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SUPPLY UNCHAINED

Deloitte Review

D E L O I T T E R E V I E W. C O M

S U P P LY U N C H A I N E D

공급망 상에서의 노동 착취 근절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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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911년 3월 25일, 끔직한 산업 재해가 발생하였다. 뉴욕에 있는 트라이앵글 셔츠웨이스트(Triangle
Shirtwaist)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이다.
절도 및 직원들의 무단 이탈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혼잡한 봉제 공장의 출입구를 잠가놓았었다.
대부분이 이민자 출신이었던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은 잠근 문 때문에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소방
장비는 화재 현장의 높은 층까지 도달하지 못했고 유일한 비상구마저 탈출하려 몰려든 사람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버렸다. 불이 난 지 20분 만에 146명의 직공이 목숨을 잃었으며 희생자 대다수가
청소년기에 갓 들어선 어린 노동자들이었다. 공장주들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들이 그 같은
공장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와 검사 측의 증언교사 혐의로 인해 무죄
석방되었다.
악명 높은 트라이앵글 화재 사건은 봉제 공장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결성 및 노동 쟁의
활동이 한창이던 와중에 발생하였다. 많은 역사가들은 수많은 희생자를 낸 이 끔찍한 사건이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의 노동 개혁의 촉매가 됐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1935년) 제정으로 그
결실을 봤다. 그리고 1938년에 제정된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서는 최저임금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요건, 기록 보존, 미성년자 노동 기준 등을 수립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확대하였다.
많은 선진국의 소비자들은 트라이앵글 화재 이후 노동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 착취
관행이 사라졌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자신들이 지금도 트라이앵글 셔츠웨이스트 봉제 공장
노동자의 작업 환경만큼 나쁘거나 더 심하게 위험하고 비인간적이며 비위생적인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생산된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아마 상당히 놀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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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인 지금도 대다수 소비자의 생각과는 달리
수많은 노동자가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일례로 2013년 4월 24일에 방글라데시에 있는 봉제 공장 단지 라나플라자(Rana Plaza) 붕괴사고로
인해 1,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조사 결과 애초에 이 건물은 업주들이 설치한 무거운 기계의
하중과 여기서 발생하는 진동을 감당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고 발생
전날, 건물 내 균열이 발견되자 건물 사용을 중지하라는 경고가 있었는데도 공장주들은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할까 봐 이 경고를 묵살하였다.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의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도 공정
무역 커피나 유기농 과일 생산자
처럼 의류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요즘 소비자들은 QR 코드 스캔
을 통해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라나플라자 사건은 어쩌다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노골적인 노예 노동부터 미성년자의 노동력 착취,
안전하지 못한 작업 환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례는 넘쳐난다.
• 소비자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 중에 의심스러운 노동
관행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일례로 면 셔츠의 원료인
목화는 우크라이나 미성년 노동자들이 수확한 것이고,
스마트폰의 필수 구성 요소인 콜탄(Coltan: 컬럼
바이트와 탄탈석으로 이루어진 금속광물-역주) 역시

알 수 있고 영상을 통해 해당

아동 노동력을 이용하여 콩고에서 채취된 것이고,

제품을 만든 사람들의 모습을

커피는 아이보리코스트의 현대판 노예가 채취한

확인할 수 있다.

커피콩을 원료로 한 것이다.1
• 하버드 대학의 “프랑스와-사비에르 바누드 보건인권

센터(FXB Center for Health and Human Rights)”가 발표한 보고서 “오명의 카펫: 인도 수제 카펫
제조 부문에서 자행되는 노예 및 아동 노동 실태(Tainted carpets: Slavery and child labor in
India's hand-made carpet sector)”에 따르면 수제 카펫 산업 부문 노동자의 45%가 강제 노동의
희생자이며 20%가 18세 이하라고 한다.2
• 미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발표한 2012년도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 목록에는 74개국에서 생산된 총 134개 제품이 들어 있다.3
•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 policy), 즉 현지법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 제조업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 기관들은 연방 공무원들이 입는 의류를 만드는 공장들에 대해 제한된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도 본의 아니게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4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현재의 상황은 수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요소는 원가 절감을 위한 해외
공급자의 활용 증가에서부터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 간 법적 기준과 문화적 규범의 차이까지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12년 5월에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은 의류 브랜드 갭(Gap Inc.)과 공동으로 바나나리퍼블릭
(Banana Republic: 갭의 자회사)의 111개 아웃렛 매장에서 진행한 현장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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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있는 소비자인가?: 공정한 근로 기준에 대한 소비자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현장 실험
검증(The socially conscious consumer? Field experimental tests of consumer support for fair
labor standard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5 공정 근로 기준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 라벨은
고가 제품을 구매하는 여성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라벨이 부착된
제품의 판매가 약 14% 증가하였다. 그러나 저가 제품에서는 이러한 판매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흥미로운데 일반적으로 “윤리적” 구매는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호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보다 가격에 민감한 아웃렛 매장 쇼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의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도 공정 무역
커피나 유기농 과일 생산자처럼 의류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6 요즘 소비자들은
QR 코드 스캔을 통해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알 수 있고 영상을 통해 해당 제품을 만든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에 사업을 개시한 온라인 의류업체 에버레인(Everlane)은 CEO의 표현대로
“극단의 투명성(Radical transparency)” 정책을 시행하여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판매 및 유통
단계에서의 이윤을 줄여 소비자와 제품 생산자 간의 거리를 더욱 좁히고, 기존 업자들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이 에버레인의 비전이었다.7 앤빌 니트스웨터(Anvil Knitwear)의 경우
소비자가 트랙 마이 티(Track My T)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급망 상에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8 노예 발자국(Slavery Footprint)나 프리투워크(Free2Work) 같은 스마트폰 앱은 강제 노동
리스크 요소를 기준으로 기업의 등급을 매겨준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몇 명의 노예를 부렸는지를
알 수 있다.
기독교도 투자단(Christian Brothers Investment Services), 기업책임실현을 위한 범종교단체(Inter
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그리고 투자관리회사인 캘버트 인베스트먼트(Calvert In
vestments) 등은 “공급망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보고서(The effective supply chain accountability
report)”에서 이렇게 말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상에서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평가할 것이다. 또 이러한 문제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업들이 고려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다.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에 관한 법률(California Supply
Chain Transparency Act: SB 657)”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은 특정한 법적 리스크, 평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9 마크 라곤(Mark lagon) 전(前) 특사는 이러한 운동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라곤은 기업들도 자사의 공급망 상에서 노동 착취가 일어나는 지를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단순히 부정적 언론 보도를 피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자사 고객, 주주,
인재 관리 전략상 필수적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10
이러한 변화를 바라는 것이 투자자들만은 아니다. 밀레니엄 세대(197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사람들-역주)는 그들의 고용주들이 공정 노동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밀레니엄 세대 인재들을 포섭하기 위해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비코프(B Corp: Benefit Corporation) 인증 로고를 내세우는
기업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11 세계적인 인력 컨설팅 회사 맨파워그룹(ManpowerGroup)은 스웨덴
지사에서 직원 이탈이 42% 감소하고 약 170만 달러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인신매매
반대 정책을 비롯한 기업 대내외적인 인권 정책의 수립과 시행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12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발전”하는 것이다
노동 착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것이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여러 가지 해결책에 대한 저항도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 착취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간단한 해법은 없다. 그러므로 노동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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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을 위한 특효약을 찾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안전하고 공정한 인간적인 작업 환경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현 상황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자선 단체인 언신(Unseen)의 CEO 앤드루 월리스(Andrew Wallis)는
노동 착취와 노예 문제의 심각한 징후와 그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일단 현재의 공급망 상에서 노예적 노동 착취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는 어디서 노동 착취가 일어나는지를 찾아내 근절하고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해야 한다.
또 기업이 실수를 저질러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으나 진정으로 참여하고 현황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13

현재까지 제시된 해결책
각종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에서 기업의 행동 강령을 제공하고 있다. 유엔은 2011년에 존 러기
(John Ruggie) 유엔 특별 대표가 제안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행동 강령(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발표하였다. 이 문건은 기업이 인권 침해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14 물론 이 지침은 자발적
지침이다. 비록 구속력 없는 자발적 원칙이기는 해도 이외에도 여러 단체와 기구들이 어떻게 노동 착취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유엔의 “다국적 기업을 위한 유엔 행동 강령(UN Code of
Conduct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 기업의 행동 강령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16 국제노동기구(ILO)의 “다국적 기업 및 사회 정책상의
원칙에 관한 3자 선언(Tripartite Declaration on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17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분쟁 광물(Conflict minerals: 광물을 생산하는 데 범죄와 폭력적 수단이 개입되는 경우를 일컫는 말역주)의 사용 규제와 비슷한 맥락에서 각 정부는 노동 착취 문제 또한 법적 규제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 영국 의회는 비록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영국 기업의 공급망 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Transparency in the UK Companies Supply Chains Bill)”을 통해 규제를 고려하였다. 이 법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노예 노동, 인신매매, 강제 노동, 최악의 아동 노동 등을 근절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18 영국 의회에서는 테레사 메이(Theresa May) 내무부 장관의
강력한 지지 아래 “현대판 노예제 근절에 관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19 이미 제정된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에 관한 법률(SB 657)”은 소매업자와 제조업자에게 공급망 상에서의 인신
매매와 강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SB 657에 더 엄격한 조항을 추가하고 수도 워싱턴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률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제112대 의회에 상정된 초당적 법안 “인신매매와 노예 노동
부분에서의 기업 투명성에 관한 법률(The Business Transparency on Trafficking and Slavery Act)”은
기업이 인신매매, 노예 노동, 아동 노동 사례의 확인 및 근절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증권거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게 돼 있다.20
기업은 노동 조건에 관한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법적 요구 및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차원의 해결책은, 논란의 대상이 된 기업이 자사 공급망 상에서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적발할 수 있어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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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공장 내 노동 환경에 대한 현장 조사 시행 횟수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노동 착취와
같이 다차원적 속성을 지닌 문제는 그러한 조사만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렵다. 현장 감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도급업체가 승인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다음, 몰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공장으로 옮겨 놓으면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21
또 감사 시에 문제가 없을 만한 대답을 하도록 공장 근로자에게 미리 일러둔다면 현대판 “포템킨 빌리지
(Potemkin village)”(추한 속을 감추고자 했던 러시아의 정치가 그레고리 알렉산드로비치 포템킨의
술수에서 유래한 말로 겉치레뿐인 전시 행정을 일컫는 말-역주)를 연출하는 것일 뿐 하나마나 한 감사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3년에 인도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믹타임스(Economic Times)>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대다수 감사가 기계적으로 생각 없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실되었다.
감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면 법률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무고한 인명이 희생당하고 기업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22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합격점을 받았던 공장들에서 참사 발생 이후, 현장 조사의 실효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많은 대책이 근로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데 관련되어
있다. 근로자들이 보복을 당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공장 밖에서 인터뷰하는 방안, 근로자가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익명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선출직 근로자를 두어 노동 착취 등의
문제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 공장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작업장 안전에 관한 훈련을 시행하는 방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작업 환경뿐 아니라 공장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는 것(예: 준공
검사 시 공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 받거나 또는 훈련 받은 소방 안전 및 건축물 안전 전문가를 통해
독립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 감사 절차에 더 시간을 들이는 것, 공장 고객들간에 발견 사항의 공유와
같은 방법이 있다.23

필리핀에서는 “빨간 작은 학교
설립 프로젝트(The Little Red
Schoolhouse project)”의
일환으로 아동 노동이 가장
성행하는 지역인 부키드논
(Bukidnon)에서의 고등학교
건립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1997년 이래 5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입었다.

이외에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더 엄격한 규정, 더 철저한 현장 감사, 대중의 관심 증대 등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보의 수집 및 공유
그리고 이에 근거한 행동을 목표로 한 공동 노력을 통해 빠른 상황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많은 기회가
기업에게 있다.
그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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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 적극적인 목표와 기대 수준을 설정하되 진전 상황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
정보를 수집하여 독점하지 말고 공유하라.
• 협력: 근로자, 경쟁사, 소비자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가치 사슬 상의 관계자들을 해법 개발 과정에
더 많이 참여시켜라.
• 첨단 기술 활용: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의 전달과 소통을 위해 데이터
시각화 기술을 활용하라.

주요 행동 과제
1. 협력업체에 대한 기대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기대치를 평가하라.
종합품질관리(TQM) 개념의 창시자 에드워즈 데밍(W. Edwards Deming)은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다(You can expect what you inspect)”란 경구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행동 강령이
이에 걸맞은 행동을 보장하진 않으나, 이는 결과 측정에 필요한 기대치와 기준을 설정해 줄 수 있다.
기업 행동 강령은 오랜 선례를 가지고 있다. 위생생활용품 부문 대기업인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J&J)의 창업주 일가인 로버트 우드 존슨(Robert Wood Johnson)은 J&J가 기업 공개를 하기
직전인 1943년에 “우리의 신조(Our credo)”라는 제목의 강령을 만들었다. J&J 웹사이트에서 설명한
바대로 당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생소했던 시절이었다.24
기업의 행동 강령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요즘의 행동 강령에 있어 새로운 점은 협력업체에 대한
기대수준, 특히 노동 문제와 관련한 기대수준 수립에 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투명성과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 수준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협력업체가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는 구조와 기관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모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다.
코카콜라(Coca-Cola)가 마련한 “협력업체의 행동 원칙과 작업장 인권 개선 정책(Supplier Guiding
Principles and Workplace Rights Policy)”이라는 제목의 행동 강령은 아동 노동력의 사용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사실 코카콜라는 공급망 상에서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 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지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이다. 코카콜라는 ILO와 공동으로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International Program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을 통해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아동 노동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25 필리핀에서는 “빨간 작은 학교 설립
프로젝트(The Little Red Schoolhouse project)”의 일환으로 아동 노동이 가장 성행하는 지역인
부키드논(Bukidnon)에서의 고등학교 건립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1997년 이래 5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입었다.26 또 코카콜라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유명 축구 경기의 주요
후원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에는 수제 축구공이 수천 개나 사용된다. 코카콜라는 축구
경기를 후원할 때 광범위한 감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청업체가 아동 노동력을 이용하여 축구공을
만드는 지를 감시하고 있다.27
현지 정부의 2008년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아이보리코스트의 아동 89%가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슬레(Nestlé)는 세계 카카오 생산량의 약 10%를 사들이는데 이 중 3분의 1 이상이
아이보리코스트에서 생산한 것이다.28 2012년 2월에 네슬레는 식품업체로는 처음으로 공정노동협회
(Fair Labor Association: FLA)에 가입하였다. 네슬레는 FLA의 회원으로서 자사 공급망의 노동 환경과
규정 준수 상태 등을 조사하였다.29 FLA가 실시한 독립적 조사에서 네슬레의 공급망 상에서 노동 규약,
특히 아동 노동과 관련한 조항의 위반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포착되었다. FLA는 네슬레 측에 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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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한 11개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네슬레는 2016년을 시한으로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4개년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이 계획을 보완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에는 농부 11,600명에 대한 교육 시행, “네슬레 코코아 계획(Nestle Cocoa Plan)”을 통한
카카오 원두 구매의 2010년 5,000톤에서 2012년 3만 톤으로 확대, 본사 직원과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8차례에 걸친 아동 노동 관련 교육 시행 등이 들어 있다.30
코카콜라와 마찬가지로 네슬레도 지역 공동체와 손잡고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슬레는
코코아 산업계, 시민 사회,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국제코코아계획(International Cocoa Initiative)을
통해 아동 노동 감시 및 금지를 위한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2013년에는 시험적으로 일단
두 곳의 코코아 협동 농장이 그 대상이었으나 2016년까지 대상 협동 농장의 수를 30곳 이상으로
늘리고 약 600여 개의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31

현지 정부의 2008년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아이보리코스트의
아동 89%가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슬레는
세계 카카오 생산량의 약 10%를 사들이는데 이 중 3분의 1 이상이
아이보리코스트에서 생산한 것이다. 2012년 2월에 네슬레는 식품
업체로는 처음으로 공정노동협회(FLA)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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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비쿼터스한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여 현지 노동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라
요즘은 휴대전화에 대한 접근이 화장실 이용보다 더 용이한 세상이다 보니 휴대전화를 이용해 생산
현장의 노동자로부터 실제 노동 경험에 대한 정보를 직접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32
우샤히디(Ushahidi: 스와힐리어로 “증언”을 뜻함)는 2008년에 케냐 부정 선거 후폭풍으로 발생한
대규모 폭력 사태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시작된 웹사이트였다. 이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대중이 정보의 수집 과정에 참여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일종의 “집단 지성” 개념이라
할 수 있음-역주) 데이터 활용 개념의 선구자이다. 이 플랫폼은 이제 트위터와 기타 다양한 온라인
정보원을 포함한 복합적인 채널을 활용하고 있으나 초기에는 주로 SMS 피드(Short message service
feed, 문자메시지)에 의존했었다.33
그 이후에 근로 환경 감시를 목적으로 설계된 전문 솔루션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도구들은 비록 시험
단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나, 크라우드소싱과 모바일 기술의 접목이 안전하고 인간적인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

“우리는 확대된 공급망에 걸맞은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노력에서 핵심적인 주안점이 지역 사회의 참여다.
전세계적인 현대판 노예제 종식을 위한 비영리 인권
단체 프리 더 슬레이브(Free the Slaves)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기업이 내부 자료를

노동자 커뮤니티와의 직접적인 협력이 모든 감사

시각화하는 데 활용하는 웹 기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34

플랫폼이다. 기업은 자신과

몇 가지 협력적 실무방안을 통해 기업과 지역 공동체를
연계시킬 수 있다. 첫째, 구호 및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거래하는 벤더(Vendor)가 직접

하여 자료의 수집과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플랫폼을 통해 1차 협력업체뿐만

양 쪽 모두 불공정 노동 문제의 상황에 대해 이해

아니라 2차, 3차, 4차 협력업체에

하겠다는 헌신과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 문제에 관해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직접적인 원조활동은 선제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있다. 말하자면 공급망을 위한

타파하는 동시에, 프리 더 슬레이브 같은 단체의

링크드인(LinkedIn: 구인구직용
소셜 네트워크-역주)이라고 할
수 있다.”
- 소스맵의 CEO 레오나르도 보나니

지원을 받아 사람들간의 연대감을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를 포함한 각종 단체가
시행하는 사회적 감사를 통해 기업 정책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다.
굿월드 솔루션(Good World Solution)은 감당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웹(Web) 및 모바일 기술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상의 투명성을 구축하였다. 이 솔루션은 근로
조건을 감시하고, 사회적 영향을 추적하며, 공정한
임금을 권장하고, 최하층 근로자와 직접 의사소통하는
역할을 한다.35 굿월드 솔루션의 주된 서비스는 노동자
및 농부들과의 직접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바일
플랫폼 레이버링크(Labor Link)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지역번호로 무료로 전화를 걸고 전화기 자판을 이용하여

녹음된 질문 항목에 답변하는 방식이다. 레이버링크는 2020년까지 100만 이상의 노동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9개국에 걸쳐 약 5만 명의 노동자와 농부를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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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미국 정부에서 국제 노동 인권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업무에 참여했던 콜 길(Kohl Gill)이
2010년에 레이버링크와 유사한 개념의 레이버보이스
(LaborVoices)를 만들어 인도에서 시험적 활동을
시작했다. 레이버보이스의 기본 전제는 매우 간단
하다. “두 가지 주요 문제를 하나의 명쾌한 해결책
으로 해결한다. 기업에는 투명한 공급망을, 전 세계
노동자에게는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한다.”36
레이버링크와 달리 레이버보이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으로서 실시간 정보력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강화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강력한 안전 기준과
바람직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레이버보이스는 생산 현장의 근로 상황을 폭로하면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노동자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동조합과 비영리조직과 협력하여
기업의 사명을 홍보하고 있다. 콜 길은 레이버보이스가
기업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노동자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레이버보이스는 인도와
미국 내 기업을 감시하고 있고 올해에 방글라데시와
중국을 추가할 예정이다. 콜 길은 지금까지는
레이버보이스의 유료 고객은 “소수”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2012에 10만 달러에 못 미쳤던 매출이
올해에는 5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7

3.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사의 공급망을
시각화하라
훗날 미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된 루이스 브랜다이스
(Louis Brandeis)는 1914년에 《은행이 남의 돈을
이용하는 방법(Other People’s Money and How
the Bankers Use It)》이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발표했다. 책의 5장인 “정보 공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다음의 두 문장으로 시작한다. “사회적,
산업적 병폐를 치유하는 데는 정보 공개 만한 해결
책이 없다. 햇빛은 가장 좋은 살균제이고, 가로등은
가장 유능한 경찰이다.”38 이 문구는 정보 공개와
투명성의 강화를 주장할 때 자주 인용된다.
기업의 정보 공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정보의 시각화”의 선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시각화 덕분에 소비자, NGO, 정부는 공급망
상의 파트너 선정을 포함한 자사의 의사결정에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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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사 공급망을 시각화해 대중에 공개하여 자사의 협력업체에 관한 정보를 외부인들과 공유하고,
공급망에서 수집한 정보를 외부인들이 알게 해 혜택을 보게 할 수 있다. 언신(Unseen)의 CEO 앤드루
월리스에 의하면 공급망이 점점 더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범죄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점점 더 많아
졌다고 한다.39 자료의 시각화 그리고 정보 공개를 위한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불공정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돼가고 있다.
나이키(Nike) 웹사이트에는 나이키 하도급업체 현황에 관한 쌍방향 지도가 올라와 있다.40 사용자가
관심 국가를 선택하면 해당 국가 내에 있는 모든 협력업체들이 표시된다. 이 때 특정 공장을 클릭하면
공장의 근로자 수, 근로자 성별 분포, 생산되는 제품의 유형과 브랜드, 공장의 주소 등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의류업체 에버레인도 자사 웹사이트상에 유사한 정보 지도를 구현해 놓았다.41
협력적인 공급망의 시각화를 지원하는 도구의 한 예로 “제품 및 원재료들이 어디서 오는지 보여주는”
소스맵(Sourcemap)을 들 수 있다.42 매사추세츠 공대 미디어 랩(MIT Media Lab)의 대학원생이자
소스맵의 창업자 겸 CEO 레오나르도 보나니(Leonardo Bonanni)는 전 세계 공급망으로부터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정보를 모아 시각화한다는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꼈다. 기업이 자사 공급망에 관한 정보의
시각화 수준을 강화하면, 확대된 공급망을 지도의 형태로 시각화해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나니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확대된 공급망에 걸맞은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 이 네트워크는 기업이 내부 자료를 시각화하는 데 활용하는 웹 기반 플랫폼이다. 기업은
자신과 거래하는 벤더(Vendor)가 직접 플랫폼을 통해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차, 3차, 4차 협력업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공급망을 위한 링크드인(LinkedIn: 구인구직용 소셜
네트워크-역주)이라고 할 수 있다.”43 원래 소스맵은 기업의 공급망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나, 그러한 정보를 쉽게 대중에 공개할 수도 있고 다양한 정보 제공자(직원 포함)와 다양한
자료원천(태블릿과 휴대전화 피드 포함)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44

4. 경쟁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라
불공정한 근로 조건의 본질적인 음성적 특성으로 인해 노동 착취의 적발, 근본적인 원인 규명, 개선
정책과 방안의 실행이 쉽지가 않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협력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화재 이후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된 방글라데시안전협정(Bangladesh Safety Accord)에 100개
이상의 기업이 서명하였다. 이는 기업과 시민 사회 그리고 방글라데시 정부의 협력적 노력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이 협정에 서명한 기업은 방글라데시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며, 만약 철수한다면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협정에 서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열악한 현지
상황을 개선하는 데 참여하게 하는 큰 동인이 된다.45
이와 비슷한 유형의 협력 사례인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범세계 기업 연합(Global Business Coalition
Against Human Trafficking: gBCAT)”은 인신매매와 강제 노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 글로벌 기업 연합은 사업 운영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인신매매
관련 취약점들을 해결하는 선도적인 실무 방안들을 개발, 공유하고 있다.46 또 다른 협력 기구인 베터
워크(Better Work)는 글로벌 공급망의 근로 기준 준수와 경쟁력 강화 두 가지 모두를 목적으로 한다.
베터워크는 ILO와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ial Corporation: IFC) 두 창립 회원기구를
활용하여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47
브라질에서는 노동부 주관으로 노동 착취를 자행하는 기업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그 결과 130개가
넘는 브라질 기업이 “노예 노동 근절을 위한 국민 협정(National Pact for the Eradication of Sl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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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에 서명하였다. 이들 기업의 총생산량은 브라질 국민총생산(GNP)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이 협정에 서명한 기업은 노예 노동력 사용 기업 명단에 오른 곳과는 거래 관계를 중지하게 된다.48
나이키의 기업 책임 보고서에는 “우리가 배운 교훈”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협력 관계의 중
요성을 말하고 있다. 나이키가 배운 교훈에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의 규모가
아무리 커도 NGO나 인권 운동가, 오랜 경쟁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상황 개선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나이키는 계속해서 “투명성과 협력은 경쟁 우위이다... 오늘날
우리는 소비자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자원 제약이 점점 심해지는 이 세계에서 번영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49
나이키는 자사 웹사이트에, 다양한 전술을 구사해본 결과 책임 공유를 강조하는 접근법을 취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 영향뿐 아니라 근로자 보호 문제를 아우르는 행동 강령의 수립에서부터
직원들로 하여금 이 규약을 준수하게 하는 일, 외부 단체와 협력하여 생산 시설을 감시하는 일,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장려하는 일 등의 활동을 해왔다... 우리는 이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협력
업체 및 제조상의 관계를 평가하며 기업의 책임을 정의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50

5. 대중의 창의력을 활용하라
과거 300년 이상 혁신적 아이디어의 도출을 위해 경합이 활용되어 왔다. 영국 의회는 바다에서의 경도
측정 문제를 해결해 치명적인 해난 사고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1714년에 경도법(Longitude Act:
효율적인 경도 측정 방법을 고안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법-역주)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경합의 효과가 다시 부각된 좀 더 최근 사례로는 안사리상(Ansari prize)을 제정한 엑스 프라이즈 재단
(X Prize Foundation)을 들 수 있다. 엑스 프라이즈 재단은 2주일에 궤도를 두 번 왕복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내는 민간인 개발자에게 1,000만 달러의 상금을 내걸었다. 26개 팀이 총 1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들여 우주선 개발 프로젝트에 매달렸고 덕분에 민간 우주항공 산업이 촉진되는 결과를
얻었다.51
이와 같은 경합을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한다는 생각이 억지스럽게 들릴지 모르나,
하나의 큰 문제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경합을 적절히 설계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52
일반적으로 혁신 경합은, 그 분야의 현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특정한 문제를 다양한 잠재적인
해결책을 활용해 풀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경합의 이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다양성에서 비롯된다.
• 동기 부여 방식의 다양성-경쟁의 구조와 상금 등을 잘 설계하면 그러한 경쟁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동기를 지닌 참여자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
• 조직의 다양성-경합에서 각 집단은 당면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맞춤 조직을 설계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쟁자들간의 협업과 자원 공유도 포함된다.
• 참여자의 다양성-특정한 도전 과제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끌어 모으기도 한다. 좁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도전 과제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간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혁신적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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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전통적인 전문가들만이 참여하는 상황보다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경합에 참여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원의 총액이 상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합은 변화를 극대화 하고 개발이 완료된 이후 최고의 아이디어에만 보상을 줌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끌어낸다. 전형적인 해법이 이미 고려된 문제에 대해서는 경합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53
이러한 성공적인 산업 혁신 경합에서 일부 영향을 받아, 정부 기관에서부터 저명한 재단에 이르는 다양한
조직의 후원 하에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합들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SAID)는 최근에 현대판 노예제를 근절하기
위한 혁신적 새 방법을 찾아내고자 챌린지 슬레이버리(Challenge Slavery)라는 행사를 주관하였다.
대학생을 겨냥해 시행된 이 상의 첫 수상자는 프로토타입 브라우저 확장기능(Browser extension:
인터넷 브라우저의 기능을 확장해 주는 추가 프로그램-역주)을 개발한 어벌리샵(Abolishop)이었다.
이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54 “리이매진:오퍼튜너티(Reimagine: Opportunity)”는 “자유를 위한 협력”(Partnership
for Freedom: 백악관과 보건사회복지부가 연합해 만든 협력 기구-역주)이 내놓은 세 가지 혁신 경합
가운데 첫 번째였다.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이 조직의 후원 조직에는 휴머니티 유나이티드
(Humanity United)와 백악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경합은 현대판 노예제도의 희생자를 지원하는
인프라 개선 아이디어를 찾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55

Moving forward
자사 공급망 상에서의 노동 착취가 드러난다면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기업은 없을
것이다. 비록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도 현황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발전을 위한 단계를 설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은 점점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기업이 자사 공급망에서의 노동 착취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계적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일 대응방안의 탐색에서 포괄적인 접근방안의
탐색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킨다. 포괄적인 접근방안은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확장성 있고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바람직하지 못한 노동 관행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접근법이 계속해서 등장하여 기존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해법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은 권한이 강화된 소비자들과 보다
민감하고, 상세하며, 통찰력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급망이 혼란에 빠지는 위험이
줄어들고 협력업체, 근로자,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공급망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트라이앵글 셔트웨이스트 봉제 공장 화재는 100여 년 전에 일어났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전에 이와
비슷한 참사인 라나플라자 공장 건물 붕괴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작업현장의 비극을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기업들이 자료 수집,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행동을 목적으로 협력한다면
상황을 개선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기업, 정부, NGO, 개인 투자자,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들은
공정하고 동등한 노동력 대우 확대를 위한 선의에 계속 도전하는 불공정 노동 관행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다.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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