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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민
• 자유시민의 권리
– 시민권: 정부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착취당하거나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
– 사회권: 교육, 의료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초 복지를 제공받을
권리
– 정치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통해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기업시민이 화두가 된 배경
– 1980년대에 미국 산업계에서 회자
– 2002년 세계경제포럼에서 34명의 다국적 기업 대표들이 “글로벌 기업시민:
CEO와 이사회의 리더십 도전과제 (Global Citizenship: The Leadership
Challenge for CEOs and Boards)”라는 성명서 발표

• 정의
– 기업의 장기적 생존과 성장을 위해 기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및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들의 자유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것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는 상충되는가?
• 이해관계자들의 이해(Interests)는 충돌하는가?
• 왜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에 대한 만족도의 상관관계가 +가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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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Pickle, H., & Friedlander, F. 1967. Seven societal criteria of organizational success. Personnel Psychology.

경영자의 역할: 가치 창출자
• 파이 키우기
– 부잣집 곳간에서 인심 난다!
–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 혁신
– 사업포트폴리오 혁신
– 사업모델 혁신
– 제품 혁신
– 공정 혁신
– 소재 혁신
……

경영자의 역할: 가치 배분자
• 창출한 가치를 누구에게 더 많이 나눠 줄 것인가?
–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에 참여할 의사를 유지할 정도로 최소한의 유인
(inducements)주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누
어 줄 것인가?
–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 임직원에게 높은 임금과 보너스, 협력업체에게
높은 공급가격, 주주들에게 높은 배당,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확대?
• 경영자는 어느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우선시해야 하는가?
– 주주 중심주의
–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 개명된 주주 중심주의 = 개명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 현실에서는 누구의 이해관계자가 우선시되는가?
–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파타고니
아는 환경을,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인 몬드라곤에서는 임직원을, 소비
자 중시 기업에서는 소비자를…..

기업의 세상에 대한 기여
• 2020년 1년 동안 본인에게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한 기업은 어디일까?
– “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었다면 내 삶이 힘들어지거
나 재미가 없었을 것 같다”
• 최근 5년간 본인에게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 5개의 순위를 매겨 보
자.

• 전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사를 하고 집계한다면 어떤 기업들이
세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올까?

기업의 세상에 대한 기여 측정
•

𝑛𝑛
σ𝑚𝑚
𝑡𝑡=1 σ𝑖𝑖=1[이해관계자 𝑖𝑖가 해당 연도 𝑡𝑡에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가치 ]
– i: 특정 이해관계자

– n: 해당 연도의 이해관계자 수
– m: 해당 기업의 존속기간

• 이해관계자 𝑖𝑖가 해당 연도 𝑡𝑡에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가치

– 대안 1: 해당 교환에서 얻은 총 가치
– 대안 2: 해당 교환에서 얻은 총 가치 – 두 번째로 좋은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총 가치

• 사회 변화와 기업의 역할 변화
– 세상이 바뀌면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바뀌고 이해관계자들이 중시하는 가치가
바뀐다.
– ESG 강조: 지역사회와 환경을 강조하는 NGOs가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등장…
소비자나 임직원들이 기업과의 교환에서 경험하는 가치의 변화

• 기업이 세상에 더 크게 기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기업시민 실천 방법
• 혁신을 통해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 해결에 기여
– 사례: Fortune지에서 2015년부터 발표한 “세상을 바꾼 기업”

• ESG경영
– 사례: GlobeScan/Sustainability에서 선정한 사례 등

세상을 바꿀만한 혁신

세상을 바꾼 기업 선정
• 선정 기준 설정
– FSG와 Shared Value Initiative 지원으로 세상을 바꾼 기업 선정 기준
마련
* FSG: 공유가치창출의 전도사인 Mark Kramer와 Harvard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Michael Porter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

• 선정 기준
– 연간 매출 10억 달러 이상
– 특정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 사회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여 회사의 수익성과 주주가치 강화
– 동종 산업 다른 기업 대비 혁신 정도와 그를 통한 산업 변화 유도
– 비전, 전략, 변화, 내외부 소통의 일관성
• 기업 선정
– 2015년부터 매년 50여 개 기업 선정 및 등수 발표

기업들이 공헌할 수 있는 영역
• 기업들이 공헌할 수 있는 영역
– 환경 문제의 해결
–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기회를 열어주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대중들의 건강과 영양
– 인권과 사회 정의 구현
– 교육과 발명

세상을 바꾼 기업: 공헌 영역별 분포
공헌 영역

2019

2020

환경문제 해결

18
(34%)

12
(20%)

경제적 기회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13
(25%)

18
(31%)

대중의 건강과 영양

14
(27%)

23
(39%)

인권과 사회적 정의

5
(10%)

5
(8%)

교육과 발명

2
(4%)

1
(2%)

합계

5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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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기업:
등수

2015
Vodafone and
Safaricom

2016

2

Google

IDE Technologies

3

Toyota

4

연도별 10 위 이내 선정 기업
2018

2019

Reliance Jio

Qualcomm

DSM

Merck

Mastercard

Alibaba

General Electric

Apple

Bank of
America

BYD

PayPal

Walmart

Gilead Science

Novatis

Inditex

TE
Connectivity

Nvidia

5

Enel

Nestle

LeapFrog
Investments

Alibaba

Walmart

BlackRock

6

GSK

Nike

Ant Financial

Kroger

Santander
Brasil

Zoom

7

Jain Irrigation
Systems

MasterCard

Walmart

Xylem

Centene

Safaricom

8

Cisco Systems

United
Technologies

Toyota Motor

ABB

Bank of
America

Regeneron

9

Novatis

Novozymes

Johnson &
Johnson

Schneider
Electric

Walmart

10

Facebook

First Solar

Yara

TerraCycle

Serum
Institute of
India

1

13

GSK

2017
JPMorgan
Chase

Weight
Watchers
International
Hughes
Network
Systems

2020
Vaccine
Makers

세상을 바꾼 기업의 유형
•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
– 획기적으로 연비를 높인 항공기 엔진 개발, 신약개발, 획기적인 담수화
기술 개발, 5G 통신 칩 개발 등
• 혁신적인 제품이나 사업모델로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전기 자동차 개발,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 등

•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
–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송금과 수금, 적정 기술을 활용해 저소득 국가 국
민들의 삶의 질 개선, 저개발 국가에서 저가 의약품 제공 등
•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면서 사업하는 방식을 대폭 수정
• 수익 창출보다는 세상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기업
– 파타고니아, 사회적 목적을 사명으로 하는 기업에게만 투자하는 기업 등

세상을 바꾼 기업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본업에서의 혁신
• 새로운 사업을 통한 기업시민 실천
– 세상이 당면한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신규 사업 추진
• 사업모델 혁신을 통한 기업시민 실천
– 다수의 취약계층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모델 활용
– Bottom of Pyramid; Reverse Innovation 등
• 소재 및 제품 혁신을 통한 기업시민 실천
– 오염 유발 소재 대체할 수 있는 소재 개발, 값비싼 소재를 싼 소재로
대체, 소재 재활용 기술 개발, 신약 개발 같은 제품 혁신, 식물성 고기 등
• 공정 및 운영 혁신을 통한 기업시민 실천
– 지속가능경영의 실천

ESG경영

ESG 경영
•

정의: 좋은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경영

•

Environment
– 환경 보전에 앞장서고, 사업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라;
온실가스 배출, 수질 오염, 매립 쓰레기 배출, 희소 자원 고갈, 삼림 벌채, 위험
물질 활용과 배출, 생물 다양성 등
–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

•

Society
– 환경을 제외한 다양한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 작업장 안전과 건강, 근로자들의 인적자원 개발, 양성
평등, 건전한 노사관계 등 강조
– 소비자와 관련해서는 고객 만족과 고객 정보 보호 중시
– 거대 기업들에게는 지역사회의 빈곤과 질병 퇴치나, 공급업체들이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책임

•

Governance
–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체들을 참여시키고, 준법경영을 하고, 중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이사회 구조, 감사위원회 구조, 주주권리 보호, 회계 투명성, 지분 구조, 부정
부패, 로비, 내부 고발자 제도, 경영권 분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경영 개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G 평가 기준
• 주주권리보호
– 주주총회 안건 사전 통지; 서면투표, 전자투표, 주주에 대한 의결권 대
리 행사 권유 등 의결권행사 활성화; 집중투표제 배제 여부; 중간 또는
분기 배당 여부; 배당의 적정성; 지배구조헌장 도입 여부
• 이사회 운영
– 사외이사 비중; 이사회에 대한 평가; 정기이사회 규정; 임원배상책임보
험; 이사보수한도 실지급율; 이사회 운영회수; 사외이사 출석율;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이사회 운영규정 등의 공개
• 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감사위원장의 회계 혹은 재무관련 전문가 여부;
내부 회계관리자의 상근 등기이사 여부;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감사용
역 보수 /비감사용역 보수);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중; 장기연임 사
외이사의 수; 감사위원회 개최횟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개여부
• 공시
– IR 횟수; 자율공시; 조회공시; 정정공시; 지배구조 평가 등급

ESG 경영의 등장
• 유엔의 요청과 기관투자자들의 대응
– 2004년 당시 UN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이 전세계 55개 대형 기관투자
자의 CEO들에게 투자를 ESG 이슈와 연계시키는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보라고 촉구
– 증권 산업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이라는
글로벌 기관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 2020년 기준으로 PRI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은 3,038개이고 이들이 운
용하는 자산의 규모는 103.4조 달러
• BlackRock의 Larry Fink
– 2019년과 2020년 CEO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속가능경영 실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응 요청
–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테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와 ‘지속가능경영 회계표준 위원회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 공시하도록 촉구

ESG 경영, 꼭 해야 하나?
•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
– 과거에도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라,

공유가치를 창출하라는 등의 요구가 많았다.
– 하지만 그런 요구를 중시하지 않고 욕을 먹지 않을 정도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다.

• 하면 손해라는 발상
– ESG 경영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것 중에서 최소한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ESG 경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 ESG 경영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에게 투자하지 않겠다.

• 금융기관
– ESG 경영에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해 주지 않겠다.
• 신용평가기관
– ESG 관련 위험을 기업 신용평가에 반영하겠다.
• 각국 정부
–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
– 탄소배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 지불을 요구하겠다.
– 표준 선정과 ESG 경영 공시를 의무화하겠다.
• 증권 투자 웹사이트에서 회사 이름을 치면 ESG 경영 관련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는 세상이 왔다 (네이버에서 삼성전자를 쳐 보자).

ESG 경영, 잘 해야 하는 이유
• 세상의 큰 변화는 새로운 사업 기회 제공
– 지구온난화 문제 강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기회, 전기차 관련
사업, 식물성 고기 사업 등
– 환경 보호 강조: 폐수 처리, 쓰레기 재활용 등
– 이런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부 지원의 많아짐
• ESG에 부합하는 경영으로 기업가치 제고
–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ETF나 펀드 확대
– ESG 경영을 통한 비용 절감: 연료비, 전기료, 운반비, 재료비 등 절감
– ESG 경영을 통한 브랜드 가치 강화

• ESG에 부합하는 경영으로 유능한 인재 유치와 내재적 동기
– 젊은 세대: 돈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대의에 공헌하고 싶다.
– 대의 실천을 기업의 사명으로 삼으면, 거기에 동의하는 임직원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사례 분석
• 심층 분석 대상
– GlobeScan/Sustainability에서 선정한 사례 중 6개

– 사업포트폴리오 수정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잘 실천한 Umicore,
Novozymes, DuPont 사례 분석

• 자료 수집
– 해당 기업 Website
– 해당 기업에 대해 분석한 자료: 사례 등
– Wikipedia 등에서 수집한 자료

GlobeScan/Sustainability 선정기업
등수

2015
Unilever
(38%)
Patagonia
(11%)
Interface
(8%)

2016
Unilever
(43%)
Patagonia
(17%)
Interface
(10%)

2017
Unilever
(45%)
Patagonia
(23%)
Interface
(11%)

2018
Unilever
(47%)
Patagonia
(23%)
Interface
(10%)

2019
Unilever
(37%)
Patagonia
(27%)
IKEA
(13%)

2020
Unilever
(42%)
Patagonia
(26%)
IKEA
(14%)

4

Marks & Spencer
(6%)

IKEA
(10%)

IKEA
(8%)

IKEA
(9%)

Interface
(9%)

Interface
(8%)

5

Natura
(5%)

Tesla
(6%)

Natura
(7%)

Marks & Spencer
(7%)

Natura
(8%)

Natura
(8%)

6

IKEA
(5%)

Nestle
(6%)

Marks & Spencer
(7%)

Tesla
(6%)

Danone
(7%)

Danone
(7%)

7

Natura
(6%)

Tesla
(7%)

Nestle
(5%)

Nestle
(5%)

Tesla
(6%)

8

Marks & Spencer
(6%)

Nestle
(6%)

Danone
(4%)

Marks & Spencer
(5%)

Nestle
(5%)

GE
(3%)
Google
(3%)

BASF
(3%)
GE
(3%)

Apple
(4%)
Walmart
(3%)

Tesla
(4%)
BASF
(3%)

Microsoft
(4%)
Østed
(4%)

1
2
3

9
10

사례 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
• 사명, 비전, 전략에 ESG 경영 반영
• ESG 경영을 반영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축
• ESG 경영을 기업의 문화로
• ESG 경영이 필요로 하는 조직 운영
• 사회적으로 중시되는 이슈 확인

• Materiality Matrix 작성 / 선택과 집중
• 도전적 목표 설정, 성과 측정, 결과 공개
•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

•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사명, 비전, 전략에 ESG 경영 반영
•

2020년 전세계 701명의 지속가능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GlobeScan-SustainAbility
Survey에서 도출된 기업이 해야 할 일의 우선 순위

사명, 비전, 전략에 ESG 경영 반영
• ESG 경영의 실천의 회사 전체의 사명으로
– 파타고니아: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 다농: 식품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전달한다; 하나의
지구, 하나의 건강
– 듀퐁: 인류 번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혁신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
• 회사 전체의 사명은 그대로 두고 ESG 경영관련 비전 제시
– 이케아: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가치 사슬에서 인류와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자.
– 인터페이스: 사업하는 과정에서 지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없애자는 미션제로(Mission zero)와 지구온난화를 반전시키자(climate
take back)라는 비전을 추구

사명, 비전, 전략에 ESG 경영 반영
• 주요 이슈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익 확대 기회 탐색
– 매출 증대: 이해관계자의 요구 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BM 창출

– 뛰어난 인재 유치: 우수 인재 유치와 동기 부여
– 투자 및 자산 최적화: 지속가능한 설비 투자를 통한 장기적 투자수익률
개선
• 주요 이슈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비용 절감 기회 탐색
– 규제에 따른 비용 축소: 정부 규제 미연 방지로 인한 비용 절감,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비용절감
– 운영비용 축소: 포장비, 운반비, 재료비, 쓰레기 처리 비용 등 축소
– 자본 조달비용 축소: ESG 에 대한 소통을 통한 정보 비대칭 완화, ESG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자본 조달비용 축소

ESG 경영을 반영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축
•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전환
– Umicore: 광산 회사에서 전기차 배터리용 소재 생산과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으로 전환
– 두산 그룹: 석탄 발전소에 사용되는 장비  신재생에너지, 담수 등으로
• 이산화탄소 다배출 사업이나 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는 사업을 매각하고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 확대
–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 인수 합병
– 기존에 보유하고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발굴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음
• 경쟁사와의 합병 후 분할
– DuPont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Dow Chemical과 합병하고, 다시 3개의
사업분야로 쪼개 별도의 회사를 만들었음; 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는
범용 화학제품 사업은 Dow로, 종자 사업은 Corteva Agriscience로
분리하여 지분을 완전히 정리하였음; 그 결과 개별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역량이 커졌음

ESG 경영을 기업의 문화로
• 사명, 비전, 전략에 ESG 경영 반영

• ESG 경영 추진 조직 구축과 임직원들에게 전파
– 구성원 의식조사와 강도 높은 교육훈련
• 인터페이스: 3단계 교육 훈련

• 단위 조직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설정, 목표 수립, 실행 지원, 결과
측정

• ESG 경영 실천에 기여한 바를 평가, 보상, 승진에 반영

ESG 경영이 필요로 하는 조직 운영
• 부사장급 ESG 총책임자
• 이사회 산하에 ESG 경영위원회 설치

• ESG 총책임자 산하에 전사 ESG 경영그룹 설치
• ESG 총책임자가 전사 전략회의에 참여하도록 하여 모든 기능부서 책임자,
사업부 책임자들이 업무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관여하도록 할 필요가

사명과 비전에 ESG 경영 반영
• 전사 ESG 경영그룹 산하에 주요 이슈 별 팀 구성
– 이케아: 소통 팀, 혁신 팀, 정책 팀, 소매 팀

사회적으로 중시되는 이슈 확인
•

2020년 전세계 701명의 지속가능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GlobeScan-SustainAbility Survey 결과

사회적으로 중시되는 이슈 확인
• 유엔이 제시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169개 하위목표와 304개 지표 제시

• ESG 평가 기관들이 사용하는 평가 기준

•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이슈 확인
–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는 산업별로 보고 표준을
제시하고 있음

(https://www.sasb.org/standards/download/)

• 해당 사회,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것

Materiality Matrix 작성 / 선택과 집중
• 개별 이슈에 대한 2차원상의 평가
– 해당 이슈가 해당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정도
– 해당 이슈가 해당 기업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듀퐁의 사례
– 이해관계자(고객, 투자자, 공급업체, 비영리 단체, 내부 임직원)를 대상으로
새로운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2030년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 이슈에 대해 투표를 진행
– 투표 결과를 이전 중요성 검토 결과(2015년 수행),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표준, 유엔의 SDGs, 지속가능 회계 표준 이사회의 표준과 비교

–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진단 워크숍 진행, 주요 이슈가 듀퐁의
운영과 가치사슬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장단기 위험과 기회 평가
– 평가 결과에 대해 외부 지속가능경영 전문가들의 검증 수행

Novozymes의 Materiality Matrix

자료원: https://report2019.novozymes.com/#Industries

도전적 목표 설정, 성과 측정, 결과 공개
• 선정된 이슈가 유엔 SDGs의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정
– 대부분의 선도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해당 이슈가 유엔 SDGs
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표기하고 있음; 인류가 합의해서 결정한 중요
이슈라고 보기 때문임
• 선정된 이슈별로 언제까지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는 Milestone 설정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 한다면 2030년, 2040년의 중기 목표
제시 필요
• 중기,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 수립

– 전체 가치 사슬에 대한 분석과 대안 모색 필요
– 예를 들어, 원료를 운반하는 배가 친환경에너지를 쓰는지, 운송과정에
서 연비를 어떻게 높일 지 등

도전적 목표 설정, 성과 측정, 결과 공개
• Michael Bloomberg와 Larry Fink가 제시한 TCFD 와 SASB에 기초한
보고서 작성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에서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치, 측정 지표와
목표치와 관련하여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 제시 (https://assets.bbhub.io/company/sites/60/2020/10/FINAL-2017-TCFD-Report-11052018.pdf)
–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는 산업별로 보고 표준을
제시하고 있음 (https://www.sasb.org/standards/download/)
• 언제까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Milestone과 Milestone 대비 달성
정도 제시

• 회계법인의 감사: 회계법인 중에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가장 잘 하는
회계법인 선정; 감사 받았다는 것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적시
• 매년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 선도기업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지표를 빼지 않고 계속 보고함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
• BM 혁신
• 제품 혁신
• 소재 혁신

• 공정 혁신
• 기술 혁신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고, 스스로 설정한 기업시민 실행
목표를 홀로 달성할 역량도 부족함

• NGOs, 대학을 비롯한 연구 기관 등과 협력할 필요가 있음

• 동일한 이슈에 당면한 기업들을 묶어 협의체를 만들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협의체에 가입하여 문제 해결에서의 투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망그로브 숲 복원 등의 사업을 한다면
그것을 잘하는 기업이나 NGOs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유니레버

연혁
• 탄생
– 1870년대 설립된 네덜란드 기업과 1880년대 설립된 영국 기업이
1930년에 합병

• 2000년대 시련
– 사업 성과의 지속적 악화와 2008년 금융위기시 성과 하락
– 2009년 회사 역사상 최초로 CEO 외부영입: 27년 P&G, 3년 Nestle
경력의 Paul Polman
• Polman의 지속가능경영과 성과
– 2010년 Unilever Sustainable Living Plan 발표와 실행
•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성과
– 매출은 442억 유로에서 510억 유로; 1인당 매출액은 26,800 유로에서
34,000 유로; 영업이익률은 14.3%에서 16.8%; 시가총액은 648억
유로에서 1337억 유로

지속가능경영 비전과 목표 설정
• Paul Polman의 비전
– 지속가능방식으로 경영하여 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리면 10년 안에 회사 매출을 두 배로
올릴 수 있다.
– 2010년 Unilever Sustainable Living Plan(USLP) 발표하고 세가지 목표 제시

3대 목표

영역

세부 영역

건강과 위생 개선

6

영양 개선

9

온실가스 배출 축소

10

물 사용량 축소

2

폐기물과 포장

10

지속가능한 원료 구매

14

작업장에서의 공정성 제고

5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4

포용적 사업 추진

2

10억명 이상의 건강과 복지

환경발자국 50% 감축

가치 사슬상 종사자들의 삶 개선
합계

62

실행
• 조직설치와 지속가능경영 최고책임자 임명
– Unilever Leadership Executive (ULE)직책 설정: 마케팅 최고책임자 겸 내외부 소통 및
지속가능경영 책임자
– 12명으로 전사 지속가능경영그룹 설치: 생산 및 운영과 마케팅 경험이 많은 사람
– ULE는 전사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제품 카테고리 책임자, 국가별 책임자, 기능별
책임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여하며, 전사 지속가능경영그룹 지휘

• 비전의 내외부 전파
– 내부 포럼 개최, 현장 방문과 비전 전파, 초기 성공 치하
– Polman이 언론 대상 인터뷰, 유엔 컨퍼런스, 다보스 포럼 등에서 연설

• 초기 부서별 목표 설정, 실행, 평가
– 전사 지속가능경영그룹이 개별 부서와 함께 업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세부 목표
설정과 실행 지원
–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매년 측정하고 목표와 대비하여 내외부에 공시

실행
• 브랜드와 USLP 우선순위 연계
– 2012년에 6000명의 마케터 대상 워크샾 진행: 자신의 브랜드와 USLP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가격이나 성능 이외에 소비자들이 왜 그 브랜드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찾도록 함으로써 브랜드와 사회적 가치를 연계하도록 함

• 외부와의 협력 프로젝트
– 팜유 생산과 열대우림 보호 프로젝트: 2014년 9월에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정상회담에서 소비재 산업협회 (Consumer Goods Forum) 멤버 기업, 각국
정부, 기업, NGOs들이 2020년까지 열대우림 파괴를 절반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열대우림 파괴를 모두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
– 지속가능농법 확산과 소규모 자작농 소득 제고 프로젝트: 저개발국가의 몇 백만 소규모
자작농들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녹차, 코코아, 설탕 등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훈련시키고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농수축산물의 지속가능생산 네트워크인
Solidaridad와 협력
– 깨끗한 화장실과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25억 명의 건강과 위생 개선 프로젝트:
NGOs, 사회적 기업가들, 학자들, 다른 기업들을 설득하여 Toilet Board Coalition
결성하고 저소득국가에서 공중화장실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진행

실행
• 지속가능경영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증거 제시
– 30개 브랜드 중에서 11개의 브랜드가 한 개 이상의 USLP 목표 달성에 기여;
Sustainable Living Brands
– 2010년부터 4년간 이들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 대비 2배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는
자료를 보여 줌

• 새로운 목표와 활동 추가
– 2015년: 유엔의 SDGs 개발 과정에 참여, 파리기후협약에 참여
– 2017년: 2025년까지 모든 포장용 플라스틱을 재사용 가능, 리사이클링 가능, 퇴비화
가능한 것으로 쓰고, 2030년까지 회사 차량을 모두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제시
– 2018년: 환경발자국을 덜 남기는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Love Beauty and
Planet라는 새로운 브랜드 출시

– 2019년: 처녀 플라스틱의 사용을 2025년까지 반으로 줄이고, 파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처녀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리사이클링하겠다고 선언
– 2020년: 2039년까지 모든 제품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Net Zero로 하고, 2030년까지
세제에 활용하는 소재 중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소재를 모두 없애고, 향후 5~7년 내에
식물로 만든 고기와 유제품 대체 식품으로부터 연간 매출 10억 유로 이상을 올리겠다고
선언

지속가능경영 성과
• 성과 측정, 감사, 공시
– 매년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집계하여 PwC의 감사를 받고 홈페이지에 게시

• 세부 목표 달성 정도
– 2019년까지 대부분의 세부 목표 달성

• 달성하지 못한 목표
–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없애거나 낮추지 않고 계속 달성하지 못한 것을 밝힘
– 안전한 식수 제공, 온실가스 배출 축소,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물 사용량 축소, 제품의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축소,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해바라기씨 기름과 우유 구매 비율 확대, 가치 사슬상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기회의 확대, 유니레버의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들의
수입 증대
– 특히 소비 단계에서 사용되는 물 사용량 50% 축소, 소비단계에서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50% 축소를 하지 못하고 증가하였음

• 부수적인 효과
– 선한 일을 하는 기업 브랜드 제고, 근로자들의 애사심 제고,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

애플

환경경영과 공급자 관리
• 애플의 특징
– 매년 별도의 환경 진척 보고서(Environmental Progress Report)와 공급자 책임
보고서(Supplier Responsibility)를 공시

• 환경 전략
–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 자원
– 화학친화적 화학 물질

• 공급자 관리
– 노동권과 인권
– 공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 건강과 안전판매

환경전략: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

목표
– 2030년까지 소재 생산 – 부품 생산 – 완제품 생산 – 판매 – 소비 – 폐기와
재활용의 전 가치 사슬에서 이산화탄소 중립 실현
– 전세계 46개 국에 있는 애플의 사무실, 데이터 센터, 직영 소매점의 전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산화탄소 중립 달성

•

저탄소 디자인
– 강철, 알루미늄 등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 절감
– 저탄소 소재 활용: 수력 발전으로 만든 알루미늄이나 재활용 알루미늄 활용

–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Energy Star 인증
•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자체 시설 전기 및 천연가스 사용량 수시 측정과 개선: 산업 표준 대비
10~20%절감

– 공급업체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Supplier Energy Efficiency Program)으로
2019년에 전년 대비 탄소발자국 67% 감축
– 물류에서는 항공 운송을 줄이고 배, 기차, 트레일러 사용 확대
– 해운회사들에게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 연료를 쓰도록 독려

환경전략: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생산
– 2020년 1월 기준 애플이 직접 사용하는 전기의 83% 를 애플이 직접 투자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단지에서 생산; 나머지 17%는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외부에서 구매

– 공급업체들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Supplier
Clean Energy Portal을 만들고 이곳에서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방법 제시: 이들과 함께 전기 생산을 위해 공동 투자

•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축소 노력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육불화황이나 삼불화질소 같은 온실
가스를 덜 사용하도록 지원; 알루미늄 생산 과정에서 온실 가스 배출을 없앨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 자연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흡수
– The Conservation Fund 와 World Wildlife Fund와 협력하여 미국과 중국에서
1백만 에이커의 숲을 보호하고 관리 방법 개선; Conservation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전세계적 차원에서 산림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데
투자하는 펀드 조성

환경전략: 자원
• 소재: 자원순환경제 추구
– 재활용 소재나 나무 같은 재생 가능 소재로 대체
– 45개의 소재 중 파급력이 큰 14개 소재 선정: 협력업체들이 재활용 소재나
나무 같은 재생 가능 소재를 쓰도록 하고 제3자에게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고 성과를 측정하여 외부에 공개함
– 재활용을 위해 아이폰 제품을 분해하는 로봇인 Daisy와 분해한 부품을 더
세밀하게 분해하는 로봇인 Dave를 개발하여 활용

– 포장 소재에서 플라스틱 비중 2025년까지 Zero 화
– 제품을 소비자들이 더 오래 쓰도록 함
– 보상 판매 프로그램과 회수된 제품 재단장 후 판매
– 로봇으로 분해한 부품과 소재 재활용
– 분해한 세부 부품에서 소재를 추출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Material
Recovery Lab”을 운영하고 대학 연구진과도 협력

환경전략: 자원
• 물
– 직접 사용하는 물의 양을 측정,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공정 기술 개발,
임직원들의 행동 변화 유도; 빗물 회수 후 사용, 사용한 물 정수 후 재활용,
공정에서의 물 사용량 축소; 아리조나 주 데이터 센터의 냉방 시스템에서
증발하는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냉방 시스템 재설계
–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Clean Water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에게 물 사용과
관련된 진단 도구와 물 사용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지원. 새로
짓는 제조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물 사용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용한 물을 정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물 사용에 대해 교육하고, 물을 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2015년부터 매립용 쓰레기 배출 zero 화 추진
– 직접 배출하는 매립용 쓰레기에 대한 분석  퇴비화, 재활용, 분리 수거 등
– 공급업체들도 소재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도록 애플이
현장에서 지원하고, 폐기물 관리를 위한 도구와 전문가 조언도 제공

환경전략: 유해화학물질 최소화
• 목표
– 제품에서 나오거나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조하고, 사용하고, 리사이클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 물질 최소화

• 도표화와 공급업체 관여
– 2016년 “소재 완전 공개 프로그램” 시작: 애플의 제품에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소재와 공급업체들이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공개
– 2019년까지 45,000개의 부품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를 수집하여 검증했고,
애플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의 82 퍼센트에 대한 화학적 구성에 대한 정보를
확보; 이를 바탕으로 유해 화학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찾고, 제조
공정에서 작업자들이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탐색
– 애플이 선호하는 소재의 순위를 메긴 “소재 영향 프로파일”을 만들고
웹사이트에 공개; 공급업체들이 소재 완전 공개 포탈(Full Material Disclosure
Portal)에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는데 900개가 넘은
공급업체들이 참여; 공급업체들이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화학 물질 관리 프로그램 (Chemicals Management
Program)”에 참여하도록 유도

환경전략: 유해화학물질 최소화
• 진단
– 2006년에 환경 테스트 실험실(Environmental Testing Lab)을 만들어 제품에
들어가거나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의 독성과 그것이 소비자 및
작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단; 이 과정에는 독성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참여;
2019년에만 1,200개의 새로운 소재 진단
– 애플 제품이나 생산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를 명시하는 “애플의 규제
물질에 대한 상세 규정”을 만들고 공급업체들이 이를 따르도록 함

– 공급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소재 목록 제시

• 혁신
– 잠재적으로 해로운 화학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소재를 찾아내거나,
그런 소재가 없을 경우 새로운 소재를 찾아내기 위해 연구 개발 투자

– 예: 전기 줄이나 헤드폰 케이블에 사용되는 PVS나 프탈레이트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4년간 개발하여 찾아냄

환경경영과 공급자 관리
• 애플의 공급 사슬 관리
– 소재 생산 업체부터 조립 업체까지 모두 직접 협상하고 관리함
– 폐쇄된 공급사슬 추구: 애플에만 납품하는 회사 혹은 공장 선호

– 2019년 49개 국가 공급사에서 1백 만명 이상 근무

• 사회적 기대의 변화
– 완제품 사에서 공급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들과 관련된 정보도 공시하라는
요구 증대
– 2012년 New York Times에서 Foxconn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 보도
– 2014년 영국 BBC 방송에서 중국 Pegatron의 노동권 침해 다큐먼터리 방송

• 애플의 정책 변화
– 2014년부터 공급업체에 대해 충분한 정보 공개
– 2020년에는 애플 구매액의 98%를 차지하는 공급업체들의 목록을 발표하고,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코발트 등을 제련하고 정제하는 기업들의 리스트도
웹사이트에 공개

공급자 관리
• 표준제시
– 2005년에 “애플 공급업체 행동 준칙(Apple Supplier Code of Conduct)”과
“공급업체 책임 표준(Supplier Responsibility Standards)”을 제정하고 이를
매년 개정; 공급업체 선정 시에 이런 표준을 지킬 수 있는 지를 평가

• 공급자 역량 강화 지원
– “공급업체 돌봄(SupplierCare)”이라는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공급업체들의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교육, 진단 결과 추적, 개선 계획 수립 등

• 감사
– 공급업체들이 잘 따르고 있는 지를 감사: 예고 감사 혹은 기습 감사
– 2019년 49개 국가에서 1142회 감사; 이중 70건은 기습 감사; 52000명의
공급업체 근로자 면담
– 500개 이상의 기준으로 평가, 준수 여부 검증, 개선 영역 탐색

• 감사 후속 조치
– 90일 이내에 문제 시정; 2016년부터는 문제 시정을 위한 전문가 지원

– 시정 의도나 역량이 없는 공급업체와의 거래 관계 청산

공급자 관리
• 노동권과 인권
– “애플 공급업체 행동준칙”의 노동과 인권 영역에서는 근로 시간,
임금·보상·계약, 비자발적 노동 방지, 보호받을 근로자, 근로자 차별, 고충처리,
직장내 갑질과 성희롱, 아동 노동,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에 대해 규정
– 애플은 이런 내용을 공급업체들이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도록 요구함
– 애플과 계약한 제3의 기관 혹은 애플의 공급업체 책임 팀에게 직접 무기명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애플이 직접 공급업체 임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교육과 훈련
– 애플은 공급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인적 자본을 키우기 위한 교육
훈련에도 투자
– 2008년에 “공급업체 근로자 교육과 개발(Supplier Employee Education and
Development)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급업체의 근로자들이 온라인 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2019년에만 154,700 명;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백 만 명이 참여

공급자 관리
• 교육과 훈련
– 자체 직무역량 자격증 발급: 2019년에는 아이폰 수리 자격증, 컴퓨터 수치
제어 자격증, 로봇틱스 자격증, 전기기술 서비스 자격증에 집중;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면 협력업체에서 승진할 가능성이 높아짐; 2018년과 2019년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만 개의 자격증 획득
– 중국에서는 지역 실업계 고등학교와 연계해 오프라인 교육 제공
– 지역 주민 대상 교육: 애플 제품에 사용되는 금속 소재를 채굴하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주민들의 직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수리, 미용,
용접과 금속가공, 벽돌 쌓기, 정보 기술, 요리, 전자제품 수리, 목수 기술 등을
가르침;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93%가 교육 이수 후 직장을 잡았다고 함

공급자 관리
• 건강과 안전
– 공급업체들에게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지키기, 위기
시나리오에 대한 방지·준비·대응,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규제 기관의
허가 취득, 근로자의 기숙사 및 사내 식당과 화장실 등에서의 위생 유지,
작업장 건강과 안전 교육과 관련 정보 공개, 근로자 안전 사고 관리 시스템
분야로 나눠 공급업체들을 감사하고 공급업체와 함께 개선해 나감
– 공급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공급업체가 애플이 제시한
표준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문제가 발견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공급업체와 협력
– 2013년에 “애플 환경·건강·안전 아카데미(Apple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Academy)”를 만들어 초기 4년간 270개의 중국 사업장에서 일하는
환경·건강·안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이후 교육 내용을 질의
응답형으로 만들었고, 2020년부터는 애플의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참여한 기업과 그들의 공급업체들에게까지도 개방

교훈
• 사업이 지구 환경, 자사 및 공급업체 임직원,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측정
• 지속가능경영 실행에 필요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 NGOs, 다른 기업 등 외부조직과의
협력

• 환경경영과 공급자 관리를 전체 가치 사슬의 문화로
• 가치 사슬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려 함

파타고니아

연혁
• 탄생과 파산 위기
– 1965년 이본 쉬나드(Yvon Chouinard)가 암벽 등반 때 사용하는 금속 못인
piton과 강철 고리인 carabiner를 만드는 회사인 쉬나드 장비회사 창업

– 피톤이 암벽을 파괴하는 것을 관찰한 쉬나드가 친환경 사업의 필요성 인식:
피톤을 대신할 수 있는 알루미늄 초크 개발과 판매
– 암벽 등반가에게 적합한 튼튼하고, 기능적이고, 단순한 옷과 용품 개발 판매 
1974년 홍콩에 주문한 셔츠의 품질과 납기 문제로 파산 위기 경험 
쉬나드가 본업으로 사업을 하게 됨

• 성장과 또 다른 위기
– 쉬나드가 꿈꾼 기업문화:신나게 일할 수 있는 회사, 파도가 좋을 때는 서핑을
할 수 있고, 큰 눈이 내리면 스키를 탈 수 있고, 아이가 아프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
– 사업: 기능성 의류에 집중, 원단연구소 설립과 원단 개발, 선명한 색상과 높은
기능성으로 1990년 매출 1억 달러로 성장
– 또 다른 위기: 성장률 둔화, 신용한도 축소로 1991년 직원의 20% 해고

사명: 지구를 되살린다
• 사명(Mission)의 설정과 성장
– 1991년 대량 해고를 계기로 파타고니아가 왜 사업을 하는 지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임직원들이 토론을 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되 불필요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환경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사업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를 사명으로
정함….핵심은 환경보호..
– 파타고니아 제품의 기존 강점인 높은 품질과 전통적인 디자인 유지
– 2000년까지 연간 6.7% 매출 성장으로 연간 매출 2억 달러 도달
– 2019년에 사명을 단순화: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 사명의 실천
– 모든 경영 기능에 회사의 사명을 반영
– 자신 뿐만 아니라 전방과 후방 협력업체들에게 지구를 되살리는데
동참하도록 장려

경영 기능별 철학
• 제품 디자인
– 필요한 기능을 꼭 갖추고 있고, 가능하면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내구성이 있고, 수선이 가능하고, 고객의 몸매에 맞고, 디자인이
단순하고, 관리와 세탁이 쉽고,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유행에 편승하지 않고, 핵심고객의 니즈에 맞는 디자인 추구
– 한 제품 라인에 다양한 종류의 제품 출시 지양
– 소재
• 섬유 연구소를 두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최고의 성능을 내는 소재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 환경 보전을 위해 나이론, 캐시미어, 양모, 오리털 등 재활용 기술 개발
• 목화 재배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기농으로 생산된 목화로 생산된
실만 활용: 초기에 원가가 올라가고 이윤이 줄어들었으나 포기하지 않

경영 기능별 철학
• 생산
–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부터 제조
협력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급업체 및 도급업체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납기나 비용을 위해 품질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처음부터 제조 공정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디지털 혁신을
적용하고자 한다.
– 소수의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제조 비용과 소재 비용 절감:
2003년 200개 업체  2010년 41개로 축소
– 협력업체 선정시 품질, 납기, 비용뿐만 아니라 종업원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환경에 대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반영

경영 기능별 철학
• 유통
– 온라인 판매 배송: 정시 배송을 지키지만 환경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초특급 배달을 추천하지 않음

– 소매상 선정: 파타고니아의 철학에 근거해 상품을 팔고 파타고니아와
긴밀하게 협력할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점포 총매출의
20~25% 정도가 파타고니아 제품 매출에서 나올 수 있는 곳만 선정
– 직영 매장 개점: 기존의 오래된 건물을 복원하고, 재활용된 자재나
친환경 자재로 리모델링하고,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는
매장을 만들어 점포 개점미치는지를 반영

경영 기능별 철학
• 마케팅
– 마케팅에서는 진정성 추구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함
– 새로운 매장의 개점을 알리는 광고나 스포츠 전문 잡지에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 이외에 다른 광고를 하지 않음
– 카탈로그나 웹사이트에 넣는 사진에서도 파타고니아의 제품을 진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만 사용

– 전문 스포츠인이 작성한 글, 사용자들이 찍어 보낸 사진 활용
– 신문에 기사로 나올만한 혁신을 했을 때는 신문 기사로 게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전개

경영 기능별 철학
• 재무
– 이윤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적인 성장 추구; 아웃도어 이외의
영역으로 진출하기 않음

– 기업 공개나 사업 매각 추구하지 않음: 파타고니아의 사명 실천이
어려워 질 수 있음
– 큰 회사가 아니라 최고의 작은 회사 추구

– 환경 보호 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과 수백년 동안 사업을 지속하는 것
간의 균형 추구
– 연매출 1%를 환경운동에 기부한다고 기업 헌장과 회사 정관에 명시

경영 기능별 철학
• 인사
– 회사 철학의 강화, 즐거운 직장,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
– 구인 공고를 내지 않고 친구, 동료, 동업자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암벽 등반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는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기업가적 정신이 있는지를 기반으로 선발
– 특별한 대우나 특전을 바라는 ‘스타’를 찾지 않고 동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
–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 선호
– 2 미터 이상 파도가 칠 때는 업무를 그만두고 서핑을 하러 가도 되고,
습기가 없는 가루눈에 내릴 때는 스키를 타러 갈 수도 있음
– 8주 미만 아이를 위한 영아 보육실과 유아원, 유치원을 두고 있음
– 부모들에게는 회사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거나, 점심을 함께 먹거나,
언제든 센터를 방문해서 아이들과 어울릴 것을 장려

– 아웃도어 의류 회사답게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 노는 것을 장려

환경 철학의 실천
• 1994년부터 환경 평가 보고서 작성과 활용
– 의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파타고니아와 그 가치사슬에 있는 주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

– 소재의 생산과 가공, 물류, 완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체 가치
사슬에서 파타고니아와 관련 주체들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

• 재활용, 수선, 보상 판매
– 2005년 재활용을 위해 폴리에스테르 의류 수거 시작; 2011년에는
파타고니아가 만든 모든 제품을 사용 후 회수하기로 함
– 2017년 수선 서비스인 Worn Wear 프로그램 시작; 고객이 직접 수선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고객이 우편물로 보내주면 수선하여 다시 보내 줌; 이곳에서
나온 정보를 활용해 더 오래 쓸 수 있는 제품 개발
– 보상 판매를 통해 회수된 중고 옷을 세탁과 수선 후 재판매; 수선 후 판매가
어려운 제품에서 모은 소재들을 다시 옷으로 만들어 파는
리크래프티드(Recrafted)라는 제품 라인 출시

환경 철학의 실천
• 회사 운영 과정에서의 환경 보전 노력
– 쓰레기 축소, 종이 재활용, 사내 식당에서 스티로폼과 종이컵을 없애는 대신
도자기 컵 사용

– 조명 시설을 교체하여 효율을 높이고, 채광창을 넓게 하고, 천장을 흰색으로
칠해 조명의 필요성을 줄이고, 혁신적인 냉난방 기술을 채택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재활용된 종이와 재생 목재 사용
– 이런 노력은 회사의 비용 절감으로 연결되었음

• 임직원들의 환경 보전 노력 지원
– 환경 단체나 사회단체에 기부할 때 회사가 같은 금액 기부
–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에 금전적으로 지원
–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카풀이나 대중 교통을 활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보조금 지급

환경 철학의 실천
• 2002년 “지구를 위한 1 퍼센트 (1% for the Planet)” 창립
– 매출액 1% 이상을 기부하는 기업들의 연합체
– 여기에 가입한 기업들은 이 연합체의 수혜 대상으로 등록한 환경단체 중에서
자신이 기부하고 싶은 곳을 선택하여 지원하고 “1% for the Planet”이라는
로고를 제품에 표기하여 활용할 수 있음
– 2019년 말까지 총 2억 6500백 만 달러를 기부했고, 2019년에는 1,841개의
비영리 환경단체에게 2,720만 달러를 지원

• 공정노동협회(Fair Labor Association) 등 다양한 협의체를 만들고, 전방
및 후방 기업들과 협력
• “덜 사고 더 요구하세요 (Buy Less, Demand More)”라는 캠페인 전개

성공요인
• 브랜드 가치 제고
– 환경 보전이라는 사명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여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
구축; 2007년 포천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쿨한 브랜드로 선정

– 아웃도어 제품이지만 아웃도어 활동을 하지 않을 때도 착용
– 높은 원가: 유기농 면제품 등의 생산으로 유사 아웃도어 의류 업체
대비 원가가 높음

– 높은 가격: 다른 아웃도어 상품에 비해 20% 정도, 같은 성능의 비슷한
스포츠 의류에 비해 50% 정도 비싸게 판매
• 제품 자체의 경쟁력
–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핵심 고객으로 삼고 그들에게 적합한
옷과 용품을 가장 잘 만들어 팔았음
– 단순하고, 기능적이고,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했고, 핵심 고객들이 그런 제품이라면 경쟁
기업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봄

이케아

연혁
• 설립과 성장
– 1947년 스웨덴의 Ingvar Kamprad가 설립
– 경쟁 전략: 납작한 플랫팩에 제품을 포장해 판매하고, 고객이 스스로 배송하고,
조립하도록 함으로써 재고 보관 비용, 운송 비용도 줄이고, 사용자들이 스스로
조립하는 데서 만족감도 얻도록 함
– 2011년 기준으로 전세계 가구 시장의 4.9%를 차지
– 가구 이외에 이불, 침대, 카펫, 부엌용품, 수전, 광열기구, 식품 등도 판매하는데
매출액의 약 60%가 가구에서 나옴
– 2019년 6월말 기준 11개의 프랜차이즈를 통해 52개 국가에서 433개의 점포를
운영
– 매출액의 92% 정도가 이케아가 직접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인 Ingka IKEA에서
나오는데, 2019년 기준으로 약 14,900명의 임직원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고,
매출액 약 413억 유로, 순이익 약 18억 유로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
•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의 중요성
– 전세계 16억 명이 의식주에 숲에 의존…동일 수종의 대량 식재는 식물 다양성
뿐만 아니라 동물 다양성을 낮춤; 벌채 후 경작지로 전환하면 삼림파괴,
이산화탄소 흡수량 축소 등 더 큰 문제 유발
– 이케아는 2016년 기준 Home Depot, Lowe’s 에 이은 3위
•

1993년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의 창립 멤버
– 환경보호단체, 목재산업협회, 삼림인증기관 등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로서
삼림 관리에 관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을 지켜 가면서 목재를
생산하는 숲을 인증해 줌
– 이케아는 구매하는 목재 중에서 FSC에서 인증받은 숲에서 채취된 목재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렸음

•

2002년 IWAY Forestry Standard 제정
– 이케아에 목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따라야 할 지속가능한 삼림 관린 표준
제시; 공급업체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하도록 함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
•

2002년부터 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와 협력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숲을 가꾸는 프로젝트 진행하여 2013년까지 전세계
삼림의 7%가 FSC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데 기여

– 이렇게 인증된 목재는 시장에서 5%의 프리미엄을 받음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목재
– FSC 인증을 받은 곳에서 생산된 목재 + 재활용된 목재
– 2013년 기준 FSC 인증 목재가 28.4%, 재활용 목재가 4%로 32.4%

– 2017년까지는 50%, 2020년까지 10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 추구
•

압축 판재 사용 비율 제고
– 압축 판재: 원가 절감, 목재 사용량 축소, 운송비 축소, 가격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

– 2013년 55% 였던 것을 2020년까지 80%로 올리겠다는 목표 추구

지속가능경영의 진화
•

1992년 환경실행계획 채택
– 1980년대와 1992년의 포름알데히드 스캔들에 대한 대응
– 이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함

•

2000년 IWAY 제정
– 근로자의 인권보호, 환경보호, 작업장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만들었고,
이케아의 가치와 규정 준수 등 공급업체들이 따라야 할 표준을 제시
– 이후 세상의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IWAY를 개정하고, 적용범위를 확대

•

2012년 최고경영자로 취임한 Peter Agnefjäll의 변화 추진
– 원료의 구매에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까지 포함하는 이케아의 전체 가치
사슬에서 “인류와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자 (People & Planet
Positive)”라는 지속가능경영 비전 선포

– 이케아의 내부 운영뿐만 아니라 원재료 생산에서 사용 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가능경영의 영역으로 포함하겠다고 선언
– 동시에 2020년까지 매출을 2배 올리겠다는 비전 제시

지속가능경영 조직 구축과 목표 설정
•

지속가능경영 조직 구축
– 2011년에 지속가능경영 최고책임자 직책을 만들고 Climate Group 설립
운영자였던 Steve Howard 영입 임명

– 22명으로 구성된 전사지속가능경영 그룹을 구성하고 산하에 4개 팀 조직
– 소통전략을 개발하는 소통 팀, 혁신적 솔루션을 개발하는 혁신 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개선하는 정책 팀, 전세계 매장에 전파하는 소매 팀
•

비전 실행을 위한 과제 도출과 목표 설정

– 6개월간 최고경영진 회의에서 비전 논의; UN의 17개 SDGs 활용
– 세 개의 핵심 과제 도출: 1) 10억 명의 인구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 2) 기후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자원 재생산에 앞장 서겠다;
3) 이케아의 가치사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지속가능경영 조직 구축과 목표 설정
3대 과제

핵심 세부 실행 과제
IKEA 제품의 수명 연장

인류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

글로벌 청정에너지 커뮤니티 조성
사람과 지구를 위한 건강한 식품 출시
IKEA 전 밸류 체인에서 100% 재생에너지 사용

자원순환경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 지역 배송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
전 세계 난민 지원

가치 사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 제공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
성 평등, 임금 평등 지원

실행: Democratic Design
•

정의
–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디자인: 안전하고, 소비자나 환경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아름답고, 기능적이고, 품질이 좋고, 원가를 낮게 설계된 디자인

•

소비자 안전
– 어린이들이 시제품을 써 보도록 하고, 외부 독립적인 평가 기관에서 안전 평가
받음
– 줄이 있는 블라인드나 커튼 팔지 않고, 가구나 접이식 의자 등에 날카로운
모서리 없애고, 가구를 벽에 고정시켜 사고를 줄이고자 함

•

안전한 소재
– 제품에 사용되거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에 대한 자율 규제;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을 받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함
– 내분비계를 교란할 수 있는 물질, 암이나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유해 중금속, 접착제 소재인 포름알데히드, 염소표백제, 계면 활성제 등 자율
규제: 비용 증가로 중국이나 인도에서 이익을 내지 못함

실행: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소재
•

목재
– FSC의 인증을 받은 목재 + 재활용된 목재 + 압축 판재

•

목화

– 지속가능한 농법으로 생산된 목화로 만든 소재 구매
•

양모
– Responsible Wool Standard에 따라 동물 복지가 존중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목축을 하는 곳에서 생산된 양모만 구매

– 양모가 어디에서 생산되고 염색되고 양탄자로 만들어졌는지를 추적하고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작업자나 환경에 부정적인 발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관리
•

플라스틱

– 공급업체가 플라스틱 생산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과 재료 지정
– 가능하면 나무나 종이로 대체, 처녀 플라스틱보다는 재생 플라스틱 활용
•

대나무
– 대나무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대나무 제품 라인 확대

실행: 소재, 제품, 사업모델 혁신
• 소재 혁신
– 히아신스로 만든 남비 받침대: 메콩강의 주민들의 소득 증진과 메콩강의
자연스런 강물 흐름

– 복합 소재: 나무 부스러기와 플라스틱 부스러기로 압축 판재 생산
– 직원 식당과 매장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100% 제거

• 제품 혁신
– 식물을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릇, 컵, 지퍼 백 등 브랜드 출시
– 재활용된 나무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부엌가구 브랜드 출시
– 모든 광열 제품 광원은 LED로; 식물성 고기로 만든 미트볼과 핫도그

• 사업모델 혁신
– 중고 제품 구매 후 재판매 사업 진행
– 2019년부터는 유럽에서 가구를 리스해 주는 사업 시작
– 풍력 발전, 바이오메스 발전, 태양광 발전에 대규모 직접 투자
– 2013년 가정용 태양광 발전 패널 판매 사업부 설치

지속가능경영의 성과
•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율
– 목표로 했던 매출 2배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산업 성장률보다는 높은 성장률
– 영업이익률은 인도와 중국 진출로 하락함

• 소비자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소비, 가성비가 높은 상품 향유

• 자체 생산 시설과 매장, 공급업체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일하고, 구매하고, 생산하도록 함
– 15만 명의 자체 인력의 60여만 명의 공급업체 인력의 삶 개선

• 지역개발
– 우간다: 13,000개의 소규모 자작농가에서 커피콩을 직접 구매함으로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농가의 소득을 높여 줌
– 인도와 방글라데시: 작업자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정 임금을
지급하고,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작업자들이 많이 사는 곳에 공장을
세우고, 출퇴근 버스를 자체 운영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젊은 직원들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속가능경영의 성과
• 목표 달성 정도
– 2020년까지 FSC에서 인증 받은 곳에서 생산되거나 리사이클링된 것만
쓰겠다는 목표를 2017년에 조기 달성

– 목화는 2015년 9월 1일 이후 모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것만 구매
– 구매하는 플라스틱 중에서는 2020년에 1/3을 재생가능하거나 리사이클링된
것으로 쓰고 있고, 2030년까지는 그 수치를 10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추구
– 2019년에는 모든 점포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71%를 리사이클링

– 2020년에는 이케아가 사용하는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
– 2019년에는 38만개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다시 사서 중고품으로 판매

Q&A
kmlee@snu.ac.kr

<안내 사항>
□ 수강신청 및 취소
「한은금요강좌」의 수강 신청과 취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
(https://www.bok.or.kr)
■

신청일시 : 월요일 09:30 ~ 금요일 09:30

■

수강신청 : 한국은행 홈페이지/경제교육/교육신청/교육신청/한은금요강좌
- 선착순, 정원 초과 시 신청 불가능
※ 2015년 4월부터 수강신청 후 결석 3회 이상 시 60일간 신청 불가능

■

수강취소 : 한국은행 홈페이지/경제교육/교육신청/신청확인
- 금요일 09:30분 이후에는 취소 불가능

■

문자메세지 or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SNS로그인 사용불가)

□ 「한은금요강좌」 수료증 출력
■

수료증은 매월 한은금요강좌가 개최되는 마지막 금요일에 직전 주까지의 쿠폰
(E-coupon) 수가 일정 기준* 이상 되어야 출력 가능
* 기본과정 : 25매 이상, 전문과정 : 50매 이상

■

“한국은행 홈페이지/경제교육/교육신청/수료증 발급”에서 출력

□ 온라인 쿠폰 확인방법
■

쿠폰은 ⓵ 강좌 당일 오후 2시까지 강의실 입장, ⓶ 강의 종료 후(질의응답 시간
포함) 퇴장 및 출입증 반납 및 ⓷ 답변기한 내 설문서* 제출한 경우에만 발급
* 설문서는 강좌 당일 오후 5시 이후에 한국은행 홈페이지/경제교육/교육신청/신청확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다음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
★ e-mail이 발송되지 않으므로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야함 ★
√ 수강신청시 사용한 로그인 방법(문자메세지 or 아이핀)을 동일하게 사용

■

강좌 개최 다음주 수요일부터 “한국은행 홈페이지/경제교육/교육신청/신청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

■

쿠폰 유효기간 : 5년

□ 문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

전화 : (02)759-5392, 5321, 4269

■

e-mail : ecoedu@bo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