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록

핵심과제 내용 핵심과제 내용

환경

오염방지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기후변화 완화 및 대응
자연환경 보호 및 복구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개발

지역사회참여
경제발전기여
사회발전기여

인권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존중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 존중
취약집단관리 존중
노동기본권 존중 

공정기업관행

반부패
책임 있는 정치적 개입
공정경쟁
사회적 책임 증진
재산권의 존중 

노동관행

고용 및 고용관계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산업보건과 안정
인간개발 

소비자이슈 

공정한 영업, 정보제공, 
계약
소비자건강과 안전 보호
지속가능한 소비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자원, 분쟁해결
소비자정보 보호
필수적 생산품과 서비스 
기회보장
소비자교육 및 인식제고 

조직지배구조 

법규 준수
책무성 제고
투명성확보
윤리적 행위 증진
이해관계자 중시 

- -

<부록 표 1> ISO 26000 핵심과제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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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dimension)

범주
(category)

측면
(aspects)

경제 경제 경제성과, 시장지위, 간접 경제효과 

환경 환경
원료, 에너지, 용수, 생물다양성, 대기배출물, 폐수 및 
폐기물, 제품 및 서비스, 법규준수, 운송, 종합

사회

노동 여건 
및 관행

고용, 노사관계, 직장보건 및 안전, 교육 및 훈련, 다양성 및 
평등한 기회 

인권
투자 및 조달 관행,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 
아동노동, 불만 및 고충처리관행, 보안관행, 원주민 권리

사회 지역사회, 부패, 공공정책, 경쟁저해행위, 법규준수

제품책임
고객건강 및 안전,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고객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 

<부록 표 2>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보고 원칙

자료: Global Reporting Initiative(2006)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가이드라인 G3 버전.

영역 주요 지표

가치와 리더십
∙ 우리회사의 CEO 및 경영진은 자신의 지속가능경영 의지를 

종업원과 공유하고 솔선수범한다

지배구조
∙ 우리회사는 소수주주권 행사 보장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주주 

대화채널을 마련,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윤리경영
∙ 우리회사는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윤리교육을 

의무 실시한다

사회책임1 - 종업원

∙ 우리회사는 성별, 인종, 연령, 신체장애 등에 따른 
채용·승진·교육기회의 차별금지 정책을 적극 실천한다

∙ 우리회사는 비정규직 부당 대우 방지 정책을 적극 운영한다
∙ 우리회사는 업무와 개인생활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우리회사는 여성보건 및 출산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 우리회사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산업재해발생건수가 줄어들었다

사회책임2 - 협력업체 ∙ 우리회사는 협력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사회책임3 - 고객
∙ 우리회사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사회·윤리적 이슈를 

적극 고려한다

사회책임4- 지역사회 ∙ 우리회사는 지역사회 공헌에 투입된 재원을 정기 집계한다

환경경영 ∙ 우리회사는 환경목표 달성 성과를 공시한다

종합성과 ∙ 우리회사는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관련된 국제규범을 존중한다

<부록 표 3> 지속가능진단지표(SYSA: Self-test for Your Sustainability)

자료: 산업자원부 보도자료(2006.4. 14), ｢기업 ‘지속가능진단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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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부 증권거래소

호주 

(2003년) 금융상품 생산자는 투자 시 
환경, 사회, 윤리적 고려에 대한 공시
를 해야 함
(2001년) 회사법(the Corporation Act)
은 상장회사의 연차보고서에 환경법 
위반에 대한 공시를 요구 

(2010년) ASX에 상장된 회사들은 환경 
관련 위험과 통제에 대한 행동수칙 개
발 여부를 공시해야 함
(2004) ASX는 모든 상품들은 투자선택
에 있어서 환경 및 사회적 고려를 얼마
만큼 했는지에 대한 공시를 강제함

캐나다 

(1999년) 환경보호법(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은 회사들이 특정 오염
물질 방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2008년) the TMX Group은 the Montral 
Climate Exchnage(MCeX)의 참여를 통
해 탄소거래를 제공 
(2007년) iShares는 사회책임 ETF를 
출시
(2000년) the Jantzi Social Index가 
출시 

중국

(2008년) 공기업이 건전한 CSR 이행을 
따르도록 장려하는 계획 
(2008년) 정부의 ‘Green Securities’ 정책
은 상장회사들이 환경 관련 record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 

(2010년) Hang Seng Corporate 
Sustainability Index Series 출시
(2009년) the SSE와 the China 
Securities Index Company는 the SSE 
Social Responsibility Index를 출시 

핀란드 

(2006년) 핀란드 회계기준위원회(the 
Finnish Accounting Standards Board)
는 연차보고서의 환경공시에 대한 가
이드라인 출간 

－

프랑스 

(2011년) 새로운 본국법(New national 
law)은 연 매출이 5천만 유로 이상인 
회사는 여성 임원의 비율이 40% 이하
여서는 안된다고 명시
(2010년) Article 225는 상장기업들과 
다른 대형기업들에 대한 CSR 보고와 
사적 및 환경 관련 정보 의무를 포함
(2009년) 500명 이상의 고용인을 둔 고 
배출 부문의 회사는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야 함 
(2002년) 상장기업은 반드시 40 노동 및 
사회 조건(40 labor and social criteria)
에 대한 자료를 공시해야 함
(2001년) 공적연기금은 그들의 투자정
책 가이드라인이 사회 및 환경적 요소
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공시해야 함 

－

<부록 표 4> 주요국의 CSR 공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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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4년) 기업들은 회사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재무 및 비재무 지표
를 보고해야 함
(2002년) 연기금 신탁자는 연금수령자
에게 투자 시 생태적, 윤리적, 사회적 
니즈가 고려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홍콩 －

(2011년) 홍콩거래소(the Stock 
Exchange of Hong Kong)는 제안된 
ESG 보고 가이드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협의 보고(consultation paper)를 출간

인도

(2009년) 자발적 CSR 가이드라인이 발
간됨
(2008년) 회사법(the Companies Act)
은 이사회 보고는 에너지 보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명시함 
(1986년) 특정 기업들은 연차 환경 감
사를 제출하여야 함

(2012년) Bombay Stock Exchange는 
Green Index를 출시
(2011년) 인도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는 상장기업들에게 ‘National 
Voluntary Guidelines on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Responsibilities of Business’에서 밝힌 
주요 원칙에 따라 각 기업에서 착수한 
ESG 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일본
(2004년) 명시된 기업들과 정부관계기
관들은 환경 관련 활동에 대한 연차보
고를 해야 함

(2009년) Environmental ETF인 Japan 
Green Chip 35(1347)를 출시
(2003년) Morningstar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index 
(MS-SRI): 일본 최초의 SRI index

한국 －
(2009년) KPX는 Korean SRI index 
개발 발표

말레이지아
(2007년) 상장기업은 “comply 또는 or 
explain”에 기초하여 CSR 정보를 출판
해야 함

(2007년) 상장기업은 연차보고서에 
CSR 정보공시를 하도록 강제 

네덜란드

(2010년) 정부는 100% 지속가능한 조
달(sustainable procurement)을 할 의
지를 밝힘
(1999년) 상장기업은 연차 환경보고를 
출간해야 함 
(1993년)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은 최대공해유발기업
(‘largest polluters’)에 대한 환경보고에 
대한 조항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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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2011년) 기업지배구조 법규는 기업지
배구조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2011년) 싱가포르증권거래소
(Singapore Stock Exchange)는 지속가
능 보고에 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출시

스웨덴

(2007년) 정부는 2009년까지 모든 공
기업이 G3 가이드라인에 따른 연차 지
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할 것이라
고 발표 
(2000년) 국민연금기금(National 
Pension funds)은 환경 및 윤리 이슈를 
투자결정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설
명하는 연차 경영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받음

(2008년) OMX는 OMX GES Nordic 
Sustainability Index를 출시
(2007년) OMX는 윤리적 기준을 어긴 
기업들의 상장을 폐지할 권리를 갖게 됨

영국

(2010년) 연간 6,000MWh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모든 
배출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함
(2006년) London Stock Exchange에 
상장된 기업들은 사업에 중요한 환경, 
작업장, 사회 및 지역사회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함
(2000년) 연금운용자(pension managers)
는 투자 시 얼마나 사회, 환경, 윤리적 
고려를 했는지를 서술하는 서면 진술
서를 제공해야 함 

(2009년) 영국의 Social Stock Exchange
(SSE)가 설립됨
(2001년) 런던주식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는 FTSE4Good Index 출시
에 참여

미국

(2010년) 대형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데이터를 집적
하고 보고해야 함
(2002년) 연차 또는 분기보고서를 기업
의 재무조건의 정당한 제시로 인증하
는 데에 있어서, 공기업의 CEO와 CFO
는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정
보 공시를 면 히 검토해야 함 
(1986년) EPA와 주정부는 산업시설로
부터 방출되거나 이동하는 특정 독성
화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일
반인이 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야함

(2003년) New York Stock Exchange는 
상장기업들이 영업행태와 윤리에 관한 
규정을 공시하도록 하는 기업지배구조 
룰(corporate governance rules)을 도
입함
(1999년) 주요 지속가능한 세계 기업들
의 성과를 추적하기 위해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를 출시함

자료: Initiative for Responsible Investment at Harva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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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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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 7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이성은 2013.3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경영보고서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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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혜은  

2012.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혜은 2012.9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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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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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6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2012-3 솔벤시 Ⅱ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3.8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황진태, 

변혜원

■ 연차보고서                                                                    

제1호 2008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2호 2009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3호 2010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4호 2011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5호 2012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영문발간물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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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제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3 / KIRI, 2013.11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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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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