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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국문 록

최근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국에서의 기업의 사회  책임(CSR)의 요성이 

증 되고 있으나 이에 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 자동차산업에 진출한 일본의 도요타와 자동차의 CSR사례를 비교분석함으

로써 한국기업의 로벌CSR 략 수립에 주는 시사 을 유도하고자 하 다.

먼  CSR에 한 이론  고찰을 통해 Carroll의 CSR 4단계 피라미드 모형과 CSR인식모형 그리고 

Porter & Kramer의 반응  CSR과 략  CSR 모형  이부키 에이코의 CSR 모형 등을 이용하여 

사례연구의 틀을 제시한 후, 도요타와 자동차의 국에서의 CSR사례를 비교분석하 으며,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회사 모두 다양한 CSR활동을 개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경우 상 으로 자동차와 

련이 없는 분야의 지역사회에 한 자선  사회공헌활동에 치우친 데에 비해 도요타는 자동차와 

련이 있는 분야를 심으로 다양한 이해 계자를 상으로 균형있는 활동을 개하고 있다.

둘째, CSR의 인식단계나 Porter & Kramer의 반응  CSR과 략  CSR 모형  이부키 에이코의 

CSR 모형에 따른 평가 측면에서 자동차에 비해 도요타는 보다 략  CSR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한국기업의 로벌CSR은 좀더 략  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는 이다.

주제어 : 기업의 사회  책임(CSR), 략  CSR, 국 도요타 CSR, 국 자동차 CSR

 * 이 논문은 구 학교 2011년도 교내학술연구지원에 의해 발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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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세계 으로 기업의 사회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한 심이 

증하면서 다국 기업의 지국에서의 로벌 CSR 활동의 요성도 증 되고 있다. 다국

기업의 해외진출, 특히 개도국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업이 개도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

면서 기업의 경제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해당 국가에게도 얼마나 공헌하는지에 세계

의 심이 집 된다. 즉 기업들이 진출국가에서 ‘착한 기업시민(good corporate citizen)'으로서 

정착하는가 여부가 지에서 지속 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를 단하는 기 이 되고 있어

서 다국 기업의 사회  책임은 윤리차원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된 요한 사항

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1980년 반 이후 내외 경제여건의 성숙으로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만 해외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경 실패에 따른 자  등의 이유로 상당수의 해외투

자사업이 청산되었다. 즉, 한국기업의 성 한 해외진출과 국제경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한 

경 악화와 특히 1997년 말의 외환 기 등으로 2005년 12월말 재 건수 면에서는 총해외투

자건수의 약 7.4%인 2,045건, 액 면에서는 총 해외투자 액의 약 21.7%인 12,574 백만달러

가 철수하 다.1)

2006년 이후 특히 국을 심으로 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격한 인건비의 상승 등

과 외자기업에 한 각종 우 조치의 축소 는 철폐 등 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심지어 야반도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국가간의 외교문제

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2) 한 최근 국을 심으로 지국에서의 CSR에 한 

심의 증 와 더불어 다국 기업의 CSR에 한 기 수 도 높아지고 있다.3) 이와 같은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높은 실패성 투자철수율과 부정 인 한국기업의 이미지를 개선  지국

에서의 다국 기업CSR에 한 높은 기 에 응하여 지국에서의 지속가능한 경 을 실천

하기 해서는 효과 인 CSR 략의 시행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 즉, CSR 

활동의 후발주자인 국내기업이 지국에서 강력한 CSR을 개하는 선진국 다국 기업을 상

1) 2006년 이후부터 한국기업의 해외투자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자료의 신빙성 등의 이유로 청산 

등에 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 컨 ,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동성 교주시의 한국기업 500여개 업체  20%인 103개 업체가 채산성 악화를 이

유로 비정상 인 사업철수를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기업 앙회, 「 국진출 소기업 경

환경 설문조사 결과보고」, 2008. 3.을 참고바람.

3) 최근 국에서의 CSR 논의 동향에 해서는 정상은(2007), 최병헌(2008), 도민 (2010), 유력 ·권 철(2011) 등의 연구

를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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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아남기 해서는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국에서의 CSR활동의 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 한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미  유럽의 거  다국 기업들이 오래 부터 CSR 

련 담부서를 설치하여 세계 으로 지속가능한 경 을 추진해 온 것에 비해 최근에야 

한국기업들도 국내외에서의 CSR 활동에 주목하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CSR에 한 국내

에서의 연구도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주로 한국기업의 국내에서의 CSR 

활동에 을 맞춘 연구가 부분이며, 해외진출과 련된 연구는 개도국에 진출한 한국기

업의 반 인 CSR실태에 한 연구(KOTRA, 2010)  소수의 국에서의 CSR에 한 연구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도민 , 2010; 김주원·김용 , 2008; 유력 ·권 철, 2011).4)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CSR에 한 이론  고찰을 토 로 연구과제  사

례평가의 틀을 설정하여 자동차산업에서의 국에 진출한 표  다국 기업인 일본의 도요

타와 한국의 자동차 CSR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CSR활동에 주는 

정책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 로 지역 으로 국으로 국한한 이유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서의 국이 차

지하는 비 5)과 최근 국시장의 격한 환경변화6)  높은 비정상  철수율 등을 고려할 

때 국진출 다국 기업들의 CSR 략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

리고 업종면에서 자동차산업을 분석 상으로 삼은 이유는 자동차산업의 경우 완성차 제조와 

련된 후방 연 산업에 한 효과가 크며, 부품조달에서 제품 매에 이르기까지 부품

조달, 노사 계(종업원), 에 지 약(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소(환경), 품질검사(고객 안 ) 등 

기업활동의 CRS연 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 국 자동차산업의 속한 발 으로 인

해 국 시장에서의 다국 기업들의 CRS활동이 주는 시사 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7) 

4) 도민 은 국에 진출한 외자기업(HP, 도요타, 모토로라)과 한국기업(삼성 자, SK그룹, LG 자)의 CSR 략과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김주원·김용 은 국 삼성, LG 자, 유한킴벌리의 CSR 사례를 그리고 유 ·권 철은 이마트, 

LG 자, 포스코, SK 미컬 등의 CSR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도민 의 경우 CSR의 개념 정의, 국의 특수성 반  여

부, 략  CSR의 실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김주원·김용 은 단순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유 ·권 철은 CSR의 내용과 더불어 CSR 리·장애요인·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5) 국은 한국의 제2의 무역 상국이며, 2011년 3월말 재 한국 해외투자의 건수와 투자 액 면에서 각각 43.0%, 19.1%

를 차지하고 있어서 건수 면에서는 제1 , 투자 액 면에서는 미국에 이어 제2 를 차지하고 있다. 

6) 국은 개 개방 이후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도농 간·지역 간 소득격차 심화, 에 지  자원 낭비, 환경

오염 등 수많은 사회 인 문제 들에 직면하고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모순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국 정부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한 지속가능한 발 , 공평한 소득분배 등 제반 분야의 개 을 추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정, “ 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한 한국 소기업의 응 략: 기업의 사회  책임(CSR)을 심으로”, 

⌜2011 추계학술 회발표논문집⌟, 한국국제경 리학회, 2011. pp.195~205.를 참고바람.

7) 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 의 자동차 생산 국이 되었고, 내수 매량 면에서는 미국에 이어 2 이며, 한 세

계 인 자동차메이커들이 부분 국에 진출해 있으며 최근 국 국내 자동차업체의 성장 등으로 인해 국 자동

차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다국 기업의 로벌 략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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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구성은 제Ⅰ장 서론과 제Ⅳ장 결론을 제외하고 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지며 제Ⅱ장

에서는 CSR에 한 개념과 주요 유형에 한 이론  분석을 한 후 제Ⅲ장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먼  연구과제와 사례연구의 틀을 제시한 후 자동차산업에서의 국에 진

출한 표  다국 기업인 일본의 도요타와 한국의 자동차의 CSR사례를 비교분석한다.

Ⅱ. CSR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CSR의 개념

기업의 사회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라는 용어는 1929년 세계 공항 

시기에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기업이 규모화되면서 경제 뿐 아니라 사회·정치  

측면에서의 향력도 크게 커졌으며, 사회와의 갈등  마찰 등이 래됨에 따라 1960년 부

터 CSR에 한 심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CSR은 지속가능경 (sustainable management)이 

두되면서 그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NGO의 활성화와 정보기술의 발 으로 기업

에 한 감시기능이 강화되면서 CSR은 기업의 성장  생존과 직결된 주요 사항으로 부상

하 다.

그러나 CSR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그리고 시 으로 제시하는 바가 다르며, 선행연구를 

심으로 CSR의 정의를 시 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특히, 2000년 에 이르러 CSR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그 개념도 더욱 확 되면서 CSR

을 더 이상 단순의무가 아니라 략  행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Porter & Kramer(2002)는 

CSR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특정 이해 계자 집단과는 상생 , 윤리  책임 계를 잘 유지하면

서 사회 공익과 기업의 경제  이익이 공존하며 수렴할 수 있는 역을 넓히는 능력이 기업의 

경쟁구조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핵심요소이며, CSR의 통합 , 균형  근에 한 요구를 충족

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하 다. 따라서 CSR은 기업의 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 기업은 사회와 기업 모두에 이익을 주는 자선행  역을 발견하여 기업 

경 략과 경 시스템에 목시킨 ‘ 략  공헌활동’이 요구된다고 주장하 다(신지숙·문용

호, 2009). 한 Kotler & Nancy(2005)는 CSR을 기업이 경 활동과 내부 자원의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CSR을 마 과 목시켜 

CSR의 략  요성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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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별 
CSR 활동  

대표 학자ᆞ기관별 동향 내용

1950년대 ㆍBowen(1953)

ㆍ기업인으로서의 사회에 한 책임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기

업인의 사회  책임을 “우리사회의 가치와 목 으로부터 정

책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연속성을 띄는 기업

인으로서의 의무에 한 것”이라고 정의

1960년대 ㆍEells&Walton(1961)
ㆍ경제  법  의무를 넘어서 기업은 윤리  에서 사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

1970년대 

ㆍSethi(1975)

ㆍCarroll(1979)

ㆍ동태 인 사회 시스템 내에서 기업의 바람직한 사회  역할

을 스스로 찾아 능동 으로 사회변화와 사회문제 해결에 참

여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업행동을 해 사회  반응

(social responsiveness)을 주장

ㆍCSR의 개념을 '경제  책임', '법  책임', '윤리  책임', '

자유재량 책임'의 4부분으로 나 어 기업의 사회업 을 평

가하기 한 방법을 제시

1980년대

ㆍMcFarland(1982)

.Wartick&Cochran(1985)

ㆍCSR은 법과 계약의 계에서 벗어나 이해 계자들과의 상

호의존성의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

ㆍCSP(Corporate Social Performance)를 “사회  책임, 사회  반

응  사회  이슈를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업의 

CSP모델은 기업과 사회의 반 인 분석을 한 유용한 틀

을 제공한다고 주장

1990년대 

ㆍCarroll(1991, 1998) ㆍCSR 피라미드 모형을 확립하고, 기업시민론(corporate 

citizenship)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사회에서 공존하기 해

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

아래의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펴본 바와 같이 CSR에 한 정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시  배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해보면 CSR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 과 성장을 해 이해 계자의 이익이나 지역사회 체에 심을 기울이는 

기업의 자발 인 책임 행동’으로 종합 으로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8)

<표 1> 연대별 CSR 개념의 전개

8) CSR은 기업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 기업지속가능성(corporate sustainability), 기업

윤리(corporate ethics), 지속가능경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philanthropy) 등 

유사한 용어들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이들 에서 CSR이 가능 보편 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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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ㆍMichael E. Porter &  

Mark R. Kramer(2002)

ㆍPhilip Kotler & Nancy 

Lee(2005)

ㆍMichael E. Porter &  

Mark R. Kramer(2006)

ㆍ“ 략  공헌”을 통해 기업의 경 활동을 통해 장기 인 이

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다고 주장

ㆍCSR을 마 과 목시켜 성공 인 기업의 사례를 제시하

고 CSR의 략  요성을 제시

ㆍ“CSR은 비용의 개념이 아닌 기회, 신, 경쟁우 의 원천이 

된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략  CSR을 

제시

자료: 변선 , “ 략  CSR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 한·일 비교를 심으로”, 부산  학원 경제

학박사 학 논문, 2010, pp.14~15을 요약·정리.

2. CSR의 인식단계 및 유형

1) Carroll의 4단계 피라미드 모형

기업의 CSR 활동 유형의 표  는 Carroll의 CSR 4단계 피라미드 모형(1991)이다. 

Carroll은 기업들이 가지는 사회  책임을 크게 경제  책임(economic responsibilities), 법  책

임(legal responsibilities), 윤리  책임(ethical responsibilities), 자선  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ies)의 4부분의 피라미드모형으로 나 어 생각해 기업의 사회업 을 평가하기 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림 1> Carroll(1991)의 피라미드 모형

제 4단계 : 자선  책임

(philanthropic responsibilities)

지역사회공헌

제 3단계 : 윤리  책임(ethical responsibilities)

윤리  기  수

제 2단계 : 법  책임 (legal responsibilities)

법, 규제 수

제 1단계 : 경제  책임 (economic responsibilities)

이익 극 화

자료: A. B. Carroll,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 Business Horizons, July-Augus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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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경제  책임(economic responsibilities)은 기업의 가장 기본 인 존재근거로서 사회의 

기업에 한 요구인데 기 하는 제품  서비스의 생산을 통하여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윤창출 등을 로 들 수 있다. 두 번째 법  책임(legal responsibilities)은 기업의 

활동은 반드시 법률  제도 내에서 수행되어져야 한다. 즉, 기업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가 규정해 놓은 법률  제도 내에서 경제  성과를 추구하기 한 책임 활동을 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CSR의 경제 , 법  책임은 기업이 사회에서 활동해 나가기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인 책임이다고 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윤리  책임(ethical 

responsibilities)은 법으로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기업에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 하는 행동

과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직 인 경제  성과와 련이 없는 기업의 도덕  행

동을 포함한다. 즉, 사회  규범에 따라 경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자선  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ies)은 기업의 경 활동에 있어서 규정화하여 수행

하는 활동이 아닌 기업 자체의 단과 선택으로 행하는 자발 인 책임을 의미한다. 즉, 지역

사회에 한 공헌이나 사회에 한 기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다.

2) CSR의 인식단계 모형

삼성경제연구소는 기업의 사회  책임의 인식정도에 따라 소극  인식-> 피동  수용->자

발  리-> 성장 략에 통합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SERI Beijing Office, 2006). 소극  

인식은 기업이 정상 인 경 활동 외에 어떠한 사회  책임도 짊어지지 않으며, 사회  책임

행 는 기업의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피동  수용은 고객, 정부 

등의 련 분야의 요구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부 사회  책임을 짊어지기는 하지만 이 외에 

사회  책임은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자발  리단계의 경우 기업은 

거래비용 감, 이미지 제고 등에 한 사회  책임의 극 인 역할을 인식하고 계획 으로 

사회  책임을 수행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성장 략에 통합하는 단계에서는 기업은 사회  

책임활동 자체가 기업의 요한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사회  책임과 기업의 성장 략을 상

호 결합하여 완벽한 사회  책임체제를 구축한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한 인식단

계가 높을수록 그 기업은 략  CSR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3) Porter & Kramer의 반응적 CSR과 전략적 CSR 모형(2006)

Porter & Kramer(2006)는 경쟁 우 와 CSR사이의 연계라는 내용으로 “CSR은 비용의 개념

이 아닌 기회, 신, 경쟁우 의 원천이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기업

의 성과와 사회  복지는 zero-sum 게임이 아니며, 'business'와 'society'는 공유된 가치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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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이러한 선택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기업의 지속성은 략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

고 주장했다. 특히 Porter & Kramer(2006)는 략  CSR은 좋은 기업시민을 형성하고, 유해한 

가치사슬(Value Chain)을 완화시켜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언 하면서 하이 리드 자

동차를 개발한 도요타를 로 들어 설명했다.

도요타는 하이 리드카인 "Prius"의 발명 자체가 략인 동시에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CSR에 일조를 했다는 것이다. Porter & Kramer(2006)는 CSR을 '비용'이란 에서 '투자'라

는 개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기업들은 기업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CSR 활동

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CSR 유형을 반응  CSR(responsive CSR)과 략  CSR(strategic CSR)로 구분

하 다. 반응  CSR은 변화하는 이해 계자들의 사회  심에 맞춘 선량한 기업시민으로서

의 활동과 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가능한 부정 인 향들을 완화시키기 

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업의 가치사슬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에 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반응  CSR의 근본 인 목 이다. 이는 사회 공익과 기업의 이익이 겹쳐지

는 부분은 기업 활동에 직 인 향을 주는 사회  요인과 기업활동으로부터 직 인 

향을 받는 이해 계자들 사이에 동시에 존재하는 역으로서, 사회와 기업이 서로의 이익을 

존 하고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면 사회공익과 기업이익의 첩부분이 커

지면서 체의 이익이 커지는 원-원(win-win)구조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응  CSR에서는 기업활동에 향을 주는 가치사슬의 사회  충격과 련된 이슈

에 더 큰 심을 가지고 해당 이해 계자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기업

의 사회  책임창출에 한 역할은 제한 ·소극 이다(채병헌, 2008).

<그림 2> 기업의 사회 관여: 전략적 접근

(Corporate Involvement in Society : A Strategic Approach) 

자료 : Michael E. Porter & Mark R. Kramer, "Strategy &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Vol. 84, No. 12, 2006,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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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r & Kramer(2006)은 반응  CSR을 크게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기업활동

의 사회  부작용 완화의 두 가지로 구분하 다.

첫째, 모범 인 기업시민(good corporate citizenship)으로서의 역할 수행이다. 기업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시각에서 사회의 일원인 기업이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해서 당연히 수

행해야 할 기본 활동이며, 이 유형의 사회  공헌활동을 수행하면 ‘좋은 기업’이라는 사회의 

인식이 생겨나 근로자들도 자신들이 일하는 곳에 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공헌활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를 해 선행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기업에 실질 으로 돌아오는 가시 이고 물질 은 보답은 없다.

둘째, 기업활동의 사회  부작용 완화이다. 기업활동  발생하는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지 을 가치사슬분석을 통해 악한 후 부정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완화하도록 해야 한

다. 를 들어 어떤 기업이 시  에 제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을 실험 상으로 이용

하고 있다는 것을 가치사슬 분석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면 기업 측에서는 이것이 동물 학 에 

반 하는 사회의 가치와 충돌하여 윤리  문제로 확 될 가능성에 해 우려해야 한다. 그리

고 동물보호 캠페인 추진 등과 같은 부정  효과를 감소시키기 한 조치로서 CSR을 수행

해야 한다. 이러한 CSR은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활동인 만큼 이

를 통해 기업이 실질 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역시 제한 이다.

한편, 략  CSR은 경쟁자와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을 통하여 사회 공익

과 기업이익간의 공존과 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 증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기업과 

사회의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여 기업과 사회의 이익이 일치되기를 기 하는 것이다. 단기

인 이벤트성 활동만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략 인 방

법을 통해 기업이 집 으로 여할 만한 사회  이슈를 선정하고 장기 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 이다.

Porter & Kramer(2006)에 따르면 략  CSR은 공통의 가치를 반 한 가치사슬변형 제품

의 생산과 경쟁환경에 한 투자로 구분된다.

첫째, 사회와 기업의 공통가치를 반 한 가치사슬변형 제품의 생산으로서 기업활동 과정에

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의 사업 략을 강화시키는 상품을 소비자에

게 제공하는 활동이다. 앞에서 설명한 ‘기업활동의 부작용 완화’유형이 문제 해결을 해 직

으로 가치사슬을 변형시키기 보다는 문제를 잠재우기 한 소극  임시방편인데 비해 

기업이 사회  공익과 기업이익을 모두 반 한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을 동

시에 추구하기 해 가치사슬의 변형도 불사한다. 컨  도요타는 하이 리드카인 "Priu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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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자체가 략인 동시에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CSR에 일조를 했다는 것이다.  자동

차를 만들기 한 가치사슬활동에서 “환경”이라는 CSR 활동이 목이 되면 환경을 고려한 

일차  활동과 지원활동의 가치 활동을 통해 “환경친화 자동차”가 탄생하게 된다. 환경을 고

려하고 에 지까지 약시키는 친환경 자동차는 단순한 기능을 보완한 신차보다는 경쟁우

를 하게 되며 그 결과 더 많은 성과도 기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경쟁환경에 한 투자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에 한 투자

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기업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컨  IT 지식  기술을 제 로 갖춘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어

온 Microsoft사가 지역 학교에 컴퓨터 시설과 기업에서 실제 사용하는 기술을 교육하는 커리

큘럼을 제공한 사례를 들 수가 있다. Microsoft사 측에서는 자사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은 학

생들 에서 기업에 합한 인재를 확보할 수가 있고, 지역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컴

퓨터교육 로그램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 상호이익이 극 화된다.

4) 이부키 에이코의 CSR 모형(2006)

이부키 에이코(2006)는 CSR의 실천을 방해하는 배경에는 사내외의 이해 계자로부터 쏟아

지는 ‘경  요청’, ‘사회  요청’의 딜 마 때문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기업이 경 활동을 

하는데 있어 사내외의 이해 계자로부터 매우 다양한 요청을 받고 있는데 경  요청은 매

출과 이익 향상과 같은 재무  실 에 한 요청을 뜻하며 사회  요청은 기업의 향력이 

확 됨에 따른 지역사회의 기 를 의미한다. 이러한 요청들 사이에서 기업은 딜 마에 이르

게 되는데 경  요청을 만족시키려면 사회  요청에 소홀해지고, 사회  요청을 만족시키

려면 경  요청에 소홀해져 응할 수 없게 되는 딜 마가 발생한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이부키 에이코는 ⌜경 략 -사회  책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에서 기업이 CSR의 실천을 통해 지속 으로 발 하기 해서는 CSR에 한 기업의 자세를 

명확히 하고 경 략 안에서 CSR의 요소를 융합시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 했다.9)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기업이 취해야 할 CSR 역을 수동  응(수비의 윤리)·공격  응(공격

의 윤리), 사업 내 역·사업 외 역 등 두 가지 축을 심으로 ‘기업윤리 사회책임 활동’, 

‘투자  사회공헌 활동’, ‘사업 활동을 통한 사회 신’ 등 세 역으로 나 고 이 세 역에

서 균형있게 략 으로 사회와의 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좀 더 자세히 

9) 이 책은 다음과 같이 번역 출 되었다. 이부키 에이코, ⌜사랑받는 기업의 조건-기업의 사회  책임과 경 략⌟, 매

일경제신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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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비의 윤리”란 기업이 사회에 존재하고 기업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부정 인 향을 미

치지 않도록 방하는 것으로 만약 부정 인 향을 미쳤다면 그것을 '0' 으로 돌리기 한 

조치를 뜻하며 “공격의 윤리”란 기업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정 인 향을 미치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하므로 기업은 극 인 략  사고인 공격의 

윤리를 통해서 지속 인 발 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한 수비의 윤리와 공격의 윤리 각각의 활동에는 사업 내에서 실시하는 활동과 사업 외

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 나뉜다.

사업 내에서 실시하는 활동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가능한 한 감소시키기 해 제조과정을 개선하는 조치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한 제품

을 팔면 팔수록 같은 종류의 타사 제품보다 환경개선에 더 많이 기여하고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비즈니스 등이 해당한다. 사업 외에서 실시하는 활동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감

소시키기 해 노력했지만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발생한 환경오염물질을 ‘0’으로 되돌리기 한 사업 이외의 활동으로 나무를 심는 등의 응

을 로 들 수 있으며, 반면에 기업의 경 활동이 정 인 향을 주는 사업 외 활동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부키 에이코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포트폴리오에 따라 CSR 활동이 어떻게 개되고 

있는지 그림과 같이 A 역, B 역, C 역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

우선 기업윤리 사회 책임 역 (A 역)은 수비의 윤리에 해당하는 역으로 사회의 일원

으로 존재하는 이상 기업은 지켜야 할 법령과 완수해야 할 사회  책임이 있으므로 기업은 

이러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후 실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업의 불미스런 스캔들은 기업 

가치에 막 한 향을 주므로 법령 수나 기 리 책은 기업 존립의 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투자  사회공헌 활동 역(B 역)은 기업이 사회와 양호한 계를 유지하기 

한 응방안이며 사회  효과와 경  효과 모두를 양립시키는 투자  활동 략이다. 이 

역은 기업이 사회에 직  공헌하는 행동이므로 기업의 재량이 크고 략성이 요구되는 활

동 역이라고 보고 있다. 사업활동을 통한 사회 신 역(C 역)은 사업을 개하는데 있어 

이윤추구를 첫번째 목표로 하는 동시에 사업 활동을 통해 사회를 신하고 사회가치를 창조

하기 한 사업 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 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성은 향후 기업 경쟁력의 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 B, C 세 

역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회와의 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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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SR을 실시하는 기업은 어느 역을 시하는가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  유형(1) 리스크 회피 시형(A 역 시)으로 소극 ·수동 으로 CSR을 실시하는 경

우이며, 두 번째로 유형(2) 사업 내 활동 시형(C 역 시)은 B 역(투자  사회공헌 활동 

역)을 추진하지 않는 기업이나 B2B기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이며 B 역에 한 심

이 낮아 사업 활동에 특화시킴으로써 사회성을 높여 나가는 방법을 지향하는 기업이다. 마지

막으로 유형(3) 사업 외 활동 시형(B 역)으로 특히 어느 정도 A 역을 추진함과 동시에 B

역에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그림 3> 전략적 CSR의 기본 틀

자료: 이부키 에이코, ⌜사랑받는 기업의 조건-기업의 사회  책임과 경 략⌟, 매일경제신문사, 2006, p.70.

Ⅲ. 중국에서의 도요타와 현대자동차의 CSR사례 비교분석

1. 연구과제 및 사례분석의 방법

1) 연구과제 및 사례분석의 틀

본 연구는 국 자동차산업에 진출한 일본의 표  기업인 도요타와 한국의 표 인 기

업인 재자동차의 국 내 CSR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성공 인 

CSR 략 수립에 기여하는 것에 연구의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앞에서의 논의를 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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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사례분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며, 먼  본 사례의 연구과제를 보다 구체 으로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과제Ⅰ: 국 진출 도요타와 자동차는 어떤 비 을 가지고 구체 으로 어떤 

CSR 활동을 개하고 있으며,  기업별로 CSR 활동의 차이가 있는가?

구체 인 유형별 CSR 활동을 분석하기 해서 Carroll(1991)이 제시한 네 가지 유형의 CSR 

활동 즉, 경제  책임(economic responsibilities), 법  책임(legal responsibilities), 윤리  책임

(ethical responsibilities), 자선  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ies)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

에서는 경제  책임(이윤추구)의 경우 기업경 에 있어 가장 기본 인 사항이기에 본원 이

라고 생각되어 제외시키고 법 ·윤리  책임은 환경경 과 정도경 을 통해 구 되고, 자선

 책임은 사회공헌으로 표출된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견해를 따르되 최근 그 요성이 부

각되고 있는 이해 계자 책임을 추가하여 법  ·윤리  책임, 이해 계자 책임, 자선  책임 

등 다음의 <표 2>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10) 

<표 2> 본 연구의 CSR 유형

사회적 책임 개념 내용

법적·윤리적 책임

환경 경

▷정부에서 제정한 환경공해 방지  작업장 환경, 제품안  등

과 련된 법과 규제의 수 여부

▷법  책임을 넘어 윤리  책임으로까지 확

윤리 경

▷주주권한, 노사 계, 윤리규정, 각종 법령에 한 수 여부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윤리경 을 실행하는 책임으로 

임직원 행동규범 교육, 윤리경  제도 시행, 윤리경  평가  

윤리 경  홍보

이해관계자 책임

▷소비자, 임직원, 사업 트  등 다양한 이해 계자들을 해 

지켜야 할 책임

▷임직원의 인권보호와 복리후생, 소비자 만족을 한 고품질의 

제품서비스, 사업 트 와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자선적 책임 사회 공헌

▷자원 사활동, 지역사회활동, 긴 구호활동, 기부  기탁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 략  사회공헌활동으로 확

 자료: 자 작성

10)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  책임(이윤추구)의 경우 기업경 에 있어 가장 기본 인 사항이기에 제외시키  법·윤리·

자선  책임을 CSR의 3 분야로 보고, 법 ·윤리  책임은 환경경 과 정도경 을 통해 구 되고, 자선  책임은 시

회공헌으로 표출된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환경경 , 정도경 , 사회 공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희

재·문지원·정호상, “지속성장기업의 조건: CSR", ⌜CEO 인포메이션⌟ 제620호, 삼성경제연구소, 2007. pp.3~4. 



통상정보연구 제13권 4호 (2011년 12월 27일)164

연구과제 Ⅱ: 국진출 도요타와 자동차의 CSR 인식단계  유형은 어떻게 분류·

평가할 수 있는가? 한 두 기업 간의 CSR 인식단계  유형은 차이가 나는가?  

먼  CSR 인식단계의 정도를 앞에서 살펴본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라 국진출 한

국기업의 CSR 인식단계가 소극  인식, 피동  수용, 자발  리, 성장 략에 통합 등 네 

가지  어느 단계인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Porter & Kramer의 반응  CSR과 략  CSR 모형(2006)과 이부키 에이코의 

CSR 모형(2006) 등에 비추어 국진출 한국기업의 CSR 유형을 분류·평가한다.

이들 분석을 토 로 체 인 국진출 도요타와 자동차의 CSR 인식단계  유형을 

분석한 후, 각 개별기업간의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과제Ⅲ: 연구과제Ⅰ과 Ⅱ의 분석을 토 로 국진출 한국기업의 효율 인 CSR 

략수립에 주는 시사 은 무엇인가?

앞의 분석내용을 토 로 국진출 한국기업의 효율 인 CSR 략 수립에 주는 시사 을 

체계 으로 분석하여 정리·제시한다.

2) 사례연구의 방법

사례는 기존문헌이나 각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보고서를 집  분석한 후, 회사 홈페이

지, 연간보고서,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한다. 다만 사례연구가 정량  

근이기보다는 정성  근이기 때문에 주  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자료의 

종류와 깊이를 더하여 이런 문제 을 최소하기 해 노력하 다.

2. 중국에서의 도요타 CSR 사례11)

1) 개요

도요타는 기업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기본 이념 하에 CSR활동을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기 보다는 장기  에서 국사회에서 진정한 기업시민이 되기 

한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11) 이 사례는 도민 (2010)과 최병헌(2008)의 연구와 도요타 홈페이지(www.toyota-global.com)의 ⌜Sustainability Report 2011⌟
와 국 도요타 홈페이지(www.toyota.com.cn)의 ⌜도요타 국 지속가능발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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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R 활동 현황

도요타 국법인의 CSR활동은 크게 환경보호, 교통안 , 인재양성 등 세 가지 축을 심

으로 개되고 있으며, 특히 자사의 제품인 자동차와 직 인 련이 있는 분야에서 극

인 CSR활동을 하고 있다. 도요타의 CSR활동은 ‘자동차를 통해 부를 실 하고, 다시 이를 가

지고 사회에 공헌한다’는 창립자의 신념이 반 되어 있다.

(1) 환경보호

첫째, 자동차가 원인이 되는 각종 환경오염의 폐해를 이기 해 국 역의 도요타 네

트워크를 통한 연합  환경 리를 하고 있으며, 국의 환경정책 동향과 사회  분 기 등을 

고려하여 각 역에서의 환경 련 과제를 가시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환경 원회를 설

립·운 하고 있다.

둘째, 도요타의 EMS(environment management system)를 수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해 생산환경 리를 극 추친하고 있으며, 13개 공장에 ISO 14001 인증 획득과 직원들에게 

환경의식 고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하이 리드(Hybrid) 차량 개발  보 , 고효율 연비 모터 WT-1의 개발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제거  자원 약 등에 극 나서고 있다.

넷째, 국인들의 환경보호의식을 고취시키기 해 국 련기 과 공동으로 ‘ 국청년도

요타환경보호상’을 제정하여 환경보호 방면에 뛰어난 공헌을 한 단체나 개인에게 시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국수도권 환경 녹화 시범기지’건설의 일환으로 허베이성에 국의 

사막화방지를 한 식수사업을 2001년부터 개하고 있으며, 2009년말까지 약 3000헥타르의 

녹지를 조성하 다. 특히 이 사업은 일 양국간 국가 인 환경 로젝트로 추진된 것이라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2) 교통안전

도요타는 국에서의 자동차 증 때문에 늘어나는 교통사고 등 교통안 에 자동차 제조

업체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이에 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 문제에 해 도요타

는 제품개발  제작과정 자체 감시기구 설치, 자동차 안 성 시험결과 공개, 교통안 체험 

박람회 개최, 육교건설 등 제품자체의 안정성 확충과 더불어 사회 체에 안 의식을 고취하

는 활동을 하고 있다. 컨 , 도요타의 합자회사인 쓰촨이치도요타는 2003년부터 청두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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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리국과 공동으로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교통사고 이기 캠페인을 지속 으로 벌이고 

있으며, 교통안  공익 고 활동의 일환으로 교육용 책자 2만 2천개, 안 포스터 만 천개를 

직  제작하여 청두시 곳곳에 배포하 다.

(3) 인재양성

첫째, 도요타장학 을 국 서부지역에서 학업이 우수한 소득층 학생들에게 지 하고 있

으며, 2000년부터 쓰촨성과 텐진을 심으로 등학교를 신축  리모델과 증축을 꾸 히 지

원하고 있다.

둘째, 도요타-진베이 기술공업센터를 설립하여 자동차 제조와 련된 지역사회 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T-TEP(Toyota Technical Education Program)학교를 설립하여 A/S 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셋째, 청화 학교와 연계하여 공공 리 학원 내에 산업발   환경 리 연구센터를 설치 

운 하고 있으며, 교육부에 자체 개발한 A/S 교육시스템을 기부하여 국 자동차 운 과 유

지, 수리 문 역의 직업기술학교에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4) 기타

긴 구호 등 사회  심 사안에 해 극 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재난지역에 구호물

품의 제공, 기부  기부  경찰차·구 차 등의 차량을 기부하고 있다.

3) 평가

국 도요타는 가장 성공 인 CSR활동을 개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자동

차와 직  련이 있는 분야를 심으로 환경보호문제, 교통안 , 인재양성 등의 특색있는 

활동을 개하고 있다. 

(1) CSR 활동의 변형된 Carroll 모형에 의한 평가

첫째, 법 ·윤리  책임과 련하여 환경경 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환경과 한 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환경경 을 강조하고 있다. 국 역의 도요타 네

트워크를 통한 연합  환경 리, 국환경 원회 설립, ISO 14001 인증 획득, 직원 환경교육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과 련하여 국의 련 법규를 수하고 있다. 한 환경보호와 

련하여 허베이성 녹화사업, 친환경 연료개발과 하이 리드카의 개발 등 차별화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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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환경을 시하는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둘째, 윤리경 과 국법인에서도 본사와 마찬가지로 윤리헌장, 직장 윤리규정, 임직원 윤

리실천강령 등을 제정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이해 계자 책임 면에서도 직원, 소비자, 공 상 등 이해 계자 책임을 수하고 있

다. 가령 직원들에게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환경교육실시와 친환경 이고 건강한 작업환경 개

선을, 공 상에게는 환경 련 규정 수  각종 기술에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소비자

에게는 하이 리드카의 지속 인 연구개발과 제품 안정성 평가 결과 공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넷째, 자선  책임 면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환경보호, 교육지원, 사회 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균형있게 개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 한 사회공

헌활동 뿐만 아니라 지 소비자, 공 상 등 이해 계자를 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개하고 

있다.

(2) CSR 인식단계 및 유형의 평가

먼  국 도요타의 CSR활동은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한 인식단계의 측면에서 ‘성장

략에 통합’단계에 매우 가깝다고 볼 수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CSR활동이 자동차와 직

련이 있는 활동들이 환경보호, 인재양성, 교통안  등 세 개의 축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Porter & Kramer의 반응  CSR과 략  CSR 모형  이부키 에이코의 CSR 모

형에 따른 평가에서도 수동 ·반응  CSR에서 벗어나 략  CSR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연료개발과 하이 리드카의 지속 인 개발 등 기업과 사회공통의 가치를 반 한 

가치사슬변형 제품의 생산 측면이나 사업 활동을 통한 사회 신 역(C 역)에 한 활동도 

활발히 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3. 중국에서의 현대자동차 CSR 사례12)

1) 개요

12) 본 사례는 ⌜2010 자동차사회공헌보고서⌟, ⌜ 자동차 2009 지속가능경 보고서⌟와 자동차의 로벌 

CSR 홍보 사이트(http;//csr.hyundai.com)을 참고하여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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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설립된 자동차는 세계 8개 생산공장, 11개 연구소, 6,000여개의 매망을 갖

춘 로벌 탑5의 자동차회사로 2002년 국 북경에 진출한 이래 2007년 공장을 증축하여 연

간 60만 의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국에 진출한 세계 인 자동차메이커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동차는 CSR 역을 경제  책임, 사회  책임, 환경  책임 등 세 가지로 나 어 신

뢰경 , 환경경 , 사회공헌을 3  핵심 역으로 나 어 추진하고 있다.

2) CSR 활동 현황

자동차는 로벌 기업으로서의 기업시민정신을 함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사회  책임 이행에 한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해 사회책임 원회(CSR 

Committee)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해외지역 사회책임 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공장의 법인

표도 참여하고 있다. 로벌 CSR의 리는 본사와 지법인 간의 충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의 국어로 된 사회공헌백서와 같은 보고서는 발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자동차의 로벌 CSR을 홍보하기 해 어로 볼 수 있는 로벌 CSR홍보사이트

(http;//csr.hyundai.com)를 운 하고 있다. 

 자동차는 2002년 국 진출이후  환경경 , 학교건설  교육 기자재 지원, 스포츠 

문화분야에 활발한 활동을 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환경에 한 사회공헌 활동에 을 

두고 있다.

(1) 환경경영

자동차는 자동차기업의 성격상 환경경 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환경보호의 표  사

업으로 그린존 로젝트를 들 수가 있다. 이 사업은 자동차는 북경에서 북쪽으로 약 

660km 떨어져 치하고 있는 황사의 발원지로 알려진 내몽고의 쿤산타크 사막 내 차칸노르 

지역을 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막화 방지  생태계복원을 통해 사막을 지로 

바꾸는 사업이며, 지 까지 총 3,800만㎡의 사막을 지로 바꾸는데 성공하여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자동차가 환경시민단체, 국정부  내몽고 자치정부와 함

께 력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외 북경지역 산 

가꾸기 사업과 더불어 2008년 북경올림픽맞이 북경시 그린올림픽에 지원하기 해  국 상

무부 외자사가 주 한 ‘다국 기업 북경녹색올림픽식목활동’에 참여하 고 북경올림픽공원 

녹색사업 성 을 기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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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지원

자동차는 학교건설  교육 기자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육지원사업을 펼치

고 있다.

첫째, 2007년 4월 자동차는 국 산동성 일조직업기술학원 차기술학교를 설립한 

후 교육용 자동차, 부품  기자재를 기증하 다. 우선 1단계로 완성차 두 를 포함한 64품

목의 343개 부품을 기증하고 2단계로 자동차의 완성차 40여 를 기증하 다. 

둘째, 2009년 4월 차배 ‘북경 우수 학교 경제학과 학생 토론 회’를 찬·진행하 는

데, 북경지역의 북경 학, 청화 학을 포함한 15개 우수 학교의 학생들이 이번 회에 참

석하 다.

셋째, 2009년 4월 15일부터 북경지역 200여개 , 학교에서 공익 화 ‘보이지 않는 날

개’의 상 을 지원하 다. 이 화는 수도지역 , 학교 학생들에 한 인재교육을 강화하

고 어렸을 때부터 고난과 역경에 견디는 강한 의지력을 키우며 자기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공익 화(장애인 련 화)이다.

넷째, 활발한 교육기자재 지원사업을 벌여오고 있는데, 2003년 순의구의 석원 등학교에 

최신 컴퓨터 60 를 기증한 이래 ‘홍색여행’을 통해 빈곤지역 학생들에게 70만 엔 상당의 

컴퓨터와 도서, 문방용품 등을 달하고, 청화  북경  등 국 역 주요 학에 실습용 

차량 수십 여 와 엔진 100여 를 꾸 히 기증하는 등 교사, 교수들과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최신의 교육기자재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경 장학회(Sailing of Dream)를 설립하여 순의구의 고등학생들과 학생들

을 지원해 오고 있다.

(3) 사회봉사

다양한 사회 사활동을 개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업체의 특성을 살려 재난지역에 방재

용 자동차 기증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첫째, 북경 순의구 올림픽 자원 사 회에 차량을 기증, 제7회 국 화 박람회 행사용 차

량 기증, 사천성 삼림무장경찰에 공무용 차량 1  기증하 다.

둘째, 2008년 1월 하순부터 2월 까지 국 남부지역의 폭설지역에 폭설피해 복구용 차량 

투싼 5 를 기증하고 국 십자총회에 수재 후원  100만 안을 기부하 다.

셋째, 2008년 5월 사천성 지진피해복구를 지원하기 해 기아차그룹은 산하 독자  

합자 기업들을 동원하여 국 십자회를 통해 구호 선  1622만 안을 피해지역에 기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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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스포츠 지원

자동차 공장이 있는 북경 순의구 주민들을 청하여 규모의 송년 음악회인 ‘북경

의 밤’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진 이희아 양이 녹

내장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해 베이징에서 연 피아노 연주회를 후원하 다. 그리고 

2010년 베이징 마라톤 회의 공식 스폰서로서 업무용 차량 20 를 지원하 다. 

3) 평가

자동차는 ‘  그린존 차이나’사업 등 차별화된 활동을 통해 좋은 이미지와 지역에 

사하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그린존 로젝트을 통해 성공

인 지정부, 시민, NGO와의 력사례를 남기면서 그 노력을 인정받아 작년 말 한국기업 최

로 ‘2010년 국 CSR활동(사회공헌활동) 상’을 수상하 다.

(1) CSR 활동의 변형된 Carroll 모형에 의한 평가

첫째, 법 ·윤리  책임과 련하여 환경경 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환경과 한 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환경경 을 강조하고 있다. 생산부문의 온실가스 배

출, 수자원 사용, 기오염 배출, 수질오염 배출, 폐기물 배출 등에서 국의 련 법과 규정

을 수하고 있다. 한 환경보호와 련하여 ‘  그린존 차이나’사업 등 차별화된 활동을 

통해 환경을 시하는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둘째, 윤리경 과 련하여 CSR의 3 역으로 윤리경 에 기반한 신뢰경 을 강조하고 

있다. 국법인에서도 본사와 마찬가지로 윤리헌장, 직장 윤리규정, 임직원 윤리실천강령 등

을 제정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이해 계자 책임 면에서도 직원, 소비자, 공 상 등 이해 계자 책임을 수하고 있

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수많은 부품공 업체의 리가 요한데 국 지 부품업체뿐만 아니

라 국에 련 국내 부품업체의 동반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로벌 인재양성 로그램을 

실시하여 동반진출한 국내 부품업체의 인력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넷째, 자선  책임 면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환경보호, 교육지원, 사회 사활동, 문화·스포

츠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 ·윤리  책임, 이해 계자 책임, 자선  책임 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개

하고 있으나, 자동차와 직  련이 있는 활동이 상 으로 을 뿐만 아니라 CSR활동의 

심이 희망학교, 환경보호 등 지역사회와 련이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집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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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R 인식단계 및 유형의 평가

먼  자동차 국법인의 CSR활동의 경우 CSR 인식단계 측면에서 ‘자발  리’단계

에 진입하 지만 사회  책임활동 자체가 기업의 요한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사회  책임

과 기업의 성장 략을 상호 결합하여 완벽한 사회  책임체제를 구축하는 ‘성장 략에 통합’

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자발  리’와 ‘성장 략에 통합’의 간단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Porter & Kramer의 반응  CSR과 략  CSR 모형(2006)  이부키 에이코의 

CSR 모형(2006)에 따른 평가도 어느 정도 수동 ·반응  CSR에서 벗어나 략  CSR이 실

시되고 있으나 기업과 사회공통의 가치를 반 한 가치사슬변형 제품의 생산 측면이나 사업 

활동을 통한 사회 신 역(C 역)에 한 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4. 사례의 종합적 평가

지 까지 도요타와 자동차의 국 내 CSR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국 내에서의 도요타나 자동차의 CSR활동은 법 ·윤리  책임, 이해 계자 책

임, 자선  책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이 개되고 있다. 다만 활동의 내용 측면에서 

자동차에 비해 도요타는 자동차와 직 인 련이 있는 분야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요타의 경우 지 소비자, 공 상 등 다양한 이해 계자를 상으로 균형있는 활

동을 개하는 데에 비해 자동차의 경우 상 으로 도요타에 비해 지역사회에 한 사

회공헌활동(자선활동) 등 공익  활동에 치우친 감이 있다.

둘째, CSR의 인식단계와 Porter & Kramer의 반응  CSR과 략  CSR 모형(2006)  이

부키 에이코의 CSR 모형(2006)에 따른 평가 측면에서 자동차는 ‘자발  리’와 ‘성장

략에 통합’의 간 단계이고 어느 정도 수동 ·반응  CSR에서 벗어나 략  CSR이 실시

되고 있으나 기업과 사회공통의 가치를 반 한 가치사슬변형 제품의 생산 측면이나 사업 활

동을 통한 사회 신 역(C 역)에 한 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도요타 자동차

는 ‘성장 략에 통합’의 단계이며 략  CSR 측면에서 보다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다. 즉, 

친환경  연료개발과 하이 리드카의 지속 인 개발 등 기업과 사회공통의 가치를 반 한 

가치사슬변형 제품의 생산 측면이나 사업 활동을 통한 사회 신 역(C 역)에 한 활동도 

활발히 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지 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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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국에서의 도요타와 현대자동차 CSR 사례 비교

도요타 현대자동차

CSR 활동의 변형된 Carroll 모형

에 의한 평가

다양한 활동 개, 자동차와 직

 련된 분야에 집

다양한 활동 개, 상 으로 

지역사회에 한 사회공헌활동

(자선활동)에 더 많은 비

CSR 인식단계 ‘성장 략에 통합’ 단계
‘자발  리’와 ‘성장 략에 통

합’의 간 단계

Porter & Kramer의 반응  CSR과 

략  CSR 모형(2006)  이부

키 에이코의 CSR 모형(2006)에 

따른 평가 

보다 완벽한 략  CSR, 기업과 

사회공통의 가치를 반 한 가치

사슬변형 제품의 생산 측면이나 

사업 활동을 통한 사회 신 역

(C 역)에 한 활동도 활발

상 으로 략  CSR 미비, 기

업과 사회공통의 가치를 반 한 

가치사슬변형 제품의 생산 측면

이나 사업 활동을 통한 사회 신 

역(C 역)에 한 활동이 부족

자료: 자 작성

Ⅴ. 결  론

지 까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기업의 지국에서의 CSR활동을 분석하기 해 

국 자동차산업에 진출한 도요타와 자동차의 CSR사례를 비교분석하 는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회사 모두 다양한 CSR활동을 개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경우 상 으로 자

동차와 련이 없는 분야의 지역사회에 한 자선  사회공헌활동에 치우친 데에 비해 도요

타는 자동차와 련이 있는 분야를 심으로 지소비자, 공 상 등 다양한 이해 계자를 

상으로 균형있는 활동을 개하고 있다.

둘째, CSR의 인식단계나 Porter & Kramer의 반응  CSR과 략  CSR 모형(2006)  이

부키 에이코의 CSR 모형(2006)에 따른 평가 측면에서 자동차에 비해 도요타는 보다 

략  CSR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고효율연료의 개발, 하이 리드카에 한 지속 인 개

발  투자 등 기업내 사업과 련이 있는 분야에서의 CSR활동을 통해 사회공헌과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실질 인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CSR활동이 개되고 있다. 가령 도요

타의 하이 리드카 개발은 차세  자동차를 만들어 보다 많은 매량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극 인 환경보호활동이 되므로 그 자체로 략이 되고 있다.

이상의 사례연구가 한국기업의 로벌CSR활동에 주는 시사 은 무엇보다도 CSR활동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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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략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다. 자신의 사업과 직  련이 없는 분야에

서의 자선  CSR활동, 컨  환경보호, 재난구조, 사활동 등은 다른 모든 기업들이 이런 

자선  활동을 개하고 있다는 에서 차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 인 에서 기업 

이미지 개선 등에 도움이 되지만 CSR활동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직 인 재무 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제  동인이 없는 CSR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며, CSR에 투입하는 자원을 이거나 CSR에 투입한 자원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CSR

활동이 기업의 부담이 되는 상이 발생할 험이 있다는 을 명심해야 한다. 해외진출기업

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은 기 략으로 하지만 궁극 으로는 C단계로의 략

환이 필요하다. 지속 인 성장을 해서는 사회공헌도 요하지만 사업활동을 통한 사회 신

을 통해 직 인 재무  성과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성장 략에의 통합’과 ‘기업과 사

회공통의 가치를 반 한 가치사슬변형 제품의 생산’으로까지 발 하여 기업의 경제  이윤과 

사회  공헌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시 지효과를 발생시켜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먼  자동차산업에서의 국 진출한 일본의 도요타와 한국의 자동차 CSR

사례만을 분석했다는 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CSR에 한 

인식이나 주요 심분야가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한 실증분석의 방법으로 정성 인 사례

연구를 했다는 에서 상당히 주 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에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한계 들을 극복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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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Case Study on the CSR Strategies of 

Toyota and Hyundai Motors in China

Min-Kyo Seo＊

13)

Recently, the importance and requirement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s continuously 

growing in bot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This paper tried to analyze on the theoretical trend of CSR 

and to draw out managemental implications for Korean firms' global CSR strategy by means of 

comparative case study for the CSR activities of Toyota and Hyundai Motor in China.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howed that these companies had carried out a systemic leg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Second, according to the model of Porter & Kramer and Ibuki Eiko, these companies had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SR and had recently begun to implement their strategic CSR. Third, Toyotas' CSR 

activities in China are more closely related to auto industry and more strategic in compare with Hyundai 

Motors' CSR activities in China. Fourth, therefore, the more strategic and long-term planned  effective 

CSR activities of Korean firms in China will be needed in the future.

Key Words : CSR, strategic CSR, Toyotas' CSR activities in China, Hyundai Motors' CSR activiti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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