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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udyonStrategicApproachforCorporateEnvironment-FriendlyManagement
-centeredoncasesofToyotaandYuhan-Kimberley-

byKim,HyeonHo
Advisor:Prof.,Ph.D.JinchulJung
DepartmentofBusinessAdminstration,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stration,ChosunUniversity

Theincreaseofwealthbyadvanceofindustrializationbasedonmassproduction
andmassconsumptionhasresultedinnotonlypositivelytheimprovementofthe
standardofhumanlifebutalsonegativelytheaggravationofthequalityoflifeby
environmental pollution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particular, as
environmentalpollutionhasbeenseriousfrom themiddleof20thcenturywhe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were progressed rapidly,the sympathy that
managementactivity had to be promoted toward the harmony ofeconomical
developmentandenvironmentstartedtobeformed.Alsoassufferingtheoilshock
two times in 1970s,theworry,which notonly theproblem ofenvironmental
pollutionbutalsoexhaustionofnaturalresourceswoulderasetheabundanceof
economicalliving through expansive reproduction of industry,was spreaded.
Accordinglytheconceptofpreservingenvironment,usingresourcesefficiently,and
maintainingeconomicalgrowth,namelysustainabledevelopment,wasappeared.
In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the conceptof
‘sustainabledevelopment’waspresentedas“EnvironmentallySou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Thatistosay,itmeansthedevelopmentthatpremisesthe
continuanceofenvironmentallyhealthyconditionismoreimportantthanpremising
the economical sustainable. Particularly as various environment conventions
includingcontroloftradewerecontractedtopreservingenvironment,andvarious
trade-politicalmeanswereappliedtoachieveenvironmentalgoal,thenecessityfor
theharmonybetweentwopartiesbyproducingfrictionbetweenenvironmentand
tradewas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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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environment-friendlymanagementofKoreancompaniesarebeyondthestage
ofinducement,manycompaniesrecognizethisasanimportantstrategy,butitis
stillon insignificantlevelas compared to globalcompany.Globalcompanies
recognizethenecessityofenvironment-friendlymanagementbeforethefact,apply
thistocorporateactivityaggressively,andexpandaggressiveactivitytoconnect
theraiseofcorporateimagethroughthiswithprofitsofcorporate.Somecompanies
such as Toyota,which recognizes environmentaltechnology as the kernelof
technologytoleadautomobileindustryandpromotesthecountermeasureagainst
environmentalcontrolandenvironment-friendlymanagement,andYuhan-Kimberly
whichwonthegrandprizeofthefirst'sustainablemanagementprize‘hostedby
KRIMA in2006,arepromotingenvironment-friendlymanagementinvariousways
andstrategies.

According to this, this study suggests that a company constructs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system in avery naturalway,and then can
raise sustainableprofitearning and corporatevalueby preventing and solving
environmentalriskthatacompanycanbeplacedbeforethefactwhenacompany
pursues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through home and foreign examples
introducedinthisstudy,improvesthecorporatecompetitivenessbycontributingto
theprotectionofenvironmentthroughtheenvironmentalconservationactivity,and
makesanefforttogethertosolveenvironmentalproblemswithalloftheinterested
partiesincludingconsumers.However,allofcompaniesmustpromotethestrategy
of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with considering following things when
establishing itbecauseunderany conditionsenvironmentalresultsdoesn'thave
positiveinfluenceonmanagementresults.First,acompanyneedstoconsiderthe
situationthatcorporateisplacedsuchasthecharacteristicsofpresentmarket,the
characteristics ofproducts and industry,and the characteristics ofcorporate's
productive structure or financial structure to establish the strategy of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Second,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centered on environmental results is required.Most of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are only forone time such as the certification of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and frequently it is not just more than slogan.This
environmentalactivityhashigherpossibilitytoremainastheexpensesofcompany,
becauseactuallyitcanshow theenvironmentalresultsofcompany,soconsumeror
environmentalregulatory agency cannotbe expected aboutpreference effectof
products and improvement of relations,and then it cannot be continued to
managementresults.So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which can show the
quantitativeimprovementofenvironmentalresultsonthebasisofthesystemssuch
as environmentalresultmanagementsystem or developmentofenvironmental
report,mustbeaccomplished.Third,itisveryimportantforacompanytopractice
various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storeducetheenvironmentalexpenses
andriskforthestrengtheningofcompetitivenessanddifferentiationofcompany.A
corporate constructs environment-friendly system such as environment-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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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ecology plant,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waste,environment-friendlymanagementcorporateimagewhichcan
increase the results ofcorporate with reducing environmentalpollution as a
companypromotes.

Underthepresentconditionsthatenvironmentalproblemsarerecognizedasa
problem ofhumansurvival,now acompanyneedsthechangeofthenew paradigm
from theproduction-orientedgrowthtothegrowthconsideringenvironment,and
mustencounterwith long-term and synthetic viewpointby breaking from the
methodthatencounteredenvironmentalproblemswithsymptomatictreatment.Also
acompanymustmakeenvironment-friendlymanagementproductswithcontenting
theconsumer'sdemand,makeprofitsbyopeninganew fieldthatdoesn'toriginate
environmentalpollution,solve environmentalproblems on the spontaneous and
pacesetting position such as protecting pollution source with aggressive the
environmental investment in principle, developing actively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ampaign with local residents together. Therefore now the
management philosophy of enterpriser must be worked out as the
environmental-minded corporate image, and company must understand that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of today is an indispensible condition for
sustainablesurvivalofallofinterestedpartiesincludingthepartiestocompany,
notanoptionany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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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연구의 배경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부
(wealth)의 증대는 인류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환경오염에
따른 삶의 질 악화라는 부정적 결과도 함께 초래하였다.특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
도로 진전된 20세기 중반부터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경제발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영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환경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의
고갈이 산업의 확대 재생산을 통한 경제적 삶의 윤택함을 소거시킬 것 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었다.이에 따라 환경도 보호하고,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경제성장도 유
지하는 즉,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development)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였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는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사용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

었다.과거에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상호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다고 보는 대립적
인 시각이 일반적이었다.이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로 인한 자원의
고갈은 다시 경제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경제개발로 인해 경제적 삶의 질은 향상되
겠지만 사회적 삶의 질은 오히려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 간의 양립은 불가능
하게 된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이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등장한 지
속가능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과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다.
오늘날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직면해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

(CSM:CorporateSustainabilityManagement)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기업
경쟁우위의 원천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한다.전통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은 지역,학교,
병원,문화시설 등을 위한 기부 등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형태
라고 여겨졌으나 시민사회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면서 환경보호,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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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원관리,저개발국가 개발,비만 등 각종 사회문제까지 포괄하기를 요구하는 등
그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정의 또한 전 세계적
으로 학문적,실무적으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지금까지 지속가능성을 측
정하기 위해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의 이슈들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고려하는
방법이 널리 연구되어 왔다.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DJSI)가 그 대표적인 프레임워크
인데 다우존스 가능지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일반적 지표를 정하고 각 지표에 해당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표-1>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

이에 선진 기업들은 기존의 환경보고서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경제적 책임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본격적인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2,500개 기업과 조직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글로
벌 선진기업에게 있어서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국내 기업은 지난 2003년 현대자동
차,삼성SDI,한화석유화학,한국다우코닝 등 4개사가 처음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CorporateRegister.com 등록 기준으로 지난해 23개 기업만이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조
사되어 전체 보고서의 0.9%에 불과한 실정이다.또한,유엔환경계획(UNEP)산하 자문
기구인 GRI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에 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KBCSD(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 able

경제적 지속가능성 주주에게 평균 이상의 지속적인 이윤을 제공하고 회사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흐름 보장

사회적 지속가능성 인적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켜 기업이 활
동하고 있는 사회에 가치를 제공

환경적 지속가능성 자연적 생산 능력이나 대체재의 개발속도를 고려하여 자원
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 기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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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2002)가 설립되면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대한상공
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SustainabilityReport,2008)작성 매뉴
얼’을 회원사에 배포하여 기업들이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적,환경
적,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담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구해 경영에 반영하
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표-2>주요국가별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동향(2007년)

국가 기업 비율(%)

영국 313 12.5

미국 274 11.0

일본 260 10.4

호주 144 5.8

스페인 130 5.2

이탈리아 128 5.1

독일 120 4.8

캐나다 92 3.7

네덜란드 84 3.4

한국 23 0.9

기타 932 37.2

전체 2,500 100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홈페이지 (http:www.bi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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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기반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우선
기업들이 추구하는 환경친화경영의 개념과 환경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과연 기업가
치를 증가시킬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 그 실태를 알아보고 국내외 선진기업들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환
경친화경영이 고객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시 환경친
화경영 실천을 위한 방향 제시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첫째,최근 사회적 책임경영에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다.둘째,지속가능경영과 기업가치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
지속가능경영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관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셋째,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그린 마케팅의
전략적 접근을 유한킴벌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넷째,지속가능경영과
환경친화경영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환
경친화경영과 관련한 그린 마케팅 전략 수립 방안을 정립하도록 하겠다.

제제제222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제1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1.이론적 접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이 문제는 기
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오면서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 주제로 남아있다.첫 번째 관점은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관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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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주주가치 극대화가 목표인 기업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
한 경영자들의 행동이며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의 희생을 가져온다는 부정적인 관점이다
(PavaandKrausz,1996).두 번째 관점은 기업은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반드시 필요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이해관계자적 관점이다.세 번째 관점은 중립적인 관점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애매하고 잘 정의될 수 없는 개념이며 지각의 문제이다.나아가 구체적인 기업
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일치가 없으며 따라서 기업의 사회
적 책임활동 수준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간에는 아무런 차별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1)전통적인 경제학의 관점(대리인 이론에 근거한 관점)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경영자들은 기업의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의사결
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경영자들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
는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따라서 기업의 사
회적 책임활동은 좀 더 부가가치가 큰 사업에 투자하여 주주에게 귀속되어야 할 기업
자원의 잘못된 사용이라고 주장한다.이 견해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경
영자들이 개인의 경력관리나 다른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리인 비용의 일종으로 인식한다.이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가치 극대화
라는 경제적 목적과 일관성이 없다는 한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견해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회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사실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기업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제약된다.예를 들면 낮은 비용의 자본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다든지,경영진의 교체나 인수합병의 가능성도 있게 된다.

(2)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theory)적 관점

  프리만(Freeman)과 같은 이해관계자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경영자들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즉,경영자들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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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예,종업원,고객,협력회사,지역사회 등)를 만족시켜야 한
다는 주장이다.이 견해에 의하면 경영자들은 단순히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이해관계자 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주
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이상의 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이 학자들
은 주주의 부를 극대화 한다는 정도의 좁은 시각은 경영자들이 종업원이나 고객 그리
고 협력회사,더 극단적으로 사회전제라는 이해관계자 들을 무시하고 경영을 하게 만
들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책임 수행이 기업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감소시킨다 하더
라도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주주의 이해 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갈등관계를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갈등은 추가적인 비용과 기업의 위험을 증대 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완화시켜주
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따라서 이해관계자이론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의 사회
적인 의무이며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관점이다.

(3)중립적 관점

   사회적으로 책임성이 있다(socially-responsible)는 개념은 종종 추상적이고 정의하
기 힘든 용어이다.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항상 지각의 문제라고 보는 관점
이다.비록 환경문제나 고용관계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이루
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수준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팽배하다고 본다.즉,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정의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과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책임성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을 차별화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성과가 높은 기업
과 낮은 기업 사이에는 차별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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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증적 접근

(1)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활동 정보 공시

   대부분의 연구들은 회계학에서 연구된 자발적 공시이론에 근거하고 있다.자발적
공시이론 연구에 의하면 좋은 뉴스를 가진 기업들은 나쁜 뉴스를 가진 기업들과 자신
들을 차별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역선택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좋은
뉴스를 자발적으로 공시한다.즉,그들은 투자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그들의 환경성과를 성과가 좋지 않는 기업들이 모방 할 수 없는 자발적인 직접공
시를 통하여 어떤 형태의 환경성과를 공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지
식이 있는 투자자들이 환경성과가 나쁜 기업에 비하여 성과가 좋은 기업의 경우 환경
부채나 위험이 더 낮을 것이라고 추론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증대 시킬 수 있을 것
이다.이 연구들이 검증한 가설은 “환경성과와 자발적인 환경공시의 수준은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질 것이다”이다.양의 상관관계는 자발적인 환경공시의 신뢰성을 의미하고,
공시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공시정보가 성과를 추정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분야의 기업이 왜 자발적으로 환경정보를 공시하는가에 대한 해답
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그 결과 “환경성과가 좋은 기업들이 환경성과
가 좋지 않은 기업에 비해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려고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2)사회적 책임활동 정보의 주식시장 공시효과

   이 연구들은 환경사건이나 윤리문제 등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었을 때 단기적인 주
식시장의 반응을 검증하였으며 대부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정보가 기업 가치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많은 연구들이 기업의 환경오염에 관한 수
치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주고 있으나,환경에 관한 뉴스에 대한 주식수익
률의 민감도는 다르다고 보고하고 있다.예를 들면 KlassenandMcLaughlin(1996)은
긍정적인 환경정보가 공시되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정도는 부정적인 환경정보가 공
시되었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 정보에 비해 낮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 8 -

(3)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성과와 기업가치의 관련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성과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횡단면적으로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분석한다.1972년 이후 이루어진 주요 실증연구 27개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3>에 나타나 있다.

<표-3>사회적 책임활동 성과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관한 기존연구의 요약

연구
변수

표본 연구결과
사회적 책임성과 기업가치

Bragdonand
Marlin
(1972)

CEP오염
성과지수

ROE1965-70
ROC1965-70
EPS성장성
65-70

종이 및
목재산업의
17개 기업

양의 상관관계

Bowmanand
Haire(1975)

CEP오염
성과지수 ROE1969-73

종이 및
목재산업의
15개 기업

U자형
상관관계
(중간그룹이
최상의 성과)

Foglerand
Nutt(1975)

CEP오염
성과지수

P/Eratio,
단기주식가격

종이 및
목재산업의
9개 기업

상관관계 없음

Parketand
Eilbirt
(1975)

사회적 책임활동
프로그램의
존재여부

당기순이익,
ROE,EPS

포춘500대
기업중

80개 기업과
포춘500대
기업의 비교

양의 상관관계
(모든

경제변수에
대해)

Vance
(1975)

Moskowitz's
(1972)의

기업명성지수
주가수익률
1972-75

Moskowitz's
List의 14개
기업

음의 상관관계

Businessand
Society
Review의
기업명성지수

주가수익률
1974-75

조사된 45개
기업 음의 상관관계

Sturdivantand
Ginter
(1977)

Moskowitz's
(1972-75)의
기업명성지수

EPSgrowth
1964-74

Moskowitz's
List의 28개
기업

양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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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의 계속>

연구
변수

표본 연구결과
사회적 책임성과 기업가치

Alexanderand
Buchholz
(1978)

Businessand
Society
Review의
기업명성지수

주식수익률
1970-74

조사에 포함된
40개 기업 관련성 없음

Spicer
(1978a)

CEP오염
성과지수

ROE,P/E,총위
험,

베타,1968-73

CEP서베이에
포함된 제지및
펄프산업의
18개

양의 상관관계
약간강함
(69-73)
다소약함
(71-73)

Spicer
(1978b)

CEP오염
성과지수

총위험,베타
1968-73

CEP서베이에
포함된제지및
펄프산업의
18개

음의 상관관계

Chenand
Metcalf
(1980)

CEP오염
성과지수

ROE,P/E,총위
험,

베타,1968-73

CEP서베이에
포함된제지및
펄프산업의
18개

양의 상관관계

Kediaand
Kuntz
(1981)

5개영역의
사회적 책임활동
프로그램의
존재여부

ROA 텍사스중의
30개 상업은행

양의 관계:
여성

음의 관계:
기여금
관계없음:
나머지

Cochranand
Wood
(1984)

Moskowitz's
(1972-75)의
기업명성지수

ROS,ROA,
초과수익률,
1970-74,
1971-79

29개 산업에서
39개 기업을
통제집단과
비교

약한 양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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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의 계속>

연구
변수

표본 연구결과
사회적 책임성과 기업가치

Aupperleet
al.
(1985)

메일 조사서에
반영된 CEO의
사회에 대한
관심도

위험을 조정한
ROA

Forbes
1981년

Directory에
listed된
241개 기업

상관관계
없음

McGuireet
al.(1988)

포츈지가 조사한
기업명성도

다양한
회계적수익률,
위험조정

주가수익률,베타

98개기업
(1977-84)

양의 관계:
ROA,총자산
음의 관계:
영업이익
성장성,
위험

Freedmanand
Jaggi
(1988)

년차보고서
(1973-74)에
나타난 기업의
오염배출정보를

지수화

ROA,ROE,
현금기준ROA &
ROE,Operating

ratio

111개(4개
산업)
(1973-74)

전체표본:
상관관계
없음

석유산업:
양의

상관관계

Herremanset
al.
(1993)

포츈지가 조사한
기업명성도

영업이익,순이익,
ROA,ROE,
총위험,
주식수익률

21개산업에
속한

76개기업
(1982-87),
통제집단
사용

양의 관계:
회계적 성과
약한양의
관계:

주가수익률
음의

관계:총위험

Pavaand
Krausz
(1996)

CEPRatings

주가수익률,
P/E비율,
시장가치대
장부가치비율,
ROA,ROE,EPS,

다양한
위험측정치

53개CEP
기업 집단과
53개 통제
집단과의
비교

(1985-87,
1989-91)

CEP집단이
양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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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의 계속>

연구
변수

표본 연구결과
사회적 책임성과 기업가치

Waddockand
Graves
(1997)

Ullman(1985)이
제안한

기업사회성과
지수

ROA,ROE,
ROS

13개 산업의
469개

기업(1990)
양의 상관관계

Dowell,Hart
and
Yeung
(2000)

기업의
환경정책을
3가지 범주로
구분한 수준

토빈의 Q
US-based
MNE

89개 기업
(1994-1997)

업격한
환경규제

기준적용기업
의

시장가치가 큼

Kingand
Lenox
(2001)

유독화학물질의
총방출량,
상대적방출량,
산업방출량

토빈의 Q
652개
미국기업
(1987-1996)

양의 상관관계

박헌준,이종건
(2002)

경실련 환경정의
지수(KEJI)의
환경성과

토빈의 Q 167개 기업
(1992-2002)

환경성과는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반대는 영향
없음

박헌준 등
(2004)

경실련 환경정의
지수(KEJI)의
기부행위와
환경보호활동

총자산
순이익율,
EVA,

매출액증가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295개 기업
(1997-1998)

기부행위:
수익성(+),유동
비율(+),부채비

율(-)
환경보호활동:
유동비율(-),
부채비율(+)

Tsoutsoura
(2004)

KLD
사회성과점수,
Domini400
사회지수

ROA,ROE,
ROS

422개 기업
(1996-2000) 양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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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의 계속>

자료 :지속가능경영원,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기업가치,2007

<표-3>에 요약된 기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사회적 책임성과와 재무성과가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가 BragdonandMarlin(1972)등 15개(56%)미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는 Fogler and Nutt(1975)등 3개(11%)의 연구이다.그리고
Vance(1975)등 4개(15%)연구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표 3>에서 보여준

연구
변수

표본 연구결과
사회적 책임성과 기업가치

Al-Tuwaijri
etal.
(2004)

유독오염물질배출
량에 대한

유독물질오염의
재활용량의 비율

산업효과를
조정한
년간

주식수익률

198개 기업
(1994) 양의 상관관계

Brammer,
Brooks
and
Pavelin
(2005)

UK의 EIRIS가
측정한

CSR성과의
구성요소
(환경,

사회,고용등)

주가수익률
(1년,2년)을
CSR성과

기준으로 만든
포트풀리오와
벤치마크를
비교

451개 기업
(2002)

CSR성과가
높은(낮은)기
업의

시장성과가
낮음(높음)

Becchettiet
al.
(2005)

Domini
사회지수에
편입여부

인당 매출액,
ROI,

ROE,ROCE

1,000개
기업

(1990-2004)

편입기업:
인당 생산성이

높음
퇴출기업:
생산성과
ROE가 낮음

Nellingand
Webb
(2006)

KLDSocrates
database에서
추출한

사회성과 점수

ROA,
주가수익률

600개
미국기업
(1993-2000)

CSR은
재무성과에
영향없음.
재무성과가
CSR에 대한
투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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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약56%의 연구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성과와 기업
가치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
임활동 성과와 재무성과간의 상관관계 유무를 검증하였으나 <표-3>에서 박헌준과 이
종건(2002),NellingandWebb(2006)등은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고 인과관계를 검증
하였다.박헌준과 이종건(2002)은 환경성과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나 재무성
과가 환경성과를 유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이와 반대로 Nelling and
Webb(2006)은 CSR성과가 기업의 재무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나 재
무성과가 좋은 기업이 CSR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흥미롭게도
두 연구의 결과는 정반대의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제2절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및 기능

1.지속가능경영의 개념

(1)지속가능경영의 인식

기술 발전이 빨라지면서 제품 주기가 짧아졌고 기업 수명도 예전에 비해 짧아졌다.
예전 기업의 평균 수명은 30년이었는데 최근에는 15년 정도로 줄었다.그래서 요즘 경
영의 최대화두는 지속가능경영이다.지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풍요로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지속
가능경영은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내세운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다.기업이 경제적 성과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투명 경영,환경 보존,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등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다.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정의는 전 세계적으로 학제적,실무적 정의가 다양하게 제기
되고 있으며,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지속가능경영에 대
한 정의를 하였다.CorporateSustainability란 “주주가치를 제고 시키는 동시에 외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 및 환경적 가치를 부가하려는 기업전략”이라 정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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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또한 세계 산업계의 대표기관 중 하나인 WBCSD(2002)의 경우 “CorporateSocial
Responsibility"를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이는 기업이 “근로자,그
들의 가족,지역사회와 사회전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며 이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적 발전을 하기위한 기업들의 노력”이라 정의하고 있다.또한 지속가능경영을 설
명하기 위하여 트리플 바텀라인(TripleBottom Line)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트
리플 바텀라인 이란 “기업이 경제적으로 생존 가능하고,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적
으로 책임이 있도록 조화로운 노력을 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에 국내 기관
인 KBCSD에서는 “지속가능경영(CSM-CorporateSustainabilityManagement)이란 지
속가능발전의 환경,경제,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이 노력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주주가치를 포함한 기업가치를 제고 시키려는 경영활동”이라 정
의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사회 간의 갈등은 대부분은 다음 두 가지 원천 중 하
나로부터 발생한다.한 가지는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불일치로 인한 것이고,다른
한 가지는 공정성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경쟁시장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동일할 때 효율적인 산출물을 생산하게 된다.이 경우에 기업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관점에서도 가장 바람직하다.그러나 사회적 비용
이 사적비용을 초과할 때 즉,환경오염 문제와 같이 외부비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기업
과 사회 간에 사회적 비용의 부담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환경적 갈등).
또한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동일할 때 조차도 경쟁시장이 불공정한 산출물을 생산
할 수 있다.즉,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이 일치할 경우 그 시장은 효율적일 수는 있어
도 반드시 공정하지는 않다는 것이다.경쟁시장의 균형은 파레토 관점에서 효율적이긴
하나 최적성의 개념이 복지의 분배문제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사회적으로 적정하지는
않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분배의 불공정 문제로 인한 기업과 사회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분배적 갈등).기업과 사회간의 갈등(환경적 갈등,분배적 갈등)은 어떤 경우든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본시장에서 해당기업의 주식에 대한 투자
자의 선호도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지게 되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지속가능 경영활동은 기업과 사회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
나 해소하여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지속가능 경영성과가 좋은 기



- 15 -

업의 경우 투자자들이 그 기업을 선호하여 궁극적으로 그 기업의 자본비용을 낮게 할
것이다.이러한 수익성 개선과 자본비용의 하락은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상승
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2)지속가능경영의 개념

   기업의 최고 경영자라면 경쟁우위(competitiveadvantage)의 필요성을 당연히 인식
하고 있을 것 이다.경쟁우위는 경쟁기업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쟁력을 당사가 보유
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는 개념이다.하지만 이들 경쟁우위는 경쟁업체에게 쉽게 모방
되면 경쟁우위의 원천이 더 이상 될 수 없다.그래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sustained
competitiveadvantage)는 경쟁업체가 모방하기 어려운 경쟁우위를 보유할 때 가능해
진다.지속가능한 경쟁우위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지속가능경영이란 기업 경쟁력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경영기법을 말한다. 하지만 지속가능경영을 환경경영
(environmentalmanagement)의 관점에서 고려되어 그 의미를 축소하여 생각하는 기업
의 최고경영자가 많다.지속가능경영은 환경경영,윤리경영,그리고 수익성 경영의 3박
자를 균형있게 갖춘 3정의 경영을 의미하며,생태경제 효율성(eco-efficiency),기업시
민주의와 함께 기업의 수익성(생산성)을 높이는 경영 형태를 의미한다.이러한 지속가
능경영이 강조되는 이유는 쉽게 말해 기업을 둘러쌓고 있는 경영환경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번 우리나라 단무지 만두 파동을 보더라도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소비
자의 의식이 급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관련된 일부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그 사
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적인 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 미쓰비시 자동차가 제품의 결점을 숨기다 도산 위기를 맡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다.또한 엑손모빌의 유조선 ‘발데즈’호가 알래스카 연안 오염사건의 책임
으로 약 7조원의 벌금형을 받고,이로 인해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 많은 소비자들
이 엑손모빌의 기름을 사용하길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기업의 수익성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결국 기업이 윤리적 시민행동에서 벗어나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환경을 침해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얻게 되면 기업 수익성에 치명타를 입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따라서 환경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모두 균형있게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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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경영을 할 때 장기적인 기업 생존의 길이 보장
된다(정진철,2007).

                                수익성 추구

생태경제 생산성
효율성

기업 사회적 책임
환경보호 시민

                       <그림-1>지속가능경영의 3정 구조

또한 지속가능성경영은 기업경영에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경영지표로 두고 강하게 추구해야한다는 경영이념으로써 1987년 UN
브른트랜든 위원회(국제연합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Our
CommonFuture)에서 제창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Development)에 기원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후세대의 욕구를 잃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만족하는 발
전」이라고 정의하고 기업에 의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비즈니스의 전개가 건전한 지
구환경이나 인간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창출해 낸다는 해
석이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세계적인 조류이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및 성과에 대한 연
구로 명성이 있는 스위스의 SwissRe(2004)에서는 SustainabilityManagement란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경제,사회의 통합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 산업계의 대표기관중 하나인 WBCSD(2002)의 경우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근로자,그들
의 가족,지역사회와 삶의 질을 개선시키며 이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하
기위한 기업들의 노력’이라고 정의한다.이에 국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 협의체인
KBCSD(2004)에서는 ‘지속가능경영(CSM-CorporateSustainability Management)이란
지속가능발전의 환경,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이 노력하는 동시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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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주가치를 포함한 기업 가치를 제고 시키려는 경영활동’이
라고 정의하였다.
리우환경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lySound& SustainableDevelopment,ESSD)”이라고 제시되었다.즉,
경제적 지속가능성보다는 환경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발전“이 중요
함을 의미한다.지속가능한 개발은 그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
고 이슈화될 수 있는데 경제적 차원에서 보는 이슈는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
영의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국내에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연구는
2002년 3월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가 창설되면서 본격화 되었다.물론 그
전에도 환경경영,윤리경영,사회공헌활동,지배구조 등 관련된 개별 연구들은 많이 진
행되어 왔으나 통합된 차원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개념 도입이 2000년 이후에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관련 연구도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2003년에 지속가능발
전기업협의회(KBCSD)에서 지속가능경영사례집을 발간하면서 해외 및 국내의 지속가
능경영 사례에 대한 발굴을 시작하였으며 2004년에는 ‘지속가능경영 프레임워크와 실
천과제’라는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프레임워크와 실제 과제들을 제안한 바
있다.

(3)지속가능경영에서 친환경경영

1980년대 중반 이후 냉전의 와해와 산업화의 가속화로 인한 대형 환경문제 발생,오
염과 지구전체의 환경파괴 유발 등으로 인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개별국가의 대응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가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
고 있으며,기업경영도 이러한 추세에 적응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특히,최근 환경
오염이 심각해 지면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소비자들의 선호를 받고 있는 점이 부각되
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판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보전을 위하여 무역규제를 포함하는 각종 환경협약이 체결되고,환경목적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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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다양한 무역 정책적인 수단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환경과 무역간의 마찰
발생 및 이에 따른 양자간의 조화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UR 협상의 종결로
1995년 1월 출범한 WTO체제와 UN환경개발회의(UNCED)이후 급속하게 확대 체결
된 국제환경협약은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잠재적 마찰요소를 내포하고 있다.WTO 전
문 및 의제 21,리우선언 등은 무역과 환경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다
자간 환경협약은 특정분야의 환경보호 목적을 위하여 무역제한 규정의 도입을 확대함
으로써 무역자유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WTO와의 마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200여
개의 다자간 환경협약 중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
리올 의정서 등 20여개 협약이 무역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역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개도국은 환
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의 도입이 개도국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로 악용될 수 있고 기
술 및 재정능력이 열세인 개도국과의 항구적인 발전격차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선진국은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야함을 강조하
고,이러한 수단으로 직접적인 무역규제 수단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수단 등 다양한 방
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이처럼 환경을 무역에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기업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경영 계획수립 및 활동은 기업의 존속 여부에 많은 비중
을 차지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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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EU의 환경규제

규제명 시행 해당분야 주요내용

WEEE -2005.8(수거시스템 구축)
-2007.11(재생율 달성) 전기,전자 -생산자의 폐전가전자제품

회수/재생의무

ROHS -2006.7 전기,전자 -생납,Cr,Cd,Hg,PBB,PBDE
등 사용규제

ELV -2003.7
-2006.1/2015.1 자동차

-Hg,Pb,Cd,Cr6+함유금지
-차량중량의 85%재생
(5%내 에너지회수)/95%

REACH -2006. 산업전분야 -1톤이상의 기존화학 물질의
등록의무화

EuP -2006.7 에너지 사용제품

-에너지사용 제품의 친환경
설계지침
-제품 전과정을 고려한 친환
경설계 유도
-CE마크와 통합하여 시장진
입통제

IPP -미정 산업전분야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과의 지속적 개
선 목적의 공공정책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산업계 자발적 참여 및 시장
메커니즘 중시

WEEE는 e-페기물 처리지침의 약어로 생산자의 폐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회수와 품
목별 재활용 목표를 의무화하는 유럽 연합(EU)의 전기·전자 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으
로 2005년 8월 13일부터 실시된 것으로서 EU 25개국 내에 버려지는 폐전기·전자 제품
은 생산 또는 수출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처리하고,품목별로 재생 의무 비율을 준수해
야 하며,이 규정을 지켜야만 수출,판매할 수 있다.대상 제품에는 이 지침이 적용됨
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로고를 부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ROHS규제는 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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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폐기물의 처분과 재활용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전기전자제품 내 사용을 제한하고,이러한 물질들을 덜 유해한 물
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으로 특히,2006.7.1부터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
전제품에 지정된 6개의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 금지를 명시하였으며 최근에는 균질재료
내 최대 허용농도를 규정하는 결정(decision2005/618/EC)이 채택되어,카드뮴은 최대
0.01%까지,나머지 물질은 0.1%까지 허용하고 있다.또한,유럽에서 대두되고 있는 자
동차폐기시의 환경규제 ELV(EndofLifeVehicle),우리나라에서 EU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및 완제품 내화학물질 포함)은 반드시 EU화학물질청
(ECHA)에 등록하여 화학물질별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는 REACH,에너지 사용
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 EuP(EcodesignrequirementforEnergy-usingProduct)는 유
럽 집행위원회에서 에너지 및 전기전자제품의 환경 요구사항 들에 대한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한 규제이며 IPP는
역시 EU에서 오염배출원 관리 중심의 환경관리정책을 지양하고 최종 제품 중심의 전
과정 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통합제품 정책으로 채택한 것이다.여기서 통합
제품 정책이란 제품의 친환경적 설계,환경적합성 평가를 통한 판매 규제,전기ㆍ전자
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제품의 수거와 재활용체제 구축 등 제품의 친환경적 생산
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뜻하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
생산지원센터에서 규제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표-5>와 같이 그 어느때 보다도 국내외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미 국내외 선진기업들은 환경관리가 기업의 중요한 경쟁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될 것
으로 판단하고 친환경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여기 국내 한 업체((주)에코프론티
어,2004)에서 환경부에 보고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총2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
리나라 환경친화기업에 지정된 대기업 137개와 ISO14001을 인증 받은 중소기업 87개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환경마케팅 시스템이 기업의 시스템 부문 중 매
우 취약한 부문으로 보여 지며,인터뷰 결과 환경관련 시장개척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투자 및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고 산업별 비교에서도 전반적으로 모
든 산업의 시장 수준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부분 중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발전 및 화학/정유 산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소비촉진 및 시장개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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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발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각 부문에 대한 설문결과 및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1:지속가능경
영이 전무한 수준,2:국내 평균적인 수준,3:국내에서 비교적 우수한 수준,4:글로벌에
서 비교적 우수한 수준,5:글로벌 리더수준)

<표-5>환경마케팅 설문조사 결과(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1.70 1.56

자료 :지속가능기업경영 글로벌화 로드맵 및 가이드라인 개발,2004

<표-6>환경마케팅 설문조사 결과(산업별)

대기업 중소기업
기계/자동차 2.00 기계/자동차 1.70

소비재 2.00 소비재 1.00
전기/전자 2.58 전기/전자 1.83

제지 1.75 제지 2.00
화학/정유 1.64 화학/정유 1.40

발전 1.00
항공 2.25

자료 :지속가능기업경영 글로벌화 로드맵 및 가이드라인 개발,2004

이제 우리기업들의 환경친화경영도 도입단계의 수준을 넘어 많은 기업들이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
다.글로벌 기업들은 환경친화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며,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를 기업 수익과 연계하고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듀폰의 혁신적 폐수처리,에코버의 생산공장 및 제품
의 환경피해 0%의 꿈,21C친환경경영을 표방한 도요타,유한킴벌리의 숲과 환경보호
등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과 전략으로 환경친화경영을 추진하고 있다.반면에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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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이나 환경사고를 발생시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켜 공장폐쇄와 도산에 이르기
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기업은 지금까지 소홀히 해 왔던 환경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때이다.마케팅
전략에 있어 환경친화경영이 기업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며
환경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미래에 생존해 나가기 위한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2.지속가능경영의 기능

(1)기업과 사회 간의 갈등에서 지속가능경영의 기능

  환경이슈에 관해서 발생하는 기업과 사회 간의 갈등은 거의 대부분 오염과 관계되
어 발생하는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일반적으로 기업활동에
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는 내부화 되지 못하고 오염의 확산을 통하여 인류전체에 전
가된다.지구 온난화,산성비,그리고 도시 오염 등은 사적비용을 초과하는 사회적 비
용의 대표적인 예들이며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사회 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예가 된
다.벌채도 환경적 갈등의 하나의 요인이 된다.지주에게는 숲은 목재나 농장으로서 경
제적 가치를 가진다.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는 숲은 여가활동의 가치,존재가치,생물
다양성 지원가치 그리고 이산화탄소 정화가치 등을 지닌다.그래서 숲의 보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은 개인적인 이익을 능가하며,사회는 기업보다 숲을 더 보존하려고 한다.
최근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기업과 사회 간의 갈등의 또 다른 사례는 저개발국
가에서 선진국 기업들이 지불하는 임금과 관계되는 사례이다.이 갈등 사례는 시장이
효율적인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나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해주고 있
다.가난한 나라에서의 하루 1달러 정도의 임금은 그 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
급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이다.그러나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년 소득 5만불 이상의
선진국 소비자들에게 100달러 혹은 그 이상의 가격에 팔려나간다.이 사실을 볼 때 저
개발국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아주 극단적으로 비참한 수준의 임금이다.이와 같은
불공정한 배분은 저개발국의 주민과 NGO등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기업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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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법률시스템,규제자 그리고 NGO와 같은
비시장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에 관한 한 가지 해석은 그 존재의 목적이 기업들로 하
여금 기업과 사회 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갭을 내부화 하
도록 하는 것이다.즉,그들은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 활동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인식하게 하고 기업이 그 사회적 비용을 사적비용으로 내부화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2)분배적 갈등에서의 지속가능경영의 기능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분배의 공정성 문제가 개발도상국의 미성년자 고용과 저임금
과 같은 맥락에서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해 왔다.초기의 이러한 헤드라인 보도는 해
외 생산기지에서 나이키사가 근로자들에게 지불한 임금과 관계되는 뉴스들과 몇몇 개
발 도상국가들의 모피산업에서 미성년자의 고용과 관계된 것 들이었다.시장의 산출물
은 효율적일지라도 분배의 정의라는 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공정 하다고는 볼 수 없
다는 것이다.가난한 국가에서는 산업의 고용기회가 적고 비숙련공의 수는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산업임금 수준은 매우 낮다.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경제학자의 관점
에서는 저임금이 당연한 것이지만 부유한 국가에 한 개에 50불 혹은 100불 이상에 팔
리는 구두나 의류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낮은 임금을 보상받는 다는 사실이 터
무니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서구 기업들
이 제시하는 아주 낮은 임금수준은 그 보다도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지역의 기업들
에 고용되거나 혹은 고용 조차도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서구 기업들이 제시하는 아
주 낮은 수준의 임금이라도 받는 것이 그들의 삶을 낫게 한다는 사실이다.이러한 사
태가 옳건 그르건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문제는
사회로부터 기업이 보이콧 당하게 되는 논란 혹은 불협화음의 소지가 되고 있다.
나이키가 그러한 보이콧 대상이 된 첫 번째 기업이 되었으며,나이키는 그 사건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의 큰 손상을 입고 나아가 수익감소 및 기업가치 하락의 결정적 요
인이 되었다.미국의 LeviStrauss사나 스위스의 CharlesVeillon사 모두가 동일한 이
슈에 봉착했고 이 두 회사는 그 문제를 아주 순리적으로 처리했다.Levi사는 비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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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기 전에 미리 움직여 작업조건이나 임금을 모든 하청업체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하였다.Veillon사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고용기준을 수용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공급업자들에게서만 모피 원료를 구매하여 순리적으로 갈등을 회피할 수 있
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분배적 갈등에서의 지속가능 경영역할이 존재하
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즉,적극적인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은 Levi사나
Veillon사와 같이 미리 갈등을 예견하고 그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최소화 하기위한 노
력을 한다는 것이다.공정성의 문제로 주목을 받게 된 첫 번째 회사인 나이키는 이러
한 노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회사이다.이 사례에서 지속가능한 경영활동 추
진은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여 시장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분배적 불공정성이 강하게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3)환경적 갈등에서의 지속가능경영의 역할

  1997년에 BP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예측한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BP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업의 상한선을 부과하고 배출거래시스템을 도입하였다.그 후 온실가스 배출은 현저
하게 감소되었으며 원래 계획된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BP는 이러한 조
치가 추가적인 비용은 거의 없었으며 약 6억불의 순이익을 증가 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BP가 한 조치는 사적비용(운영비용)이 BP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보다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고,그 두가지를 일치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 결과 사회적 비용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
키게 되었다.즉,BP는 환경적 이슈로 인한 사회와의 갈등 즉,영업권이나 브랜드 자
산에 의해 회사에게 큰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갈등을 자발적으로 사전에 회피하는
행동을 취하였다.그리하여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절감하여 순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Heinz는 환경적 갈등에 신중한 대응을 하여 이익을 창출한 회사의 사례이다.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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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참치를 잡으면서 돌고래를 죽이는 즉,참치를 잡는 것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비
용을 초과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옴으로서 발생하는 갈등이다.여기서 갈등의 핵심은 참
치를 잡는 것이 동시에 종종 돌고래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참치캔의 최대 판
매사인 Heinz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Heinz는 그들의 참치어장을
동부 태평양에서 서부 태평양으로 바꾸었으며,거기서는 돌고래가 잡히는 것이 훨씬
적었다.그 과정에서 서부 태평양은 돌고래 친화적인 참치 어장이 되었으며,이러한 사
업장 변경이 Heinz에게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발생하였다.그러나 기업의 브랜드 가치
를 올릴 수 있었고 저명한 정치가나 환경주의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었다.그리
고 거의 확실하게 치루어야 할 갈등관계를 사전에 회피할 수 있었다.경제적인 모델
관점에서 보면 Heinz도 BP와 동일한 행동을 취하였다.즉,이들 기업들은 그들이 부담
해야 하는 사적비용을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반대로 몇몇
기업들은 성공적으로 갈등관리를 예방 및 해결하지 못하여 기업에 손실을 끼친 사례도
있다.
Shell사가 북해에서 BrentSpar기름부표의 처리와 관련된 사례와 맥도날드사가 제품
포장지로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분쟁을 일으킨 사례들이다.두 가지 사례가 모두 그들
의 폐기물 처리가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책임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상당한
근거를 가지려고 행동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두 가지 모두 환경주의자들과 갈
등으로 명성에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의 사례는 환경관련 커뮤니
티가 다른 대안을 선호한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해법을
만들고 그것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였다.여기서 배울 것은 사회의 다른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이
계획이 상대방에게 수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즉,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몬산토사는 그 회사의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가
능한 차이에 대한 갈등을 예견하지 못해 실패한 한 회사의 복잡한 사례이다.몬산토는
유전자 변형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방충제 사용을적게 하여 생장과정에 환경적으
로 덜 해롭도록 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였다.그들이 공언한 목표는 가난한 국가
에 식량생산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농업을 더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이러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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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몬산토는 자사의 지속
가능 경영활동을 광고하는 데 소극적이었으며,대신에 환경주의자들의 반대로 파멸하
게 되었다.유전자 변형 식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대는 농부들을 몬산토로부터 멀어
지게 하였고,나아가 재무적으로 어렵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인수합병 당하게 되었다.
몬산토의 문제는 곡식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하는 농약과 관련된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
용 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소비자들의 유전자 변형 식품을 두려워하는 것과
관련된 더 중요한 점을 놓친 것이다.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몬산토는 소비자들에게 아
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위험(즉,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음식료로부터
나오는 위험)을 전가시키면서 농업이 가져오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몬산토가 실패한 것은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추진시 그것이 가져올 다양한 시사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제3절 친환경경영과 기업의 경쟁력 관계

  친환경경영이란 종래의 최종처리 위주의 오염물질 배출억제 방식과는 달리 제품 마
케팅(연구개발,원료 조달,생산,유통,폐기)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또는 폐기물 등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방식이다.그러므로 친환
경경영은 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증요법적인 종래의 대응방식과는 달리 종
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는 방식이다.또한,친환경경영체제로의 전환
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비용요인으로 작용한다.종래의 방식보다 더 많
은 오염물질과 더 넓은 범위의 오염배출과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존의 오염방지기술
로는 생산량 감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그 밖에도 관리범위의 확대에 따른 인적,물
적 자원의 소요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그러나 친환경경영체제의 구축이
반드시 비용요인만 되는 것은 아니다.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체를 비용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생산공정의 간단한 재조정을 통해
단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혹은 청정물질 및 청정기술의 개발 등 장기기술투자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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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따라서,친환경체제의 구축은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각종 환경규제에 전향적으로 부응함으로써 대소비자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기업 브랜
드 가치 상승과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이 된다.

1.수익성 개선효과
   친환경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은 기업과 사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견하고 대비하여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친환경경영 성과를
통하여 기업 이미지와 제품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시
장을 확장할 수 있다.또한 친환경경영성과를 통하여 개선된 기업 이미지는 우수한 인
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은 노동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1)환경비용 감소
   기업의 친환경적인 사회책임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폐수 재이용,폐기물 감축 등으
로 원가를 절감하여 기업의 수익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듀폰의 폐수 재이용,
BP의 온실가스 감축과 다우의 유기화학물질 누출의 감축 사례에서 보여준 것은 좋은
예이다.

(2)규제자들과의 관계개선
  규제자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미래의 발생 가능한 규제비용(futureregulatory
costs)을 절감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규제자와 기업의 관계는 특히
규제산업에서는 아주 중요하다.BP는 내부용으로 개발한 배출가스거래 시스템과 유사
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교토의정서하의 임무를 만족시키도록 EU를 설득시키는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EU가 채택한 온실가스 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
다.환경 친화적이라는 명성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예컨대 중남미의 숲 지역이나
카스피 해안과 같은 지역에 잠재적인 광구개발을 위한 협상에서 석유회사에게 상당히
유용하다.그러한 지역에 탐사계획은 일반적으로 환경론자들 그룹에 의해 심사되고,기
업의 환경에 대하 명성은 여러 가지 저항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자산이 된다.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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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회적으로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한다는 강한 명성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 보다 긍
정적으로 받아드려지게 될 것이다.이것은 규제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반드시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3)종업원의 생산성 개선
   기업의 친환경경영 활동은 궁극적으로 종업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종업원과 기
업의 관계에 미치는 친환경경영의 영향에 관해서 다양한 관점이 있다.한 가지 관점은
사람들은 좋은 기업 나아가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그들은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정당화하거
나 변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그 결과 좋은 친환경경영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나쁜 기록을 가진 회사에 비해 좋은 사람을 채용하고,유지하고 나아가 동기부여 까지
시킬 수 있다.

2.위험 감소 및 기업가치 증대효과

(1)위험의 감소
    많은 이해관계자 집단들 중에서 특히 기업과 NGO의 갈등은 상당히 높다.그러한
갈등은 기업의 이익의 변동성을 높이고 나아가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을 낮추며 심지어
는 경쟁기업들에게 시장점유율을 빼앗기기도 한다.이것은 결국 기업의 영업위험을 증
대시키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조달 비용을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반대로 친
환경경영 성과가 높은 기업은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업위험을 낮추고 나아
가 자본비용을 낮추게 될 것이다.또한 투자자 선호효과(investorpreferenceeffects)영
향으로 친환경경영 성과가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더 낮은 수익률도 감수
한다는 것이다.이 주장은 최근 에코펀드나 사회책임투자 등의 출현과 일관성을 가진
다.그리고 실제 선진국의 연금펀드는 일정부분이 반드시 윤리적/사회적 성과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이러한 현상은 최근 국내 국민연금에도 일어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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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가치 증대효과  

   친환경경영이 위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업
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위험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것이다.또한
브랜드 자산의 증식을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증대 시킬 수 있다.

3.고객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1)제품의 선호
   친환경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시장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시장의 확대
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시장에서의 성공은 기업 이익의 지속성(persistence)을 유지
시켜주게 될 것이다.즉,제품선호효과(poductpreferenceeffects)를 통하여 기업이익
을 증대 내지 지속시킬 수 있다.

(2)기업평판 및 브랜드 강화
추상적이긴 하나 많은 현대기업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은 브랜딩이다.친환경경영이

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있는 행동이 지속적인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킨다.특히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어려울 때 제품에 대
한 소문이나 이미지가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제제333장장장 친친친환환환경경경경경경영영영의의의 사사사례례례

제1절 국내외 기업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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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듀폰(Dupont)社 (혁신적 폐수처리를 통한 전략적 위기관리) 
1802년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듀폰은 종합과학회사로서 현재 70여개국에서 농

업,영양,전자,통신,안전과 보호산업,생활용품과 건축,수송 등 광버위한 산업분야에
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77년 한국에 진출하여 종업원 420여
명으로 서울에 마케팅 사무소와 울산과 이천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1)개요
  듀폰은 GuadalupeRiver와 VictoriaBargeCanal가 옆에 있는 텍사스 빅토리아
지역에 나일론 및 폴리에틸렌(polyethylene)생산공장을 운영 하였으며 1951년 처음 가
동된 이 공장은 심정주입법(deepweiiinjection)을 통한 폐수처리 방법을 사용 하였으
나 이 방법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의해 허가된 폐수처리 방법이긴 했지만 환경오
염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와 관심이 증가되면서 듀폰은 이러한 환경적 위기관리에 대
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 하기위해 환경전문가 및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혁신적
인 용수관리 시설 및 폐수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존의 심정주입법을 자연 생태학적
인 습지대(wetlands)법으로 대체 시킨다.

(2)주요내용
① 기존에 매일 방류했던 250,000파운드의 폐수를 복원하여 재사용하기 위해서 제품
생산 과정을 개선시키고 있다.

<표-7>심정주입법과 복원된 재사용수

생산과정 개선전
(심정주입법)

생산과정 개선후
(복원된 재사용수)

250,000파운드
폐수 방류

판매 (소비자) 재이용 (자체)

촉매제
(catalyst)
원료

(rawmaterial)
75% 공장원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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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원되어 재사용되지 못한 폐수들은 GuadalupeRiver로 방수되기전 새로 건설된
습지대(wetlands)로 방류된 후 현장의 생물학적 처리시설(on-sitebiologicaltreatment
facility)에 사용고 있다.
③ 새로운 습지대(wetlands)건설 개념이 시작 되었다.

<표-8>안전환경협의회(CommunityAdvisoryPanel:CAP)

구분 내용

설립목적
기업과 지역사회가 기업 공장의 운영과 안전환경문제에 관
해 서로 이해를 증진하여 지역사회와 더불어 기업이 번영
하는 굳건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임

구성원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되어 기업과 지역사회
의 공식적인 대화 채널로 기능함

성과
듀폰의 공장들은 습지대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과학/환경적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습지연구교육센터(Wetlap
EducationCenter)를 개발함

(3)효과
1998년 최초로 습지대(wetlands)수질 복원 및 관리시설을 운영한 이래로 생태학적

다양성과 지역사회를 위한 혜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현재 습지대(wetlands)는
백여종류의 새를 포함하여 다양한 식물상(flora)및 동물군(fauna)이 숙주하고 있게 되
었으며 매일 2.4milion겔론의 용수가 복원되어 GuadalupeRiver로 다시 흘러가고 있
다.또한,수 천명의 학생들이 새로 건설된 습지대를 방문 체험하고 습지연구교육센터
(WetlapEducationCenter)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습지대 관
리시설 개발을 통해,듀폰은 경쟁적 가격과 절감된 위기를 획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
라 지역사회의 교육 및 생활 환경에 혜택을 창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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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코버(Ecover)社 (생산공장 및 제품에 환경피해 0%의 꿈을 실현하는 기업)

(1)개요
1978년 거대 화공회사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분노한 환경문제 전문가들이모여 설
립한 회사로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해롭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친환경 유기농
세재 생산의 선두기업으로 제품의 주원료를 먹을수 있는 설탕과 효소를 사용하고 있으
며 30년동안 모든 원료와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고 있고 2002년 부터는 기업의 기밀사
항이라 할 수 있는 제조방법을 공개하고 있다.

(2)주요내용
① 경영자의 제품에 대한 주요원칙(CEO :PeterMalaise)을 살펴보면 첫째,제품은 소
비자 요구(needs)에 맞게 효력이 뛰어나야 하고,둘째,가장 이상(理想)적인 제품은 효력이
뛰어나고 환경에 무해하고 가격이 비싸지 않은 제품이어야 하며,셋째,사회적․경제적․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담긴 제품을 생산하고,다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제품으로서,최종 목적은 환경피해를 주지 않고 기업이윤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마케팅의 변화(Change)
어느 제품보다 광고 의존도가 높은 것이 세재류 이지만 경쟁사 제품에 비해 상대

적으로 비싼 식물성 연료를 사용하면서 수익성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마케팅 방
식을 따르지 않고 광고비 지출을 거의 하지 않아 제품의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유지 시
키고 있다(타제품 비교 1.2배).

(3)친환경 경영
① 친환경 제품생산
세탁력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인산염(PO43-)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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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1>에코버사의 친환경 제품생산

일반제품 피해 에코버社인체 수질

인산염(PO43-)

피부장애, 재생
불량성 빈혈,
신경계감각마비,
발암촉진등

어류체내에 다량
축적,초여름 장
마시부양화의 대
량유입으로 바닷
물 염분이 낮아
진 지역에서 적
조현상 발생

・인산염(PO43-)독성이 발
표되기전 1985년부터 인산
염(PO43-)을 첨가하지 않음

・제품의 95%가 28일만에
생물학적으로 분해되고,일
반제품에 비해 독성은1/40
수준

・개발과정에서부터 일반화
된 동물실험 배제

② 친환경 생태공장 (1992년 설립):공장의 신개념 도입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환경과 인간을 연결하는 공장,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함께 호흡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는
공장을 추구한다.

<표-9-2>에코버사의 친환경 생태공장

공장의 벽 공장의 천장 공장의 지붕

・석탄폐기물로 만든
벽돌사용

・단열효과가 뛰어나
외부의 기온변화와는
상관없이 공장내부의

실내온도를 항상일정하게
유지시켜주어 공장내
냉난방기가 필요없다

・배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대들보와 천장은
소나무를 사용

・천장의 구조가 동에서
서쪽으로 향해있어 해가
질때까지 햇빛을 받을수

있다
(설치비 증가 :40%
유지비 감소 :20%)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로
2달이상 비가오지 않아도
견딜수 있는 세돔이라는

식물을 심음
・지붕의 단열효과와
표면을 보호하고 봄에는
꽃을 피워 곤충과

새들에게 서식지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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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효과  

고객(customer)성과로는 친환경 제품이 고객의 구매의사나 구매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기농 환경제품의 환경오염방지가 고객의 구매동기를 유발하여 타사 일
반제품에 비해 가격은 약간 비싸지만(1.2배)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제품을 선
호하고 있다.또한,지속적으로 기업평판 및 브랜드가 강화되고 친환경 제품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있는 행동이 장기적으로 회사에게 경쟁력을 제공시켜 주며 기업의 수익성 증가로
이어져 2000년 이래 연간 20%이상 성장하여 2007년 예상 매출액이 7천만 euro(￦915억)
를 달성하였다.

3.도요타의 친환경경영 (21세기 경쟁력으로 친환경경영 표방)

(1)친환경차(하이브리드차)로 표준경쟁에서 선두
도요타는 두 개 이상의 동력원을 단 21세기형 차세대 자동차로 기존의 가솔린 엔진

에 ‘베터리+전기모터’가 첨부된 ‘하이브리드차’를 상정한 후 기술력과 자금을 결합한 하
이브리드차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며,시대를 초월하는 도요타 경쟁력의 원천
은 ‘세계 최초의 기술’을 스스로 개발한다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적자를 각오로
세계 최초의 기술에 도전하고 있다.또한,2003년 9월 발매된 신형 프리우스는 기존 프
리우스의 연비와 주행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새로운 모델로 기존 프리우스의 연비를
20% 이상 개선하여 세계 최고 연비효율을 달성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저공해차로 불리는
연료전지 전기 자동차의 보급까지,하이브리드차가 당분간 차세대 자동차의 주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업계표준을 장악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2)21세기 경쟁력으로 친환경경영 표방
교토 의정서(97년 체택)에 따라 2008-2012년 미국,유럽,일본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
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6-8%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배
출가스 및 연비 규제에 대한 대응 기술이 21세기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기본적인 인식과 항후 자동차 시장은 ‘환경친화적’이라는 조건 하에서 확대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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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도요타는 21세기 경영환경 변화의 기본 축을 환경규제 및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규정
하고 있다.또한,중국․인도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은 확대될 것이나 안전하고,연
비가 좋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가 수요 확대의 조건이며,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
한 환경기술의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절감 기술 및 개발이 경영전
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따라서 R&D분야의 상당 부분을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환경기
술개발에 투입하여 2002년 연구개발 총액 5,812억엔 중 1,304억엔(22.4%)을 환경기술과
관련하여 투자하고 있다.최근 2001년 세계 경영자회에서 초 후지오 사장은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으로 환경관련 기술개발에 주력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2003년 세계환경포럼에서는 “세계 자동차 업계를 주도할 기술
의 핵심은 환경이다”라며 환경규제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3)친환경차로 표준경쟁에서 선두
2003년 9월,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원조인 ‘프리우스’를 새롭게 변형시킨 ‘신형 프리우

스’는 기존 프리우스의 연비와 주행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새로운 모텔로 하이브리드
차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 받고있다.기존 프리우스는 ‘환경차’를 내세워 연비
효율을 최우선 하였지만,가솔린 엔진에 비해 가속성능과 주행이 크게 떨어졌던 것이 사
실이지만 신형 프리우스는 기존에 비해 연비를 1리터당 25km에서 1리터당 35.5km로
20%이상 개선하였으며 발진후 가속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개선하여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3.5초에서 10.9초로 단축하였다.이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업체로써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으며,이러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2007년 GM을 앞질
러 생산 대수 기준 세계 제1위의 자동차 업체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2009년까지 연간 1,000만대 이상을 생산할 계획이다.

(4)효과
환경 친화적 경영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되어 세계 최대의 종합정보기관인 일본경
제신문 그룹의 일원으로,경영관련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인 니케이 BP환경경영
포럼이 발표한 기업별 환경이미지 순위 조사에서 소비자 평가 및 비즈니스맨 평가 모두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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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1>제4회 환경 브랜드 조사(2003년 7월)
소비자 평가 비즈니스맨 평가

1위 도요타 자동차 1위 도요타 자동차

2위 혼다 2위 혼다

3위 닛산 자동차 3위 기린 맥주

4위 산토리 4위 마쓰시다 전기

5위 삿포로 맥주 5위 삿포로 맥주
자료:니케이 에콜로지(2003년 8월호)

특히,니케이 BP컨설팅에서 실시한 2002년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중 ‘환경 경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요소(복수 응답)로 환경 경영(82.8%)을 지목하였으며 다음으로 지
역에 대한 이익 환원(59.8%),복지지원(47%)등으로 응답하였다.이로써 도요타는 하이
브리드차의 개발 및 판매에 성공하고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환경친화기업 브랜드 평가를
받음으로써 ‘세계 최고의 기술력보유 기업’인 동시에 ‘환경 배려 기업’이라는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였으며,환경관련 기술 및 에너지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등이 포함된
친환경경영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는 43억엔(2002년도)규모이나,기업 이미지 향
상 및 고객유인 효과 등 산출하기 어려운 막대한 효과가 존재하였다.

<표-10-2>환경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실질적 효과)
(단위 :억엔)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에너지비용 절감 32 28 31 20 12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3 3 5 5 2

환경기술관련 수입등 2 13 8 6 29

합계 37 44 44 31 43
자료:도요타 홈페이지 (http://www.toyota.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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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1)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켐페인
유한킴벌리는 1970년 선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합작기업으로서 단순한 생산기지나

상품도입과 같은 수동적 합작형태가 아니라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는 장기적이고 적극적
인 개념의 합작사로 모범적인 성장을 해왔다.유한킴벌리 2007년 비전 2015를 선포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림-2>유한킴벌리의 비전과 전략

비전비전비전비전 2015201520152015
아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사가 된다

비전비전비전비전 2015201520152015
아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사가 된다

경제적경제적경제적경제적목표목표목표목표

-국내사업국내사업국내사업국내사업2조원조원조원조원

-해외사업해외사업해외사업해외사업1조원조원조원조원

-해외수탁경영해외수탁경영해외수탁경영해외수탁경영2조원조원조원조원

주요가치주요가치주요가치주요가치

-세계적인세계적인세계적인세계적인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확보확보확보확보

-수출중심기업으로의수출중심기업으로의수출중심기업으로의수출중심기업으로의전환전환전환전환

-신규사업창조신규사업창조신규사업창조신규사업창조

창조적창조적창조적창조적혁신전략혁신전략혁신전략혁신전략
-전사업부문에서전사업부문에서전사업부문에서전사업부문에서

고성능화고성능화고성능화고성능화, 고부가가치화고부가가치화고부가가치화고부가가치화,
고급화시스템고급화시스템고급화시스템고급화시스템, 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
조직조직조직조직,인력개발계획수행인력개발계획수행인력개발계획수행인력개발계획수행

-세계적세계적세계적세계적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신규사업을신규사업을신규사업을신규사업을
-여성용품여성용품여성용품여성용품, 건강용품건강용품건강용품건강용품,
환경산업분야에서환경산업분야에서환경산업분야에서환경산업분야에서창조창조창조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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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유한킴벌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은 경제적 책임
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2006년 한국평가연구원이(KRIMA)이 주관한 제1회 ‘지속가능경영대상’에서 유한 킴벌리
는 대상을 수상했다.2006년 처음 만들어진 이 상은 경영혁신과 윤리경영을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꾸준히 높여온 기업에 주어지는 것으로 대상을 수상한 유한킴벌리는 2기 혁
신경영을 통해 협력업체와 상생 시스템을 확립하고 창조활동 전담부서를 만들어 미래에
대비하는 등 전항목 평가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1930년
유한양행을 모기업으로 하고 미국의 킴벌리클라크사와 합작하여 세워진 유한킴벌리는
1971년 1월 크리넥스 티슈를 처음으로 선보인 이래 뽀삐,하기스 등 펄프를 원료로하는
위생용품을 판매해 왔다.그러나 1980년 대에 들어오면서 점차 시장경쟁이 심해졌고,유
한킴벌리는 이러한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다.

<그림-3>유한킴벌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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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1984년 2월 이 회사의 마케팅 부서는 회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
지 서류를 검토ㆍ분석 정리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이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는 유
한킴벌리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티슈․생리대 등의 제품에 있어서 그
품질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차별화 요소가 빈약하고,둘째,소비자들이 기술제휴에 따른
로열티 지불과 회사 이름에 포함된 외국상표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셋
째,원료공급에서 국내조달은 22%에 불과하고 나머지를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
에 해외시장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생산성의 탄력성이 저하 된다는 점이다.
유한킴벌리가 이러한 세가지 기업차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품광고
보다 기업광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이렇게 해서 유한킴벌리는 조림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가기관에 기부하는 동시에 나무심기 운동을 펼치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이 켐페인의 목표는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었다.유한킴벌리는 말이나 구호에서 벗어나 직접 기업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업을 선택하여 실천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미지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실
천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켐페인이야 말로 이미지의 실질적 증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마침내 이러한 적극적인 발상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캠페인 개
념을 창출하였다.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
게’캠페인을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로부터 우호적인 태도를 획득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다.구체적으로 캠페인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첫
째는 광고를 통해서,둘째는 이벤트 사업을 통해서,셋째는 홍보활동을 통해서 소비자에
게 다가가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이 캠페인의 슬로건과 주제를 결정하는 문제였다.유한킴벌리는 기업의 특
성과 공익성의 결합을 검토하였다.유한킴벌리의 제품은 대부분 위생용품이었고 이들 품
목들은 소비자의 청결을 위한 제품들이었다.이에따라 제품이 소비자의 깨끗한 생활을
돕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낼수 있도록 고려하였다.이렇게 해서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
활’을 기업 슬로건으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캠페인 슬로건으로 명명 하였다.마
지막으로 이 캠페인의 주제를 ‘자연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로 결정 하
면서 유한킴벌리는 모든 캠페인을 이 세 개를 바탕으로 대소비자커뮤니케이션으로 전개
하였다.‘그린캠프’는 경영방침인 ‘사회공헌’을 실현해 가는 대표적 프로그램인 ‘우리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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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게 푸르게’켐페인의 하나이다.지난 기간동안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
여 왔으며,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계,기업,정부의 생태 전문가가 참
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진행하여 왔다.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기금은 운영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생태환경육성지원활동,생
태환경전문가양성 및 연구활동,환경보호 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고 있다.이같
이 전개된 활동을 바탕으로 유한킴벌리의 최근 소비자 인지도가 96%에 이르렀고 광고
캠페인 전개 후 소비자 선정 우수업체 국내 기업들중 14위에 랭크 되었으며 동종 업계
중에서는 캠페인 실시 이전에 2위 캠페인 실시 이후에는 1위로 올라섰다.또한 한국방송
광고공사 부설 광고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중 가장 환경보호
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1위(23.8%)로 뽑혔다.이는 유한킴벌리 매출과 규모가 중소기업임
을 감안할 때,소비자로부터 대단히 호의적 이미지를 조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이
제는 확고하게 뿌리내린 국내 최장수 광고 캠페인으로 구축되어 타기업의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품질’과 생명존중을 축으로 하는 독자적 환경경영체제를 구축,제품의 설계
에서 생산판매에 이르기 까지 환경부하 최소화를 꾀하는 기업이기도 하다.유한킴벌리의
이러한 환경 친화적 경영철학은 자연스럽게 외부로 분출되어 환경보전활동을 통한 다양
한 모습의 사회공헌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11-1>2006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주요 협력 활동
구분 활동사항 주요활동내용

국내

나무심기와 숲체험 교육 제23-24회 신혼부부 나무심기
생명의숲 숲가꾸기 활동 시민참여 숲가꾸기 지원
숲이있는 학교 만들기 제7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주최
천리포 수목원 교육 식물종 확보 및 보존위한 자료수집
유일한로 거리숲 경인로 6.7km 거리숲 조성

국외 북한숲 조성활동 북한 고성지역 밤나무 100ha조성
몽골사막화지역나무심기 몽골 토진나르스 지역 50ha조성

자료:유한킴벌리 지속가능성보고서,2007

(2)환경부하 최소화 정책 및 투자
① 환경관련 투자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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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투자나 관리비용의 집계는 설비투자나 비용발생 목적이 50%이상인 환경과 관련
된 비용이다.

<표-11-2>환경보호 총비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비용(억원) 88.1 91.6 83.6 84.5 94.2 90.5
매출액 대비(%) 1.3 1.3 1.2 1.2 1.2 1.1
자료:유한킴벌리 지속가능성보고서,2007

② 녹색구매 전국확대
친환경 생산,소비 촉진을 위한 산업계 녹색구매자발적협약(2005.9)에 참여한 결과

친환경인증 펄프와 재활용 제품의 구매가 총구매비용중 약14.4% 차지하고 있어 환경
부와 친환경상품진흥원에 모범 사례로 선정 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친환경적
인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실시 하고 있다.또한,생산자 책임활용제도
(ExtendedProducer'sResponsibility,EPR)의무이행을 실시하여 해당품목인 생리대,
물비누,세정제 품목등의 일부 포장재에 대한 해당 재활용분담금(2006년 약5천만원,한
국프라스틱자원순환협회 납부)의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 해당품목에 대한
재활용 분리배출표시 및 해당품목을 더욱 확대시행 할 계획이다.

<표-11-3>2006주요환경 투자내용
(백만원)

사업장 환경투자명 투자비용
군포 대기배출물질 원격측정시스템 개선 및 데이터 전송 설비 설치 70

김천
-보일러의 교체 461
-폐수처리장 악취 제거장비 설치 341
-폐수처리장 처리수 펌프 및 제어판 설치 18
-폐수처리장 처리수 실험 장비 구입 6

자료:유한킴벌리 지속가능성보고서,2007
그리고 사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환경능력배양 교육을 실시하며 환경

교육은 사원1인당 평균 2.2시간 수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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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4>2006환경교육현황

분류 과정명 교과목 내용 수강인원
(명) 교육시간

사외
협력회사
환경교육

잔반 및 분리수거 방법 6 1
오존,미세먼지,PCB,ISO14001 10 1

분리수거장 이송시 환경사항/지분재활용정보 20 0.5
사무동 발생 폐기물 분리수거장 배출 요령 5 0.5

출입자환경교육 신규출입자 대상 환경정보 소개 1 1

사내-관리직/
생산직 대상

외부인사초청강의 일상생활에서의 폐기물 분리배출 교육 50 1

외부위탁교육

ISO14001내무심사원과정 4 16
지구온난화 가스 검증심사원 1 24

대기환경시설탐방(수도권대기환경청) 2 7
기후변화협약대응실무교육(에너지관리공단) 5 8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2 43

일반환경교육

ISO14001요건 이해 및 내부감사원 자질양성 25 16
2005년도 KC지속가능 보고서 교육 40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65 1

지속가능발전 잠재적 리스크 진단하고 개선함 45 1
협력업체 환경목표대비실적 보고회 마련 →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함 35 1
폐기물 부담금 현황 및 진행방향 교육 20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우리들의 대응자세 25 1
새롭게 변경되는 환경정책 이해 35 1

녹색구매의 필요성 및 향후 계획 교육 55 1
강화되는 환경법규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마련 50 1

SpecialistRoom분리수거 요령 14 1
사무실 분리수거 요령 50 1
환경경영운영현황 공유 79 12

사내-생산직 교대조교육

환경운영계획 공유/현장분리수거 방법 협의 135 4
이스터 섬이 우리에게 주는 교휸 및 현장점검 결과

내용공유 142 5
환경경영활동 및 Formingscreen세척 103 7
현장분리수거 요령 및 청소용수 처리방법 106 1

바닥청소용수 처리방법,공장 외곽지역 환경정화 활동 107 4
환경경영운영계획 및 현황공유(상하반기) 155 1.5

웰빙과 로하스 155 1
환경에 관한 우리의 오해 155 1

우리가 알지 못하던 환경-대기편 155 1.5
시청각자료 감상-메가쓰나미+바이러스 역습 15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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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의 계속>

분류 과정명 교과목 내용 수강인원
(명) 교육시간

사내-기술직 직무교육

생물학적 폐수처리의 이상현상 진단 및 조치 1 24
폐기물 분리수거 방법 및 처리절차 교육 350 1

하절기 풍수해 대비한 jac설비 보호등에 기초를 하여
비상훈련을 실시함 15 2

생산부서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훈련 실시 90 1

생물학적 폐수처리의 이상현상 진단 및조치 1 25
냉각탑 관리 방법 및 레지올라 테스트 및 약품관리 2 1
EMS,ISO14001소개 및 공장호나경변화소개 1 2

환경영향평가 절차서 및 지침서 내용설명/영향평가
방법설명 3 1.5

ISO14001:2004변경내용 및 요구사항 해설 5 3

사내-
신입사원

신입사원교육

대전공장 환경방및 소개(총 5회) 21 1
공장 환경경영소개 8 1

부직포공장 환경시설 현장 방문 2 1
분리수거 요령 및 현장방문 2 1
EMS소개와 ISO 14001 6 2

합 계 (전체 임직원 1,706명 평균 1.5회 평균 2.2시간 수강)2,519명
자료:유한킴벌리 지속가능성보고서,2007

(3)환경․에너지 비전의 수립

유한킴벌리는 환경경영방침을 선언했던 1996년이후 1단계로 2005비전을 수립한 바 있
으며,2단계로 2006년 2010비전을 제시했고,3차로 2007년 2015비전인 환경․에너지 비
전을 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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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5>환경․에너지 비전2015주요내용과 실적

분류
주요내용

2015비전 2006실행 2007~2008계획

회사전체
활동

-전세계 사업장에서 세계 5위
이내 수준 달성
(물사용량․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폐기물 저감,에코디
자인 적용)

-법규협약준수
모니터링,도구개발

-OEM/임가공업체 환경
개선,인증
- 오염배출/ 방지시설
평가,개선

제품/공정
및 자원

-환경부하 10%감소(2005년대비)
-자원재활용 99%이상달성
-유해물질 사용 제로화

-녹색구매 가이
드라인 개발

-주요제품/공정
환경성 분석
-유해성 평가시스템
개발 적용
-에코디자인 가이드라
인 개발
-폐기물 재활용 기술 업
체 개발

에너지
절감 및
지구온난
화 감소

-제품당 에너지 사용량 10%
감소(2005년 대비)

-신재생 에너지 10%사용
-지구온난화가스 및 대기
배출량 10%감축 및 사업화
(2005년대비)

-지구 온난화
가스 저감 캠페인

-에너지 전담인력 확
보/양성
-공정/설비에너지효율평
가.개선
-지구 온난화 가스
인센티브

-에너지 설비 표준화
-청정 에너지 도입
-신재생 에너지 스터디

자료:유한킴벌리 지속가능성보고서,2007

(4)원료 및 에너지
냉각기 설치를 통한 생산공정 냉각용수 재이용으로 연간 약22,000톤의 물을 절감하고

있다.그러나 <그림-4>와 같이 전년대비 사용량의 증가는 재활용지에 포함된 형광 증백
제를 제거하기 위해 일부 공정의 재활용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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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연도별 제품에 대한 물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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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한킴벌리 지속가능성보고서,2007

또한, 주요 원자재 총 사용량 중 재활용된 고지 (Recycled Fiber, 수입과 국내고지 포
함)는 약40.5%가 사용되고 있으며 재활용지 사용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5>연도별 고지사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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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한킴벌리 지속가능성보고서,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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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국내재활용지 사용량 및 사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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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한킴벌리 지속가능성보고서,2007

유한킴벌리에서 사용되는 직접 에너지는 화장지 제조를 위한 스팀의 자체 생산에 소
비되는 연료이다.2006년 김천공장에서는 노후 스팀 및 용수 배관을 교체하여 에너지
손실을 예방 하였고,기존 사용하던 벙커A유 보다 더욱 청정한 연료인 LNG(Liquefied
NaturalGas)를 사용하여 화장지를 제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료의 사용이 직접 사용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림-7>과 같이 2006년 다소 상승한 이유는 군
포공장의 화장지 제조 시설의 보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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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직접에너지 사용량
(x106BTU/제품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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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한킴벌리 지속가능성보고서,2007

그리고 간접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오래된 설비의 자체 성능검사를 강화하고,부식
및 마모가 있는 냉동 공조시설 일부를 고효율압축기로 교체해 설비 용량을 감소(연간
86,400kWh절감효과)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전기에너지를 7% 절감하고 있다.

<그림-8>간접에너지 사용량
(x106BTU/제품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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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정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화장지 제조 공조설비를 고효율 설
비로 교체해서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켰으며(연간86,400kWh절감효과),원단 건조과정
의 스팀생산 보일러 연료를 지구 온난화 가스가 적게 발생되는 액화 천연가스로 대체
해서 주요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이산화탄소(CO2)의 발생감소,먼지,황산화물,질소산
화물과 같은 대기오염을 줄여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 시키고 있다(약 4억9천
만원 투자,연간 약8억9천만원 절감효과).또한,부직포 생산 공정중 원단 분사처리방
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10월 거품처리시스템으로 교체 함으로써 건조과정에서 발
생하는 열 사용량을 줄여 연간 약2천5백만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이루었다.

(5)환경영향감소노력
유한킴벌리 환경경영은 제품의 설계,생산시 에코디자인과 청정생산을 적용함으로써

사전 예방 차원적 접근에 주로 노력하고 있다.또한 환경관리는 목표에 근거한 실적관
리를 해오고 있으며 환경/에너지 배출물 관련 목표관리는 4가지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으며,2006년 폐기물 감소 목표는 초과 달성하였다.

<그림-9>2006환경관리 목표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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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한킴벌리 지속가능성보고서,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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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제품 1톤 생산시 발생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화장지 원단 생산 시
세척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2001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켰
으며 처리수 재활용을 늘리고,재활용수 혹은 방류수내 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고도정
수처리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방류수 농도를 낮추고 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방
류수 내 오염물질의 농도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1ppm(partspermillion),화학
적 산소요구량(COD)15ppm,총 고형물(SS)1ppm을 유지시키고 있다.

<그림-10>연도별 수계 배출량
(㎥/제품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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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한킴벌리 지속가능성보고서,2007

<그림-11>수질오염배출량
(Kg/제품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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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한킴벌리 지속가능성보고서,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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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는 바젤협약 부속서가 규정한 통제대상 폐기물을 점검하여,오래된 변압기
폐기시 절연유에 포함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잉크와 접착제 생산과정시
발생폐기물,산업폐기물 소각 처리후 잔재물,산성(염기성)용액 또는 고형상 등을 국제
협약과 국내 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연료전환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류 저장시설
을 사전 철거해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2006년 주요화학물질 사용량을 감소시켜 화학물
질 누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생리대 포장재(408,567Kg)중 약40%를 재활용하고
있다.

<그림-12>폐기물 발생량
(Kg/제품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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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한킴벌리 지속가능성보고서,2007

(6)지구온난화 방지 ․온실가스 저감노력
유한킴벌리는 지구온난화의 주원인 가스인 CO2배출량을 감축하여 정부에서 실시하
는 계산법으로 2002년 대비 약105를 감축하였으며 해마다 오존(O3)파괴물질인 염화불
화탄소(CFC)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또한,제품제조시 에너
지 생산연료와 소각로 보조연료를 청정연료로 교체하고,최적의 운전 조건을 보완함으
로써 대기오염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킨 결과 2006년 제품 1톤 생산시 필요한 양
을 전년 NOX (NitrogellOxides,질소산화물)약51%,SOX (SulfurOxides,황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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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1%,Dust(먼지)약 47%를 감소시켰다.

<그림-13>이산화탄소(CO2)총배출량
(Ton/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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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한킴벌리 지속가능성보고서,2007

<그림-14>염화불화탄소(CFC)사용량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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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Kg/제품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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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한킴벌리 지속가능성보고서,2007

(7)온실가스 저감 이니셔티브 및 성과
유한킴벌리는 전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팀을 구성하여 사업장을 모
니터링하고,온실가스 저감의 주요전략을 선택해 노력하고 있다.

<표-11-6>온실가스 저감전략과 주요실천 내용

온실가스 저감전략 주요실천내용

1.에너지 저소비 산업확대 에너지 저소비산업인 디지털 날염사업 활성화 통해 에너지 사용량
감축

2.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고효율기기 구매와 사용을 통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과
지구온난화 가스 발생량 감축.
고효율전동기,조명,공조기,인버터 사용.
백필터 컴프레서,스팀 응축 수에서 발생한 폐열 재활용.
컴프레서 역률 개선용 컨덴서 사용등.

3.청정연료 사용 주요 에너지 자원을 천년액화가스같은 청정연료료 교체하여 저탄소
연료사용(버너와 보일러 연료 LNG사용등)

4.공익적 차원의 캠페인 추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와 같이 공익적 차원의 캠페인을 통해
온실가스 제거 활동 추진.
카풀 124명 참여=2599Km 절약 =잣나무환산 약 2,300그루
이산화탄소 고정효과(국립삼림과학원).
자전거타기 88명참여=22498Km절약 =잣나무환산 약 2,000그루
이산화탄소 고정 효과.
승용차 요일제 시행

자료:유한킴벌리 지속가능성보고서,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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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한킴벌리는 에너지 절감 및 지구 온난화 감소에 대한 비
전과 별도의 목표를 가지고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류하여 정량적 평가를
통해 기회요인과 위기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이 결성되어 연구하고 있
으며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과 온실가스 감축실적등록 등과 같은 정부시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표-11-7>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협력활동

2006주요활동 주최 역할 및 책임 참가
횟수

온온온실실실가가가스스스와와와 대대대기기기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 통통통합합합 감감감축축축 위위위한한한 자자자발발발적적적
협협협약약약서서서 서서서명명명 및및및 이이이행행행

환경부,전국환경
친화기업협의회

유한킴벌리3개
사업장 1회

정정정부부부추추추진진진사사사업업업 검검검토토토 및및및 의의의견견견제제제시시시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 기획단 및 업종별 대책반
활동참여

-포스트(Post)-교토 기후변화체제 논의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논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정부 지원방안 논의 및건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통합 배출권 거래제(안)
검토 및 건의

-온실가스 업종별 배출량 산정지침 적용 가능성 검토
-폐지재활용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 분석 결과
검토

대한상의,
제지공업연합회,
KBCSD

실무위원참여 6회

보일러 연료교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신청 산업자원부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1회

기기기타타타 정정정부부부 연연연구구구용용용역역역 과과과제제제 평평평가가가 및및및 지지지자자자체체체 토토토론론론회회회 참참참여여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활용을 위한 정책도입
연구평가
-에너지 절약에 관한 공익성 광고의 홍보 효과 평가
-기후 변화협약에 따른 대전시 로드맵 작성을 위한
토론회

산업자원부,
대전의제21

평가위원토론자
참여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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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외 기업의 친환경경영 현황

환경경영을 실천한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이라는 근
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가치와 함께 환경과 사회를 아우
르는 전략적 대안의 모색이 시급하다.환경문제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는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가 기존의 시장구도를 크게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지난
2001년 11월,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춰 네덜란드 세관을 통과하던 일본의 소니 게임기
‘플레이션2’에 제동이 걸렸다.부품 가운데 일부가 중금속인 카드뮴 허용기준치를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소니는 결국 해당 부품을 모두
교체해야 했고 성수기를 놓치면서 약2000억원의 손실을 입어야 했다.약2년전 국내의
한 대기업이 유럽시장에 수출한 상품을 실은 컨테이너의 하적이 중단되었다.해당 상
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포장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유에서다.이 기업은 모
든 포장지를 교체해야 했고 컨테이너는 30-40일이 지난 후에야 유럽땅을 밟을 수 있
었다.환경부가 디젤 승용차의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해 일부 모델의 국내 판매가 중단
된 것도 정부의 환경규제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이처럼 기업환경에서 환경을 무시하고 진행될 경우 기업의 수익에 막대한 손
실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다양한 기업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
듯이 국내 대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환경경영에 대하여 막대한 투자와 더불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
한 기업의 환경경영 수준은 여전히 인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연합 기업사회 책임위원회가 2005년 국내 30대 주요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수행 정도를 평가하고,이를 반영하여 지속가능 경영지수(SMI)를 발표한 결과,한국의
모든 기업들은 지속가능 경영과 투자에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나타나고 있었다.기업
별 평가결과를 보면,LG필립스 LCD,LG화학,한화석유화학,삼성SDI,포스코,유한킴
벌리,삼성전자,현대오일뱅크등 8개 기업이 평점B0(60-65점)를 받아 상위 등급에 해당
되었다.하지만 지속가능경영 우수 영역으로 펑가되는 A등급(80-90점)으로 평가 받기
까지는 아직 상당한 경영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여전히 최고 수준에는 미



- 55 -

흡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이어 LG전자,현대자동차,삼성전기,대한항공,하이닉스 반
도체,아시아나 항공,삼성코닝,기아자동차,SK텔레콤,SK INI스틸 등 11개 기업은
B-(55-60점)의 평점을 얻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동부제강,GS칼텍스,KT,대우조선해양,한국전력공사,S-OIL,두
산중공업,CJ등 8개기업은 C+(50-55점)를 받아 그나마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한가닥
희망을 보이고 있으나 기대수준에 미달한 수준이었다.환경연합 기업사회가 조사한 지
속가능경영지수는 ‘지속가능한 경영과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SMILE-1)에서 규정
한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지속가능한(Sustainable)경영(Management)과
투자(Investment)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의 머리 글자를 조합하여 이름붙인
‘SMILE-1’가이드라인은 환경경영 및 윤리경영체제,정보공개,환경보호,에너지절약,
소비자보호,인권,노동,부패방지,공정경쟁,납세 및 사회공헌 등 총10개 항목으로 구
성 되어 있다.이와 함께 이번 평가의 기준이된 ‘SMILE-1’가이드라인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환경경영체제인 ISO14001규격을 기초로,UN사무총장이 전
세계 기업에 대해 권고한 지구계약의 인권,근로기준,환경,부패방지 등 4개 분야에
걸친 원칙들을 포함했다.한편,미국 보스턴에 있는 환경연구소 세레스(CERES)가 글
로벌 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환경경영지수를 측정한 결과,특히 미국 기업들이 환경경
영에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으며 아시아와 유럽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문제 전문가들과 투자분석가들로 구성된 환경투자 자문기관인 세레스는 2006년
발표한 ‘기업경영과 기후변화’보고서에서 100대 글로벌 기업 중 영국의 에너지회사 영
국석유(BP)의 환경경영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으며 미국 항공회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UAL)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세레스는 환경 책임에 대한 기
업 경영진의 인식과 기후변화 방지노력,환경관련 정보 공개,온실가스 배출량 등 항목
을 정해 총 100점이 되도록 기업들의 점수를 매겼다.그 결과 BP는 총 90점을 받아 1
위를 차지했으며,미국의 종합화학기업 듀폰이 85점으로 뒤를 이었다.영국-네덜란드
합작 에너지회사인 로열더치셸은 79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다국적 에너지기업들은 환
경파괴의 주범으로 비판을 받아 왔으나 BP와 셸은 재생가능에너지 연구ㆍ개발 투자를
늘리고 친환경기업으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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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는 화학산업 기업들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전기,자동차 산업도 상위
권에 들었다.반면 에너지 분야와 식품산업,항공산업은 10개 분야 중 하위그룹으로 분
류됐다.특히 항공산업은 최고점을 미국 운송업체 UPS가 30점에 그쳤을 정도였다.화
학산업 10개 기업은 평균 51.9점 이었는데 반해 항공산업은 7개기업이 평균 16.6점을
받았다.특히 UAL은 100점 만점에 3점으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미국의 종합식품
회사 콘아그라도 4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전체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환경
인식은 세계적인 영향력이나 규모에 비춰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00개
기업중 50점 이하를 받은 기업이 67개 였고,30점 이하도 40개 나 되었다.
이처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기업의 환경경영 수준은 여전히 불만족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고객의 환경경영에 대한 요구 수준은 점차 높아져만 가고 있으며 기업
들은 이를 만족시킬수 있게 하기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고객들로부터
선택 받을 수 있는 경영환경이 전개되고 있다.또한 기업 내부에서 환경 경영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조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이
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내부의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적용이다.바스
프는 2002년 대비 2012년에 생산제품에서 10%의 온실가스 감축,대기오염물질의 40%
감축,수질오염 질소 함유량 60% 감축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2004년 2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한국 바스프도 바스프 그룹의 정책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의
목표 달성을 추진 중이며,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을 시스템적 제도화의 활성화로 보
고 있다.
한국 바스프는 지속가능 발전추진 조직으로 회장과 사장단 및 간사 임원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그 아래에 사업과 기능부문의 실무를 맡
는 실무위원회가 프로젝트팀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관리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 바스프의 체계적인 환경경영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활용된다.특정 제품을
생산하기에 앞서 환경과 경영손실을 따져 보는 ‘생태효율분석’이 대표적이다.만일 어
떤 제품을 분석한 결과 생태효율이 높으면 비용과 환경부담 측면에서 고객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제공된다고 판단하는 식이다.이 분석결과는 내부 경영진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생산과정에서 환경경영에 전 종업원을 참여시키는 ‘선행관리’도 환경경영
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1951년에 설립된 도쿄전력은 회사의 환경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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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를 ‘환경최고경영자(ChiefEnvironmentalOfficer)'로 지정하고 있다.CEO는 관리
이사회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사회”에 참여하며,환경 담당부나 관련부서를
직접 책임지고 있다.
도쿄전력은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해 기술ㆍ생산ㆍ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
를 통해 공헌활동을 해야 하며,자발적 실행은 기업의 아이디어를 살리고 효율성을 발
휘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이처럼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조직 내부의 자발적 참여와 시스템적 운영,그리고
CEO의 적극적 참여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장에서 소개한 74년간 자동차업계 1위를 지켜온 GM을 제치고 2007년 생산대수와
판매대수 모두 1위를 차지 할 것으로 전망되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카(환경 자동차)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유해가스를 일반차량에 비해 대폭 줄일 수 있는 엔진 등의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환경이 더 이상 기업이 치러야할 비용이 아니라 적극 활용해야 할 차세
대 유망 비즈니스 라는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차의 개발
및 판매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 동시에 ‘환경을 배려
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룰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이다.특히 적자를 내면서까지 초기
하이브리드카인 프리우스의 판매에 나선 데에는 세계 최초의 기술개발과 환경을 고려
하는 도요타의 이미지를 어필하려는 전략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이러한 환경을 배려하
는 기업이라는 도요타의 좋은 이미지가 결국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된 것이다.이를 통
해 ‘상술이 뛰어난 도요타’에서 ‘환경과 고기술의 도요타’로 기업 이미지를 전환 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기업 이미지를 여타 경쟁사들과 차별화 함으로써 명실공히 선도기업
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내 기업들에서도 환경경영이 중요한 기업가치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증권사 종목
리포트에서도 환경 관련 소식은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굿모닝 신한증권
사에 의해 매수의견이 제시된 반도체부품인 솔더볼을 생산하는 기업(덕산 하이메탈)에
대해서도 RoHS(유해물질 제한지침)적용으로 납 함유량이 엄격이 규제돼 무연 솔더볼
제품 특수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점을 들기도 했다.또 지속가능경영기업을 선별해 투
자하는 펀드도 등장 하였는데,이는 재무분석만 중점 심사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ㆍ사회 부문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를 병행하고 있음을 알수있다.이제 재무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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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업이라도 환경경영 평가가 낮으면 펀드 대상이 될 수 없는 기업환경이 도래
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은 기업의 목표가 이윤추구에 대한 최고의 명제를 넘어서 앞으
로 인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으로서 최근 발표된 친환경 기업 이미지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인식을 보면 다음 <표-12>와 같다.

<표-12>친환경 기업이미지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단위:%)

구분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인 86.5 13.5
전문가 94.9 5.1

자료:장기윤,조용성,POSRI경영연구,제6권 제1호,2006

제제제444장장장 도도도요요요타타타와와와 유유유한한한킴킴킴벌벌벌리리리 사사사례례례를를를 통통통한한한 비비비교교교분분분석석석

다음<표-13>은 도요타와 유한킴벌리의 친환경 경영활동에 대한 사례를 비교하여 보았
다.

<표-13>도요타와 유한킴벌리의 친환경 경영활동 비교

구분 도요타 유한킴벌리
제품 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천연가스) 위생용품(티슈,생리대 등)
동기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타사 제품과 차별화 전략

환경기술 및 비용절감 기술개발 -외국상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최고경영자들은 환경규제의 대 -기업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응 여부가 향후 자동차 업체의 위해 제품광고 보다는 기업광고
사활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 를 강화

-교토 의정서 채택
방법 -21세기형 차세대 자동차로 하이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브리드차를 상정하여 개발에 착수 전개(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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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의 계속>
구분 도요타 유한킴벌리
방법 -R&D분야의 상당부분을 하이 -조림사업 자금 기부 등 지역사

브리드 시스템 등 환경기술개발 회 투자 112억5천만원(2006년)
에 전체 투자대비 22.4% 투자 -환경보호 총비용 90억5천만원
(2002년 총액 5,812억 액 중 (2006년,매출액 대비 1.1%)
1,304억 엔 투자) -광고,이벤트사업,홍보 강화

목표 -세계최초의 기술을 스스로 개발 -기업 이미지 제고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개발 -기업차원 문제 해결

주체 CEO,최고 경영진 전담부서(전략/마케팅 부서)

효과 -신용등급 트리플A 상향조정 -브랜드 가치 향상
(무디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oreaBra

-일본기업 사상 최초 경상이익 ndPowerIndex)에서 한국산업
1조엔 달성 의 브랜드 파워조사 결과 하기

-니케이 BP컨설팅조사에서 스는 9년 연속,화이트는 7년
소비자 및 비즈니스 평가 6년 연속,크리넥스는 5년 연속 각
연속 1위 차지(2005년 기준) 부문 1위로 선정

-‘세계최고의 기술력 보유 기업’ -매일경제(2005년)환경경영 1위
인 동시에 ‘환경배려 기업’이라 -우리나라 기업중 환경보호를 위
는 기업 이미지 구축에 성공 위해 노력하는 기업 1위에 선정

<표-13>과 같이 도요타는 21세기형 자동차로 ‘하이브리드차’를 상정한 후 기술력과 자
금을 결집하여 적자를 각오로 세계 최초의 기술에 도전하며 기술력과 자금을 결집하여
하이브리드차의 본격적인 개발에 성공하여 자동차 업계 표준을 장악하고 있으며 자동
차 판매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하이브리드차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하이브리드차를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하이브리드차 양산화를 도모하고 있다.최근에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는 고유가 쇼크와 원자재 가격 급등,판매 부진 여파로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들이 연속적으로 대형차 생산라인 감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글
로벌 판매 1위인 도요타는 대형차 생산라인인 미국 텍사스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
였고 인디애나 공장에서는 생산라인 일부만 중단키로 한다고 발표했다.다만,직원에
대한 구조조정까지는 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도요타가 북미 완성차 공장에서 장기간
조업을 중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그러나 도요타는 대형차를 줄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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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소형차에다 연비 효율성이 뛰어나 인기가 높은 하이브리드차 프리우스를 미국에서
처음 생산하기로 했다.미국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 일등공신인 프리우스는 주문이
6개월치나 밀려있어 일본 생산량만으로는 수출물량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
한 것이다.이와관련,2010년 후반 가동 예정인 미시시피 공장에서 미국 최초로 하이
브리드 차 ‘프리우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자동차 빅3역시 고유가와 원자재가 쇼크,판매 부진 등 3중고로 사업 재
편을 가속화 하고 있는 상황이며,최근 부도설까지 나돌고 있는 GM은 6월 미 판매대
수가 지난해 6월에 비해 18.2%나 감소했고,포드는 28.1%,크라이슬러는 36%나 감소
했다.이에 따라 GM은 구조조정과 함께 4개의 픽업트럭 공장을 폐쇄하고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포드 역시 9주간 미시간 트럭 공장 문을 닫기로 했고,크라이슬러는 미니
밴 생산 공장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 상황에서 환경문제와의 대응을 신규
사업창출의 기회로 전환시킨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차의 성공은 친환경경영 전략이 기
업의 지속가능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한양행은 1970년 3월 30일 미국의 킴벌리클라크사와 40:60의 지분으로 유한킴벌리

를 설립 하였지만 IMF이후 킴벌리클라크사에 주식 10%를 매각하여 현재의 지분율은
30:70의 합작 회사이다.1984년부터 시행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캠페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학교 숲 운동’이라는 활동이 있다.1995년에 자연친화적인 교육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한킴벌리가 주축이 되어 시작한 이 ‘학교 숲 운동’은 1999년 시
민단체 ‘생명의 숲’과 산림청을 만나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이 운동은 전
국 9,700여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숲이 있는 학교 만들기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숲을 조성하고 교육적으로 활용되거나 도시 녹지의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
다.유한킴벌리는 또 1985년 충북 청원군에서 처음 잦나무 묘목 12,000그루를 심은 이
래 매년 식목일에 즈음하여 자원 봉사에 나선 신혼부부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다.
미래의 건강한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산림조합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나무가 잘 자라
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적정한 수종을 선정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7년까지 14,241명이 나무심기를 체험하였고,이를 통해 국가소유의 산림지에
112,100그루의 나무가 자라게 되었다.청소년 환경 체험 교육인 ‘그린캠프’도 환경의 중
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유한킴벌리는 1988년부터 매년 전국의 여자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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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대상으로 설악산 자연 학습장에서 환경 체험 교육인 ‘그린 캠프’를 열고 있
다.그린 캠프는 매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4일 일정으로 2기에 걸쳐 개설하여
2004년까지 총24기에 이르렀다.이를 통해 지금까지 2,796명(1988-2006)이 환경 체험을
받았으며 이들 중 일부는 캠프에 와서 다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건강한
숲을 만드는데 필요한 숲 가꾸기 기금도 1984년부터 2004년까지 72회에 걸쳐 총 49억
6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465만 평에 50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1,748만 평
의 1,600만여 그루를 대상으로 천연림 보육,어린나무 가꾸기,솎아 베기,비료 주기 등
의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또한,유한킴벌리는 ‘서울숲’조성과 운영에 기업
파트너로 참가하여 2006년 연중 서울숲의 500여개 프로그램(참여인원 23,974명)을 후원
했으며,3월에 벤치를 기증하였고,11월에 시민 참여형 도시숲 심포지엄 개최를 후원하
였다.서울숲은 2003년 기업70곳과 개인 5000여 명의 후원금을 모아 시작했고,서울숲
내 별도로 유한킴벌리 숲 4천 평을 조성해 회사와 사원가족들이 참여해 이를 가꾸고
있다.이렇듯 유한킴벌리의 친환경경영 전략은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캠페인을 중
심으로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보다는 기업광고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고객들과의
소통을 위한 이벤트 사업을 활용하여 회사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
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제제제555장장장 결결결론론론

제1절 연구의 요약

21세기의 기업경영전략 키워드는 생존(survival)과 성장(growth)에서 상생(win-win)
과 지속성(sustainnability)으로 옮겨가고 있다.이러한 추세는 기존의 품질경영,안전경
영의 경영전략에서 환경을 고려한 경영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그동안 우리 사회
는 산업화의 발달과 그로 인한 더 나은 삶의 요구로 인하여 환경파괴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불러왔다.여기에는 인간 스스로가 생태계의 자연 법칙을 깨트리는 데도 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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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지만 한편으론 환경자원에 인식을 오직 경제적 가치의 기준에서 기업의 이윤추
구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던 산업사회의 경제윤리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천연자원의 고갈,이상기후 발생,오
존층 파괴,공장 폐수 배출,생물 다양성 파괴,하천오염 등 지구환경의 피폐화를 초래
하고 더 나아가 인류와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이와 같은 위협은 미래세대는
물론 인류의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장만을 추구해 온 경제활동의 대가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개한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기업이 친환경경영을 추구하여 환
경보존활동을 통한 환경보호에 기여하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환경문제에 대해
소비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해 나갈 때,기업은 자연
스럽게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환경친화적 경영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이에 대한 결과로
기업이 처할 수 있는 환경위험(environmentalrisk)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여 지속
적인 수익창출과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그러나 모든 기
업이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성과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의 환경친화경영 전략 수립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현재 기업의 판매시장 특성,제품 및 산업의 특성,기업의 생산구조나 재무구조
의 특성 등 기업이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친환경경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환경적으로 소비자에 민감한 산업 즉,듀폰이나 에코버,유한킴벌리와 같은
경우는 홍보나 광고와 같은 전략이 필요하나 도요타와 같은 자동차 산업의 경우 친환
경경영전략은 자동차연비효율 증가나 자동차 배출가스를 통한 오염물질 감축 등과 같
은 환경친화적 성능관리 부문에 집중적인 전략이 요구 될 것이다.둘째,환경성과 중심
의 친환경경영이 요구된다.대부분의 환경경영은 환경경영체제인증 등과 같이 일회성
이며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환경활동은 기업에 비용으로 남게될 가능성
이 높으며,실제로 기업의 환경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므로 소비자나 환경규제기관등에
제품의 선호효과 및 관계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경영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
문이다.따라서 환경성과 관리시스템이나 환경보고서의 개발등과 같은 체계를 기반으
로 환경성과의 정량적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 친환경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셋째,기
업이 환경비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친환경경영을 실천하는 것은 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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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 강화 및 차별화에 매우 중요하며,이를 위해서는 도요타의 사례처럼 적자를 각오
하고 세계 최초의 기술에 도전한다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 조건이다.기업의
추진방향으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면서 기업의 성과를 높일수 있는 친환경 제품생산,
친환경 생태공장,친환경 폐기물,친환경 기업 이미지 등 친환경 마케팅 전략 체계를
구축한다.또한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정책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마케팅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관련 부서를 신설 하거나 확대하여 의사결정 과
정에서 환경부서의 의견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을 통하여 친환경경영이 기업가치를 증가시키고 기업 이미지가
향상되어 고객의 구매의사에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이루기 위한 친환경 지속가능경영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 하였다.이미 해외 선진기업들은 환경친화경영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고 장기적
으로는 기업의 지속적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업은 지금까지 생산위주의 성장에서 환경을 고려한 성장으로 새
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대증요법적으로 대응했던 방식
을 탈피하여 장기적 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여야 한다.또한 소비자의 욕
구를 만족시키면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이윤을 남겨야 하고 적극적인 환경투자로 오염원을 원칙적으로 막고 여
건에 맞는 환경보전운동을 지역주민과 더불어 활발히 전개하는 등 자발적이고 선도적
인 입장에서 환경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제는 기업가의 경영철학이
환경마인드화한 기업인상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오늘날 환경친화경영은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기업 당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방향

친환경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전략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관계를 중심에 두고
있어 그 범위를 규정하기 힘들었고 구체화 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존재하였다.또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도입 역사가 짧고 개념이 형성중인 전략 패러다임으로 해당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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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성과에 대하여 완성도 높고 체계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본 연구에 있어
한계점 중 다른 하나는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보
고서 또한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사례로 체택하여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각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의 중심이 각기 다르게 분포되어 있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
근하여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최근에 대한상공회의 지속가능경영원에서 회원사
에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매뉴얼이 배포 되었다고 한다.앞으로 학계와 기업,연구기
관,정부기관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서 국내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표준화된 지속가능
성보고서가 제작되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지표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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