식과

경영의 원리에 대하여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배종석 등, 2009;

Adler, 2001; Stiglitz, 2013).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논쟁은 거시적 이슈로서 주로 시장의 효율성과 조정기능을 옹호하

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제반 문제들을 체제 안에서 극복할 수 있

는가 아니면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한가의 논쟁이다. 그리고 기업

경영의 원리에 대한 논쟁은 미시적 이슈로서 기업의 유일한 목적으

로 간주되는 주주이익 극대화가 과연 옳은 것인가, 다른 대안은 없

는가에 대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거시적 논의로서 자본주의

체제를 둘러싼 논의들을 이해하고, 이어서 미시적 논의로서 주주중

심 자본주의 즉, 주주이익 극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

들과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한국적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선행연구들과의 차이를 명확히 할 것이

다.

제 1절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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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는 당면한

자본주의의 위기가 그 자체로 극복될 수는 없으며, 새로운 경제체제

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본다(Hobsbawm, 2011). 진화적 관점의 자본

주의 4.0 논의에서는 시장 기반의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협력/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Kaletsky, 2010). 또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효율성 추구로 말미암아 자

본주의는 한 방향으로 수렴할 것(Cerny, Menz, & Soederberg,

2005)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 가운데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VoC,

varieties of capitalism)이 위치하고 있다.

Hall & Soskice(2001)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 행위자를 기업이

라고 보고 신제도주의 이론의 틀에서 기업과 다른 행위자들의 관계,

제도의 활용 및 적응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서구 자본주의를 ‘자유

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 LME)와 ‘조정 시장경

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CME)로 유형화하였다. 이윤을 위

해 재화와 서비스를 개발, 생산, 분배할 수 있는 핵심 역량과 역동

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행위자로서 기업은 내적으로는 피고용자와,

외적으로는 부품공급자, 고객, 협력기업, 이해당사자, 노조(산별), 기

업결사체, 정부 등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여기서 수많은 조율

(coordination)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노사관계, 직업훈련

및 교육, 기업지배구조, 기업간 관계, 기업내 피고용인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조율의 문제를 시장적으로 해결하는가 아니면 비시장적

으로 해결하는가에 따라 자본주의의 모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다. LME에서는 기업이 위계조직(기업)과 경쟁적 시장제도, 공식적

계약을 통해, 그리고 CME에서는 광범위한 관계적 계약, 내부자들

간의 정보교환에 기반한 네트워크 감독, 협력적 관계구축 등 비시장

적 방식을 통해 조율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과정에서 각 경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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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적 기반구조(institutional infrastructure)가 다르게 형성되고

각기 차별적인 기업전략을 유발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며, 체제 내

의 행위자들이 기존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상호작

용을 통해 제도들이 상호보완성을 지니기 때문에 원래 존재하던 제

도의 기본적 속성을 강화되면서 분화하여 자본주의 발전모델에 다

양성을 낳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Hall & Soskice(2001)는 이러한 논의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

기 위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였으며, LME의 대표적 사례로는

미국을, CME에서는 독일을 들었다. 또 LME와 CME로 대표되는 자

본주의 경제모델은 각기 차별적인 비교제도 우위(comparative

institutional advantage)로 이어지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으

로는 ‘혁신’(innovation)을 들 수 있다. LME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

술부문, R&D에 기반한 신속한 제품개발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급진

적 혁신에, CME는 생산과정의 지속적 개선과 제품의 경쟁력 강화,

다각화된 품질 생산방식과 관련이 있는 점진적 혁신에 각각 비교우

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또 LME의 특징은 기업의 활동에 있어 주주

와 자본시장의 역할이 크고, 국가의 역할은 규칙제공자로서의 최소

한에 국한하고 있다(유태영 & 권석균, 2013).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

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장의 계약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특허법, 회계의 투명성, 인수합병의 용이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Porta, Lopez-de-Silanes, Shleifer, & Vishny, 1998). CME에서는

기업의 활동이 자본시장 보다는 은행과의 협력에 의존하고, 시장을

통한 계약보다는 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력운용, 경영자 충원,

기술도입 등이 특징이며, 노동시장에서는 유연성보다는 안정성을 강

조하고, 기업의 의사결정 역시 경영자 단독으로 보다는 노사협의에

기반한다(유태영 & 권석균, 2013). 조정 시장경제가 자유 시장경제

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모델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조정 시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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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효과성(Whitley, 1999)과 국가개입 경제의 지속가능성(Schmidt,

2002)에 대한 논쟁에서 자유 시장경제의 한계점 극복을 위한 시사점

이 일부 제시되기도 했다(Hall & Gingerich, 2009). 그러나 상이한

경제 체제의 공존 가능성 속에서도 기업들 사이의 교류를 통해 서

로 다른 경영원리와 조직운영 방식을 모방하고 배우면서 새롭게 변

용하고 발전시킬 가능성은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한편 이들은 미국 등의 LME와 독일 등의 CME에서의 기업활동과

경제적 성취는 효율성을 구현할 수 있으나, 프랑스 등 국가 개입적

시장체제는 효율성의 한계를 보일 것이라며, 시장중심의 제도도입이

중요함을 제안한다(Culpepper, Hall, & Palier, 2006; Hall &

Soskice, 2001). 그러나 국가 개입적 시장체제로 분류되는 프랑스와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지난 30년간의 실적과 1인당 GDP성장율, 특

허 건수 등이 결코 실망스러운 실적이 아니라는(Yoo & Lee, 2009)

점에서 VoC 이론을 통해 LME와 CME에서 벗어나는 다른 대안적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 가능성, 또는 그러한 체제의 개선을 위한 시

사점을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도주의, 비교정치

경제론 진영 내부에서 이들의 기본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분석적인

측면에서 불충분함과 취약성을 지적하는 비판(Boyer, 2005; Hay,

2005; Crouch, 2005)이 있다. 특히 생산체제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

어나지 못했다는 점과 각국 경제의 금융화, 정보화, 세계화 및 선도

산업 부문의 변화추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현대 자본주의

의 본질적 특성과 역동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의 문제제기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Hall & Soskice(2001)의

선도적 논의로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은 이후 수많은 논

란과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지속적인 이론적 논쟁과 후속 연구가 이

루어져서 현대의 자본주의 이론으로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Streeck & Yamamura, 2001; Schmidt, 2002; Amabl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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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son, 2004; Streeck & Thelen, 2005; Crouch, 2005; Coates,

2005; Menz, 2005).

제 2절 CSR vs. CSV

비교제도학적 분석으로 보는 자본주의 다양성론과 달리 주주자본주

의를 충실히 구현한 바탕 위에 기업의 경영전략 또는 관리적 수단

으로 그 문제점과 폐해를 해결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미시적 접근이

있다. 먼저 주주이익 극대화의 목표 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서 현대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Jensen, 2001). 다음에 살펴볼 이해관계자 경영이 기업의 목적을 주

주의 이익극대화로부터 해당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전반의 보

편적 이익증대로 변환시키고자 하는데 반하여, “기업의 이익과 법률

이 규정하는 바를 넘어서,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는 기업활

동”(McWilliams, Siegel, & Wright, 2006)으로 정의되는 사회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경영은 주주중심 경영의 기반

위에서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Campbell, 2007; Mackey, Mackey & Barney, 2007). 기업들이 CSR

활동을 해야 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정부 등

외부의 압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Jennings &

Zandbergen, 1995) 제도론(DiMaggio & Powell, 1983; Scott, 2013)

의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CSR을 시행하게 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

의 책임성, 즉 자율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Weaver,

Treviño, Cochran, 1999).

또 CSR은 외부 환경의 강제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업과 사회를 배타

적인 대치 관계로 상정하는 문제가 있어, 기업의 대외적인 천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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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유리(decoupling) 현상을 낳는다

(Weaver et al., 1999). 윤리적 당위를 넘는 자비와 공헌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는 법적, 제도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강제할 수 없다.

그리고 CSR과 재무적 성과의 관계가 직접적이거나 일관되지 않아

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유인하기도 쉽지 않다. 기업의

CSR 활동과 재무적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결

과(Derwall, Guenster, Bauer, & Koedijk, 2005; Herremans,

Akathaporn, & McInnes, 1993)와 부정적인 결과(Aupperle, Carroll,

& Hatfield, 1985; Brammer, Brooks, & Pavelin, 2006)가 혼재하고

있어서 CSR이 기업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

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CSR은 최고경영자의 성향과

철학에 크게 의존하게 되며, 최고경영자의 자율의지에 따른다 해도

현실적으로 교체가 잦은 기업의 상황에서 그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CSR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업과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 영역을 찾아 기업과 사회 사이에 선순환적 이해관계를 구축하

고 사회 발전과 기업이익 증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유가치 경영(CSV, creating shared value)이다. 기

존의 CSR이 기업과 사회를 대치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비자발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책임 경영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속되기 어려움을 지적(Porter &

Kramer, 2006)하면서, 언론과 같은 외부 압력 또는 도덕적 명령에

의한 사회적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전략적 목표와 사회

적 요구가 일치하는 지점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편

익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Porter & Kramer,

2011). 즉, CSV는 기업 입장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을 제

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행위가 지속가능해지도록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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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

서 기업과 사회의 공동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미시적 행위자인 기업

과 거시적 틀인 사회 간의 긴장과 상충을 극복하기 위한 경영전략

이다(유태영 & 권석균, 2013). 이러한 특성이 주주이익을 중심에 두

는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각각의 산업 특성에 따라 또는 산업의 시기별

성숙도에 따라 공유가치의 개발 가능성과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CSV 모델 역시 지속가능성과 보편성을 확보하

기에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주주중심 경영과 동일한 신자유주

의적 철학에 기반하여 주주이익을 확실하게 담보하지 않는 사업적

모델에 대해서는 수용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조직의 방향과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들은 주로 기업의 사적이익과 사회의 공공이

익을 조화시키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로서 서로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기업행위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CSR에서는 미시적 시각에

서 기업의 행위수단과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통제가 기

업목적의 달성에 긍정적일뿐 아니라 거시적인 공공이익에도 부합할

것으로 간주한다. 즉, 이해관계자와 무관하게 이윤창출을 한 뒤에

그 결과물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관점이며, 다른 이해관계자를 분리

된 존재로서 소극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업의

사적이익 추구와 사회의 공공이익 사이의 불일치 가능성에 주목하

는 CSV에서는 기업의 전략과 행위가 공공이익과 일치하도록 방향

을 찾아가야 한다는 수렴적 시각에서의 처방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

다. 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을 하지만, 정작 가치공

유의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직접적인 거래가 이

루어지는 대상만을 이해당사자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즉, 기업

간, 산업 간, 사회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편적인 해법을 추



- 17 -

구하고 있으며(유태영 & 권석균, 2013), 직접적인 거래뿐 아니라 간

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넓은 범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프레

임웍과 근거가 부족하고, 특히 조직 문화와 외부의 영향 등이 상호

작용하면서 기업 현장에서 다양한 행동 및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제 3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가. 이론적 내용

그 동안 기업경영의 주된 원리로 간주되었던 주주 자본주의는 기업

의 자유로운 시장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된다는 자본

주의의 고전적 명제에 근거한다(Fama & Jensen, 1985). 그런데 주

주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활동이 윤리를 경시하고 주주가 아

닌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여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도

해를 끼치고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CSR이나 CSV와는 별도로 기업의 주주이익 추

구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관계자 이론

(Freeman, Wicks, & Parmar, 2004)이다. 이는 경영원리에 대한 논

쟁으로서 미시와 거시가 밀접히 연계된 논의로서, 주주 이익뿐만 아

니라 종업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

익을 고려해서 두루 증진시키는 경영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만

들고 기업의 생존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지금까지 여러 다른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먼저 들 수 있다. 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기업이



- 18 -

경영활동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며, 과

거에는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 재무 성과가 큰 기업이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재무 성과 외에 비재무 성과 또

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그러한 비재무

성과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생겨났다. 그 결과 비재무 성과의

대표적인 요소로 ESG, 즉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

조(governance)가 있고, 각각은 다시 다양한 하위요인들로 이루어진

다고 보았다(Ben-Amar, Chang, & McIlkenny, 2017). 이에 따르면,

‘지속가능 경영’과 ‘ESG 경영’은 같은 내용의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다. 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Kaletsky(2010)는 여태까지의

자본주의에서 시장과 정부가 모두 불완전한 메커니즘으로 판명되었

다면, 사회적 목표, 견제 및 균형 시스템이 사적 인센티브와 결합된

정치적 결정을 통해 앞으로 시장 또는 공공 메커니즘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본주의 4.0’이라고 불렀

다. 또 Barman(2016)은 사회적 가치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고 이

에 따라 사회적 가치 프로젝트가 시장화하는 것을 ‘돌봄 자본주의

(Caring Capitalism)’라고 불렀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진영의 주장에 대한 주주 자본주의 진

영의 가장 긍정적인 반응은 종업원, 공급자 등과 해당 기업이 형성

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계몽된 이익극대화(enlightened

value maximization)를 제안(Jensen, 2001)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

주중심 경영은 규범적 통제의 중요성을 받아들이면서도 다양한 이

해관계자간의 이익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Jensen, 2001) 주주이익 극대화가 여전히 기업의 최우선 목적이 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윤리적 측면에서

위선적 행동을 할 가능성을 논하면서(Vyvyan, Ng, & Brimble,

2007; Wagner, Lutz, & Weitz, 2009), 외부효과와 독점 등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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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책무임을 주장한다. 주주중심 경영이

이처럼 기업활동과 윤리를 구분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달리,

이해관계자 이론은 기업활동이 윤리적 타당성에 근거할 때 진리와

자유를 최고로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Freeman et al., 2004).

Enron과 WorldCom의 회계부정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업행위

에서 도덕을 분리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위험스럽고, 비윤리적

이며, 심지어 불법적인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

(Freeman et al., 2004). 즉, 기업활동에서 정의를 논하고 관계를 강

조하는 기업과 윤리의 공존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으로 연

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이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행위

또는 공공성의 문제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기업의 정체성은

한편으로는 이익창출 기관이면서 동시에 얼마나 사회문제를 자신이

존재하기 위한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공공성을 인식하느

냐의 정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는 공공성의 문제를 기업의 행

위에 외재적인 것으로 인식해온 지금까지의 분석틀과는 상이한 새

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Bozeman, 2013). 기존의 제 이론들

은 기업의 행위가 비록 사회와 지역의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만(Granovetter, 1985), 근본적으로는 기업은 사익성에 기반하여 조

직되고 사익성 추구를 위한 기업의 자율성을 전제로 전략과 여타

행위들을 설명하였다. 현실적으로는 사익성과 공익성의 공존과 관련

하여 그 비중이 기업의 조직형태와 운영원리에 다양한 양식

(varieties of firms)으로 실현될 것이며, 보다 거시적인 경제체제 또

한 여러 가지로 다원화(extended varieties of capitalism)되어 나타

날 것으로 본다(유태영 & 권석균, 2013).

이해관계자 모델은 뚜렷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

는 주주의 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에 대한 공유

된 인식(shared sense of the value)을 기업의 목적으로 설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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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주주뿐 아니라 부품공급자, 종업원 등 여러 이해관계

자의 다양한 이익을 조화시키는 것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

고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강조한다(Freeman et al., 2004; Kochan

& Rubinstein, 2000).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활동에 인적,

물적 자본을 공급하면서 특정 위험에 대해서는 기업과 공유하기 때

문에, 이들도 주주와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해 일정한 잔존권

(residual claim)을 청구할 근거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종업원

은 오랜 기간에 걸쳐 특정 기업에 묶인 기술을 익히면서 쌓은 경력

이 기업과 분리될 때 그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 부품공급자도 설비

투자와 기술개발 등을 통해 특정 기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특정된 이해관계는 주주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위험을 함께

부담함을 의미하며, 주주처럼 잔존권을 부여받아야 하는 근거가 되

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 즉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 형성이 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다(Freeman et

al., 2004)는 주장이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공유된 가치는

효율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비시장적 요소, 즉 한 사회

의 역사, 정부 정책, 그리고 사회적 제도들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Roe, 2003). 기업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기

업의 조직형태는 정치, 경제, 사회적 체제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

다(Granovetter, 1985). 이러한 이해관계자 모델에 입각한 기업 활동

은 장기적 관계를 강조하여 단기성과에 대한 집착과 전략적 투자의

부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조

정을 통해 증대되는 빈부격차를 해결하고 자본주의의 위기와 기업

활동의 위축을 타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Petrick, 2011;

Serafeim, 2013).

또 많은 연구들은 수리경제학적 모델(Allen et al., 2007) 또는 경험

적 연구(Claessens & Ueda, 2008; Fauver & Fuerst, 2006; Hil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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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m, 2001)를 통해 이해관계자 기업이 주주중심 기업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항상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뒷

받침한다. Cornell & Shapiro(1987; 2021)는 이러한 가능성을 기업에

대한 두 가지의 다른 청구권으로 설명한다. 하나는 명시적인 계약

청구권으로서 고용 계약, 채권 계약, 제품 보증 등이며, 다른 하나는

암묵적 청구권으로서 직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 고객에 대한 지속적

인 서비스 약속, 공급 업체 및 유통 업체와의 정직한 거래 등이다.

이해관계자는 암묵적 청구권의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이에 대한 비

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업가치는 이러한 암묵적 청구권

에 대응하는 비용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림으로써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주주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 경영 또는

ESG를 주주가치에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가 만들어진다.

나. 다른 용어들과의 차이 및 관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관련이 있는 다른 용어들과의 차이 및 관계

를 정리해보자. 자본주의 다양성(VoC)이론은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별 자본주의의 특징을 기업들의 행위에 있어서 조율의 문제를 해결

하는 방식을 통해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CSR과 CSV는 어디까지

나 주주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미시적 관점에서 기업을 둘러싼 외

부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경영관리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이다. CSR이 기업의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방어적 입장이라면, CSV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을 요구

한다. ESG 경영(지속가능 경영)은 기업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무

관하게 지속가능성의 조건을 따져서 경제, 사회, 환경의 모든 측면

을 경영에 반영하며,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구하고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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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를 직접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자본주

의는 거시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체제 하의 생산의 주역인 기업을

주주집단의 이익추구 단체로 보지 않고, 주주, 노동자, 경영자 및 협

력업체와 사회를 포함하는 다수의 당사자들이 모인 생산공동체로

보면서 동시에 미시적 관점에서 그러한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이익

을 어떻게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추구할 것이냐에 관한 견해이다. 앞

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수용’과 ‘지속가능 경영‘

또는 ‘ESG 경영’이라는 용어를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내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것이다.

다. 최근 논의의 배경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1932년에 Berle & Means(1932)는 공개기업은 공공 정책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주장을 균형있게 조정할 전문 관리자를 두어

야한다는 주장을 했고, 이는 향후 40 년 동안 미국 대기업의 일반적

인 접근 방식이 되었다(Stout, 2012). WEF의 Klaus Schwab 의장은

1973년에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

이 있다(Schwab & Vanham, 2021). 그러나 Friedman(1970)이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라는 글을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기고한 이후 대부분의 경영자와 투자자들

은 그동안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이익을 늘리는 것이며, 기업은 오로지 주주들에게만 책임을 진다"는

주주 자본주의를 신봉해 왔다. 1980년대 일부 경영학자들이 '이해관

계자를 위한 경영'을 주장하여 잠깐 주목을 받았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이후 상황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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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게 달라졌다.

1) 양극화 등 시장에 대한 신뢰 붕괴

세계경제를 충격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존의 벼랑으로 몰아

붙인 금융위기의 원인이 도덕적이지 못한 금융회사에 있었는데도 시장

이 이를 바로잡지 못했으며, 심지어 거대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고

살아남고 경영진들은 높은 보수를 그대로 챙긴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

이 분노했다. 소득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신뢰

가 무너졌다. 미국에서 일부 혁신기업들은 더욱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대다수 일반 국민이 취업할 수 있는 제조업은 침체에 빠졌다. 먹고살

길이 막막한 상황이 거대 기업에 대한 반감을 키웠고, 반(反)기업·반시

장 정서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결합하여 2011년에는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다. 엘리자

베스 워런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당)은 2019년 연간 매출 10억달

러(약 1조 2천억원) 이상 대기업들에 대해 근로자와 지역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의사결정과 이사의 40%를 근로자

가 선출할 것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9)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

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정치적 대화를 지배하게 되면서 기업

리더들은 위협을 느끼고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결과가 <2019 BRT 선

언>과 <다보스 성명 2020>으로 나타난 것이다.

2) 기후 위기의 현실화

한편 환경 파괴 같은 인류사회를 둘러싼 문제들의 배경으로도 주주

자본주의가 지적되었다. 1962년 Rachel Carson이 과학기술이 초래한

환경오염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침묵의 봄(Silent Spring)"을 쓰고

(Carson, 2013), 1987년 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우

9) The Accountable Capitalism Act(책임 있는 자본주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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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이름의 보고서10)를 출간

한 이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Growth)’이라는 개념이 광범

위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21세기 들어 발생한 대형 자연재해는 선

진국이라고 해서 피해 가지 않았는데, 유럽에서는 여러 차례 폭염으

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미국에서는 허리케인과 홍수로 인해 엄

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 외에도 대지진과 태풍,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세계기상기구(WMO) 데이터에 따

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5년이었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993년 이후 지금

까지 해수면은 매년 3.2mm 상승했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재

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와 생산과

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난화가스가 지목되었다. 기업들

이 주주 이익에만 전념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담에 대해 제대로 비

용을 지불하지 않은 결과였으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감

축을 위한 노력이 모든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다.

3) COVID-19이 미친 영향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COVID-19은 2021년 들어서도 쉽게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COVID-19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현실적

으로 실감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더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

다. 많은 기업들이 록다운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주의 단기적 가

치를 위해 대규모 해고에 나설 것인가, 직원과 지역사회를 위해 고용

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고, 이를 고객과 근로

자 협력사 정부가 지켜보았다.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ICGN)는 2020

년 4월 투자 대상 기업들에게 "배당이나 임원보수를 늘리기보다 종

업원의 해고를 막고 거래처를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

10) 위원장을 맡은 노르웨이 수상의 이름을 따서 Brundtland Report로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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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유럽연합은 유로지역 회원국에게 경기악화로 인한 근로자

해고를 피하기 위해 단축근무제도(short time work scheme)의 도입

을 제안했다. 2020년 들어 사회적 책임투자의 일환으로 ESG 채권과

별도의 코로나 채권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는 등 기업, 기관

투자자,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행동 변화는 COVID-19로 인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가 바뀌어야 한다는데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

에 동의를 하는 증거로 평가된다.

4) 가치지향적 고객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해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획득

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가치지향적으로 바뀐 것도 이해관계자 자본

주의 대두의 중요한 원인이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훨씬 많은 정

보들이 공유되고, 정보를 얻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상황에서 고

객들은 기업들의 경쟁 제품 중에서 친환경 제품이나 윤리적 제품에 대

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으며,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선택지를 넓힐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미국의

PR컨설팅 회사인 에델만이 고객 4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59%의 소비자가 ‘신념 중심 소비자(belief-driven buyers)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수행 여부에 따라 구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에델만의 최신 설문11)에서는

소비자의 71%가 사람을 배제하고 이윤을 추구(putting profits over

people)하는 기업을 보게 된다면 신뢰를 잃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MZ세대12)를 중심으로 자신 만의 신념을 담은 가치소비가 확산되고

‘미닝아웃’13), ’그린슈머’14) 등의 용어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11) https://www.edelman.com/trust/2020-trust-barometer
12) 밀레니얼(Millennials)의 M과 Z세대의 Z가 합쳐진 말
13) Meaning과 Coming out의 합성어
14) Green과 Consumer의 합성어

https://www.edelman.com/trust/2020-trust-ba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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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단지 PR 목적으로만 CSR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고객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고객들의 가치지향 활동이 늘

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하지 않고 위장환경주의15)로

일관하는 기업들은 훨씬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5) 금융시장의 변화

고객뿐 아니라 투자가들도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가치(Values)를 부

여하고 있다.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인

터넷과 온라인 네트워크에 익숙한 세대이다. 자산운용의 큰 손으로

부상할 이들은 대체로 개인주의적이면서 주체성이 강하고 실용적이

며, 동시에 환경이나 사회적 이슈에 매우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다.

Morgan Stanley의 2019년 조사16)에 따르면 지속가능 투자에 관심을

보인 개인투자가가 85%를 차지하는 가운데 밀레니얼 세대는 그보다

훨씬 높은 95%를 차지했다고 한다. 투자에 있어서 개인들의 성향뿐

아니라 대형 투자기관들의 내용도 바뀌고 있다. 특히 각국의 연기금

은 포트폴리오가 매우 분산되어 있어서 특정 산업보다는 경제 전체

의 지속적인 성과를 중요시하게 되며,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주주가

된다(Monks & Minow, 1995). 이러한 유니버설 오너(universal

owner)는 사실상 시장 전체를 벤치마크하며, 개별 산업 혹은 기업의

성과보다는 시장 전체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 외부효과

(externality)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유니버설 오너의 개념은

대형 연기금이나 장기 투자와 보편성의 특성을 가진 대형 기관투자

자에게 적용되어 ESG를 고려한 투자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한

다. ESG가 책임투자의 맥락에서 전문적인 기관투자자의 투자 전략

15) Die gruene Luege, 독일의 기자인 Kathrin Hartmann의 책 제목으로 Werner
Boote의 영화 「The Green Lie」를 촬영하기 위해 출간
16) https://www.morganstanley.com/content/dam/msdotcom/infographics/sustainab
le-investing/Sustainable_Signals_Individual_Investor_White_Paper_Final.pdf

https://www.morganstanley.com/content/dam/msdotcom/infographics/sustainable-investing/
https://www.morganstanley.com/content/dam/msdotcom/infographics/sustainable-inv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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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용되어 재무정보와 대비되는 정교화된 비재무정보의 필요성

이 높아졌으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도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기

업들은 실제 경영활동에서 ESG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

며, 그 성과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커졌다.

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그런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특히 주로 경영학계나 기업

계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회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해

관계자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이해관계자 가치를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따라

서 성과의 인정 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이 주주 이익과 상충될 때 이

런 이해 충돌을 조정해 주는 적절한 기준이 없어서 경영진의 자의

성에 의존하게 되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업

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

제로 많은 대기업에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상충되는 주장의 균형

을 표면적으로 맞추려 하다가 큰 혼란이 생겼다. 서로 다른 관점,

가치, 태도 및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명시적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수많은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가 누가 회의에 참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일쑤였다. 이를 경영학자들은 ‘쓰레기통 조직(Cohen,

March, & Olsen, 1972; Fioretti & Lomi, 2008)으로 불렀으며, 심지

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관한 논의가 악몽이 될 수 있다고도 했

다(Rosefielde, 2020).

자본주의 다양성론에서 CME에 해당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적

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에서는 주주와 근로자 대표가 같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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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회에 참여해서 중요 결정을 함께 내린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영의 비효율성과 폐해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단체는 능률성보다는 생존권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안정된 직장과 보수이기 때문에

보수정인 정책을 선호하게 된다. 또 주주보호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약하기 때문에 기업이 주식시장을 무시하게 되면서 변화에 소극적

으로 된다. 독일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공시제도 등 주주를 보호

하기 위한 주요 대책을 보완하였으며(최준선, 2007), 이해관계자 중

심의 가치에서 주주 이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

였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독일의 경제제도 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되었으며, 여전히 이해관계자의 경영참여가 다방면으로 유

지되고 있다는 점(정명기, 2017)에서 이를 주주 중심의 영미식 자본

주의가 승리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주중심 자본주의에서는 이윤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경영진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

여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크지 않다고 본

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Coase의 기업이론(Coase, 1991)에 대한

하나의 적용으로 간주하면서, 이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계약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 이해관계자, 즉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적의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Fama, 2021). 기업에 있어서 주주

는 투자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다른 모든 거래관계에서 생긴 수

익과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잔존가치(residual value)를 가져가는 사

람들이다. 따라서 고객에 대한 제품 판매, 종업원들의 근로 제공, 협

력업체의 부품 등 모든 거래가 시장과 계약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

롭게 이뤄진다면, 잔존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은 기업이 발생시키는

전체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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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보면 주주 자본주의가 국제적인 경쟁체제 하에서 훨씬 우

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Allen et al., 2007), 지배주주와 경영진

의 행동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더 잘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다(Guillen & Capron, 2015).

한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점

을 지적하는 비판도 있다. 능동적 참여자가 아닌 일반적 이해관계

자, 즉 사회 공중과 같은 소극적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범사회적, 범지구적 이슈인 질병과 가난의 문

제 해결 및 환경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모델이 소극적 이

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하여 보편적 문제의 해결을 효과적으로 다

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Orts

& Strudler, 2002). 또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관계자 모델은 사

업과 윤리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규범성을 강하게 나타내는데 사회

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규범의 실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

한 사회도 있을 수 있다(유태영 & 권석균, 2013). 따라서 이해관계

자 모델이 널리 실행되도록 담보할 현실적 방안이 뚜렷하게 제시되

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다.

마. 앞으로의 방향

그런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최근에 새로 등장한 개념이 아닌 것

처럼 이에 대한 비판도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일찍이 Bearle &

Means(1932)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주창한 이래 광범위한 지지

를 받다가 주주 자본주의 이념에 주도권을 빼앗긴 이유는 실제 기

업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들과 방만하게 결탁한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와 쓰레기통 조직처럼 운영한 무능력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최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많이 논의되는 배경에는 앞서 열거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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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실패가 있다. 특히 금융화의 진전과 더불어 주주 이익과

연동시킨 경영진에 대한 보상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

(Black & Ertürk, 2017; Gabaix & Landier, 2008)은 마치 거울반사

와 같이 경영진들의 새로운 형태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 따라서 지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20세

기 중반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주주 자본주의의

적용으로 개선된 내용은 살리면서 새로 대두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논의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각 나라

마다 처한 상황과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미

국도 최근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만족시키는 관점을 받아들이기 시

작했고, 공동의사결정(codetermination) 또는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과 같은 개념을 채택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주 자본주의

의 관점과 원칙을 지키면서 고객과 투자자들의 역할비중을 늘리거

나 그들의 선호에 대한 대응 차원의 논의가 많다. 이에 비해 독일은

글로벌 경쟁의 우위를 위해 주주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시장지향성

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기업의 효율성과

성공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고, 기업지배구조의 상황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다(Brandt & Georgiou, 2016). 예를 들어 독일은 좀 더

주주 중심으로 가는 변화를 어디까지나 사회적 합의, 즉 사회적 기

구나 제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

려 미국 기업들이 경제 내 공공부문의 개입이 부족하고 민간에 대

한 의존이 높아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서 전략적이고 활발하다

(Habisch, Patelli, Pedrini, & Schwartz, 2011; Fifka, 2013). 이런 차

이들이 앞으로 점차 수렴해 갈지, 서로 다른 경로가 다른 귀결로 이

어질지 또한 중요한 문제이나, 적어도 각국의 경제체제의 차이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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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고(Pucheta‐Martínez, Gallego‐

Álvarez, & Bel‐Oms, 2020), 이에 따라 기업들의 행동 차이가 일

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한편 한국은 과거의 국가 주도 경제에서 시장 주도 경제로 전환하

는 과정을 거쳤고, 외환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진행했지만, 새로운 질서의 창조로 이어지지 못하고 불완전한 개혁

에 그친 경험이 있으며,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선택적

동형화가 작용(하연섭, 2006)하여 과소규제로 인한 지배주주 우위

현상이 한국기업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택적 해석 또

는 선택적 동형화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작용하여 지배주주의 성향, 기업지배구조 및 사업내용의

차이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과도한 영향

을 미치고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모든 주주의 동등한 권리

를 인정하는 미국식 LME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존중하는 독일

식 CME의 조건들을 전제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합의

없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외양만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진행된다

면, 이는 혼란과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의 방향은 다음의 두 가지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주주가치에만 연결하면 다른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침

해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두루 고려한 전체가치를 성과로 인정하는 체계를 만들고, 둘째, 이

해관계자 각자가 개별적인 자기 이익을 주장하고 그때그때의 상황

과 권력관계에 따라 반영이 되는 쓰레기통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

라 일종의 사회적, 조직적 합의를 통해 공유가치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ESG 공시기준 등을 참조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적용을 위해

보다 공개적인 논의와 소통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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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원리적 측면에서 그 당

위성을 강조하거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기저를 이루는 도덕적

가치에 천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Gartenberg & Serafeim(2019)은

Business Roundtable의 성명에 대한 경험적 뒷받침을 제공하기 위

해 15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수천 개의 회사를 관찰한 결

과, 회사직원들에 대한 의미와 영향에 역점을 두는 기업의 직원들은

업무에서 더 큰 의미와 영향력을 경험했음을 피력하였고, 5~7%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Business Roundtable이 제창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개념은 시대적

필요임을 강조했다. 또 O`Brien(2020)은 개인적, 공동체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인 모든 실존적 위기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각

자의 자기 이익을 넘어설 수 있는 규범적 근거와 타협이 필요하며,

우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포용적 다자주의가 이해관계자 자본

주의의 기저를 이루는 도덕적 가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수용 또는 ESG 경영과 관

련한 연구들은 최근 더욱 활발해지고 있지만, 해외에서 진행되는 논

의의 소개 또는 원리적 측면에서 그 당위성을 강조하거나 현상적으

로 기업의 ESG 평가기준에 따른 성과와 재무성과의 관련성을 기술

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최다운 등(2013)은 CSV

동기와 CSV 성과 평가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CSV 활동

이 효과적인 관계 관리 도구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하상균과 박용

승(2020)은 이해관계자중심 경영패러다임의 실천을 위한 전략적 인

적자원관리 시스템 모형 탐색연구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 중심 전

략경영,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지속가능 경영 및 깨어있는 자본주의,

학습조직, 시스템이론 등을 종합하는 탐색적 수준의 질적 연구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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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여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패러다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인적

자원관리 시스템 비전과 실천 모형을 제시하였다. Lee(2020)는 2000

년대 이후 동아시아 경제가 낮은 성장과 높은 불평등을 나타내는

LME에 수렴하고 있다면서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균형을 다시 정립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자본주의를 제안하였다.

박윤주 등(2021)은 최근의 ESG 투자 동향을 정리하고 코로나19 사

태 이후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투자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는 운

용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받

는 ESG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ESG 투자관련 공시체계를 개선

해야 한다고 하였다.

ESG 평가기준에 따른 성과와 재무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

구에서는 주로 긍정적인 결과를 밝혀냈지만, 일부 부정적인 결과와

함께 한국적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또는 ESG 경영을 부담

스럽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김동영(2020)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의 ESG 평가정보를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 건전한 기업의 ESG 평

가정보는 신용평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들이 사회적 책

임, 환경경영, 지배구조 등 ESG 활동 경영을 함으로서 기업 재무상

태가 건전해지고 기업위험이 감소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변혜영(2018)은 환경 전략 및 조직을 포함한 기업의 환경 관행이 기

업가치를 감소시킨 결과를 보여주면서, 온실가스와 폐기물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등 환경적 차원에서 개선할 요소는 인정하면서도 제

조업 강국이라는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ESG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관련된 국내의 많은

연구들이 당위성의 제시나 현상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나, 한국기업

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나 방향에 대한 검토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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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실정이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역사와 기업들의 경영관행 및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심지어는 경영진들이 사회에 대한 기업의 역

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Witt &

Redding, 2012). 따라서 충분한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경로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으면 해외에서 제시된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극적, 방어적으로 따르는데 머물거나, 혼란

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고찰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다만 안

택식(2017)이 기업 경영에 소수주주,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함을 피

력한 연구가 있다. 평균 2.6%에 불과한 기업집단의 총수에게 경영전

권을 주는 구조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서구의 산업민주주의, 이해관

계자 자본주의 모델을 참고하여 기업경영에 소수주주나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연구들에서 결여하고 있는 한국 대기업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실제 수용현황을 살펴보고 기업들 간에 보

이는 차이점과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정리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이 이

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나 방향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두루 고려한 전체가치

를 성과로 인정하는 체계를 만들고, 또한 사회적, 조직적 합의를 통

해 공유가치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면서 국제적인 표준화 내용을 반

영해서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

이다. 이를 위한 공개적인 논의와 소통에 앞서 사업내용과 역사, 기

업지배구조가 다른 기업들 간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 경영

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내용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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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천 방향

이번 장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원리와 현실적 실천을 위한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해외기업들에서 진행된 몇 가지 실제 사

례들을 살펴보고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정보공개 표준화의 내용을

개괄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수용현황을 비교

하고 판단하는 기초로 삼고자 한다.

제1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원리

Freeman, Martin, & Parmar(2007)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자원부족

과 이로 인한 무한경쟁 그리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는 승자독

식의 전통적 자본주의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자본주의 원리가 학문

적 이론뿐만 아니라 대중적 언어로 널리 공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원리로 협력(Cooperation)의 원리, 참여

(Engagement)의 원리, 책임(Responsibility)의 원리, 복잡성

(Complexity)의 원리, 지속적 창조의 원리, 창발적 경쟁(Emergent

Competition)의 원리를 제시했다.

Freeman et al.의 원리에 입각할 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이해관

계자들을 다면적 욕구,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복잡한 심리적 속성

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간주하고, 이들의 이러한 상상력을 통해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상호 이해충돌을 극복하고 이들 참여를

통해 공유할 이익이 더 증대한다는 포지티브 섬 관점과 기업경영에

서 윤리적 가치가 반드시 그리고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

점에서 기업의 목적 수준의 전략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

이다. 이 때 기업의 목적 수준의 전략은 인류공동체의 공동선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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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는 선한 제품과 서비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본원적

인 목적을 의미하며, 기업의 생산활동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규범적 당위성의 토대이자, 경영전략 체계의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박용승, 2019).

한편 Henderson(2020)은 <자본주의 대전환(Reimagining

Capitalism)>에서 양적 확장을 우선하는 주주 자본주의에서 공정하

고 효과적인 분배가 가능한 대안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업의 목표는 친사회적인 이해관계자 공

유가치의 창출이 되어야 하며, 공통의 목적에 헌신하는 조직을 만들

기 위해 구성원을 자율적이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동주체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재무 시스템이 단순히 투자자 수익의 극대화에

맞춰 기능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ESG 경영에 집중하고 모든 기업

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동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

다. 동종업계 및 공급사슬 전체와 제 3부문 및 정부에 이르기까지

협력하고 필요에 따라 자율적인 규제를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제도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되어야 한다.

제 2절 해외기업들의 사례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 많은 최고경

영자들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동의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미 많은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실천을 공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고 이해 관

계자 자본주의의 요구에 따르는 기업이 더 나은 성과를 낸다는 증

거가 많아지고 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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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외기업들의 실제 사례들 몇 가지(Hunt, Simpson, & Yamada,

2020)를 살펴본다.

1) 이해관계자의 참여

주주만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기술 및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

거나 기업지배구조 지침을 변경해서 명시적으로 주주가 아닌 이해

당사자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Anglian Water

Services는 250만 가구에 물을 공급하는 영국 기반의 회사인데,

2019년 공익을 핵심으로 삼은 최초의 유틸리티 회사가 되었다. 정관

을 개정하여 회사의 목적을 “고객, 지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에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추구

하면서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비즈니스 및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이사들은 "선의로 회사의 목적을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의 평가자를 통해 원칙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누

출 감소, 경제성 및 Net-Zero 배출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달성할

다섯 가지의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했다.

2) 환경 목표의 설정 및 추적

비즈니스의 핵심 원칙은 측정되고 관리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이고 달성 가능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경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순위로 삼은 기업

은 에너지 비용을 줄이거나 포장 비용을 줄이는 등 수익성에도 도

움이 될 수 있다.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추

적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BP와 Shell은 2050년까지

Net-Zero 배출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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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사용해서 메탄 배출을 감지하고, 설비를 개선하고, 태양열을

사용하고, 탄소 포집 및 저장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측정 항목을 추

적하고 매년 중간 목표의 실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덴

마크 최대의 에너지 공급 업체인 외르스테드는 2008년까지는 전력

생산의 85 %를 석탄이 담당했는데, 2019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85%를 담당하도록 10년 계획을 도입했다. 매년 석탄과 재생 에너지

사이의 균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고했고, 계획보다 1년 앞서

목표를 달성했다. 이러한 변화는 재무적 가치로 이어져 2009~2019

년 사이에 수익은 43%, EBITDA는 140% 증가했으며, 기업가치는

471% 증가했다.

3) 공급 업체와의 협력

직접적으로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간접적으로 공급망을

통해 사회적 또는 환경적 피해를 크게 유발할 수 있다. 전문성과 경

제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하청업체 및 공급업체의 관행을 개선할 뿐

아니라 소비자, 계약자 및 직원에 대한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

Starbucks는 공급업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지,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

다. COVID-19가 발생하는 동안 많은 회사가 공급업체에 조기에 비

용을 지불하거나 신용을 연장하기도 했다. 2017년 Walmart는 2030

년까지 공급망에서 10억 메트릭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Gigaton 프

로젝트를 출범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2천개 이상의 공급업체를 참

여시키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있다. 또 공정한 노동 관행을 보장

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교육하고 모니터링하며, 표준을 준수하지 못

한 수십 개를 체계적으로 차단했다. Unilever는 2010년에 2020년까

지 지속가능한 농산품 원자재의 100%를 지속가능한 공급원에서 조

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팜유, 설탕 및 차와 같은 중요한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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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

결과 2019년까지 농산품 원자재의 62%를 인증된 지속가능한 공급원

에서 조달할 수 있었다.

4) 소비자의 장기적 요구 수용

기업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품이 잘못된 사용, 악의적 의도 또는

순전히 불운을 통해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상품과 제품이 소비자에

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일부이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1975년과 2016년 사이에 전 세계 인구의 비만율이

거의 세 배로 늘었다. 이에 대응하여 많은 주요 기업들이 식품 생산

제법을 변경했는데, 예를 들어 Nestle는 시리얼에 사용되는 설탕의

양을 줄이고 통 곡물과 비타민을 추가했다. LEGO Group은 아이들

을 재미있게 할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내일의 건축가"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사명 아래, 아동 발달 및 창의성에서 놀이의 역할을 연구

하고 2019년에는 180만 명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후원했다.

이 회사의 수익은 2009에서 2019년 사이에 세 배 이상 증가했다.

5) 직원 존중 및 교육개발

기업은 직원들을 인간적이고 품위 있게 대해야 한다. 미래의 직원들

에게 더 매력적인 직장이 되고, 현재의 직원들로부터 더 큰 충성도

와 생산성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Mondragon은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노동자-소유자 협동조합으로,

매출은 120억 유로, 직원수는 81,000명 이상이다. 스페인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이 회사는 "상호협력"의 원칙에 따라 2013년 조합의 소속

회사 한 군데가 파산했을 때, 1,800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하지 않고

다른 소속회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시켰다. 직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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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ragon의 헌신은 다시 직원들의 헌신으로 반영되어 동급기업

대비 생산성은 8% 높고 결근 비율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Haidilao는 중국식 전골 체인음식점으로, 수백 개의 식당을 중국뿐

아니라 캐나다, 일본, 동남아시아 및 미국에 가지고 있다. 고객 서비

스의 품질과 직원 충성도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주장하며, 지점 관리

자에 대해 수익이 아니라 고객 및 직원 만족도와 관련된 측정 기준

으로 평가한다. 직원들은 Haidilao College에 다니거나 레스토랑 경

영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2015년 매달 이직

률이 40%에 달하는 이 업계에서 이 회사 직원들의 이직율은 10%,

경영진은 거의 0%였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작동시킨다는 것은 경쟁 우선순위들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어간다는 의미이며, 회사를 단순

한 대차대조표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에 대한 유대감을 표현하고 연

대하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간다는 의

미이다. 앞에서 본 사례들에서 주주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

치들 사이의 균형과 조화, 공급업체와 직원들을 포한한 여러 주체들

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제 3절 국제적 정보공개 표준화

이제 많은 투자회사들이 피투자 기업에게 환경 및 사회적 기여에

대한 성과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그 기준으로 1990년대에는 이해

관계자 관점의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인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00년대에는 환경 경영 관련 정

보공개를 요구한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2010년대에는 투자자들에게 비교 가능한 비재무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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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도록 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재무보고서와 지속가

능보고서를 합친 통합 보고 프레임워크(IR, Integrating Reporting)

등 정보공개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진화 발전하고 있다. 이에 대응

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S&P

500 기업 중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한 기업은 2011년 20% 수준이

었으나, 2019년 86% 수준으로 조사되었다17). 그러나 투자회사와 정

보공개 기업들이 각자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이나 일부 개별 국가들

의 기준을 이용함으로 인해 기업들의 환경기여도를 비교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자금이 융통되도록 하는데 혼란을 초래하고,

일부 기업들은 모호한 기준을 악용하여 위장환경주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ESG 정보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

는 판단 기준으로 기업들의 ESG 공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기업,

투자자, 정부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정보공개 표준화 움직임이 활발

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본다.

1) 기후변화 재무공시 T/F (TCFD)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2015년 G20 국가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를 중심으로 설립되

었으며, 2017년 ESG 정보공개에 관한 최종 권고안 및 관련 추가지

침을 발표했다. 권고안의 내용은 조직 운영의 핵심 요소를 대변하는

지배구조(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 경

영전략(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실질적 및 잠재적 영향), 위험관리(기후변화 관련 위

험을 파악,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관이 사용하는 프로세스), 지

표·목표 설정(해당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

17) The evolution of sustainability reporting, The Corporate Citizen, Feb 26
2021, p33-p36, Boston College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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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사용되는 지표와 감축 목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부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기업이 TCFD 지지선언을 했으며, 상

당히 진일보한 공시 가이드라인임에도 자율권고 방식으로서 공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2) EU Taxonomy

유럽에서 준비하고 있는 EU 분류체계(Taxonomy)는 상당히 구체적

인 공시 기준을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로서 EU 경제권 전체에 영향력

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도 녹색금융을 위한

K-Taxonomy 기준 수립을 준비 중인데 그 내용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활동은 직접적인 활동과 기여활동으로서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물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와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이라는 6가지 환경 목표만을 한정적으로 인정하기로 했

다. 이 외에 3가지 추가조건이 있는데, 추구하는 환경 목표 외에 다

른 환경 목표에 해가 되지 않을 것,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준수, 기

술적 판단기준 충족을 모두 지켜야 한다. 규정의 적용 대상은 EU

안에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금융시장 참여자, 비재무적 사항

에 대한 공시의무를 지고 있는 대기업, EU와 EU 가입국들이다.

3) 국제회계기준 재단 (IFRSF)

IFRS 재단(IFRSF)은 국제 회계기준의 제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

회계 기준위원회(IASB)의 상위기구로서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SSB)를 설립하고 SSB를 통해 기존의 이니셔티브들과 협력하

여 ESG 정보공개 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

들 가운데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 수립을 우선시하고

IFRS 회계기준의 중대성(materiality) 원칙(특정 기업에 대한 재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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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가 누락, 오기되거나 혹은 불명확할 경우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기업뿐 아니라 기후

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모두에 대한 기준인 이중 중대성은 복잡성

을 가중시키고 기준 도입을 지체할 수 있으므로, 보고주체인 기업에

게 미치는 영향만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인식하는 단일 중대성에 입

각한 원칙을 수립한 이후에 이중 중대성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4) 5개 주요 ESG 정보공개 이니셔티브의 협력

ESG 정보공개 표준설립 기구로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 산업별 특성에 맞춰 구체적인 ESG 정보공개 기준

제시),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기후 및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리스크와 기회를 공시하는 기준 제시),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ESG 정보공개 기

준과 기존 회계기준 간의 통합 추진),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업이 경제,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 제시),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SG 정보공개 플랫폼 제공) 등이 있다. 이 가

운데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지속가능성 맥락’, ‘중대성’,

‘이해관계자 참여’, ‘완전성’의 4대 보고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5개 주요 ESG 정보공개 이니셔티브는 ESG 정보와 재무정보의 통

합 공개기준 마련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다.

5) WEF(World Economic Forum)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지표

(SCM)

꾸준하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필요성과 도입을 역설해온 WEF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촉진을 목표로 기업들이 사회와 환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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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공개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4

개 주요 회계법인(Deloitte, EY, PwC, KPMG)과 공동작업을 수행하

여 2020년 9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지표(SCM: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를 발표했다. SCM은 ESG뿐 아니라 UN의 ‘지

속가능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향한

기업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모두 21

개의 핵심지표(core metrics)와 34개의 확장지표(expanded metrics)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크게 4개의 축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 축

은 지배구조 원칙(Principles of Governance), 지구(Planet), 사람

(People), 번영(Prosperity)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1 참조). ESG

요소뿐 아니라 번영(Prosperity) 요소를 추가하여 기업이 사회의 번

영, 경제 성장과 혁신, 그리고 부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

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지표를 핵심지표와 확

장지표로 분리한 이유는 많은 기업들의 ESG 정보공개 참여를 독려

하기 위함인데, 이미 널리 쓰이고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핵심지

표를 우선적으로 공개함으로써 ESG 정보공개를 이행할 수 있고, 사

례가 충분치 않거나 측정에 있어 보다 정교한 방법이 필요한 확장

지표로 추가 진행함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측정하고 공개하여 진정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표 3-1) WEF가 제시한 주제별 핵심지표

출처: WEF white paper, 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 towards common
metrics and consistent reporting of sustainable value creation, Sept. 2020

이상의 국제적 정보공개 표준화 진행내용을 종합해보면, TCF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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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Taxonomy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기후변화와 환

경문제로 보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재단(IFRSF)의

노력과 SASB 등 5개 주요 ESG 정보공개 이니셔티브의 협력에서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기존의 재무공시와 통합하는데 초점을 맞춰 정

밀하게 진단하고자 한다. 이에 비해 WEF의 SCM은 이해관계자를

존중하고 이들의 전체 이익을 반영하는 기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

는지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광범위한 지표들을 포함한다. 기후

변화 같은 요인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창출, 고용의 다양

성과 안전, 연구개발비, 납세실적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기업을 이

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완성되면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이해관

계자 자본주의의 실행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로 기능할 것으로 예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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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종합

지금까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원리와 현실적 실천을 위한 원칙,

해외기업들의 실제 사례와`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정보공개 표준화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아래 표 3-2에서 보는 것처럼

①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 및 유대관계의 구축, ②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추구, ③ 기업의 목적 수준 전략

의 진정성 있는 실행, ④ 시장과 정부의 균형과 협력을 통한 지원,

⑤ 재무시스템의 지원 및 이를 위한 정보 공개와 소통 등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며, 또한 ⑥ 기후 및 환경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내용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실천방향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천 방향 정리

①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 및 유대관계의 구축,
②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추구,
③ 기업의 목적 수준 전략의 진정성 있는 실행,
④ 시장과 정부의 균형과 협력을 통한 지원,
⑤ 재무시스템의 지원 및 이를 위한 정보 공개와 소통
⑥ 기후 및 환경 문제의 해결

앞으로 한국기업들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수용과 실천을 검토할

때에도 기업들이 진행하는 활동의 표면적인 내용만을 볼 것이 아니

Freeman et al. Sisodia et al. Henderson Hunt et al. WEF

① 책임의 원리 신뢰와 유대
직원 존중 및

교육개발
사람

②
협력의 원리/

참여의 원리

시너지와 균형/

깨어 있는 문화

협력체제의

구축

이해관계자의

참여

③
지속적 창조의

원리

존재 목적/깨어

있는 리더십

기업의 목표/

목적지향 조직

지배구조

원칙

④
창발적 경쟁의

원리

이해관계자 간

조율과 조정

시장과 정부의

균형

공급업체 협력/

소비자의 장기적

요구 수용

번영

⑤ 복잡성의 원리 재무시스템

⑥
환경목표의 설정

및 추적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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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와 같은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또 기업의 사업내용과 역사, 지배구조의 차이에 따라 이

러한 내용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면, 보다 진정성 있

고, 한국사회의 요구에도 맞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수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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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한국 대기업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수용 현황 분석

이번 장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 경영을 한국 대기업들

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미국

(LME) 및 독일(CME)의 경쟁기업들과 비교할 때, 그리고 제 3장에

서 살펴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천 방향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

을 보이는지, 또 한국 기업들 간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할

것이다.

제 1절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5개 국내 대기

업 그룹의 대표회사들로서 2020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

산 총액 기준 기업 순위 1∼3위의 삼성, 현대자동차, SK와 공기업으

로 출발해서 민영화에 성공한 대표기업으로 기업 순위 6위의 포스

코, 벤처기업으로 출발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순위 41위의 네이버18) 등 5개 그룹에서 선정한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SK주식회사, ㈜포스코, ㈜네이버의 5개 회사로서 사업 분야

와 기업의 역사, 기업지배구조에서 모두 차이가 있다. 해당기업들은

2020년 8월 18일 한국경영학회의 융합학술대회 플리너리 세션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주제의 발표

를 했다. 발표를 한 시점은 미국의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과 WEF의

18) 같은 산업 내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 카카오의 순위가 23위로 더

높지만 상대적으로 내수에 치중되어 있고 개별회사 기준 매출액이 네이버의 78%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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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관한 성명이 발표된 이후로

서 국내에서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및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경제가 침체하

고 인류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각 기업과 조직들은 팬데

믹 상황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언택트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도

입하고 지속경영의 해법을 찾고자 각자 진지한 고민을 하던 시기였

다. 해당기업들의 발표 자료와 함께 지속가능성보고서19)의 내용을

검토하여 LME를 대표하는 미국, CME를 대표하는 독일의 동종산업

기업 중 최대기업과 비교하였다.

이어서 앞 장에서 정리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 및 유대관계의

구축’,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추구’, ‘기업

의 목적 수준 전략의 진정성 있는 실행’, ‘시장과 정부의 균형과 협

력을 통한 지원’, ‘재무시스템의 지원 및 이를 위한 정보 공개와 소

통’, 그리고 ‘기후 및 환경 문제의 해결’이라는 여섯 가지 내용을 감

안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정리하였다. ①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연차보고서와 별도로 발간하는가? ② 중대성(Materiality) 평가를 시

행하는가? 이 때 외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가? ③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이 존재하는가? ④ 지

속가능성 또는 ESG 관련 경영전략이 회사의 전체 경영전략과 일관

되게 정리되어 있는가? ⑤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국제적 표준(GRI,

SASB, TCFD, SDGs)에 맞게 작성하는가? ⑥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Data를 충분히 활용하여 작성하는

가? ⑦ 중대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회사의 중대성 이슈는 무엇인

가? 특히 TCFD와 EU Taxonomy에서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이상의 질문을 통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의 지속경영

19) 2021년 4월 30일 현재 가장 최근 공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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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각 기업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기업의 지배구조의 특성 및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ESG 평가등급과 함께 비교하였다.

제 2절 기업별 내용

가. 삼성전자

1) 회사 개요, 역사 및 지배구조

한국 최대의 글로벌 기업으로서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휴대폰, 가전

등의 완제품을 생산한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1969년 사

업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설립한 계열사로 출범했다. 2020년 기준

매출액은 237조원, 종업원은 10만 명 이상이며, 삼성디스플레이, 삼

성전자판매 등 총 28개의 국내 종속기업을 두고 있다.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지분율이 21.24%이

나, 이건희 개인은 4.18%이고, 삼성생명, 삼성화재와 같은 금융계열

사가 상당지분을 보유하고 그 위에 삼성물산이 위치하는 전형적인

사슬구조로 되어 있다. 취약한 지분율과 이로 인한 승계과정에서의

문제점, 즉, 문화재단을 통한 우회승계, 차명주식 승계, 계열사들의

상장 및 합병에서 주식가치 산정의 문제점 등 많은 논란이 이어지

고 있으며(조승현, 2018), 2020년 10월 이건희 회장의 사망 이후 이

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상속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삼

성전자를 가장 대표적인 기관투자가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

는 상장회사로 선정했다20).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평가한 삼성전

자의 2020년 ESG 평가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20) ERRI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2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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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2020년 삼성전자 ESG 평가등급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 지속가능성보고서 검토

삼성전자의 비교대상 기업은 미국(LME)의 Intel과 독일(CME)의

Siemens이다.

(표 4-2) 삼성전자/Intel/Siemens 지속가능성보고서 비교

① 연차보고서와 별도 보고서 발간
② 중대성(Materiality) 평가 시행/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③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존재
④ 회사의 전체 경영전략과 일관된 지속가능성/ESG 전략 존재
⑤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국제적 표준 부합 (GRI/SASB/TCFD/SDGs)
⑥ 사업내용 유관 경제적 Data의 충분한 활용
⑦ 회사의 중대성 이슈

출처: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0,
Intel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2020-2021,
Siemens Sustainability Report 2020

구분 삼성전자 Intel Siemens

① Y Y Y

② Y/N Y/N Y/Y

③ N N Y

④ N Y Y

⑤ Y/Y/Y/Y Y/Y/Y/Y Y/N/Y/Y

⑥ N Y Y

⑦

1. 기후행동

2. 순환경제

3. 노동인권

4.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

5. 지배구조

6. 컴플라이언스

Ÿ 직원 건강/안전/복지

Ÿ 구성원 포용

Ÿ 공급자 다양성

Ÿ 기후 및 에너지

Ÿ Net Zero 물 사용

Ÿ 무 폐기물/순환경제

Ÿ 지역사회 영향

1. 경제 부흥

2. 경쟁력 개발

3. 혁신 추구

4. 지속가능 환경

5. 삶의 질 개선

6. 사회적 변화 선도

ESG 종합 환경 사회 지배구조

B+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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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회 발표 내용

삼성전자는 2019년 2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사회공헌

Vision ‘함께 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을 발표하였다(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0). 또 삼성전자 CSR의 기준으로 삼성의 5

대 핵심 가치 중에서 인재 제일과 상생추구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

년 교육과 상생 협력을 중요한 CSR의 2대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한

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는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새롭게 다짐하는 CSR의 목표이

자 지향점이라고 하며, ① 경영진은 CSR 활동을 기업 경영의 중요

한 축으로 인식하고, ② 우리 사회의 난제인 ‘사회 양극화 해소‘ 와

‘청년 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해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며,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장기간 함께 해결책을 모색, 추진

하여 Collective Impact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림 4-1은 삼성

CSR의 비전, 테마 및 프로그램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4-1) 삼성 CSR 비전, 테마 및 프로그램
(삼성경제연구소, 2020. 8. 18. 한국경영학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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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및 검토

한국경영학회에서 발표한 삼성전자의 내용은 주로 사회공헌 프로그

램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또는 ESG 경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지 않고 있다. 해외의 동종산업 경쟁기업과 지속

가능성보고서를 비교해 볼 때, 형식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

나, 중대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

여가 부족하며, 지속가능성 또는 ESG 경영전략이 회사의 전체 경영

전략과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제

적 Data를 충분히 활용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현대자동차

1) 회사 개요, 역사 및 지배구조

현대자동차의 공식적인 출범은 1967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설립

되면서부터이다. 1998년 기아자동차를 인수했고, 2000년 현대정공,

인천제철, 한국철도차량 등 타 계열사 9개와 함께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2011년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을 인수했다. 2020

년 자동차 판매대수는 기아차를 포함하여 652만대로 세계 5위에 해

당한다.

2020년말 기준 현대자동차의 최대주주는 21.43%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모비스이며, 개인으로는 정몽구 5.33%, 정의선 2.62%이다. 현대

모비스의 최대주주는 또 다른 계열사인 기아자동차로 전형적인 순

환출자 구조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국전력

부지를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컨소시엄이 10조 5,500

억 원에 낙찰받았는데, 이는 감정가 3조 3천억 원, 응찰 예상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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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 원을 훨씬 넘는 과도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현대자

동차의 부담은 5조 8,000억 원이었으며, 이후 시가총액이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대규모로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지배구조 상의 문제가 드러났다(송민경, 2015). 이후 지

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계열

사와의 순환출자 및 내부거래가 많은 점 등의 문제가 지적된다. 경

제개혁연구소는 현대자동차를 기관투자가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

이 있는 상장회사로 선정했다21).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평가한 현

대자동차의 2020년 ESG 평가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3) 2020년 현대자동차 ESG 평가등급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 지속가능성보고서 검토

현대자동차의 비교대상 기업은 미국(LME)의 Ford와 독일(CME)의

Volkswagen이다.

(표 4-4) 현대자동차/Ford/Volkswagen 지속가능성보고서 비교

21) ERRI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20-03호 

ESG 종합 환경 사회 지배구조

A A A+ A

구분 현대자동차 Ford Volkswagen

① Y Y Y

② Y/Y Y/N Y/Y

③ Y N Y

④ N Y Y

⑤ Y/N/N/N Y/Y/Y/Y Y/N/N/N

⑥ N Y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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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차보고서와 별도 보고서 발간
② 중대성(Materiality) 평가 시행/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③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존재
④ 회사의 전체 경영전략과 일관된 지속가능성/ESG 전략 존재
⑤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국제적 표준 부합 (GRI/SASB/TCFD/SDGs)
⑥ 사업내용 유관 경제적 Data의 충분한 활용
⑦ 회사의 중대성 이슈

출처: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보고서 2020,
Ford Sustainability Report 2019-2020,
Volkswagen Sustainability Report 2020

3) 학회 발표 내용

현대자동차는 비즈니스의 메가트렌드로 그린뉴딜 등의 필요에 따라

큰 정부 시대가 도래하고,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붕괴 및 저성장의 고착을 내다보았다. 사회

적으로는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사람 중심의 이동에서 화물의 이동

으로 변하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온라인쇼핑이 확대되고, 보건을 중

시하는 트렌드가 형성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변화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전동화가 가속되고, 제조 및 서비

스의 융합이 빨라지며, 가치사슬에서는 그린화와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고, 생태계에서는 공급망에서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해지고, 협력사

와의 관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았다. 그림 4-2는 자동차 산업의 변

화에 따른 현대자동차의 대응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⑦

1.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 
  고객경험 혁신 

2. 밸류체인 全 단계 친환경 
  가치 추구

3.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

4.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5. 지역사회 기여 및 개발

1. 전기차/대체연료

2. 고객 만족/차량 품질, 안전

3. 차량 탄소저감/연료 경제성

4. 기후변화/회복전략/
  에너지 미래

5. 공급사슬 관리/역량 구축
  및 성과/원재료조달 책임감

§ 탄소 저감

§ 순환경제

§ 공급사슬과 사업 책임감

§ 직원 변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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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COVID 19 이후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한 현대
자동차의 대응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2020. 8. 18. 한국경영학회 홈페이지)

4) 분석 및 검토

한국경영학회에서 발표한 현대자동차의 내용은 자동차업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 대응, 협력업체와 생태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가치

사슬 전반에서의 친환경화는 사업전략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으나,

제품 및 가치사슬에서의 사회적 이슈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해외의 동종산업 경쟁기업과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비교해 볼 때, 중

대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 측

면에서 미국의 Ford보다 더 앞선 면이 있으나, 지속가능성 또는

ESG 관련 경영전략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Data를 충분히 활용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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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K 주식회사

1) 회사 개요, 역사 및 지배구조

SK주식회사는 SK그룹의 지주회사이다. 1962년 대한석유공사로 설

립되어 1980년 정부의 민영화추진에 따라 지금의 SK그룹에 경영권

이 넘어갔다. 2007년 인적 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로 SK이노베이션을

설립하고, 존속회사인 SK(주)는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산하에 SK이

노베이션,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건설, SKE&S의 자회사와 SK

하이닉스 등의 손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2020년 매출은 약 82조 원

으로 그 가운데 에너지/화학 사업을 영위하는 SK이노베이션 계열의

비중이 가장 크다.

2019년말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최태원 18.4%, 그 형제인 최기원과

최재원 각각 6.9%, 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으로 회사가

25.7%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SK그룹 관계사들의 장

기적 관점의 투자 전략 수립과 재무 안정성 제고 및 성장을 위한

신규투자 진행으로 ‘이해 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전문가치투자자

‘를 표방하고 있다. SK그룹의 관계사들은 상호협력방안 실행을 위한

‘협약’에 기반하여, SK그룹 경영의 공식적인 최고 협의기구로

SUPEX추구협의회를 두어 관계사 간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

다. 한 때 외국계 투자펀드의 경영권 도전에 의해 해체의 위기를 겪

을 만큼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집단(박찬희, 2005)이었으나,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최태원 회장이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

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평가한 SK주식회사의 2020년

ESG 평가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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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2020년 SK주식회사 ESG 평가등급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 지속가능성보고서 검토

SK주식회사의 비교대상 기업은 미국(LME)의 Exxon-Mobil과 독일

(CME)의 BASF이다.

(표 4-6) SK주식회사/Exxon-Mobil/BASF 지속가능성보고서 비교

① 연차보고서와 별도 보고서 발간
② 중대성(Materiality) 평가 시행/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③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존재
④ 회사의 전체 경영전략과 일관된 지속가능성/ESG 전략 존재
⑤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국제적 표준 부합 (GRI/SASB/TCFD/SDGs)
⑥ 사업내용 유관 경제적 Data의 충분한 활용
⑦ 회사의 중대성 이슈 (중대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경영진 중점 사항)

출처: SK주식회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0,
Exxon-Mobil Sustainability Report 2019-2020,

ESG 종합 환경 사회 지배구조

A+ A A+ A+

구분 SK주식회사 Exxon-Mobil BASF

① Y Y N

② Y/N N/N N/N

③ N Y Y

④ Y N Y

⑤ Y/Y/Y/Y N/N/N/Y Y/N/N/Y

⑥ N Y Y

⑦

1. ICT 기술혁신 및 R&D투자

2.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구축 및 강화

3. 구성원 역량개발 투자·지원

4. 에너지(전기, 기름 등) 사용
  효율화 및 절감

5. 에너지 소비량관리 및 재생
  에너지 사용

6. 반부패 정책

7. 미래 성장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체계 강화

§ 기후변화 위험 관리

§ 환경 성과

§ 안전, 건강 및 직장

§ 지역사회 참여/인권

§ 지역 개발/공급망 관리

§ 기업지배구조

§ 경제적 성장

§ 효과적 기후변화 대응

§ 제품 포트폴리오 지속

가능성

§ 책임감 있는 조달

§ 자원 효율성/안전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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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 Online Report 2020

3) 학회 발표 내용

SK는 1970년대부터 인재양성, 조림사업 등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많은 노

력을 했다. 2016년부터 Double Bottom Line (이하 ‘DBL’) 경영을

선언하고, 사회적가치를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선언했다. SK그룹의

경영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SKMS (SK Management System)에

“기업은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

와 더불어 성장한다.”라는 내용을 반영하고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 또 2018년부터 사회적가치의 측정을 시작해서

매년 각 관계사별로 측정값을 공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가치 경

영이 비즈니스 모델의 전략적, 운영적 핵심으로 자리 잡게 하고자

DBL 경영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4-3은 SK가 발표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2030년까지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3)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확대를 통한 행복 추구
(출처: SK주식회사 지속가능보고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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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및 검토

SK의 사례에서는 일찍부터 사회적 가치를 주창한 그룹 회장의 철

학,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운영시스템의 구축,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협력과 소통 및 조직 내 인프라가 잘 결집된 것을 특징적으로 발견

할 수 있다.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

굴하는 동시에 이러한 발굴의 장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야 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해외의 동종산업 경쟁기업과 비교해 보

면 지속가능성 또는 ESG 관련 경영전략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

고,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내용과 목차는 국제표준에 부합한다.

라. 포스코

1) 회사 개요, 역사 및 지배구조

㈜포스코는 포스코그룹의 모회사로 1968년 국영기업으로 설립된 포

항종합제철(주)이 전신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2000년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전량 매각됨으로써 민영화되었다. 자회사를

포함한 사업부문은 철강, 무역, 건설, 에너지, ICT, 소재 · 화학 등으

로 되어 있고, 2020년 매출은 약 58조원이다.

2020년말 1대 주주는 11.75%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며, 나머지

주식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공기업으로 출발한 역

사로 인해 경영진의 선임에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의

심을 받았으나, 민영화 이후에도 경영의 독립과 전문성 확보에 주력

하여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성공적

민영화 모델의 본보기를 보였다는 평가를 듣는다(강민 등, 2009). 한

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평가한 ㈜포스코의 2020년 ESG 평가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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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와 같다.

(표 4-7) 2020년 ㈜포스코 ESG 평가등급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 지속가능성보고서 검토

㈜포스코의 비교대상 기업은 미국(LME)의 Nucor와 독일(CME)의

Thyssen Krupp이다.

(표 4-8) ㈜포스코/Nucor/Thyssen Krupp 지속가능성보고서 비교

① 연차보고서와 별도 보고서 발간
② 중대성(Materiality) 평가 시행/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③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존재
④ 회사의 전체 경영전략과 일관된 지속가능성/ESG 전략 존재
⑤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국제적 표준 부합 (GRI/SASB/TCFD/SDGs)
⑥ 사업내용 유관 경제적 Data의 충분한 활용
⑦ 회사의 중대성 이슈 (중대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경영진 중점 사항)

ESG 종합 환경 사회 지배구조

A A B A+

구분 ㈜포스코 Nucor Thyssen Krupp

① Y Y N

② Y/Y N/N N/N

③ Y N N

④ Y N N

⑤ Y/Y/Y/Y Y/N/N/N N/N/N/N

⑥ Y N N

⑦

1. 사업장 안전보건

2. 지속가능한 생산우위 확보

3. 기후변화 대응

4. 신사업/성장

5. 부산물 자원화

6. 이해관계자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7. 지역사회 공헌활동

8. 대기환경 개선

§ 안전 최우선

§ 온실가스 저감

§ 혁신

§ 전략적 파트너쉽

§ 재무적 성공

§ 개선과 향상

§ 지속가능성 위한 
엔지니어링 전문성

§ 책임감 있는 기업지배
구조

§ 환경/에너지

§ 매력적인 고용

§ 책임감 있는 조달

§ 준법경영

§ 건강/안전

§ 다양성/포용

§ “We-together”–난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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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OSCO 기업시민보고서 2019,
Nucor Sustainability Report 2020,
Thyssen Krupp Annual Report 2019-2020

3) 학회 발표 내용

포스코는 1968년 설립 이래 ‘제철보국‘의 이념 아래 교육, 문화인프

라 조성, 봉사 등 상생활동을 해왔으나, 사회가 고도화되고 사업 내

용이 다양화, 글로벌화 됨에 따라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18년 기업

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지

침으로 2019년 7월 기업시민헌장을 제정, 발표했다(그림 4-4 참조).

(그림 4-4) 포스코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포스코, 2020. 8. 18. 한국경영학회 홈페이지)

2019년 발굴한 기업시민 6대 대표사업은 동반성장, 저출산해법 롤모

델 제시, 바다 숲 조성, 청년 취·창업 지원, 벤처플랫폼 구축, 글로벌

모범 시민 등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 차원의 역할

수행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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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및 검토

포스코의 사례는 주로 비즈니스 생태계와 지역사회를 위한 CSR 활

동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탄소배출 산업에 속한 기업으로

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지 않

는다. 그러나 기업시민이념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또는 ESG 관련

경영전략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나가고 있으며,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Data를 충분히 활용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다른 한국기업들이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점과 비교해볼 때

매우 선도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해외의 동종산업 경쟁기업들이

미국과 독일을 불문하고 탄소배출이 매우 높으면서도 지속가능성보

고서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중대성 평가 등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작성하는 것과 비교할 때 훨씬 앞서있다고 볼 수 있다.

마. ㈜네이버

1) 회사 개요, 역사 및 지배구조

네이버(Naver)는 1999년 6월에 출시된 대한민국의 포털 사이트이다.

국내 인터넷 포털 가운데 압도적인 점유율의 1위이며, 글로벌 모바

일 플랫폼 '라인(LINE)'을 통해 일본 등 해외에도 서비스하고 있다.

네이버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는 압도적 점유율의 검색포털이라는

네이버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례하여 각종 검색 결과 조작 의혹과

폐쇄성에 대한 지적이 많다. 2020년 매출은 5.3조이며, 영업이익이

1.2조이다.

지배구조 내용을 보면 현재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며, 창

업자이자 대주주인 이해진은 현재 5% 미만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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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7년 이해진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서 글로벌 투자담당 최

고책임자(CIO)로 재직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인 이사회 의장과 내

부에서 승진한 CEO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사회

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요인으로

성공적인 플랫폼 구축과 급속한 환경 변화에의 유연하고 신속한 대

응이 꼽히며, 그 배경에 네이버의 고유한 지배구조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김대원 등, 2015). 그러나 내부 지분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경영권 위협이나 조직 혼란 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진 의장

을 잇는 후계 경영진의 육성계획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

적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평가한 ㈜네이버의 2020년 ESG 평

가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9) 2020년 ㈜네이버 ESG 평가등급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 지속가능성보고서 검토

㈜네이버의 비교대상 기업은 미국(LME)의 Google과 독일(CME)의

SAP이다.

(표 4-10) ㈜네이버/Google/SAP 지속가능성보고서 비교

ESG 종합 환경 사회 지배구조

A B+ A A+

구분 ㈜네이버 Google SAP

① Y Y N

② Y/Y Y/N Y/Y

③ Y N Y

④ Y Y Y

⑤ Y/Y/Y/Y N/N/N/N Y/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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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차보고서와 별도 보고서 발간
② 중대성(Materiality) 평가 시행/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③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존재
④ 회사의 전체 경영전략과 일관된 지속가능성/ESG 전략 존재
⑤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국제적 표준 부합 (GRI/SASB/TCFD/SDGs)
⑥ 사업내용 유관 경제적 Data의 충분한 활용
⑦ 회사의 중대성 이슈

출처: Naver ESG보고서 2020,
Google Environmental Report 2020,
SAP GRI Standard 2020

3) 학회 발표 내용

네이버는 ‘중소사업자(SME, small & medium enterprise)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플랫폼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그림 4-5 참

조). 이 중 2016년 4월, 네이버의 첨단 기술을 중소사업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툴로 제공해, 연간 1만 창업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했던

‘프로젝트 꽃’이 42만 개의 스마트스토어 창업으로 이어졌다. 검색과

지도에서 가게 정보를 보여주는 ‘스마트플레이스’는 실질적인 가게

운영 및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는 고객특성, 상권분석, 포스연동 데

이터 등 다양한 분석 툴을 제공한다. 더불어 SME와 창작자들의 성

장을 위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온

라인 교육 플랫폼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⑥ Y Y Y

⑦

1. 정보보안,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

2. R&D 및 기술혁신 

3. 윤리 및 Compliance 

4. 상생협력 및 Social impact
  창출 

5. 이용자 만족

§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 지속가능한 일터 

§ 기술을 통한 사용자 편의
제고 

§ 물 사용 관리 및 기후회복

§ 순환경제

§ 공급사슬 ESG 참여 유도

1. 보안/개인정보, Data보호

2. 윤리/준법 경영

3. 공정, 포용적 일터

4. 기후 변화/공기의 질

5.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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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SME’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플랫폼의 역할
(Naver 정책연구실, 2020. 8.18. 한국경영학회 홈페이지)

4) 분석 및 검토

네이버는 2019년까지는 연차보고서 내에서 20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내용으로 ESG 관련 사항을 보고하다가 2020년 처음으로 지속가능

보고서를 별도로 보고했다. 출발이 늦었으나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

서는 해외의 동종산업 경쟁기업들에 비해 보고내용이 부족하지 않

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Data를 충분히

활용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다른 한국기업들에 비

교해서 선도적이라 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도 비즈니스의 특성을 잘

살려서 SME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중대성 이슈에 TCFD와

EU Taxonomy에서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은 기후변

화와 환경문제가 포함되지 않고 주로 사회분야로 집중되어 있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아직 미흡한 수준의 이해를 노정하고

있다. 짧은 기업 역사와 성장 과정의 치열한 경쟁으로 원인을 돌리

기에는 해외의 동종산업 경쟁기업들과 마찬가지의 조건이라는 점에

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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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종합

위에서 살펴본 5개 국내 대기업과 해외 경쟁기업의 비교를 통해 발

견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종산업 내 미국과 독

일의 국가별 차이보다는 산업 간의 차이가 훨씬 확연하다. 이는 해

당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국적 기업의 면모를

보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산업 별로 보면 탄소배출이 많은

에너지/화학, 철강 등의 기업들의 보고내용이 전자, 자동차, IT 등의

기업들에 비해 미흡하거나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기업들이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 이슈의 대응에 수세적 입

장에 처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국내기업과 해

외기업의 두드러진 차이는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Data를

충분히 활용하느냐의 여부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전통적 재벌기업에

속한 국내기업들은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

제적 Data를 ESG 내용과 연관시켜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넷

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가 좋은 국내기업은 해외 경쟁기업에

비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내용이 우수하거나, 이해관계자의 가치 반

영을 위한 내용이 사업내용과 잘 연관되어 있고 진정성이 드러나지

만,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국내기업은 해외 경쟁기

업에 비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해관계자의 가

치 반영을 위한 내용이 사업내용과 무관할 뿐 아니라 진정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섯째, 국내기업 전체적으로 중대성 평가를 시행

하거나 경영을 실행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대부분 미흡

하다. 이는 이해관계자를 주체로 보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

에 반영하는 대신 경영자의 자의적, 시혜적 판단에 의해 경영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가운데 네 번째 내용인 기업지배구조의 문제가 다섯 번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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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해관계자의 대상화와 연결되어 새로운 우려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Data를 충분히 활용하여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기존

의 CSR 내용이나 정부와의 협력 사업 등을 재포장하는 사례는 여

전히 사업과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별개의 것으로 여기고 ESG를 일

종의 장식 또는 지배주주를 위한 새로운 레버리지로 간주하지 않는

지 의심하게 한다. 지배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이 주주 간

의 형평성과 소수주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합의절차에

따르지 않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려 한다면, 소수주주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가치의 배분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객체화, 수단

화하여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

등의 기업 역사에서 과거 주주 중심경영이 대세를 이루고, 또 다시

주주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배경과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한국기업들이 겉으로 드러난 내용 중에서 선택적

으로 따라 할 때 이는 오히려 불공정한 지배구조의 틀을 고착화시

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LME에서는 CSV 이론(Porter &

Kramer, 2006)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의 특성에 맞춰 가치전략을

유형화하는 것이 기업 내부의 효율성 뿐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에 충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한국기업에 적용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나 언론 등의 역할이 강력해서

시장상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업 내부의 효율성과 기업

이 사회에서 갖는 정당성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ESG 표준화가 국제경제 및 무역의 새로운

무기와 장벽으로 기능하게 되면 이에 대한 참여와 대응이 부족한

기업들은 국제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더구나 해당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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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면 이는 국가적인 문제로

연결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불철저하게

이루어져 제대로 된 제도화보다는 사회안전망의 미비와 중간적 사

회제도의 미성숙이라는 특징을 낳았고, 규제 완화로만 귀결되어 결

과적으로 재벌 오너에게 과도한 권한 집중을 초래하였다(하연섭,

2006)는 분석에 비추어볼 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수용에 있어서

도 지배주주의 권한이 과도한 가운데 선택적 동형화(selective

isomorphism)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

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내기업들은 이사회를 지배주주가 구성하는 경향이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지 않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의 여지가 있는 기

업들은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소수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배려하는 절차와 관행을 만들고, 이사회 내에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포함시키거나 적어도 이사회가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의 주장을 듣는 프로그램을 정례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정되는 기후 및 환경문

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포함되

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과 측정가능한 실행목표를 정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하여 측정하고 경과를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한 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조직의 방향성이 없이 쓰레기통 조직(Garbage Can Organization)이

된다는 것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해관계자를 두루 참여시

킨 가운데 경영목표와 실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꾸준히 트랙

킹하여 소통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선결조건은 기업의 경영진이 지배

주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를 형평성 있게 대우

하고 존중하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될 것이며, 그것이 가능하도

록 외부에서 강제하는 사회적 합의와 감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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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본 논문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한국 기

업들 사이에서도 ESG 경영이 화두가 되어 이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잘못 적용되어 과거 외국기업들이

겪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어떤 선결조건들이 필요한지 밝

히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와 관련이 있는 이론적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거시적 논의로 자본주

의의 체제를 둘러싼 거시적 논의로서 자본주의 대체론, 자본주의 수

렴론 등과 함께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먼저 살펴보았으며, 미시적

논의로서 주주 자본주의의 기본 입장에서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 또는 완화하려는 CSR 이론과 CSV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상반되는 논의와 최근 이

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힘을 얻는 배경을 살펴보았다. 관련된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해외에서 진행되는 논의의 소개 또는 원리적

측면에서 그 당위성을 강조하거나 현상적으로 기업의 ESG 평가기

준에 따른 성과와 재무성과의 관련성을 기술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본 논문은 주주 자본주의 입장의 미시적 담론이나 이해관계자 자본

주의의 당위성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 조직적

합의를 거치고 국제적인 표준화 내용을 반영해서 여러 이해관계자

의 가치를 두루 고려한 전체가치를 성과로 인정하는 체계를 만들고,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논의와 소통이 필요

하다. 그 기초로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원리와 실천원칙, 실제

사례, 국제적 표준 정립 움직임 등에 대한 문헌적 연구를 진행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1)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 및 유대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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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2)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추구, 3)

기업의 목적 수준 전략의 진정성 있는 실행, 4) 시장과 정부의 균형

과 협력을 통한 지원, 5) 재무시스템의 지원 및 이를 위한 정보 공

개와 소통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6) 인류가 당면한 가

장 시급한 문제로서 ‘기후 및 환경 문제의 해결’에 기업들이 적극적

으로 나서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 편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때,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고 그 가능성을 실제 기업들

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표적 국내 대기업들의 지속가

능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외부 발표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미국과 독일의 경쟁기업들의 내용과 비교하여 기업지배구조와의 관

계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수용에 있어서 다

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해외기업들의 미국(LME)과

독일(CME)의 국가별 차이보다는 산업 간의 차이가 훨씬 확연하였

다. 둘째, 산업 별로 보면 탄소배출이 많은 에너지/화학, 철강 등의

기업들의 보고내용이 전자, 자동차, IT 등의 기업들에 비해 미흡하

거나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셋째, 해외기업들은 대

부분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Data를 충분히 활용하는 반면,

국내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넷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가 좋은 국내기업은 해외 경쟁기업에 비해 지속가능성보

고서의 내용이 우수하거나, 이해관계자의 가치 반영을 위한 내용이

사업내용과 잘 연관되어 있고 진정성이 드러나지만,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국내기업은 해외 경쟁기업에 비해 지속가능

성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해관계자의 가치 반영을 위한 내

용이 사업내용과 무관할 뿐 아니라 진정성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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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내기업 전체적으로 중대성 평가를 시행하거나 경영을 실

행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대부분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이 사업과 이해

관계자의 가치를 별개의 것으로 여기고 ESG를 일종의 장식 또는

지배주주를 위한 새로운 레버리지로 간주하지 않는지 문제를 제기

하였다. 지배주주의 권한이 과도한 가운데 선택적 동형화(selective

isomorphism)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다른 이해관계자

들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가치의 배분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

지 않거나, 더 나아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객체화, 수단화하여 지

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함으로써 불공정한 지배구조의 틀을 고

착화시키려 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국가적인 기업경

쟁력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자본

주의의 진정성 있는 수용을 위해 소수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

고 배려하는 절차와 관행을 만들고, 이사회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을 직접 포함시키거나 적어도 이사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듣는 프로그램을 정례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최

우선적인 선결조건으로 삼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외부 감시 등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기업들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수용하는 현황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차이에 따라 그 내용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

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제도적 내용이 실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행위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석되고 채택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국내의 선행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

주의 수용과정의 현실적 문제와 그에 대한 선결조건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업규모와 기업지배구조의 다양성 등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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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었다고 해도 소수의 특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사례연구

로 진행하였으며, 기업들이 스스로 작성하여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

로 검토하였기에 결론을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 많은 기

업들을 대상으로 자기발표 자료 뿐 아니라 외부의 평가 자료를 더

많이 포함시키고, 가능하다면 측정도구를 정교하게 가다듬어 정량적

연구와 종단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

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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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was written with the intention of identifying the

prerequisites for Korean society’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takeholder capitalism amid growing interest.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a risk of exacerbating the vulnerability

of the governance structure when Korean companies accept

stakeholder capitalism, the sustainability reports and activities of

five major domestic conglomerates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the competitors in the US and Germany.

As a result, we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f the authority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s excessive while practicing

stakeholder capitalism, the governance structure may be further

distorted or new social conflicts may arise. Therefore, for the

ideal adoption of stakeholder capitalism, we proposed that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is the top priority along

with social consensus and external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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