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itors’Note

한 해의 다짐을 정리하고 다시 한 번 도약을 꿈꾸는 가을의 시작, 9월을 맞이하여 SNUCSR NETWORK와 WISH가 공동 발간하는

Sustainability Review vol.12이 나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SNUCSR NETWORK은 지난 1학기 SNUCSR NETWORK가 야심 차

게 시작한 OPEN SESSION을 세심하게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상반기 삼성공모전에 참가하여 입상한 동아리 원들의 참가수기를 실

었습니다. 그 외에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꾸는 녹색금융을 살펴본 칼럼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이루기 위한 고

민을 다룬 리포트도 실었습니다. SR People에서는 CJ CSR팀의 박경호 대리와의 인터뷰로 CJ의 CSR활동을 통해 기업의 CSR활동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보았습니다. WISH 리포트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효과 증대를 위한 조건과 국내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알아보았습니

다. 또한 이번 호에서는 새롭게 선보이는 WISH 칼럼에서는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의 현황에 대해 서술하 습니

다. 이와더불어, 최근이슈가되고있는국내및해외사회적기업과북리뷰를함께실었습니다.

바쁜일정중에서도Sustainability Review vol.12을위해인터뷰에응해주신CJ CSR팀의박경호대리님께깊은감사드립니다. 또

한 Sustainability에대한관심과애정으로각기다양한계획으로바쁜방학중에도열정적으로활동하며기사집필에노력해주신필진

여러분께다시한번깊이감사드립니다.

SSNNUUCCSSRR NNEETTWWOORRKK와 WWIISSHH는여러분의의견을기다리고있습니다. 

기사나 동아리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E-mail 주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동아리 일반적 사항이나 리크루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를 방

문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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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 

오픈세션Review
오픈세션, 첫 발돋움을 뒤돌아보다
첫오픈세션을마친소회를들어보다

공모전 참가 수기
친환경 기술을 알리다, “두근두근 투모로우 친환경
미래기술 마케팅 공모전”
공모전참가와입상, 그 과정과소감을들어보다

SNUCSR 칼럼
녹색 금융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자본시장의지속가능한발전, 녹색금융에서찾아보다

SNUCSR Social Issue Report
상생경 의 현황과 과제
상생경 의현주소와앞으로나아갈방향을모색하며

SR People
CJ의사회공헌활동을살펴보다-CJ CSR팀박경호대리
도너스캠프를중심으로살핀 CJ의 CSR의 활동

[WISH]

국내 사회적 기업
농농민민,, 소소비비자자,, 환환경경을을 생생각각하하는는 기기업업,, 흙흙살살림림
친환경농업을연구하고실현하는흙살림을알아보다

해외 사회적 기업
BBeetttteerr WWoorrlldd BBooookkss
버려질책을필요한사람들에게싼값에제공하는 BWB를알아보다

WISH 리포트
기기업업의의 사사회회적적 효효과과 증증대대를를 위위한한 조조건건과과 국국내내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의의 현현황황
사회적기업의성공적운 과더불어사회적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요소를
알아보다

WISH 칼럼
MMDDGGss 그그리리고고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현황및시사점을알아보다

Book Review
도도나나 펜펜,, 젊젊은은 창창조조자자들들((UUppssttaarrttss))

Book Review
무무하하마마드드 유유누누스스,, 가가난난한한 사사람람들들을을 위위한한 은은행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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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션 Review

전략적 CSR, 인권통합경 , 기후변화,

탄소금융의 4가지 주제로 이루어진 1학

기 첫 오픈세션을 뒤돌아보며 그 소감

을들어본다. 

Sustainability Review Vol.12 

녹색금융과자본시장

기후변화의 위기가 금융시장에도 향

을 미치고 있다.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

한발전을녹색금융을통해알아보자.

CJ의 CSR, 도너스캠프

도너스 캠프 활동이 주축이 된 CJ의

CSR활동을살펴보자.

해외사회적기업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책의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버려지는 책이
생길수밖에없다. 미국에는이렇게갈
곳을 잃은 책들에게 새로운 주인을 찾
아주는 서점이 있다. 바로 Better
World Books!

WISH 리포트
사회적 기업의 성공적 운 과 더불어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요소를
살펴보고, 이러한 요소를 각 기업이 갖
추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노
력이필요한지살펴본다.

WISH 칼럼
2000년, 192개국의 세계사회가 힘을
모아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
시키자고 약속했다. 2015년이 5년 앞
으로 다가온 지금. MDGs의 현황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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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CSR 활동을보다효과적으로알리려는노력이요구된

다고보았다.

소비자, 종업원, 그리고주주를대상으로한정하여연구를진행

했는데, 각 대상에 따른 목표가 상이하므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접근이 필요했다. 따라서 그들이 어떠한 채널을 이용하여 CSR

정보를수집하는지, 어떠한내용에관심을갖는지, 커뮤니케이션

의주의점은무엇인지를중점으로하여연구를진행하 다.

첫째로소비자와의커뮤니케이션은, 능동적소비자에게는기업

의홈페이지를통한CSR 홍보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수동적소

비자에게는광고의방법을사용한다. 또한친환경생산이나좋은

제품생산, 공정한종업원처우등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종업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인트라넷 커뮤니케이션과 같

은 내부적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잠

재적종업원인구직자를대상으로했을경우에는공신력있는언

론의보도를통하여CSR활동동기의순수성을강조하는것이기

업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를형성하는데기여할수있었다.

투자자(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퍼스널 미디어와 활자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활자 미디어 중 지속가능보고서가

기업의경 노력과사회적책임수행에대해언급하고있어효과

적인 접근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프레임으로는 환경

(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의세축

으로이루어진ESG프레임을사용하는것이주주들의이해와노

력을이끌어내는데효과적이다.

이번연구를진행하면서대상마다접근성과파급력이좋은커

뮤니케이션채널을조사하고각채널별로대응되었을때효과적

인 메시지 내용이나 기대되는 피드백 효과 등을 더 알아보고자

하 다. 그러나 선행 연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자들의

자의적판단과예상만으로조사를진행하는것은신뢰성이떨어

진다고 판단하여 이 작업은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대상은그범위가무한정이라해도좋을만큼다양

하고광범위하지만연구의시간적제한과조사능력의한계로인

하여모든대상을다룰수없었다. 따라서기업활동에가장 향

력이 있는 주주, 소비자, 종업원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을 한

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SNUCSR NETWORK에서 여태껏 다뤄보지 않은 CSR 커뮤니

케이션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해보았다는 점에서 스

스로본연구의의의를찾고자한다. 

<<인인권권통통합합경경 으으로로 가가는는 길길>>

두번째발표로 <비즈니스와인권의현명한통합, 인권통합경

으로가는길>이있었다. 한학기동안인권경 에대해공부하

고 이야기한 바를 토대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점차 기업의 역할

이증대되어가는추세속에서기업의인권문제역시중요한이

슈로 등장한 것을 강조하며 기업이 인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즉인권과경 의통합의방향에대해제시하는시간을가졌다. 

발표는크게세부분으로구성되었다. 기업이인권통합경 을

해야하는이유를제시하고, 다음으로는현존하는가이드라인을

간략히소개하고그중에서도존러기(John Ruggie) 교수가제

시한프레임워크의세키워드인보호, 존중, 구제를중심으로발

표를 진행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으로 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서공표할ISO26000에대해언급하며마무리되었다. 

인권통합경 은사실오픈세션에서다뤄진 4개의주제가운데

에서 추상적인 주제처럼 느껴질 소지가 있었다. 다른 팀들의 발

표주제에비해구체적으로한정된이야기를하기에는어려움이

있었기때문이다. 그래서인권을기업이경 의요소에통합시켜

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데 많은 공을 들

이기도했다. 인권과경 의통합, 어렵게느껴지는이주제를기

업의입장에서쉽게접근할수있도록아이디어를제공하는것이

이번발표의목적이었기때문에이추상적인주제를구체적으로

풀어나가기위해노력했다. 이런방식을통해오픈세션에참석한

기업관계자뿐만아니라평소에CSR에관심을갖고있던청중들

에게인권통합경 에의이해를도운것은만족스러웠다.          

그러나구체화에집중한발표방식과발표시간의한계로인해

실제 인권통합경 의 예를 소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가이드라인과프레임워크를제시함으로써기업의입장에서인권

통합경 을 손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지만 실제 사례

제시가미흡한나머지오히려이론에치우친발표가되지는않았

나하는아쉬움이남는다.

<<항항만만산산업업의의 기기후후변변화화 대대응응전전략략>> 

기후변화 Team의‘항만산업의기후변화대응전략’발표는기

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한국의 실질적인

노력이필요하다는인식에서출발하 다. 발표를들은많은사람

들이 주목한 부분은 항만산업을 기후변화의 연구대상으로 삼은

2010년 6월 4일, SNUCSR NETWORK의한학기동안의전

략적 CSR 연구활동을정리하는오픈세션이있었다. 오픈세션은

SNUCSR NETWORK 구성원들이CSR분야에대하여관심을가

지고연구한성과물을동아리내부만의공유를넘어CSR에관심

을가지고있거나, 잠재적으로관심을가질수있는사람들과함

께나누는의미를가지고진행되었다. 따라서오픈세션은CSR에

관심을가지고있는학우를포함한모든학우들과실제 CSR 관

련산업에종사하고계시는실무자들을초청하여함께의견을나

누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이번오픈세션은 CSR에대한각기다른 4개의주제로나누어

져진행되었다. 전략적 CSR Team의‘CSR 커뮤니케이션, 이해

관계자와의전략적대화’, 기후변화Team의‘항만산업의기후변

화대응전략’, 기업과인권 Team의‘비즈니스와인권의현명한

통합, 인권통합경 으로가는길’, 그리고탄소금융Team의‘탄

소배출권펀드를통해본탄소금융시장’으로구성되었고, 각각의

발표후에는참석자들과함께의견을공유하는시간을가지며논

의를발전시키고자했다. 

<<CCSSRR 커커뮤뮤니니케케이이션션,, 이이해해관관계계자자와와의의 전전략략적적 대대화화>> 

전략적 CSR Team에서는‘CSR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와

의전략적대화’라는주제로한국기업의 CSR활동이보다효과

적으로이루어지기위한방안을제시하 다. 우선적으로현재한

국기업의 CSR활동에대하여조사하자, 이미 CSR에많은투자

를하고있는데비하여실질적으로는그들의노력이빛을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접한 전략적 CSR Team은

CSR은 기업의 이윤활동을 위한 전략이라는 대전제에서 연구를

시작하 다. 즉, CSR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

면, 이것이본래의목적대로기능하기위해서는기업이이해관계

신혜은 연지현

SSNNUUCCSSRR OOPPEENN SSEESSSSIIOONN RReevviieeww

오오픈픈세세션션,, 첫첫 발발돋돋움움을을 뒤뒤돌돌아아보보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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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었다. 여러가지산업중항만산업을선택한것은우선, 우리

나라전체CO2 배출량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3대부문인교통,

에너지전환, 산업중교통부문을택한것에서출발하 다. 그후

연구범위를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항만산업이 해운, 육상교통과

융합되어온실가스감축과관련하여깊이다뤄질필요가있는데

도불구하고다른교통부문에비해주목받지못하고있는점에

착안하여항만산업에초점을맞추게되었다.

한국 정부는 GREEN Port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여러 가지 대응 방책을 내놓고 있었지만, 선진국들의 주요 항만

에비하면매우늦은대응이었다. 하지만, 우리정부도항만산업

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희망을

얻을수있었고, 해외의친환경항만구축사례를기반으로정부

및항만공사에보다구체적인저감대안을제안하여보다발전적

인방향을모색할수있었다. 

EU, 일본, 미국, UAE를선진국의사례를들어한국과비교해

보았는데, 한국의항만산업의경우항만공사에의해운 되어사

기업에의해운 되는선진국에비하여정부의직접적인 향하

에있었다. 따라서정부차원의노력과항만공사차원의노력이

병행될필요성이있었고이를기준으로두축으로나누어연구를

진행하게되었다. 기후변화Team의제언으로는우선, 정부는세

부적인가이드라인과온실가스감축에대한의지를공사에정확

히전달해야하며효율적인검사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는것과

항만공사차원에서는기존의경 마인드를혁신하는것이가장

중요하며국내항만공사들은항만산업정체성에맞는CSR을구

현하는길은온실가스저감에있다는사실을깨달아야하며이에

대한인식을높여야한다는것등이있었다.

이번연구로국내전체수출입화물의 99.8%를항만에서처리

하는 한국의 실정에서 항만의 탄소배출량 감소방안을 제안하여

전체적인탄소배출측면에서의실질적효력을기대해볼수있는

연구를 많은 이들과 공유할 수 있었고, 후속연구에 대하여 논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의 초기 목적은 항만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CSR과결부시키는것이었으나, 기후변화라는주제가방

대하다보니이를 CSR과 연관하는데에어려움을겪었다. 따라

서CSR적인측면에집중하지못하 고, 이것이아쉬움으로남아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정부의 효율적인 규제 정책

과항만산업내의자체적노력이필요한국내와사정과비교해보

았을 때, 해외의 항만산업은 사기업에 의해 운 되고 있어 정부

로부터좀더자율적인입장으로기후변화에대한다양한대응이

진행되고있었다. 미래의한국의항만산업이선진국과같이사기

업에의해운 될가능성이있다고볼때, 사기업에의한항만산

업의기후변화대응동향을연구해볼필요를느꼈다. 

<<탄탄소소배배출출권권 펀펀드드를를 통통해해 본본 탄탄소소금금융융시시장장>>

마지막으로 탄소금융팀의 발표가 있었다. 오픈세션이 있던 날

의매우무더웠던날씨를발표자는온난화의징후에빗대어농담

을 던졌고 청중들의 큰 웃음과 함께 마지막 발표가 시작되었다.

탄소배출권 펀드를 통해 탄소금융시장을 살펴보는 것이 발표의

큰맥이었는데아무래도생소한주제이다보니어렵지않은표현

을사용하여쉽게내용을전달하고자하는노력이빛난시간이었

다. 발표는탄소배출권펀드가도입된배경과그내용, 그리고현

재상황과전망으로이루어졌고CSR의다양한모습을새삼일깨

워주는시간이되었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논의는 1992년 기후변화 협약을 시작으로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 등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이어져이산화탄소규제의무를담은교토의정서에이

르 다. 가장최근에는포스트교토의정서로서코펜하겐회의가

있었다. 이런회의등에서탄소배출권이등장했고탄소배출권을

이용한편드를개발한것이탄소금융시장의첫등장이었다. 국내

에서는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운 하는‘한국투자사모탄소배

출권특별자산투자신탁1호’와동양자산운용의‘동양탄소배출

권특별자산투자신탁1호탄소배출권-파생형’의두가지펀드가

있다. 탄소금융 펀드가 처음 등장할 때에는 전문가들은 긍정적

전망을통해좋은평가를아끼지않았지만현재 로벌경기침체

와따뜻한겨울날씨로인해세계의탄소배출량이감소하여탄소

배출권의가격이하락하는등수익성이하락하고있다는문제점

이 발생한 실정이다. 게다가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

구하는목적과달리고위험고수익상품이라는양면성도내포하

고있다. 이를바탕으로탐소금융팀은탄소금융투자에신중할것

을당부하고지금까지의문제점이보완된탄소금융펀드의등장

을기원하며발표를마무리했다. 

탄소금융팀은발표를준비하는동안탄소금융이국내에서는아

직활발하지않은탓에국내의투자설비나금융권의반응및수

익률의 변화를 뚜렷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국내의 탄소금융시장이 활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탄소금융을

분석하는데필요한정보를얻기힘들었다는과정의어려움이있

었다는점을감안할때이번발표는그런대로성공적이었다고자

부할수있었다. 청중들의대다수는탄소금융시장이라는 CSR에

서는다소생소할수있는분야를접해신선하다는반응을보

다. 혹시나청중들이탄소금융을어려워하고흥미를느끼지않으

면어쩌나하는우려를불식시키는반응에탄소금융팀은만족스

러운발표를마칠수있었다. 

오오픈픈세세션션을을 마마무무리리하하며며

SNUCSR NETWORK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첫 오픈세션이

성공리에마무리되었다는만족감도느낄수있었지만동시에여

러모로부족한점으로짙은아쉬움도남았다. 애초의계획으로는

실제기업에서CSR을담당하고계시는분들을모셔함께이야기

를나누는시간을충분히갖고자했지만, 바쁜스케줄로인해예

상보다적은인원이참석하셔서실제기업에서의CSR에관한이

야기를충분히나눌수없었던점이가장큰아쉬움으로남았다.

게다가 기말 시험을 앞두고 열린 오픈세션 이었기 때문에 같은

학우분들의참석을기대하기어려웠다는점도아쉬웠다. 오픈세

션이충분히‘오픈’세션이되지못한것같아앞으로이어질오픈

세션에서는이점을꼭보완해나가야할것이다. 

이번오픈세션은SNUCSR NETWORK가최초로시도해본것

으로기말시험의바쁜일정속에서준비를이어가는어려움이있

었을뿐만아니라최초시도인만큼여러세세한난관에봉착하

기도했다. 그러나이번오픈세션은외부인사들과다른CSR동아

리들과 함께 의견교환이 가능한 자리 다는 점에서 SNUCSR

NETWORK가한층도약하는데더없이좋은가르침을준자리

가될수있었다. 앞으로더욱의미있게발전하는오픈세션을기

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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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회회개개요요

2010년 5월, 삼성은대학생을대상으로‘두근두근투모로우

친환경미래기술마케팅공모전’을개최하 다. 공모전의주제는

삼성이개발중인혹은이미개발한친환경기술을일반인에게알

리는방안이었다. ‘친환경기술은우리의일상과동떨어진어렵고

막연한개념이아니라, 우리주변에서쉽게접할수있는친숙한

개념이다. 그렇다면우리는이를어떻게해야효과적으로알릴수

있을까?’이번공모전당락을좌우하는포인트는바로이러한고

민에위치해있었다.

공모전 평가기준으로는 SNS 활용도와 독창성, 실현가능성이

선정되었다. 독창성및실현가능성은여타의공모전에서쉽게찾

아볼수있는평가기준이었지만, SNS 활용도는아무래도다소생

소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기존의 온/오프라인 채널에 비해 정보

전달력및홍보파급력에서우위를보인다고평가받는SNS는분

명친환경기술홍보에도새로운가능성을제시해줄터이다. 단

지기존의채널만을이용하는홍보방안보다는SNS를통해‘새로

운그무언가’를창출해내는일, 이는우리에게분명의미있는도

전으로다가왔다.

친친환환경경 기기술술이이란란 무무엇엇인인가가

최근들어친환경기술이라는말은지나치게남발되고있는경

향을보이고있다. 정말이지이제는친환경이슈를전분야에서,

너무나도쉽게접할수있게된듯하다. 그러나‘친환경기술’이

라는용어의범람에도불구하고적지않은사람들은여전히그것

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공모전에

본격적으로임하기이전에먼저친환경기술이란무엇을의미하

는지올바로이해할필요가있다.

우선근몇년사이에실용화된친환경기술로는스마트그리드

기술을꼽을수있다. 전력사용량을획기적으로감소시켜주는차

세대기술인스마트그리드기술은사용자가원하는시간대에원

하는전자제품만을가동하여전기비용을대폭줄이는특징을가

진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사용자의 전력사용량을 일일이

체크하여 전력사용패턴을 분석, 개개인의 잘못된 사용패턴을 개

선하도록도와주기도한다.

물론스마트그리드기술외에도친환경기술은이미우리의일

상생활가운데에깊숙이파고들어와있다. 가령그린케미컬기

술로 페트병을 가공하여 만든 재활용 플라스틱 모니터, 녹차 ·

대나무·코코넛등의천연소재에서추출한성분으로만든니트

와셔츠, 뒷면에태양광을모으는태양광패널이부착되어있어1

시간충전으로10분정도사용이가능한휴대폰등이바로그것이

다. 특히최근에는LED를백라이트로사용해밝은화면을제공하

면서도전력효율성을대폭향상시킨 LED TV가 큰반향을불러

일으키고있다.

일일반반인인들들은은 친친환환경경 기기술술을을 인인지지하하고고 있있는는가가

이제다시본공모전의주제로돌아가보자. ‘삼성이개발중인

혹은이미개발한친환경기술을일반인에게알리는방안’이공모

전의 주제라는말은달리 말해무엇을의미하는가? 이는 일반인

들이여전히친환경기술에큰관심을보이고있지않음을암시한

다. 그렇기때문에이렇게공모전을개최해서참신한아이디어를

구하는것이아니겠는가?

그런데공모전의수행과별개로, 사실우리는작년즈음친환경

기술에대한일반인들의인지를

다소회의적인입장에서바라본

경험이 있었다. 이는 우연히 접

하게된설문결과로부터비롯된

것이었다. 이코노미세계가

2009년 10월 일반인들을 대상

으로 던진 질문‘친환경 경 을

가장 잘 실천하는 기업은?’에

응답자들은 유한킴벌리를 1위

로, 삼성을2위로, 포스코를3위로선정하 다는것이다.

물론순위에등극한기업들은친환경경 을비교적잘수행하

고있으며, 따라서일반인들이이들기업을선정한것역시자연

스러운결과라고볼수있다. 그러나위와같은설문결과를접할

때다소찜찜한기분역시느껴짐을부정할수는없다. 과연응답

자들은해당기업들이보유하고있는친환경정책, 친환경기술을

온전히이해한상태에서본설문조사에임하 을까? 어쩌면그저

막연히, 해당기업이무슨친환경기술을보유하고있는지잘모

르지만 단지 친환경적‘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응답한것은아니었을까?

사실 비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친환경 기술 그 자체만으

로는‘소비자’의마음을뒤흔들기힘들어보인다. 친환경기술을

통해하나뿐인지구가건강해지는것은물론뜻깊은일이지만이

는어디까지나‘소비자’가아닌‘시민’으로서의가치가아니겠는

가? 한 사람의 합리적‘소비자’로서 바라볼 때, ‘친환경’이라는

가치는과연제품선택에절대적인 향을미치는가? 녹차·대

나무·코코넛등의천연소재에서추출한성분으로만든니트와

셔츠를 한 번 예로 들어보자. 이 제품이 아무리 친환경적이라고

한들가격/품질등제품의본원적가치가뒤쳐진다면우리는과연

이 친환경 제품을 고민 없이 구매할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이에

섣불리긍정할수는없을것이다.

무무엇엇이이 그그들들의의 마마음음을을 움움직직이이게게 하하는는가가

이러한맥락에서보았을때기업이보유한친환경기술을일반

인으로하여금적극인지하도록만드는작업은결코쉬워보이지

만은않는다. 친환경기술이라는메시지는분명가치있고타당한

바이지만, 그것이곧소비자의지갑을열어주지는않으니말이다.

소비자가친환경기술을알아야만하는절대적인근거가있는가?

/09SNUCSR NETWORK & WISH

SSNNUUCCSSRR 공공모모전전 참참가가 수수기기

친친환환경경 기기술술을을 알알리리다다,, ““두두근근두두근근 투투모모로로우우 친친환환경경 미미래래기기술술 마마케케팅팅 공공모모전전””
반성희 이민주 이상준 조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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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기술에대한인지가단지‘이러이러한친환경기술이존재

하고있다.’라는열거에그친다면아마도‘시민’이아닌‘소비자’

에게는무용지물로다가올것이다. 왜냐하면그들이원하는건단

순한지식그자체가아닌, 실질적인‘무언가’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친환경 기술을 일반인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 우리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실질적인‘무언가’를

제공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그리고우리는그‘무언

가’를크게두가지- 소비자에게경제적이득을가져다주거나,

혹은즐거움을가져다주는것-로갈무리하 다. 본공모전에제

안한아이디어Green Tech Green Check는바로이러한흐름에

입각해도출된아이디어 던것이다.

Green Tech Green Check는 간단히 말하자면 일상생활에서

소모·배출되는전력량·이산화탄소량을계산해주는프로그

램이다. 그런데혹자는방금전의문장을읽고의아해할지도모

르겠다. 왜냐하면구 파워미터, 중앙일보SAVE US, 코레일녹

색탄소계산기 등 친환경 관련 계수를 측정해주는 프로그램들은

이미시중에널리배포되어있기때문이다. 하지만 Green Tech

Green Check는 기존의계산프로그램들과는그속성을달리한

다. 기존의계산프로그램들이‘당신은xx만큼의전력량·이산

화탄소량을소모·배출하고있다.’식으로단순정보전달에초

점을맞추었다면, Green Tech Green Check는‘친환경기술을

도입하면xx만큼이실질적으로절약된다.’식으로표현하여소비

자로하여금친환경기술과경제성이상호연관되어있음을알리

는것이다. 게다가계산프로그램사용시누적되는포인트를사회

공헌활동에 직접 기부하도록 만드는 시스템 역시 Green Tech

Green Check만이가진속성이라할수있겠다.

수수상상,, 그그리리고고 도도전전은은 계계속속 된된다다

친환경기술이란과연무엇을의미하는지를고민하면서부터시

작된 본 공모전은 우리에게‘친환경 미래기술상 수상’이라는 성

과를 가져다 주었다. 비록 봄 축제와 정기세션활동 등으로 인해

공모전기간내준비가원활하지는않았으나, 오히려짧은시간에

집중하며준비한만큼그기억은더강렬한것같다. 게다가삼성

이보유한CSR 전략과친환경기술학습, SNS를기반으로한차

세대마케팅전략구상, 온라인기부로부터비롯되는제반효과분

석등지속가능성을넘나드는다양한이슈들을학습할수있어정

말이지뜻깊었다. 이제새로운학기가시작된다. 지난1학기에시

작되었던도전은2학기에도물론계속될것이다. 

[SNUCSR] 친환경기술을알리다, “두근두근투모로우친환경미래기술마케팅공모전” Sustainability Review Vol. 12 [SNUCSR] 녹색금융자본시장의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ility Review Vol. 12

녹녹색색금금융융의의 필필요요성성

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에의한피해가심각해지면서지구온난

화에대처하기위하여환경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는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들의 참여가 나타나고

있으며또한강조되고있다. 녹색성장을 위한지속가능한발전

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및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기법의 사회책임투자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지속가능보고서의발간과특

히녹색금융최근의주요관심사가되고있다.

녹색금융은금융산업발전, 환경개선및경제성장등다양한목

적을동시에추구하는미래지향적금융형태이다. 녹색금융산업

은자원및에너지의생산성, 효율성을높이고녹색지수의개발이

나녹색펀드를조성하여새로운기술을개발하기도하며, 환경

향평가를받은기업에투자할수있는수단및방법을제공하는

자본시장의 형태를 나타낸다. 이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와녹색성장을주도하는금융이라요약할수있다.

녹색 성장을 화두에 올린 정책에 따라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개설등을통해아시아탄소시장의허브로육성하고,

배출권거래소를설립한뒤, 민간투자확대및민간투자위험축소

를위해민관공동의녹색산업펀드를통해녹색금융시장을조성

SSNNUUCCSSRR 칼칼럼럼

녹녹색색금금융융 자자본본시시장장의의 지지속속 가가능능한한 발발전전
정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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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운 하는방안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다. 녹색금융이중

시되는이유는우선, 기업이직면한환경의중요성이증대하고있

기때문이다. 기상재해와생태계파괴등의문제및에너지와자원

부족등의위기를직면하는상황에서기업및사회전반적으로환

경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교토 의정서 등의 로벌

환경규제가강화되고있는추세이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등장으로기업의사회적책임의대한요

구가증대되고있다. 로벌금융위기이후기업은과거주주들에

대한 경제적, 법적 책임의 한정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윤리적인

책임이강조되고있으며, 주주뿐만아니라이해관계자모두의이

익을도모하여야한다.

CSR 및SRI에대한UN과ISO등에서의국제협약내용중환경

분야가강조되고있다. GRI의제정과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

국제표준 ISO26000을비롯한CSR에대한국제적표준이형성

되고있다. 기업운 에있어이러한국제적규정을준수하지아

니할경우에는향후국제금융시장에서상당한불이익을받을가

능성이있다. 

마지막으로한계에다다른기존성장방식에대한대안으로자

원과환경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저탄소, 친환경, 신동력

산업이새로운기업의성장동력이될시대가열릴것이다. 기업

의가치관역시주주이익위주에서환경, 사회, 지배구조등을포

괄하는 경 가치관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외부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한정보를제공하도록요구하고있다.

녹녹색색금금융융시시장장의의 형형태태

녹색금융에 향을미치는 GRI가이드라인및 ISO26000 등의

지속가능 경 로벌 표준이 전세계적으로 제정되고 있으며,

UN PRI,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정보공개프로젝트등의자발적

협약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 로벌협약은금융기관이CSR

을통해서수익을증대시킬수있고, 리스크관리개선효과를얻

을수있다고생각하고있으며, 금융기관의지속가능한경 활동

을촉구하며, 특히환경적요소를 핵심적인사항으로강조하고

있다.

녹색금융상품은 소매시장, 기업 및 투자금융, 자산운용 등의

방법으로 자본시장에서 다양하게 선보이고 개발되고 있으며, 해

외에서는 이러한 자본시장의 녹색금융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

소매금융시장에서는녹색금융상품은에너지효율설비를할경

우시장이자율보다낮은우대금리를제공하는 Energy efficient

mortgage 상품이나 Green commercial building loan 상품을

통해일반소비자가녹색설비를통해에너지를절감하도록장려

하며녹색기술에대한수요를증대시키는효과를장려한다.

녹색금융상품을통해환경분야에서CSR을수행하고있는기업

에게자금을공급해주는역할을하는기업관련녹색자본시장도

존재한다. Green project finance는 청정기술 및 에너지 활용,

재생산 관련 기업이 정부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

며, Green venture capital은투자수익률이높은친환경프로젝

트에 자금을 공급하며, 녹색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컨설팅을

제공하는상품이다. 

이밖에도녹색경 활동을하고있는기업에투자한투자자들

의수익발생중에서세금을감면해주거나친환경프로젝트에저

이자대출을지원하는Green fiscal funds와같은자산운용부분

의녹색자본시장과탄소배출권거래시선물가격변동에따른위

험에대처하기위한Carbon insurance 등의보장성보험자본시

장도운용되고있다.

국국내내 녹녹색색금금융융의의 현현황황과과 문문제제점점

최근국내금융기관에서녹색관련금융상품및녹색성장산업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이 출현하 다. 금융기관들도 GRI, UN PRI

등 로벌협약을준수하며녹색금융의기반을다지고있다. 금융

기관에서는2009년이후태양광기업에대해대출을해주는상품

을시작으로녹색성장금융상품이출시되고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녹색산업에 대해 지원해주

는 정책금융이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기본적으로 대출 및

Venture investment, Project finance 등의방식으로녹색산업

을지원하고있으며, 환경산업및환경설비관련기업에게녹색산

업 육성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을 운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 다.

수출입은행역시녹색성장기업의해외진출을도모하며, 녹색산

업의성장을전략적으로뒷받침해주는역할을하고있다. 기업의

해외지사설립과수출입에관련된녹색규정및투자를해주는컨

설팅의 방법으로 2009년 8,400억원의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

다.

국내의 녹색금융의 성장에 대한 다양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

내의 녹색산업경쟁력지수는 OECD 국가의 평균 이하의 성과를

보여주고있다. 국내에서는녹색산업및녹색금융에대한필요성

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가 부족하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참여가 불충분하며,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추구

하고리스크를관리, 지원하는개념이명확하게자리잡히지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외의 녹색금융 자본시장과 견주어 보았을

때국내의녹색금융자본시장의현황은아직미미한단계이다. 국

내의녹색금융지원및기업의환경요소에대한정보공개제도에

대한규제가미비하고, 녹색금융상품설계를위한데이터베이스

가미약한수준에머물러있다. 국내환경펀드는포트폴리오를구

성하기에는다양성이부족하여많은이들이투자를꺼리고있기

도하다. 또한지속가능경 이라는개념이정착된지얼마지나지

않았기에환경부문과금융부분을연계할전문인력이부족하다는

점과제도, 기술, 인프라, 미비가국내녹색금융자본시장의문제

점이라할수있겠다.

녹녹색색금금융융을을 위위한한 자자본본시시장장의의 역역할할

녹색성장을위한자본시장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서는녹색금

융발전에대한사회적공감대및제도, 기술, 인적인프라가구축

되어야한다. 또한녹색금융시장발전을위한정책적지원및시

장육성에대한뒷받침이이루어져야한다.

녹색성장의필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이루어지면녹색금

융시장의발전이자연스럽게이루어질것이다. 녹색성장이일회

성정책이아니라앞으로지속가능한성장의일환이라는점을생

각해볼때, 사회적인공감대는시장이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

인프라구축및메커니즘을통해녹색금융시장에자금이원활하

게공급될수있도록유도하는역할을한다. 제도적인프라구축

을위해서는기존의자본시장의틀에환경요건을반 하도록하

는방법을고안하고, 기존의기업정보공개에환경요소를반

하는지속가능보고서의발간등이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녹색

기업지정및녹색금융상품투자시얻을수있는세제지원, 관련

상품 연계 시스템의 도입, 녹색투자 전문기관 및 컨설팅 업체를

육성하는방안도고려하여야한다. 더불어기업과환경을동시에

고려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고안, 제공하고 녹색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자본시장의녹색지수를개발하는등객관적인기준을부여

할필요도있다. 그리고녹색기술과산업에대한교육을강화하여

녹색자본시장의전문인력을양성하고녹색금융을홍보할수있는

Conference나공익마케팅을통한인프라구축이필요할것이다.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정책적 금융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금융기관에대한제도적지원과녹색기술개발에대한정부의

적극적인자금지원을확대하는방안이필요하다. 녹색자본시장

은아직까지위험이높은구조를가지고있으므로녹색펀드를통

해투자자들이위험대비적절한수익을얻을수있게하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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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

< 로벌 협약 참여 주요 기업 현황>
(2009년 기준)

주요참여기관

Deutsche Bank,  ING group,
기업은행, 대우증권산업은행등

ABP, Swiss Re
미래에셋자산운용, 에코프론티어등

Bank of America, 
JPMorgan Chase&Co.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은행등

Goldman Sachs, Merrill Lynch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민은행,
산은자산운용등.

HSBC , Citigroup, Barclays
아시아나, 현대자동차,
한국토지공사, 산업은행등

UN Global
Compact

UN PRI

UNEP/FI

CDP

GRI 작성

금융상품 금융기관 내 용

전기를절약하는만큼
소득으로보상

연료효율이높은
기술에자금을조달

재생가능에너지기술에특화된
투자

산림보호목적의
사모펀드

주식, 대출을통해
CDM과 JI에 투자

환경/사회분야업체와
에코혁신기업에지원

탄소배출권보증

Energy
Efficient
Mortgage

Fleet Loan

Project
Finance

Private
Equity

Carbon
Commodity
Products

Green Fund

Commodity
Insurance

Citi
Group

Bank of
America

Rabo bank
Barclays

Bank of
America

Barclays
Capital
HSBC 등

UBS

AIG and
Marsh

<주요 녹색금융상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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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유도하는 포트폴리오 구성과 보장성 펀드를 운 하는데

지원을해야할것이다. 또한사회적공감대형성및투자의확대

를위하여탄소펀드와같은CDM 사업및해외금융기관과연계된

투자에지원이이루어져야하며, 녹색기업에대한자금지원유도

와기술확보를위한민간주도의노력에자금을조달하는노력역

시필요할것이다. 

을을 마마치치며며

녹색 자본시장은 전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가운데주목받고있는새로운부흥시장이다. 연이은자연

재해로인해피해를입고있는지구를보호하기위해서모두가이

를주시하고있기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녹색성장을외치는이

유는경제발전과환경보존이라는조화될수없는양극단을동시

에추구하는지속가능한성장을필요로하고있기때문이다. 이

는자본시장에서도쉽게간과하고지나칠일이아니게되었다. 지

속가능한성장이정부와민간의공감대를얻기위해서는위에서

언급하 듯이녹색금융의발전을위한자본시장의노력이필요하

다. 녹색금융자본시장은초기에정책적규제아래에서제한적으

로실행하고, 시장이원숙기에이르 을때는시장원리에따른녹

색금융메커니즘을구축하도록유도하여모두의사회적공감대

와함께정책적지원을요구한다. 자금의지원과함께기술개발,

인프라구축, 투자여건개선과같은공동의노력을통해녹색금융

시장이국내에서도더욱활발하게진행될수있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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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생생경경 의의 현현황황과과 과과제제
조민현

상상생생경경 의의 대대두두

지난7월, 상장된주요대기업들의2분기실적발표가이루어졌

다. 그리고이가운데주요대기업들의실적이매우호전된것으

로나타났다. 삼성전자가매출, 업이익, 순이익에서사상최대

를기록하 으며, 현대자동차와기아자동차역시사상최고실적

을기록하 다. 하지만이러한대기업의높은이익은중소기업협

력업체의고통의대가라는지적이있어논란이되고있다. 

지난5월IBK연구소에서발표한‘위기이후대·중소기업양극

화실태와정책과제’연구보고서에따르면, 로벌금융위기이

후대기업과협력업체및중소기업간격차는전보다더크게벌어

진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보고서는이러한양극화현상의원인

중하나를불공정거래로보고있다. 원자재가격은5년전에비해

33% 가량증가했는데반해중소기업의납품단가는9%밖에증가

하지않은것이다.1) 이는중소기업및협력업체가구매하는원자

재가격이납품가격에충분히반 되고있지않음을보여준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재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

기업 상생(相生)협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화

두에발맞추어적극적으로문제에대응하고있는모습이다. 지난

7월정운찬전(前)총리는여러자리에서수차례대기업과중소기

업의 상생문화를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시하 다.

또한지난 7월 9일에있은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대기업과중

소기업의상생을재차강조하 다. 이러한지시에따라공정거래

위원회, 중소기업청,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하여 대기업을 대상

으로불공정행위를집중조사하기로하는등여러활동이진행되

고있다.

1) 중소기업중앙회지료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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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은최근화두가되고있는상생협력이무엇이며왜중요한

지, 그리고현장에서는이를위해어떤노력이이루어지고있는지

살펴보고자한다.

상상생생경경 의의 의의의의

시장경제체제의경우소위‘보이지않는손’이라불리는‘시장

가격기구’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만일 특정

기업이시장지배력을남용하여불공정한거래를하게될경우, 이

는시장실패를가져오게되어자원의효율적배분을어렵게만들

가능성이있다. 특정기업의무분별한이윤추구는단기적으로는

특정 기업의 한계 이윤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결국 그 기업이

속한시장의근본이흔들림에따라사회전체의후생은감소할수

있는것이다. 중소기업은우리경제의근간을형성하기때문에대

기업의무분별한이윤추구는우리경제의전반적인체질악화가

야기될수있는사안이다. 다시말해상생경 은이해관계자상호

의이익을모두도모하는경 활동이라고할수있다. 

상상생생경경 을을 위위한한 기기업업차차원원에에서서의의 노노력력

이러한 상생경 을 위해서 기업과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살펴보았다. 

본 에서는상위 20대 대기업의지속가능보고서를조사한결

과를토대로현재대기업에서주로시행하고있는상생경 활동

을정리해보았다. 활발하게이루어지는상생경 활동은크게세

가지활동, 즉협력업체경 지원활동, 협력업체경 자문활동,

투명한구매방침으로분류할수있었다.

대기업에서는 주로 협력업체의 기술개발이나 경 활동을 간접

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는‘협력업체 경

지원활동’으로요약될수있다. 협력업체의기술혁신이나경 상

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거나기금을조성하여협력업체의재무

적보완하는프로그램을운 하는것을의미한다. 

현대자동차에서는 2003년부터‘친환경 그린카 연구개발비에

대한 무상 지원활동’이나, ‘경 혁신자금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펀드조성’등의활동을해오고있다. 삼성전자에서도협력회사의

ERP 구축및업무프로세스개선을통해협력회사의경 관리능

력을향상시키는데도움을주는활동을하고있다. 특히많은대

기업들은협력업체에자금을지원하고있었는데, 이는2008년미

국발금융위기로인한현금흐름의불안정성이증가하는데에따

른반응으로보인다.

또한대기업에서중소기업의임원및경 자의교육혹은경

컨설팅을직접적으로지원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다

양한활동을‘협력업체경 자문활동’으로분류하 다. 

대기업에서는 경 자 출신이 해당 협력업체에 파견 되어 경

기법을 전수하거나, 혹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 하여 정기적으

로만나경 일반에관한정보를주고받는등다양한방식으로직

접적인경 활동을지원하고있었다. 

POSCO의경우QSS 컨설팅활동을통해6 sigma 혁신활동을

소개하고, 경 닥터제도를운 하여대기업전직경 자의맞춤

형멘토링활동을추진하고있다. 현대자동차에서는게스트엔지

니어제도라는것을운 하여‘협력사엔지니어를본사에파견받

아공동연구를수행함으로써협력사기술인력을육성하고자노

력하고있다. 이러한노력으로2008년에는250명이넘는협력사

엔지니어가현대자동차에파견되어연구활동을수행하 다.

경 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 하는 곳도 많았는데 SK에너지의

경우‘상생협력아카데미’라는이름의협력업체임원들을대상으

로한경 관련교육프로그램을운 하고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구매방침이란활동으로묶을수있었다. 일

반적으로대기업과협력업체와의거래는대기업이협력업체의제

품을구매하는형태로써나타나는데, 이러한구매시방침을투명

하게 관리함으로써,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관리

하는활동들을많은기업에서시행하고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협력회사 평가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평가기준을 공개함으

로써불공정한구매관행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있으며, KT에

서는상생협력센터를상시운 하면서협력업체와의커뮤니케이

션을확대하고자하고있다.

상상생생경경 을을 위위한한 정정부부차차원원에에서서의의 노노력력

정부에서도 불공정거래 및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 예전부터

다양한제도를시행해왔다. 대-중소기업간하도급거래를해결하

기위해‘분쟁조정협의제도’,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등이시행

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불공정거래 시정

등의기존의제도만으로는중소기업및하도급업체의문제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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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데한계점이있었다. 이러한한계점을 2009년 5월부터기

업호민관(중소기업옴부즈만)이보완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

기업호민관이 처음 도입된 목적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와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즈니스프랜들리를천명한정부성향에따라중소기

업사업에걸림돌이되는규제를다듬는역할을위해탄생하 다.

그러나, 최근에는단순한정부규제관련내용에서나아가중소기

업의경 활동전반으로그 역을넓혀경 생태계의선순환을

구축하겠다는목표를과제로삼고있다. 이러한변화에따라기업

호민관또한대기업과중소기업간공정거래확립에힘쓰고있는

모습이관찰되고있다. 

상상생생 경경 의의 현현황황

이러한대기업의다양한상생경 활동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

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활동은

증가하 지만, 가장근본적인문제인하도급계약에있어서는여

전히 불공정한 거래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9년

산업연구원의‘경제위기발생이후하도급거래의현안및정책과

제’에나온자료에따르면, 그리고금융위기를전후로대기업납

품업체의 58.5%가 하도급거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하

다. 또한 IBK경제연구원 자료에서는 대기업대상 판매비중이 높

은 기업일수록 수익성이 하락하는 것을 볼 때 금융위기 이후로

하도급거래는개선되기보다는악화된것을확인할수있다. 

문제는이러한하도급거래의악화뿐만아니라대기업에서상생

경 활동의전면으로내세우는다양한경 지원활동마저도본

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 되거나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기업의경우전직임원이경 자문을한다는이유로협력

업체의 경 에 지나친 관여를 하거나, 경 컨설팅을 이유로 협

력업체의원가정보를입수하여구매단가협상시이용하는사례

도적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혹은경 컨설팅을이유로협력

업체에대기업임원이상주하면서협력업체의기 정보에접근

하는 사례 또한 보고되고 있다. 실상은 상생경 을 해치는 활동

이대외적으로는상생경 을위한활동으로거짓포장되는모순

적인상황이벌어지기도한다는것이다.

정부차원에서의지원도아직은개선해야할점이남아있다. 대

중소기업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제

도가 운 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불공정거래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도움이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특히‘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를신청할경우이에대한사실확인을위해양당사

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이

그대로노출되어대기업의보복당할가능성이높아지기때문이

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우 제도가 존재함

에도 본래의 취지대로 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도중소기업중앙회자료를살펴보면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원사업자와 거래를 지속중인 업체는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신청자 중 열의 아홉은 분쟁을‘조정’을

위해신청하 지만, 결국관계를조정하는데실패한것이다.

상상생생경경 의의 과과제제

지금까지 상생경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정 기업이 시장에

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할 경우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발생시킨다. 상생경 이란이러한시장실패를방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서로

의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상생경 을 위해 대

기업에서는나름대로중소기업및협력업체를지원하기위해다

양한활동을개발하고시행하고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기업호

민관 등 여러 노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상생경 이이루어지기에는부족한점이많다는것또

한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

에대한체계적인원인분석과이를해결하기위한다각적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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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대기업에서는상생경 을단순히자사

의홍보수단으로서생각할것이아니라문제의본질을인지하고

적극적으로협력업체와의소통을꾀해야할것이다. 중소기업노

력이 필요하다. 수출 증대 및 신(新)사업 개척 등을 토해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중소기업 스스로가 경쟁

력을갖추기위한노력이함께되어야진정한의미의상생경 이

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인인용용 및및 참참고고문문헌헌
<<사회중시경 >>, 신유근, 경문사, 2006
<위기 이후대중소기업양극화실태와정책과제>,
IBK경제연구소, 2010
<경제위기발생이후하도급거래의현안및정책과제>, 산업연구원
<CSR Insight 하도급불공정거래>, 양은 , 2010
기업호민관 (http://www.homin.go.kr)

삼성전자 2009 지속가능보고서
현대자동차 2009 지속가능보고서
아시아나항공 2009 지속가능보고서
SK에너지 2009 지속가능보고서
Olleh KT 2009 지속가능보고서
POSCO 2009 지속가능보고서
1 중소기업중앙회자료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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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ussttaaiinnaabbiilliittyy RReevviieeww PPeeooppllee CCJJ CCSSRR팀팀 박박경경호호대대리리

CCJJ의의사사회회공공헌헌활활동동을을 살살펴펴보보다다
반성희 신혜은

기업의사회적역할그리고그책임에관한논의가뜨겁다. 국

내대기업들대부분이사내에CSR전담부서를설치하거나, 각부

서에담당자를두어기업의CSR이슈에대한대응을강화해나가

고있다. 우리는그중특색있는사회공헌활동을펼치고있는CJ

를찾아현재이루어지고있는사회공헌활동과향후의전망에대

한이야기를나누었다. 

8월 4일,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CJ인재원을 찾아 CJ

CSR팀박경호대리님을만날수있었다. 

나나눔눔 활활동동의의 플플랫랫폼폼,, CCJJ 나나눔눔재재단단의의 출출범범

CJ는 1999년처음홍보실에사회공헌전담부서를만든것을시

작으로2005년 7월, CJ나눔재단을설립하여보다체계적이고지

속적인사회공헌활동을추진하고있다. CJ나눔재단은빈곤아동

의 건강한 신체적 성장을 위한 식품지원 복지 서비스인‘푸드뱅

크’, 가난의대물림방지를위한빈곤아동교육지원프로그램인

‘도너스캠프’그리고소외된사람들과함께하는‘문화나눔’의세

가지활동을전개해나가고있다. 현재까지 14만 3천여명의회원

이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조성한 약 46억원의 기부금으로 전국,

1,156개공부방에6,095개프로그램으로4만7000여명의아동에

게교육지원을해오고있다. CJ나눔재단은다양한 역의계열

사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한데 묶어 총괄하는‘나눔 활동의 플랫

폼’역할을하고있다는게박경호대리의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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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업업 역역과과의의 접접점점을을 극극대대화화한한 사사회회공공헌헌활활동동

사업 역과의접점(비즈니스연계)의대표적인예로는‘빕스나

눔데이’가있다. 전국52개빕스매장에서는매월셋째주수요일

에공부방어린이를초청해‘패 리레스토랑에서의즐거운식사

1끼’를 제공하는 나눔데이를 진행한다. 평소 공부방 어린이들이

자주접하지못하는양식주문요령등의식사예절에대한교육도

진행되는프로그램이다. 문화나눔활동으로는 CGV의객석나눔

행사가있다. 전국의극장에서한달에한번씩 화를보기어려

운사람들에게 화관람의기회를주기도하고, 사실체험등의

프로그램도진행중이다. 분교를직접찾아아이들과함께 화를

만들고주민들을초대해 화를상 하는‘토토의작업실’이라는

프로그램도대표적인문화나눔활동의예이다. 

도너스캠프는CJ의사회공헌활동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세활동중가장특징적이라고할수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그룹홈등의선생님들이도너스캠프의홈페이지에현장에서필요

한교육제안서를올리면기부자가직접제안서를선택해기부하

는방식으로운 된다. 제안서는특별하고복잡한양식이필요없

이간단하게작성하여올릴수있고, 내부적으로 1차검토작업을

거쳐다듬어져온라인사이트를통해게재된다. 기부를원하는임

직원및일반인들은사이트를통해직접수혜자들이원하는것을

접할수있는방식으로운 되고있다. 또한 CJ나눔재단은기부

자의기부금과동일한금액을더해2배로지원하는‘매칭그랜드

(matching grant)’방식으로나눔의문화를확산하고있다. 

이러한특색있는사업이시작된데에는특별한일화가있다. CJ

의한직원이어떤공부방에서케이크가없어생일파티를열지못

하게되었다는것을알게되었다고한다. 해결책을고민하다이이

야기를사내사이트에올리게되었고, 많은직원들이그 을읽고

도와줄수있는방법이없을까함께고민한것이도너스캠프의시

작이되었다. 다른기업에비해작은규모로시작한 CJ는, 하드웨

어를직접지원하는(컴퓨터나차를직접지원, 집고쳐주기등)방식

은궁극적으로도한계를가지고있다고느꼈다. 그래서이와는달

리소프트웨어를지원할수있는방식을원하 고, 그렇게직원들

의케이크기부에서시작된활동은일반에게도확산되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현재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직직원원들들에에게게도도 만만족족감감을을 주주는는 사사회회공공헌헌활활동동

CJ의 도너스캠프는임직원들의활동으로출발하 으며, 현재

직원들의기부활동도꾸준히이어지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

다고할수있다. 실제직원들의프로그램참여가순전히자발적

인것은아니다. 각기업들마다사회공헌가이드에의거임직원의

사회봉사활동시간을권장하고있는데, CJ의경우는1년에7시간

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

들을 살펴보면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참여하는 특징을 보이며,

지원사업을 위한 활동들도 자발적으로 수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참여동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으며, 실제내부적으로도너스캠프에참

여하는직원들의회사만족도에대한연구가진행중인것으로확

인되었다. 

또한현재 CJ는임직원들을대상으로 CSR에대한교육을 2년

째실시하고있다. CSR자체에대한교육및회사의활동에대해

온라인교육과오프라인교육을통해지속적인소통을유지해나

가고있다.  

사사회회공공헌헌활활동동의의 새새로로운운 모모델델을을 제제시시

현재 CJ의사회공헌활동은다른기업들이추진하고있는활동

과는조금다른형태의모델을가지고있다. CJ CSR팀은국내기

업중CSR분야의총괄부인원이가장많으며, 도너스캠프와같이

NGO형태로직접운 하는방식이특징적이라고한다. 국내의다

른대기업의경우NGO와연계하여사업을진행하는경우가많은

데, CJ는 직접 NGO의 형태로 운 하는 차이점이 있다. 박경호

대리는 단순기부, 파트너쉽, 직접사업의 세 가지 사회공헌 형태

중가장진화된세번째형태로운 하는것이 CJ만의특징적인

면이라고설명하고있다. 현재 CJ의사회공헌활동은도너스캠프

를플랫폼으로하고, 사회공헌효과성연구와다양한시도가계속

이루어지고있다고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 대한 의문점도 존재한다. CJ의 NGO와

같은형태의사회공헌활동이기업의수익과전략적 CSR등에비

추어볼때기업과분리된느낌을가질수있다는것이다. 이에대

해박경호대리는우선도너스캠프라는대표사회공헌활동의존재

자체가회사의이미지에큰장점이되고있다고보았다. CJ는나

눔재단을설립한후국내기업사회공헌의대표브랜드로인식되

고있기도하다. 또한, 물론회사의직접적인이익과맞물려돌아

가는사업은아니지만, CJ가생활과 접한사업을하고있는것,

임직원의참여, 지속성, CJ계열사의비즈니스인프라를활용한다

는점등에서의미를찾을수있다고보았다. 사업 역과사회공

헌활동의접점을찾고참여도를더욱높이기위한내부적인노력

을끊임없이하고있기도하다. 그러한노력의일환으로도너스캠

프의장기적인혜택을받은학생의대학등록금을임직원의자발

적인기부참여로마련해주기도하고최근도너스캠프의 5주년

행사에는유의미한기부자들(최연소, 최고령기부자등)을초청하

기도했다. 

전전반반적적인인‘‘기기업업의의 사사회회적적 책책임임 활활동동’’을을 위위한한 노노력력

현재의CSR활동이사회공헌활동에치중된것이아니냐는물음

에 대한 답변에서 앞으로의 CSR활동에 대한 CJ의 전망에 대해

들을수있었다. 현재CJ의CSR팀은도너스캠프라는사회공헌활

동을위주로운 되고있다. CSR에대한기본적인개념조차정립

되지않았던시기부터시작된CJ의사회공헌활동은처음에는단

순기부에서시작되었다. CJ나눔재단을설립한이후더욱체계를

잡아가기시작하 으며, 현재지속가능보고서의경우인사, 재무,

법무팀등과TFT를조직해서작성하는등의형태로운 중이다.

향후CJ의CSR팀은사회공헌활동뿐아니라더나아가CSR전반

적 측면에서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역할을 수행하여, 통

합적으로나아가고자하는것이라한다. 

CJ의특색있는사회공헌활동은기업과사회의관계에대한현

명하고 기분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CJ는 계열사의 사업 역을

충분히활용한지속적이며끊임없이변화하는사회공헌활동의좋

은본보기가되어주고있기때문이다. 단순한기부에서벗어나기

업과 접점을 늘려나가고자 하는 CJ의 사회공헌활동은 생색내기

식의기부활동에머물러있는몇몇기업들이참고할만한가치가

있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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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청소년센터 방과후 어린이 교실의 어린이들이 CGV 화 관람 프로그램
에참여한모습

CJ도너스캠프 5주년행사(2010.07.22) (위) 
쿠키를만들고있는어린이와직원(아래)

인터뷰중인 CJ CSR팀의박경호대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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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SRR의의 다다양양한한 역역에에 대대한한 사사회회적적인인 요요구구

하지만아쉬운점도있다. 앞에서도지적했듯이현재CSR활동

이사회공헌활동에치우쳐있다는사실이다. 식품및사료, 제약과

바이오부분등생활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사업에핵심역량을

집중하는만큼, 윤리경 , 임직원에대한책임, 소비자이익등기

본적인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연구와활동이더욱확대, 활

성화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고객만족경 을최고의가치로내

건CJ가자신만의색깔을유지하면서도사회적책임을다하는활

동을펼쳐갈수있기를기대해본다. 

[SNUCSR] CJ의 사회공헌활동을살펴보다 Sustainability Review Vol. 12 [ ] 농민, 소비자, 환경을생각하는기업 - 흙살림

흙흙은은 생생명명의의 어어머머니니입입니니다다.. 

흙은우리삶의터전이다. 우리는바로흙위에서살고있을뿐

만아니라흙에서먹을것을찾고, 나무를심어추위와더위를피

할 공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심지어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결국

다시땅에서분해되어자원으로돌아오기도한다. 그러나개발이

우선이던, 그리고생존이우선이던시절, 이처럼소중한흙은우

리의손에의해죽어가고있었다. 바닥의흙은도로의콘크리트,

아스팔트로덮 고, 나무는베어지고, 토양은오염되었다. 나아가

우리의먹을거리또한오염되어가고있었다.

흙살림의 이태근 사장은 이러한 토양오염과 먹을거리 안전을

우려하여 1991년 괴산 미생물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흙살림꾼의

첫발을내디뎠다.

이후 2002년부터는 공식적인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브랜드를격상시키는사업을하고있다. 뿐만아니라유기농법에

사용할수있는자재목록을공개하여유기농가에정보를제공하

고, 친환경농업을실천하는농가에대해서는여러방면에컨설팅

(작목선택부터 경 진단, 회계, 유통, 마케팅 등 전반에 대한 사

항)을 실시하여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활동을하고있다. 그리고그들이생산한농작물은직거래를

통해소비자와연결함으로써생산자와소비자가상호이익을얻

을수있도록한다. 

연구분야에서도흙살림은농약관리및취급에관한연구, 토양

내잔류농약분석등을통해농민을교육하는동시에연구성과를

출판하여공유하는활동도진행중에있다. 

흙흙살살림림꾼꾼의의 사사명명

흙살림은그들의20여년간의활동에서도알수있듯이크게3

가지정도의미션을가지고있다. 

첫째로, 실질적인 친환경유기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를 실

시하는것. 흙살림연구소오창센터는 2004년 4월29일기술개발

촉진법 에 따라 기술부설연구소로 지정을 받았고, 2004년 6월

20일에는농약관리법시행령에의하여농촌진흥청으로부터농촌

품목등록시험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6

월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으로지정받아잔류농약82항목으

로연1500여건의분석업무를수행하고있다. 

둘째는신뢰할수있는제품생산을통해소비자에게좋은환경

과안전한식품을제공하는것이다. 흙살림에게있어친환경농업

은 농민이나 환경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 또한 친환경

국국내내사사회회적적기기업업

농농민민,, 소소비비자자,, 환환경경을을 생생각각하하는는 기기업업 -- 흙흙살살림림
박범섭

Sustainability Review Vol.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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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먹음으로써더욱건강해져야한다는이태근사장의가치

관이그들의사명으로잘나타나있다. 친환경농법으로재배된농

산물을흙살림이 흙살림푸드시스템과함께출자하여소비자와의

직거래를용이하게하고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재고를통해농민의소득을증대시키고한국의농업을보존시키

기 위해 노력한다. 식량 문제는 안보문제로 여겨질 만큼 오늘날

한 나라에 있어 농업은 중요한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가격면에서다소열위에있는우리나라의농산물이질적으로절

대우위를점하게하게됨으로써꾸준히농업이유지되는것은농

가의수익을보장하는것이상을의미한다. 

농농부부의의 기기업업가가 정정신신

이태근 사장은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농부로서 친환경농법에

대한연구를게을리하지않고더좋은작물을생산하기위해노

력하고, 흙살림을이끄는사회적기업가로서사명을가지고친환

경농업에종사하는사람들을위해힘쓰고있다.

그의 도전정신은 오늘날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예비 사회적

기업가에게꼭필요한것이다. FTA 등으로시장성을잃어가고있

는국내농업시장에인증제, 컨설팅, 유통등의사업을통해농업

의또다른인프라를구축하 다. 뿐만아니라끊임없는연구를통

해정보를생산하고분석하여자신의사업, 그리고친환경농업이

나아가야할방향을끊임없이모색하고있다. 이러한그의도전정

신은흙살림을 20년이넘도록지탱할수있게한원동력일것이

다.

산업을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정보를 독점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산업자체의혁신을위해자신의정보를기꺼

이나누는정신도사회적기업가로서이태근사장의훌륭한기업

가정신이다. 그는축적된DB를공유하여많은농민들에게지식

을전파함으로써농산물전반의가치를상승시켜농가소득에보

탬이되게하여친환경농업사업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 다. 이

는아쇼카재단의창립자빌드레이턴이주장하는사회적기업가

정신과일치하는것으로그는농부에게작물을기르는법을알려

주는것이아닌농업자체를발전시켰다. 

마지막으로그의20년동안의흔들리지않는철학은오늘날많

은변화를겪는우리사회에서사회적기업가가갖추어야할기업

가 정신이다. 이태근사장은 흙살림꾼의 다짐을 바탕으로약 20

년동안사회적가치를창출을목적으로사업을지속해왔다. 흙이

살아야사람이살고, 흙이살아야농업이산다는것, 그래서농업

이지속적으로존속하려면친환경농업을실현시켜야한다는것

은그의변하지않는사업철학이다. 이런사명을바탕으로그는

시장경제에서농업은나라경제에걸림돌이되는것이아니라디

딤돌이된다는것을증명해보이고있다.

지금도세계곳곳에서는새로운책들이나오고있다. 공간은한

정되어있는데계속해서책의수는늘어나기때문에버려지는책

이생길수밖에없다. 이처럼더이상찾는이들이없는책들은

버려지거나창고깊숙한곳에자리잡게된다. 미국에는이렇게갈

곳을 잃은 책들에게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서점이 있다. 바로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인터넷 서점인 베터월드북스

(BWB/betterworldbooks.com)다. BWB는 미국 전역의 1800여

개대학캠퍼스와 200여개의도서관으로부터헌책과교과서를

기증받아저렴한가격에새로운주인을찾아준다. 수익금은문맹

퇴치등을위한여러사회단체에기부되고, 친환경적인배송을통

해환경적인가치를실현하는등사회적, 경제적, 환경적가치를

동시에추구하는기업이다. 

BBWWBB의의 탄탄생생

바람이세차게부는어느어두운밤, 미국인디애나주노트르담

대학교 졸업반이던 사비에르(Xavier)와 크리스(Kreece)는 졸업

후무엇을할것인지고민을하고있었다. 당시경제상황은바닥

을향해치닫고있었고, 닷컴거품은이미가라앉은지오래 다.

정보시스템과기계공학을전공한이들에게는암담한미래만이그

들을기다리는듯했다. 그때그들의눈에들어온것은방곳곳에

쌓여있는헌교과서들이었다. 크리스는순간그책들을인터넷에

팔아야겠다는생각이들었다. 당시만해도인터넷에서물건을사

고파는것이지금처럼보편화되지않았는데인터넷을통해팔면

학교서점에헌책을되파는것보다더좋은가격을받을수있었

다. 그때가여름방학임에도불구하고크리스가인터넷에올린교

재들은삽시간에팔려나갔다. 크리스는인터넷책시장에매료되

기 시작했다. 그 해 겨울 크리스와 사비에르는 노트르담 대학의

모든헌책을모을계획을품게된다. 해마다봄이되면수많은책

이버려지기때문이다. 학교주변에위치한지역주민센터에는그

들에게적합한공간이있었다. 바로초고속인터넷과책을보관할

수있는큰창고 다. 각고의노력끝에크리스와사비에르는센

터의책임자들을설득할수있었고, 그들은 6개월뒤 2천여권의

책을모을수있었다. 이 때얻은수익은무려 1만달러에이르

다. 기대이상의성공에힘입은두사람은자신의사업에사회적

가치를추가하는좀더큰도전을꾀했다. 사회로부터무료로얻은

것을기반으로하는만큼, 이익을사회에환원하는구조를만들기

로한것이었다. 그들은책과기금을모아문맹퇴치단체등각종

비 리단체에기부하는비즈니스모델을생각해냈다. 이러한사

[ ] 농민, 소비자, 환경을생각하는기업 - 흙살림 [ ] 더좋은세상을위한인터넷서점 - Better World Books 

해해외외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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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기업의아이디어를바탕으로그들은노트르담대학교비즈

니스 계획 공모에 도전했고, 그 결과 BWB는 최고의 소셜벤처

(Social Venture)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7천달러의 상금과 대회

심사위원이던 데이비드 머피(David Murphy)의 자문까지 받을

수 있었다. 크리스와 사비에르는 머피가 최고경 자(CEO)로서

BWB를이끌어주기를원했고, 결국머피는2004년부터이회사

를이끌게되었다.

세세 가가지지 핵핵심심 가가치치를를 동동시시에에 추추구구

BWB는사회적기업으로서세개의핵심가치를추구한다. 그것

은바로사회적, 환경적, 경제적가치이다. 이는기업으로서의경

제적가치창출뿐만아니라사회와환경적가치까지동시에고려

한다는뜻이다.

BWB는사회적기업으로서사회에긍정적효과를창출하는활

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버려질 책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싼

값에제공하는BWB의비즈니스모델역시자원의낭비를최소화

하고 필요한 가치를 싼 값에 제공하는 긍정적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기반한다. 이러한활동을통해 BWB는지금까지 2400만

권이넘는헌책들의새주인을찾아주었다. 

BWB는서점이라는사업특성에맞는사회적프로그램들을지

원한다. 창립시부터주목해온문맹퇴치뿐만아니라그밖의각종

교육사업들을지원하고있다. 이러한활동을통해현재 BWB가

후원하는 단체의 수는 80여 곳에 이른다. 초기에는 후원하는 단

체가문맹교육단체에집중되었지만, 현재는교도소에책을보내

는활동에서부터아프리카내전에서희생되는소년병들을후원하

는활동까지그폭이훨씬넓어졌다.

BWB는 배송에서도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미국의 각

주를오가는화물차중반은화물을내려놓고오는빈차라는점

에착안하여 BWB는빈차들과헌책을운반하는계약을맺었다.

어차피이동해야할차량을이용하기때문에에너지도절약되고

대기오염도줄일수있다. 지역배송에는우체국서비스를이용한

다. 우체국서비스는소포하나당가장작은에너지를소비함으로

써친환경적인배송을실천한다. 이러한BWB의친환경적인배송

은소비자들에게도이익을가져다준다. BWB의책은미국전역

에서배송비가무료이고, 우리나라등어느해외에서주문해도 3

달러97센트만지불하면되기때문이다.

BWB가 추구하는 세 번째 핵심가치는 바로 경제적 가치이다.

BWB는지금까지총200개가넘는정규직일자리를창출하며미

국경제에 긍정적 향을 미쳐왔다. 뿐만 아니라 BWB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경제적인지속가능성을중

요시한다. 이를위해수익을증대시키는한편, 판매와유통에들

어가는비용을최소화하는데주력한다. 특히충분한수익을달성

하는동시에사회적·환경적목적을이와조화시키는것을무엇보

다도중요시한다.

BBWWBB를를 지지탱탱하하는는 특특별별한한 힘힘

BWB에투자한사람들은특별하다. 많은투자자들이그들을이

해하고인내심있게기다려줄수있는사람들이다. 단순한기부자

가 아닌 동시에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 당장의

투자이익을인내할수있는, 사회적기업에투자하는이들의특성

을갖추고있다. 

특별한것은투자자뿐만이아니다. BWB에서일하는직원들역

시 마찬가지이다. 몇 해 전 미국 전역을 흔든 경제위기 속에서

BWB도경제적으로큰타격을받았다. 이때주목할점은직원들

이먼저자신들의임금을삭감해달라고요구했다는것이다. 머피

사장과재무담당이사는놀랄수밖에없었다. 결국경 진은직원

들의요구를받아들 다고6개월동안직원들의임금을삭감하기

로 했다. 먼저 사장 임금부터 20% 줄이고, 부사장의 임금 역시

15% 삭감했다. 직원들의임금은5%~10% 정도삭감되었다. 이러

한임금삭감을통해BWB는40여개의일자리를지킬수있었다.

BWB는이러한어려운상황속에서도각종사회단체지원금을

한번도줄인적이없다. BWB는사회를위해만들어졌고, 사회를

위한일을하고있는기업이라는근본정신은무슨일이있어도지

켜져야한다는굳은의지이다. 돈이있을때는돕다가어려울때

는줄여버릴성격이아니란뜻이다.

이처럼 BWB는 경 진을 포함한 임직원과 투자자들의 각별한

노력끝에오늘날에이르 다. 창립이후지금까지사회적활동에

쓴돈은 600만달러가넘었으며 2008년 5월미국경제주간지 <

비즈니스위크>가선정한‘가장유망한사회혁신기업’부문에서1

위로선정되기도하 다. 200개가넘는사회적기업중36%의득

표율로압도적인1위 다. 이처럼사회적기업으로서좋은세상을

만들기위해노력하는BWB의활약이앞으로도계속되길기대해

본다.

[ ] 더좋은세상을위한인터넷서점 - Better World Books Sustainability Review Vol. 12 [ ] 더좋은세상을위한인터넷서점 - Better World Books Sustainability Review Vol. 12

머피는 2004년부터최고경 자로서 BWB를이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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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들어어가가며며

1990년대대두되기시작한사회적기업이란개념은국내에서도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을 기점으로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육법제정이후올해로 4년째접어들고있는 2010년, 국

내에서도사회적기업에대한연구가나름활발히이루어져왔고

정부및민간부문에서도이에대한관심이크게높아졌다. 지난

6월에는한국개발연구원의주최로‘사회적기업가정신국제컨

퍼런스 2010’이열렸을뿐만아니라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자의예비사회적기업을지정, 보다우수한사회적기업양성

을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성적표를 살펴보면 그 동안 들인 노력에

비해그성장은만족할수준에이르지못했다는평이많다. 2009

년까지인증된사회적기업의수는총251개, 고용인원은1만명

에달하고, 2010년 5월까지 319개의사회적기업이인증을받았

음에도대다수의업체가 세할뿐만아니라전문경 능력의부

족으로자립기반을확보하기어렵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을타

개하기위해서는기업스스로의노력뿐만아니라정부의정책에

있어서도변화가필요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성공적 운 과 더불어 본원

적인목적인사회적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요소를살펴보고, 이

러한요소를각기업이갖추기위해서정부차원에서어떠한노력

이필요한지살펴보고자한다. 

리리 기기업업 환환경경과과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 환환경경의의 차차이이점점

존우드의‘룸투리드(Room to Read)’, 무하마드유누스가설

립한 방 라데시의‘그라민 뱅크(Grameen Bank)’, 웬디 캅이

시작한‘티치포아메리카(Teach For America; TFA)’등이들

은 이미 그 사회적 향력과 규모에 있어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다. 하지만대부분의사회적기업은이들과같은성

공가도를달리기보다는여전히 세한초기모습을근근이유지

하고있을뿐이다. 초기의도덕적, 사회적동기와함께최소한의

재무적자립성을갖추고출발하는대부분의사회적기업은사업

운 햇수가늘어감에따라점차그활동 역을확장하기어려울

뿐아니라초기의본원적활동을유지하는데도급급한경우가많

다. 이는기업자체의내부역량과다양한환경적요인이함께작

용하며발생하는어려움으로, 이러한문제를보다명확히바라보

고자많은연구가이루어져왔다. 

실질적으로사회적기업혹은이와유사한형태의조직들이사

회적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필요한조건은일반 리기업의

성공을위한조건과크게다르지않다. 두가지종류의조직모두

필요한해당조직의자원, 전략그리고산업환경에 향을받으

므로이러한조건이적합하게충족되어야한다. 

하지만사회적기업은충족되어야하는각조건의성격이 리

기업의그것과는다소다른모습을보이는데, 우선적으로사회적

기업 환경에서는 해당 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재무적유인이상대적으로 향을적게준다는것이다. 이들을보

다강하게고무시킬수있는것은봉사와같은사회적가치창출

이다. 

또다른차이점은사업활동을위한산업내부의인프라형성이

리기업과비교해상대적으로부족하다는점이다. 그렇기때문

에생산이나유통과관련한인프라를대부분가장기초부터형성

해나가야하는경우가많다. 뿐만아니라재무성자본시장또한

사회적기업이접근하기쉽지않은판국이다. 

마지막으로사업활동의수혜자및소비자는그들이받는서비

스의원가마저도전액지불할수없는경우가많다. 이는결국사

회적기업의수익창출능력을더욱어렵게만드는요인이며기업

의존속을위협하는요인이기도하다. 

SSCCAALLEERRSS MMooddeell

이러한차이점으로인해사회적기업은 리기업과달리보다

어려운상황에직면할경우가많은데, 이에관한다양한연구중

환경적요인과내부역량을모두다루고있는모델이 SCALERS

Model(Bloom and Chatterji 2009) 이다.

이모델에서는기업의사회적효과를증대시키기위한7가지의

서로다른내부요인을규정하고있으며, 이들은각각능력을필

요로 하는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게 된다. 그 7가지 역량은

다음과같으며인력채용(Staff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제휴능력(Alliance-Building), 로비(Lobby), 수익 창출 능력

(Earnings-Generation), 재생산력(Replicating), 시장 유인 능

력(Stimulating Market Forces) 이다.

11))  인인력력 채채용용 능능력력 ((SSttaaffffiinngg))

이모델에서말하고있는인력채용능력이라함은조직이필요

로하는인력수요를얼마나효과적으로충족시킬수있는지기업

의역량을뜻한다. 이는곧기업의필수적인인적자본을확보, 유

지하는능력을뜻하며, 그능력이높을수록효율적으로채용과효

과적인교육이가능함을나타낸다. 이때의인력풀(Pool)을전문

적인인력뿐만아니라봉사자까지도포함한다.  

22))  의의사사 소소통통 능능력력 ((CCoommmmuunniiccaattiioonn))

의사소통능력은한기업이관련한핵심이해관계자를자신의

전략에 맞추어 설득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다. 이 때의

핵심 이해 관계자는 수혜자/고객, 봉사자/직원, 파트너, 기부자

및 투자자까지 모두를 포함하며, 의사 소통 능력을 갖춘 조직은

진행하고자하는프로그램에대해이들의우호적인태도를유도

해낼수있다. 과거의조사에서사회적기업의운 에있어다양

한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자본의 발달이 중요함은 확인되었고,

이를형성하기위한이해관계자들과의의사소통능력은더욱이중

요한조건일수밖에없다.

33))  제제휴휴 능능력력 ((AAlllliiaannccee--BBuuiillddiinngg))

조직은사업을운 하다보면다양한협업의기회를접하게된

다. 이때바람직한사회적효과를야기하기위한협력, 합작투자

등다양한제휴및협력활동을어떻게진행하는가또한그조직

의중요한역량이다. 의사소통능력과마찬가지로사회적자본을

강화해주며, 이를통해추가적인자원을확보하거나조직의목표

를달성하는데도움을받을수있다면조건이효율적으로충족된

것이라할수있다. 

44))  로로비비 능능력력 ((LLoobbbbyy))

로비 능력은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 그 긍정적 효과를 위해

기업이이를얼마나효율적으로 향을줄수있는지, 그정치적

자본 확보 역량을 뜻한다. 정치적 자본은 사회적 자본과 다르게

일반적인네트워크활동을넘어직접정치적활동에개입할수있

/029SNUCSR NETWORK &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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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업업의의 사사회회적적 효효과과 증증대대를를 위위한한 조조건건과과 국국내내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 현현황황
강승만

(Bloom and Chatterj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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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자원과능력을의미한다. 우수한로비능력을갖춘기업은법

원및입법단체, 행정단체와정부고위간부에이르기까지기업

의사회적효과를이해시키고설득해낼수있으며, 이는물론사

회적효과를증대하는데긍정적인효과를일으킬수있다.

55))  수수익익 창창출출 능능력력 ((EEaarrnniinnggss--GGeenneerraattiioonn))

기업으로서 하나의 조직은 지출 규모 이상의 지속적인 수입을

확보해야만 속이 가능하다. 이러한 수입원을 효과적으로 확보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 창출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후

원, 기부, 지원금, 매출수익, 투자등다양한채널을어떻게활용

하는가에 따라 그 수준이 나타난다. 이렇게 형성한 수익은 초기

자본이상으로축적되어현상유지를뛰어넘어성장동력으로서

자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규모와 질적 성장 모두에 있어서

핵심적인부분이라할수있다. 

66))  재재생생산산 능능력력 ((RReepplliiccaattiinngg))

재생산능력은말그대로기업초기에생산하던프로그램과서

비스를 계속적으로 재생산 해낼 수 있는 역량을 뜻한다. 우수한

재생산 능력을 갖출 수 록 활동 역의 확장에도 품질 변화 없이

광범위하게복제및재생산이가능하며, 이를위해서는교육과훈

련, 프랜차이징등의도구를활용할수있다. 그리고재생산능력

이높을수록기업이갖춘혁신과창의성의전달이용이해져그사

회적효과의극대화를가능하게한다.

77))  시시장장 주주체체 유유인인 능능력력 ((SSttiimmuullaattiinngg MMaarrkkeett FFoorrcceess))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 Finance), 저가진료서비스, 저가농

기구, 탄소배출권과같은새로운시장을만들어낼수있는능력

을뜻한다. 즉, 기업이공익적목표를잃지않으면서도직원, 소비

자 및 경제 활동의 주체 모두의 이익까지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나상품을만들수있는역량인것이다. 이러한능력을갖

추면사회적가치창출을확대하기위한재정적자본을확보하는

것과같은효과이다.

국국내내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의의 현현황황

앞서언급한 SCALERS Model 중 국내사회적기업들이가장

취약해보이는인력확보와제휴, 수익창출능력을중심으로살

펴보도록하겠다.

대한민국에서는2010년7월30일기준353개의사회적기업이

인증을받아사업을진행중에있다.

2009년 8월까지전체사업체중일자리제공형사업이 43.8%

의비중으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며, 혼합형또한일자

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포함하면 전체

사업체의87%에이른다. (이는뒤에서도언급하겠지만, 현재까지

지원내용또한지원금의 90%이상이인건비인것까지감안한다

면과거사회적일자리사업의연장으로포장될위험이있으며장

기적인사회적기업의성장을위한환경조성에는부정적효과를

낳을수있다.) 

또한이들의대부분은 세한규모로기본자본마저충분치못

한경우가많다. 평균고용인원이 50명미만인고중위수가 2009

년3월기준으로32명인것을감안하면그규모를짐작할수있는

데, 이는초기에인증받은기업의 80%이상이사회적일자리사

업단체등비 리사업체 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11))  인인력력 확확보보와와 의의사사 소소통통의의 문문제제

우선, 인재확보및인력채용과관련하여살펴보면, 인재를확

보할수있는풀이작고이를확보할능력또한열악한것으로보

인다. 전체사업에서일자리제공형사업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사실상사회적취업이전의사람들은대부분실업자

으며, 전체근로자의22.4%만이이전에타기관에취업중이었

고또한현재근무하는근로자의 61%는저학력, 저임금등수급

자계층이다. 인건비지원은기존의일자리지원사업에대한비중

이절대적으로클뿐만아니라일반기업체근로소득자평균임금

이사회적기업의평균임금을크게상회하기때문에자원봉사활

동에기반한인력채용이외에는기업의입장에서전문적이고유

능한인재확보에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의사소통능력을살펴보자면2008년기준사회적기업의73.5%

가소유와경 을분리, 근로자대표를포함하는기업들도70%가

넘어제법민주적의사결정구조를갖추고운 중에있다고하겠

으나, 사회적기업가의경제적가치관보다사회적가치를우선시

하여기업이시장에대해신속하게반응하는것을늦추는결과를

낳을수도있다.

22))  제제휴휴 및및 로로비비 능능력력

2008년사회적기업들중33%의업체는지방자치단체의지

원을받고있으나, 이경우노동부의일자리사업에대한지원을

받을수없어실제사업에있어서의지방단체와의연계를형식적

인수준에그치고있다. 또한 20%의사회적기업이일반 리기

업과연계활동을진행중에있음에도, 대부분이 리기업의사회

적공헌활동(CSR)으로그치고있다. 이과정에사회적기업이생

산과소비활동의직접적인주체로참여하지못하기때문에기업

이본원의사업을수행하고확장해나간다는의미를찾기는어려

워보인다. 

33))  수수익익 창창출출과과 재재생생산산 능능력력

2008년사회적기업들의총매출규모는약900억으로사회적

기업 전체의 인건비와 거의 동일한 규모의 액수를 보 다. 이는

곧초기에인증한업체들의사업모델과구조상으로기업의지속

성을보장할수없는수익을얻고있다는것이다. 특히교육, 관광

분야는순수매출이정부지원금보다도낮아장기적인전망을발

견하기가쉽지않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사회적 목적에 기반하여 가격을

낮게책정하는경향을들수있으며1) , 이또한기존인증사업체

들이 리적성격보다는비 리적사회활동을주요사업으로하

고있었기때문으로보인다. 

사회적기업인증후, 기업내부의인건비만증가하 을뿐매

출은제자리걸음으로인건비위주의생산구조를변화시키지못

하고있으며, 교육시스템이확고히정립되지않아제품과서비스

의품질관리또한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마마치치면면서서

-- 국국내내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 성성장장을을 위위한한 제제안안

현재 국내 사회적 기업은 성공적으로 운 되는 소수의 사회적

기업외에사업확장의가능성을찾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특

히나인력확보, 제휴활동의한계, 수익창출능력의부족이가장

큰문제로보이며이러한문제는기업내부의역량에도기인하지

만, 환경적으로일자리사업중심의사회적기업지원제도가적지

않은 향을준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작년말사회적일자리사

업이 종료되었고, 올해 7월 희망근로사업도 그 규모만 축소하여

운 되는가운데, 현재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의새로운방향을

모색해보아야할것이다.   

이에가장우선해야할것이사회적기업의개념에대한올바른

이해를위한노력이다. 사회적기업은사회적가치관이상으로경

제적논리에따라야한다. 즉, 재무적독립성혹은재무적 속성

을갖추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인증정책에있어서도취약계층의고용여부및

서비스의제공여부를외에도수익창출능력. 즉, 제공하는서비스

나제품의경쟁력여부를심사하고, 재정적으로자립할수있는지

를확인해야하거나이러한방향에의거한지원이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특히나인건비지원에앞서해당산업에대한충분한검토

후에경 전문가및해당분야전문가를지정하여지원하는것이

장기적으로양질의일자리창출에도도움이될것이다.

더불어사회적기업과대기업간의연계활동을위한인프라확

충과네트워크활성화가필요하다. 사회적기업간의네트워크는

지원금을통해이루어질수있는것이아니다. 오히려사회적기업

간에는정보공유를활성화하고, 실질적인지원은대기업과성장

하는사회적기업에게주어, 장기적인성장동력과자본을확보하

도록돕고, 자생하는사회적기업의성공사례를축적해나가는것

이정부의지원정책이나아갈방향이라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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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사회적 기업 중 35%는 투입 원가 수준 혹은 이하로 가격을 책정,
26.6%는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책정하여 이윤을 남기지 않는 가격정
책을진행

2008년 사회적 기업 중 35%는 투입 원가 수준 혹은이하로 가격을 책정,

26.6%는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책정하여 이윤을 남기지 않는 가격
정책을진행
공간이 협소하여 Biblography를 적지 못하 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주
소로메일보내주시기바랍니다. E-mail: elephant_k@naver.com

(www.socialenterpris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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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DGGss??

MDGs 얼핏 보기에 암호와 같은 MDGs 는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약자로, 2000년, 새천년의 도래와 함께

당시 192개국의 세계사회가 힘을 모아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

로감소시키자고약속한것이다. MDGs에는총8개가있는데, 순

서대로①극심한빈곤과기아퇴치, ②초등교육의완전보급, ③성

평등촉진과여권신장, ④유아사망률감소, ⑤임산부의건강개

선, ⑥에이즈와말라리아등의질병과의전쟁, ⑦환경지속가능

성보장, ⑧발전을위한전세계적인동반관계의구축이목표에포

함된다. 전세계가빈곤이라는하나의아젠다에대해공통된문제

의식을갖고빈곤을이루는대부분의세부분야에서이를해결하

려고시도했다는점에서큰시사점을갖는다. 하지만2015년이5

년앞으로다가온지금. 세계는자신과다른세계시민과의약속을

지켰을까?

현현재재상상황황을을 보보고고합합니니다다

선언이후10년이지났고이제단5년밖에남지않은지금. 과

연약속은달성될수있을까? 2008년갑자기불어닥친세계경

제위기, 급속한기후면화등은세계사회가목표를달성하는것을

어렵게 한다. 유엔이 2009년에 발간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에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 사

이절대빈곤과의싸움에서세계사회는의미있는성과들을거두

었다. 이 기간동안하루 1.25달러이하의생활비로생계를유지

하는 사람의 수는 18억 명에서 14억 명으로 감소하 다. 하지만

경제위기여파로인해절대빈곤인구는예상했던숫자보다작게는

5,500만 명에서많게는 9000만명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고한다.

세계경제위기에의해직격탄을맞는대상은바로어린이다. 개

발도상지역아동의1/4 이상이연령대비저체중상태이며, 이러

한조건은이들아동의생존, 성장, 그리고장기적발전에장애요

소가되고있다. 1990년부터2007년까지아동 양상태분야에서

는이렇다할개선의여지가보이지않았으며이런추세가계속된

다고가정했을때 2015년 목표달성은힘들것이며, 곡물가격의

상승과경제위기로인해그나마의개선정도또한원점으로되

돌려질수있다.

뿐만아니라우리사회의또다른취약계층인여성또한경제위

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의

세계적실업률이남성의경우6.1%에서7.0%, 여성의경우6.5%

에서 7.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대다수는불안정한고용상태에머물게된다.

산모 보건 개선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현재까지 가장 진

척이더딘부분이다. 산모와아동의건강의증진에있어서가족계

획등의프로그램이큰역할을함이분명함에도불구하고, 1990

년대중반이래로대부분의개발도상국가들은여성 1인당가족계

획관련프로그램지원비의대폭적인감소를겪어야했다.

환경이 전세계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산림파괴와 멸종위기

생물종이무서운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세계적인물부족위기

또한예상되고있다. 이렇듯이미취약한상태에빠져있는생태

계가경제위기타개라는목적으로인해이전보다큰압박을받게

될것이라예상된다.

혁혁신신적적인인 아아이이디디어어로로 목목표표를를 달달성성하하라라..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의의 특특명명

노동취약계층의 고용, 경제적으로 저평가된 사회적 가치의 창

출, 빈곤감소를위한지속적인도전등사회적기업은이미여러

면에서 2015년 까지 빈곤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UN의 MDGs와

그목표점을공유하고있다. 다만사회적기업이UN등정부기관

과다른점은, 위에서부터아래로가아닌, 아래에서시민들의능

동적인움직임으로빈곤을극복하려고한다는점과혁신적인아

이디어로기존의패러다임을바꾸려한다는점이다. 그렇기때문

에더활발하고실질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물론 UN 역시2015년 까지빈곤을반으로줄인다는목표를달

성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겠지만, 또 다시 2008년과

같은 로벌경제위기가닥치고고위관료들이생각하기에빈곤퇴

치와목표달성보다더중요하다고생각되는, 예를들면석유자원,

정치적인외교력, GDP 등의 가시적인경제지표등이더중요한

이슈로부각되어도MDGs의달성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까? 

전세계에서 절대적인 빈곤을 퇴치시키는데 필요한 총 비용은

190억 달러로 예상된다. 190억 달러만 있으면 기아라는 단어를

세계에서지워버릴수도있는데, 세계는이를달성하지못하고있

다. 190억 달러라는 돈이너무나도천문학적인 액수이기때문에

세계는 빈곤을 퇴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정답은‘아니오’

다. 왜냐하면이미세계는군비지출로 8000억달러를쓰고있기

때문이다. 이 돈을 빈곤퇴치에 사용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것이분명함에도불구하고각국가정부는안보와이데올로

기라는명목으로이를포기하지않고있는것이다. 

따라서더이상UN과정부기관이빈곤을퇴치해줄것이라고믿

고발뻗고누워있을때가아니다. 시민들이나서서할수있는,

바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킬‘사회적 기업’이 그

진가를발휘할때가온것이다.

작년 Sustainability Review의 Book Review의“달라지는세

계”에서도다루었듯이수많은사회적기업가들은이미제3세계

에서작지만큰변화를주도하고있다. 이들은지역공동체를기반

으로, 지역주민이참여하는지속가능한각종사업들, 물이부족한

농가에저수지를만들고, 선진농업기술의전파, 지역에도서관을

지어아이들에게꿈을전하는등을통해 8개의MDGs각각의작

은목표를달성하는데큰도움을주고있다. 

그예로스위스에본부를둔‘Vestergaard Frandsen’을살펴

보자. Vestergaard Frandsen는 PermaNet이라는이름의살충

모기장과 LifeStraw라는 이름의 휴대용 정수기 등을 제조하여

아프리카와동남아시아의개발도상국에제공한다. 이는말라리아

와, 뎅기열과같이모기등벌레로인해전염되는질병과더러운

물로 인해 생기는 각종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MDGs 중가장직접적으로6번의달성에도움을준다. 이는가시

적인효과를바로확인할수있으며사후약방문이아니라질병이

옮기는근원적인원인을차단한다는점에서긍정적인효과를갖

는다. 뿐만아니라간접적으로는아동들의건강증진을통해2번,

보편적인초등교육의달성, 4번, 아동사망률감소등의부수적인

MDGs 달성에도도움을준다는점에서매우고무적이다.

한한국국을을 넘넘어어 세세계계로로,, 세세계계시시민민으으로로서서의의 책책임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MDGs와 빈곤퇴치, 이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활용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ODA(Official Development Assiatance) 공적개발원조 규모의

증가, 소위선진국클럽이자책임있는세계국가임을의미한다는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입 등 우리나라

도한국위주의좁은시야에서벗어나세계로시선을돌리며개발

도상국의발전과빈곤퇴치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하

지만여전히우리나라는국제사회에서MDGs와같은목표달성을

위해큰역할을담당하고있지않으며, 원조규모또한다른선진

국들에비해턱없이낮을뿐만아니라혁신적인사회적기업을통

한이의해결사례또한쉽게찾아볼수없다.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각종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들이 너도나

도경쟁적으로사회적기업의긍정적인면에대해서역설하며, 이

의가치를아는이들이늘어남에따라그수는기하급수적으로증

가하고있지만그사업내용을바탕으로분류하 을때정작개발

도상국의개발사업또는MDGs 달성과관련된사회적기업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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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DGGss 그그리리고고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
장창섭

8개의M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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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기기계계발발서서의의 시시대대

현대 사회는 경쟁사회이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의가치를증명해야하고, 주어진트랙을따라서쉴틈없이자

기계발하는것이미덕이되는시대이다.

어, 학점,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연애, 아르바이트, 인턴경

험, 해외여행등다양한방면에서남들에게뒤쳐지지않도록“스

펙”을쌓아야하고, 성실하고똑똑하면서자신만의비전을가지고

남들까지돌아보는넓은아량까지갖추어야한다. 그래야만이태

백의시대인대한민국에서청춘들의지상목표인, 소위잘나가는

직장에의취업을할수있을것이다.

그러한세태에걸맞게서점가에서도수많은성공담과유명인들

의자서전, 취업에맞는스펙쌓기와어학성적관리비법등을담

은자기계발서의홍수시대에살고있다.

젊젊은은 창창조조자자들들((UUppssttaarrttss))

-스티브잡스를꿈꾸는이들의생존보고서-라는부제를달고

있는이책은수많은자기계발서의연장선상에서출발한다. 취업

난의시대에“스스로고용을창출하고1%의가능성에미쳐라!”라

고외치는이책은언뜻보면별다를것도없는경 학, 자기계발

학, 성공학에대한이야기라고도할수있다. 우리나라와는많은

것들이다른미국의사례를토대로벤처기업, 최근에는사회혁신

기업이라고불리는사회적기업에대한이야기도다루고있다.

저자인도나펜(Donna Fenn)은20년이상중소기업의트렌드

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Inc.매거진의 기고가이

다. 경 학자가아닌언론인의입장에서저자는성공에대한심도

있는 분석보다는 흥미있는 사례 위주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이 책은, 국내에서도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로 부모세대인

베이비부머세대의명예퇴직을간접적으로경험하고,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로벌화, 신자유주의의확대로인한경쟁의심화를겪

고있는디지털세대, Y세대를대상으로하고있다. 미국의이세

대가스스로창업을하고새로운변화를만들어가는여러가지사

례를바탕으로그들의특성을서술한다. 

저자는기업가정신의혁명, 새로운사고방식의출현이라는현

상에대해서초점을맞추고있다. 언론에서많이언급하고있고,

인터넷의보급과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확대로진부한용

어로느껴질수있지만, 정확하게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모르는

“청년들의창업”에대한이야기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다른

책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구 이나 애플 등 유명한 기업들이

아니라, 아직은그렇게유명하지는않지만, 가능성을보이면서성

장하고있는작은기업들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젊젊은은 창창조조자자들들의의 88가가지지 유유형형

--협협력력주주의의자자

저자에 따르면, 디지털 세대의 창업자들은 우선 협력주의자로

서, 과거세대의카리스마적인리더개인에의한기업, 관료주의

적인계급체제의조직이아니라, 동업과협력, 집단지성, 네트워

크 등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부족(tribe)을 만든다. 그 대표적인

곳이대학으로서, 수많은청년인재들이기업가정신을배워서주

변의 멘토, 투자자,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로만들어가고있다.

--기기술술의의 대대가가,, 판판을을 뒤뒤집집는는 자자,, 변변화화의의 대대가가

인터넷과소셜미디어를직접이용하면서자라난디지털세대,

의전무하다. 

컬럼비아대학교경 대학원장, 렌허버드는자신의저서‘원

조의덫’에서현재의빈곤퇴치는세계사회가공통적으로가장이

상적인경제체제라고믿고살아가는자유시장경제의울타리안에

서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한다. 이는실질적으로현재와같은시

장메커니즘에서사회적가치를구현하는사회적기업이빈곤퇴치

를달성할수있는열쇠를쥐고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ODA/DAC, UN 사무총장배출. 한국도이제는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역할을수행해야할위치의국가반열에올랐다. 하지만

지금까지진행되고있는각종개발도상국원조및빈곤퇴치를위

한노력은대개정부기관의주도로이루어졌다는점에서한계가

있다. 앞서논의한바와같이시민들이주가되어능동적으로빈

곤퇴치에앞장설때, 특히혁신적인아이디어로무장한사회적기

업으로이에접근할때MDGs의달성이한낱유토피아적환상에

서벗어나현실적인목표가될수있을것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화두가되고있는개발도상국에의지원규

모확대, 사회적기업의가치인식, 세계시민의식의확산등이서

로 화합해 우리나라가 사회적 기업을 통해 요원할 것만 같았던

MDGs의달성에책임있는역할을수행하도록하는긍정적인원

동력으로작용하길기대한다.

마마치치며며

다가오는 10월 17일은 UN이 지정한‘빈곤 퇴치의 날’로 이번

해에는 세계 각국 정상이 모여 MDGs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2015년까지의달성을위한방안들에대해논의하는시간을갖는

다. 세계시민사회는이러한MDGs의현재까지의성과와목표달성

의중요성, 그리고시민들의관심환기를위해한달전인9월17일

범세계적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한국에서는 당일 서울, 대

전, 부산등전국적인캠페인을전개한다. (자세한정보는인터넷

에서찾아볼수있다)

지금까지가난과기아를해결하기위한셀수없이많은노력들

이있어왔지만, 아직까지이러한문제들은해결되지않았다. 과거

에는문제를해결할수있는능력의부재가목표달성을막았지만,

현재우리들이속한세상을빈곤을퇴치할충분한자금을가지고

있다. 문제는이를해결할의지와혁신적인방법이다. 범세계적인

이번캠페인을통해MDGs과, 이의해결방법인혁신적인사회적

기업에대해서알게될많은사람들이비단일회적인이벤트에만

족하는것이아니라, MDGs를기한내에달성하겠다는굳은의지

와믿음을갖고, 힘을모아더많은사람들이행복한세상을만드

는데함께할것을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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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이이란란?? 

사회적 기업을 들어본 적이 없고,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잘

알지못해도‘그라민은행’, ‘무하마드유누스’라는이름을들어

본사람은많을것이다. 방 라데시에위치한그라민은행은가난

한사람들을위해무담보소액대출을시작하면서기존의은행이

가지고있던패러다임을바꾸었으며우리세계가가지고있는문

제들을해결할수있는하나의대안이되었다. 

딱딱딱딱하하지지 않않은은 기기본본서서

사회적기업을다룰때유누스란인물은너무나대표적인아이

콘이라유누스라는이름이들어가면그다지신선한느낌을받지

못할것이다. 그러나책을읽어보면당신이알지못하는유누스의

매력을느낄수있을것이다. [가난한사람들을위한은행가]는무

하마드유누스의자서전형식으로, 유누스가34살치타공대학의

교수시절부딪쳤던문제와거기서뻗어나오는생각에서시작한

다. 이어유누스는그라민은행을설립하고운 을하게되는일

련의사건들을솔직한문체로서술하고있다. 이책은사회적기

업의모델, 전략, 아이디어, 문제점을주로서술하는다른책들에

비해자신의일화를풀어나가는형식이라좀더쉽게사회적기

업에대하여느낄수있다.

신신념념에에서서 나나오오는는 문문제제 접접근근

대부분성공한CEO들의말을들어보면, 더큰경제적인가치를

위하기위해기업을운 하는것이아니라우리생활을획기적

으로 변화시키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고민한다고

말한다. 그라민은행도동일하다. 유누스는사회적기업의아이템

을찾기위해노력한것이아니라유누스주변에서일어나고있는

빈곤, 기아, 질병과같은문제들을은행이라는방식을통해해결

하고 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유누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과지금의그라민은행이있기까지정말어려움이많았다는

것을알수있다. 또한이책에서는유누스가가지고있는경제철

학과신념을언급하는 이많아훌륭한사회적기업가가되고싶

은사람에게많은귀감을줄수있는책이다. 

새새로로운운 도도전전의의 연연속속

그라민 은행에서 하고 있는 무담보 소액융자는 가난한 사람들

에게큰도움이되고있지만소액융자를받는다고하더라도여전

히어려움은많이남아있다. 유누스는그라민은행이후주택융

자, 의료 시스템, 양어재단, 폰 사업 등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현지의실정에맞는사업모델을구상을하고, 새로운사업

을개시할때생기는문제점은외부단체와협력혹은다시그라민

비 리기관을설립함으로해결을하고있다. 이러한사업들이모

여더큰시너지를얻고있다는것이그라민단체의주장이다. 

더더 생생각각해해볼볼 점점

사회적기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 리-비 리사이의긴장감

이유지되어야하고수익구조가지속가능하고, 기업의활동에사

회적가치(Social Impact)가들어가있어야한다. 이러한것들을

유지하기위해서는기업이핵심적인가치가있어야하고기업이

속해있는환경에유연한대처를해야하며창의적인사고를해야

한다. 그라민 은행인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잘 부합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누스라는 개인의

역량이너무크다는것이오히려단점으로보인다. 매우젊은나

이에치타공대학의교수가된그는사회적네트워크가매우튼튼

했고, 여러가지어려움상황에서도움을받을수있었다. 이러한

유누스의개인적역량을비판하는것이아니라한국의현실을비

춰볼때그라민은행은조금특별한케이스라고봐야한다. 따라

서이책을통하여유누스가가지고있었던꿈, 신념, 철학을먼저

이해하고받아들이는것이필요하다. 

유누스의인상적인 귀가떠오른다. 

“인간이 달에까지 가는 세상에 어째서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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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팟세대는웹기반의사업을시작하기에최적의환경과경험

을갖추고있다.

인터넷을하다가문득떠오르는불편함이나, 새로운욕구의필

요성을잘찾아낸사람들은틈새의사업을시작하고는한다. 예를

들어서, 마이스페이스와페이스북, 트위터와같은소셜네트워크

서비스제공업체들은각각조금씩다른것들을제공하면서차별

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끊임없는 개선과

새로운기회의제공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 혁신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작은업체들은전문화에초점을맞추어서고객의요구에보다빠

르게적응하는방식으로업계의판도를바꾸고있다. 

--시시장장 내내부부자자,, 브브랜랜드드를를 만만드드는는 자자

디지털세대의젊은창조자들은직접자신이느끼는것을현실

화시키기때문에다른어떤세대들보다도같은세대에게더많이

어필할수있다.

같은맥락에서그들은스스로가고객이자사업자로서끊임없이

변화에맞춰가고, 지속적으로소통하는브랜드를만들어낸다. 그

수단으로서 인터넷과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정보와 오락이라는

키워드를가지고기존의사업활동의정의에는포함되지않는많

은일들도하고있다.

--사사회회 자자본본가가,, 일일터터의의 반반항항아아

Y세대는사회적책임감을가지고신념에따라서행동하는성향

을가진다. 이들의88%가가격과품질이비슷하다면‘착한’브랜

드를구매할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은 사업을 통해

서사회나소외된집단에긍정적인 향을미치는것에가치를둔

다. 그리고업스타트들은수익중심의자본가와가치중심의자선

가의면모를성공적으로결합시킨경우가많다. 리와비 리는

함께할수있다고하고, 뿌린대로거둔다고이야기하면서결국에

는 이들의 행위가 사회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

다.

또한 업스타트와 디지털 세대의 고객들에게 있어서 사업은 단

순한일이아니라즐거움을주는오락으로서, 스스로흥미가있어

서열정을가지고참여할수있는것이다.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가가에에게게 필필요요한한 혁혁신신

선한의지와마음만으로는좋은결과가나올수가없기때문에

사회적기업과관련한사람들은항상사업의지속가능성과사회

에대한관심을가져야한다. 이것은선택사항이아닌필수불가결

한조건이라고할수있다.

이책은WISH에서읽었던다른책들과는다르게경 학에서의

접근법을가지고있지만, 결국현대사회에서“젊은창조자들”이

되려면사회적기업가의사고방식도필요하다는결론이포함되

는것을보면서, 사회적가치, 혁신이라는것은동떨어진다른것

이라고말하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마마치치며며

기업가정신이라는개념은분명히존재할수있지만, 그것을정

의하고분석함으로써창업을생각하는젊은이들에게직접도움을

주고필요한가치들을환기하는것은쉽지않은작업이다.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범람하지만, 그것의 유효기간은 책을 읽고 반성과

다짐하는그잠깐에불과한현실을보면명확하게알수있다.

이 책도 다른 자기계발서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가치들을 많이

언급하고있지만, 역시나실천하기에는쉽지않은모호한내용들

을담고있다. 또한현실에서혁신을추구하기에는또다른많은

장애물들이존재한다는불편한진실을깨닫게되는것이큰성과

라고할수있다.

분명히 혁신이라는 가치는 중요하고, 수많은 성공사례와 실패

사례를통해서다시한번주위의변화가능성에대해서생각해보

게해준다면이책은그만큼성공했다고할수있다. 그리고그만

큼의가치를가진다고할수있다.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것을용이하게발견할수있는책이분명하다. 

SNUCSR NETWORK & WISH

[ ] 북리뷰- -무하마드유누스의가난한사람들을위한은행가

북북리리뷰뷰
무무하하마마드드 유유누누스스의의 가가난난한한 사사람람들들을을 위위한한 은은행행가가
권민제

Sustainability Review Vol.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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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NUUCCSSRR NNEETTWWOORRKK -- 지지속속가가능능 경경 전전략략 연연구구회회
AAbboouutt SSNNUUCCSSRR NNEETTWWOORRKK

잡잡지지『『SSuussttaaiinnaabbiilliittyy RReevviieeww』』의의저저변변확확대대
:: 기기업업과과의의연연계계를를통통한한전전국국적적배배급급망망구구축축11

EESSGG 산산업업과과의의연연계계를를통통한한CCSSRR에에대대한한이이해해
:: CCSSRR 컨컨설설팅팅기기업업과과연연계계를를통통한한교교육육과과피피드드백백22

CCSSRR 및및SSuussttaaiinnaabbiilliittyy 통통한한사사회회적적공공익익강강화화
:: 외외부부활활동동을을통통한한사사회회적적인인식식확확대대및및참참여여유유도도33

CCSSRR((CCoorrppoorraattee SSoocciiaall RReessppoonnssiibbiilliittyy,, 기기업업의의사사회회적적책책임임))은무엇입니까? 혹시여러분들은지금까지

CSR을 '단순한 기부', '일회성 봉사'라고 여기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타파해야할때입니다. CSR은일방적, 시혜적차원의사회공헌활동이결코아닙니다. CSR은현사회의

지속가능성을보장하기위한기업차원의총체적경 전략을뜻합니다.

SNUCSR NETWORK는기업의사회적책임및지속가능경 전략을연구하는서울대학교학내경 학술동아리입니

다. 이곳은CSR이단순히사회에만도움을주는것이아닌, 궁극적으로기업본연의가치에도부합되는 '경 전략'임을

확인하는자리입니다. 나아가우리는EESSGG((환환경경,, 지지역역사사회회,, 거거버버넌넌스스))관점으로비즈니스이슈들을포괄적으로다루며현

세계에대한통찰력및분석력을길러사회각부문의리더로성장하게됩니다. 주저하지말고SNUCSR NETWORK의

문을두드리십시오. 우리는 '당신'과함께더나은내일을위해힘차게나아가기를희망합니다.

VViissiioonn

MMiissssiioonn

SNUCSR NETWORK는 CSR및 ESG의가치를교내외에널리전파하여우리사회에 '지속가능성'이라는새로운

패러다임을제시합니다. 더넓은세상과의소통을위해우리는세가지미션을선정, 거시적관점에서이를실현해나

갈것입니다.

Sustainability Review Vol. 12

회회장장의의 인인사사말말

‘기업의사회적책임’이라는말을들어보신적이있으십니까? 대다수가언론매체나학교수업시간을통

해서들어본적이있거나, 아직‘기업의사회적책임’이라는단어를생소하게느끼는분들이많으실것이라

고생각합니다. 지금우리가살아가고있는현대사회의중심에는거대한자본력을바탕으로하는‘기업’이

경제활동의중심에있습니다. 그리고이러한기업들은경제활동을통해단기적으로자신들의이윤을

극대화하는데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아왔습니다. 자연을훼손하고인권을묵살하며내부에서는갖은비리가오가며자

신들의성장에만급급하 습니다. 그렇기에기업들이‘사회적책임’을한다는말을들을때마다우리들은쓴웃음을지을수

밖에없는것입니다. 이러한단기적안목에서벗어나기업의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동시에장기적으로는지속가능한성장

을이룩하자는것이CSR의핵심적인목표입니다.     

우리는사회에서권리를누리는동시에책임까지맡고살아가고있습니다. 기업역시그러한권리와책임에서벗어날수없

는것입니다. 막대한자본을바탕으로이윤을획득할수있는권리를얻었다면마땅히그에따르는책임을완수해야합니다.

SNUCSR NETWORK는‘기업의사회적책임’을강조하는새로운경 패러다임에다가가고자하는이들을기다리고있습니

다. 전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는새로운성장동력으로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반드시우리가이루어나가야할새로운가치

를추구하고자합니다. 또한지속경 에대한교내학생들의관심과사회적요구에발맞추고자합니다. 지속가능한성장이라

는새로운가치를통해자신이발견하지못한새로운희망을발견하고자하는분들을SNUCSR NETWORK에초대합니다. 

SNUCSR NETWORK 회장 정광호 (경 학과 06)

UNEP, UN Global Compact, WWF이주관한B4E(Business 4 Environment) 정상회의에동

아리차원에서Youth 참가자로참석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이 공동 주최한‘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업’

Conference에참석하 습니다.

CCoonnffeerreennccee

BB44EE 정정상상회회의의

공익연계마케팅을주제로 LG 로벌챌린저공모전과, 삼성의‘두근두근 Tomorrow 친환경미

래기술마케팅공모전’에도전하여수상하 습니다.

공공모모전전 출출전전

정기세션과외부활동을통해축적된성과물을외부와공유하고자, 학기중습득한지식과정보를

정리하여『Sustainability Review』를발간하 습니다. 

잡잡지지 발발간간

탄탄소소발발자자국국 봄축제때탄소발자국측정행사를개최하 습니다. 학생들을대상으로이산화탄소를얼마나배

출하는지측정함으로써큰호응을얻었습니다. 

대대외외활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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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활동동내내역역

SNUCSR NETWORK는 기업, 정부 부처, 학내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마지막에 있을 Final

Competition에발표할 Topic Research를실행합니다. 동아리내에서 3~4명으로구성된팀을구

성하여특정분야의Topic을설정하고, ‘Final Competition’에서이Topic에대한Research 결과

를 CSR관계자와 학생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Final Competition을위해각팀은매주진행상황을보고하며, CSR 산업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인 피드백을 받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Final

Competition에 필수적인 PT 작성법 및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방법에

대해도움이되는지원세션이진행됩니다.

매주 CSR 산업관계자분을초청하여CSR에관련된다양한주제의강연을

들으면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합니다. 교육 세션을 통해 동아리 구성원들은

CSR에대한이론및CSR Case 학습으로문제인식능력을향상시키고지속가

능전략Frame에숙달되어, 전략적사고를함양합니다.

-- EExxppeerrtt 특특강강
-커리큘럼(5,6회) 
CSR 전략, SRI 투자
환경경 , 윤리경

-- 강강의의 내내용용
CSR Background
특정기업 Case Study

-- 대대상상 기기업업
CSR/SRI 전문비즈니스
일반대기업 CSR부서

--개개별별TTeeaamm결결성성((~~1111월월말말)) 
3인 Student
1인 Expert 

--TTooppiicc RReesseeaarrcchh((22,,33회회)) 
CSR Background
Case Study

--PPrroojjeecctt 준준비비
Student간 Team 결성
Team 내 Topic 제안
Competition 위한준비

--FFiinnaall CCoommppeettiittiioonn
팀 Research 발표
15분발표,5분 Q&A

--OOppeenn SSeessssiioonn ((1122월월초초)) 
공개세션(관계자참석) 
연구결과발표

--지지식식의의 공공유유 및및전전파파
PT 상및자료공유
Text는 잡지를통해
국내대기업,기관에전파

교교육육세세션션

실실행행세세션션

발발표표세세션션 기업체, 내/외부학생및관련NPO 등이참여하는가운데개최되는발표세션은한

학기동안교육세션과실행세션을통해축적된동아리부원들의성과물을공개하는

장입니다. 또한, 동아리잡지인『Sustainability Review』는온/오프라인을통해학

내구성원들뿐만아니라기업체등에배포됩니다.

리리쿠쿠르르딩딩 프프로로세세스스

리리쿠쿠르르팅팅 스스케케쥴쥴

일대다방식으로이루어지는인터뷰에서는지원자들에대한배제적스크리닝이아닌, 향후동아리

활동의적격여부에대한기존회원과지원자사이의정보및의견교환이이루어질것입니다.

졸업까지총 2학기이상남아있는학사과정및석사과정재학중인학생이면누구라도 SNUCSR

NETWORK과함께할수있습니다. 다만모든지원자들은합격후에있는교육세션과MT에반드시

참석해야만합니다. 특히교육세션에서는CSR의개념및관련이슈에대한전반적인교육및커리큘

럼에대한설명이이루어지므로, 향후원활한동아리활동을위해서반드시참여해야합니다.

지지원원자자격격

인인터터뷰뷰

지원서는 www.snucsr.com를 통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은 9월 14일 자정입니다.

snucsr@gmail.com으로보내시거나홈페이지상에서직접입력하시면됩니다. 메일을통해발송시지

원서의파일명은“2010-02 홍길동”으로보내주십시오. 지원서는오직온라인으로만접수받습니다. 

자자세세한한 사사항항은은 아아래래로로 문문의의 바바랍랍니니다다..

리리크크루루팅팅 매매니니저저 조조은은애애 ((001100--33226677--22332277,, ssnnuuccssrr@@ggmmaaiill..ccoomm))

지지원원서서

99월월

SSuunn MMoonn TTuuee

11 22 33 44

77 8855 66 99 1100 1111

1144 11551122 1133 1166 1177 1188

2211 22221199 2200 2233 2244 2255

2288 2299 33002266 2277

WWeedd TTuurr FFrrii SSaatt

온라인접수기간: 9월6일(월) ~ 9월14일(화)
동아리설명회: 9월13일(월) 58동(경 대) 강의실추후게재예정
인터뷰: 9월16일(목) ~ 9월17일(금)
최종합격자발표: 9월19일(일) *한 학기의자세한일정은 9월 20일예정되어있는첫교육세션에서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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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 NETWORK & WISH

[WISH] FALL RECRUITING Sustainability Review Vol. 12

WISH에서는보다심화된세미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세미나를통해WISHer들은사회적기업에대해보다심도깊은지식을

축적하고, 이를바탕으로보다다양한스펙트럼으로국내의사회적기업을바라볼수있는전문가적통찰력을함양할수있을것

으로기대합니다. 세미나의결과물은홈페이지와분기별로발행될Sustainability Review를통해외부와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외부Conference를통해외부와소통할수있는기회를갖고있습니다. 또한WISH는여기서그치지않고, WISHer 한사람한

사람이WISH활동을통해배운지식을바탕으로다양한사회적참여활동 (사회적기업에대한실제적지원, 공모전참여, 사회적

기업창업등)을펼쳐나갈수있는플랫폼으로써의역할을수행하고자합니다.

WWIISSHH --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 연연구구 동동아아리리

WWIISSHH 홈홈페페이이지지 :: wwwwww..ssnnuuwwiisshh..ccoomm 홈홈페페이이지지에에는는사사회회적적기기업업,, 동동아아리리WWIISSHH 관관련련내내용용과과지지원원서서가가있있습습니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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