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itors’Note

한해를마무리하고새로운한해를맞이하는 12월을맞아SNUCSR NETWORK와WISH가공동발간하는Sustainability Review

vol.13이 나왔습니다. 이번 호는 학기 중 알차게 진행된 팀 별 프로젝트의 성과물이 실려 더욱 뜻 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SNUCSR

NETWORK는 사회책임투자팀에서 SRI펀드 포트폴리오 도출을 통해 사회책임투자의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친환경사업팀에서

는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과 전략적 친환경 CSR을, 사회공헌팀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제언을, 지속가능경 팀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지속경 사례를 분석해보았고 마지막으로 공모전 후기를 함께 실었습니다. WISH는 이번 호에‘에코디자인’기획특

집을 마련하 습니다. 기획특집에는 에코디자인 소개와 그와 관련된 저희의 가을학기 Touch4Good 프로젝트와 친환경기업 오르그닷

마케팅 연구가 실려있습니다. 또한, 저희WISHer들이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리단, 얼티즌, 동아시아연구원에 대한

인터뷰도 서술하 습니다. WISH 기고문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경쟁전략 논문과 이와 더불어 북리뷰, 대학생 친구들의 사회적 기업 제

품후기도실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Sustainability Review vol.13를 위해 인터뷰에 응해주신 노리단 김종휘 단장님, 얼티즌 장성욱 대표님, 동아시

아 연구원 정한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Sustainability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학기 중에도 바쁘게 활동하며 기사 집필에 노

력해주신필진여러분께다시한번깊이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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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책임투자
SRI펀드 포트폴리오 도출을 통한 사회책임투자의
의미와 가능성 탐색

친환경사업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과 전략적 친환경 CSR

사회공헌활동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 - 국내 기업을 위한 제언

지속경 전략리서치
‘반도체 산업’의 지속경 사례 분석 - 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공모전후기- CSR 상생펀드
중소기업의 CSR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CSR 상생펀
드 운 방안

[WISH]

[기획특집] Intro.
에코디자인, StoryTelling을 시작하다
에코디자인만의독특한제품들을살펴보자

[기획특집] WISH 프로젝트 에세이
Touch for Us
사회적기업 Touch for Good 서울대학교문구점입점프로젝트수기

[기획특집] WISH 리포트
사회적기업마케팅 - 오르그닷
친환경사회적기업오르그닷의 B2B, B2C 현황과마케팅제안

WISH 인터뷰
사회적기업의생태계: 더불어사는사회적네트워크
노리단, 얼티즌, 동아시아 연구원(사회적 기업 여론 분석센터) 인터뷰를 통해

보는한국사회적기업생태계의현실

WISH 기고
사회적기업의경쟁전략
사회적기업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경쟁전략제시

Book Review
폴호켄, 비즈니스생태학

사회적 기업 제품이용 후기
아름다운커피, Claro 초콜렛, Touch4Good의 필통의톡톡튀는이용후기

[Introduction Section]
SNUCSR NETWORK
WISH 

사회책임투자 의미를 알아보고 SRI 펀

드 포트폴리오 도출을 통해 그 가능성

을모색해본다. 

Sustainability Review Vol.13

Touch4Good 프로젝트에세이
서 울 대 학 교 학 관 문 구 점 에
Touch4Good이 입점하기까지!
WISHer들의 좌충우돌 프로젝트 진행
이야기를들어보자.

WISH 리포트
사회적기업마케팅_오르그닷
오르그닷의 Case를 통해 어떤 B2B전
략과 B2C전략이 사회적 기업에게 적용
될수있는가를알아보자.

사회적기업생태계인터뷰
노리단, 얼티즌, 동아시아 연구원에 대
한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적 기
업의 생태계를 심층적으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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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환경마케팅과친환경 CSR에의길을

탐구하고 기업,사회,환경의 공존을 바라

본다. 

9

반도체 산업의 환경경 의 도래와 그

방법을모색해본다. 

중소기업의 CSR을 위한 상생펀드 제

안. SNUCSR의 공모전 입상 내용을 살

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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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RII란란??

SRI는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약

자로서기업의사회적책임과윤리를고려하여투자를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SRI는 17세기 중반, 감리교 창시자인 John

Wesley는 신약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투자에 대한 원칙으로서

‘윤리투자’를제시한데에그기원을둔다. 

이러한‘윤리투자’는다양한역사적사례를거치며비로소현

재의SRI형태로발전하게된다. 퀘이커교도는무기와노예거래

에투자하지않았고, 종교단체들은부도덕기업을투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960년대에반전, 여성권, 인종차별의이슈와함께

SRI 개념이등장하기시작하 으며, 1970년대에는베트남전쟁

관련한 방위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PAX WORLD

FUND’가만들어졌다. 이후환경이슈가부각됨에환경적요소가

중시되었고1990년대이후에는기업의환경 향평가를통해사

회적위험을고려해서투자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것이 SRI의

일반적인방식으로자리잡았다.

전통적인 투자 의사결정은 대부분 재무적 요인만을 고려하여

재정적인이익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이루어졌다. 반면에, SRI

는사회에대한기업의책임을고려하여투자자의종교나윤리적

원칙에 따라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한

다. 즉SRI는장기적인관점에서재정적성과뿐만아니라사회적

이익, 공익적성과도극대화할수있는투자방법이다. 구체적으

로SRI는투자의사결정을하는과정에서기업이직면한위험이

나 환경을 다각적인 관점-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에서 접근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이해관

권현진, 문경국, 박선혜, 정광호, 하원석

사사회회책책임임투투자자

SSRRII펀펀드드 포포트트폴폴리리오오 도도출출을을 통통한한 사사회회책책임임투투자자의의 의의미미와와 가가능능성성 탐탐색색

계자의 향을 받는다는 사회적 의식의 변화와 그 맥락을 함께

한다. 시장의 규제가 완화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SRI가본격적으로확산되고있는추세이다.

SSRRII의의 해해외외사사례례

SRI는해외선진국에서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미국의경우

City Group, Capita Group등에서 230여개의 뮤추얼펀드가

SRI펀드로운용되고있다. 유럽에서도SRI펀드가활발하게운용

되고있는데방법으로서는주로스크리닝(Screening) 전략을사

용하며, 이를 Core과 Broad로구분하고있다. 유럽의 CoreSRI

는윤리적배제, 선택적선별, 업종최고기업, 주제중심의스크린

을포함하고있다. 이처럼투자자들의관심이특별히집중된지

속가능 테마는 강력한 잠재력을 지니며SRI펀드 시장에 새롭게

출연하 다. 반면에 BroadSRI의 전략으로는 단순배제, 재무분

석과통합, 경 관여가있다. BroadSRI의 규모가가장큰국가

는 국이며, 도이치뱅크, UBS, ING등에서 SRI투자를 진행하

고있다. 또한, 독일연기금이 BroadSRI에 따라수단지역다르

푸르 학살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페트로 차이나(petro china)를

단순배제한바있다.

SRI시장규모가가장큰유럽의SRI은2005년1조330억유로

에서2007년2조6650억유로로증가하 다. 이는MSCI연평균

성장률7.8%와비교하면SRI 연평균성장률은42%로크게성장

하고있다. 

국국내내 SSRRII현현황황 및및 문문제제점점

현재국내에서운용중인 SRI펀드는총 16개로설정액 3조원

정도이다. 이는전체주식형펀드중0.6%의비중을차지하며아

직까지는미미한수준이다. 그이유로는국내펀드고유의특징과

SRI에대한국내의인식부족을들수있다. 

외국펀드들은대부분특정한자산집단만을대상으로운용하

여전문화되어있다. 반면국내펀드는여러가지자산집단에광

범위하게분산투자하는혼합형펀드의성격을띠고있으며존속

기간이1년내외인단기성펀드가많다. 국내펀드가이런특성을

가지게된이유는투자자들이단기적목표수익률이나기대수익

률을기준으로펀드를선택하고있고, 또한펀드를판매하는회

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목표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을 제시하면

서단기적인펀드투자를권유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국은DJSI, FTSE4Good 등SRI펀드지수가개

발된반면, 우리나라의경우에는관련지수가거의전무하다. 증

권거래소가03년 12월기업지배구조개선지수(KOGI)를 개발하

으나 지속가능 경 지수는 아니었으며, 지난해 9월 한국거래

소(KRX)의 SRI지수가발표됐고, 10월 20일다우존스지속가능

경 지수(DJSI)가 발표되면서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상

품이출시되는등 SRI펀드상품의종류도다양해지기시작했으

나아직SRI에활용할지속가능성지수가미흡한상태이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의 발간

미비를들수있는데, SRI에대한국내인식의부족으로기업들

이필요성을체감하지못함으로써SRI 지수산출의근간이되는

지속가능보고서가 활발하게 발간되지 못함에 따라 SRI를 위한

기업의ESG평가자체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기때문이

다.

SSRRII펀펀드드 주주식식종종목목 구구성성하하기기

본지에서는 SRI펀드 관련한 국내의 열악한 상황에서 접근 가

능한정보를바탕으로실제 SRI 포트폴리오를구성해보고자하

다. Carbon Disclosure Project를분석하여일차적으로기업

의사회적책임을반 한포트폴리오를도출했다. 이어서재무적

분석을바탕으로스크리닝하 다. 구체적인포트폴리오구성과

정과시장수익률과의비교결과는다음과같다.

11차차 분분석석 :: 기기업업의의 탄탄소소 관관리리 여여부부 분분석석

사회, 지배구조, 환경적으로바람직한지속기업을선별하는것

은펀드의수익률을극대화시키는방법중가장중요한단계이다.

이를위해비재무적, 재무적요소를심사하여우수기업리스트

를선정하 다. 우선, 주식종목군을선정하는데있어최소한의

재무적 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KOSPI200’과 CDP2010-

‘KOREA200’1) 의공통기업을선정하 다. 또한, 해당 135개기

업들을금융, 산업재, 선택소비재, 원자재, 유틸리티, 통신, 필수

1) COP 보고서는 순수민간차원에서 금융투자기관에 기업의 기후변화와 관
련된 Risk와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와 대출포트폴리오에 체계적
으로반 될수있도록하는 로벌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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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V/EBITDA

EV/EBITDA는기업의시장가치(Enterprise Value ; EV)

를 세전 업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EBITDA)으로나눈값으

로, 기업의적정주가를판단하는데사용된다. EV/EBITDA

가 낮을수록 기업의 시장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상대적으

로기업의 업현금흐름이좋다는것을의미한다. 이수치역

시해당기업의업종비교군의평균과비교하 다.

2) 수익성분석

(1) ROE

ROE는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으로 주주의

자본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벌어들이는가를 나타

낸다. 수익성을판단하는대표적인재무적수치로사용된다.

해당재무적분석에서는2008년결산, 2009년결산, 2010년

9월중간결산기준의ROE를각각0.15, 0.35, 0.5의가중치

를적용해서평균을구했다. 해당기업의ROE 역시업종비

교군의2008년결산, 2009년결산, 2010년 9월중간결산의

가중평균치들을시가총액을기준으로다시가중평균하여업

종비교군의평균ROE를산출하고비교하 다.

(2) 업이익률

수익성을분석할때기업의 업외적인활동의 향을배

제한 업이익률(= 업이익/매출액)을 이용하 다. 업종 비

교군의기업별로2008년결산, 2009년결산, 2010년9월중

간결산의 업이익률을 0.15, 0.35, 0.5의 가중치로 평균하

다. 이어서업종비교군기업들의3개년도가중평균 업이

익률을 기업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업종 비교군의 평균

업이익률을 산출하 다. 마지막으로 업종 비교군의 평균

업이익률을 해당 기업의 3개년도 가중평균 업이익률과 비

교하여수익성을판단하 다.

3) 포트폴리오도출과정

23개의기업들중주가가저평가되어있지않는기업을네

거티브스크리닝하고, 남은기업들중에서수익성이좋지않

은기업을네거티브스크리닝하는방법을사용하여최종포

트폴리오를도출하 다.

(1) 주가의저평가여부

23개의 기업들 중 PER과 EV/EBITDA가 업종 비교군의

평균수치와비교했을때모두높은, 주가가저평가되어있

지않은기업을일차적으로제외하 다. 그결과 23개기업

중에서 웅진케미칼, OCI, 한국가스공사, 삼성SDI, LG생활

건강다섯종목이제외되었다.

(2)수익성분석

일차네거티브스크리닝결과18개의종목이남았다. 그종

목들의ROE, 업이익률이업종비교군의평균수치와비교

했을때모두낮은, 수익성이나쁜기업들을이차적으로제외

하 다. 그결과호남석유화학, 하이닉스, 금호석유세종목

이추가적으로제외되었다.

(3) 최종포트폴리오구성및결과

위의네거티브스크리닝결과 23개종목중에서 8개의종

목이 제외되었고 나머지 15개 종목이 최종포트폴리오로 선

정되었다. 15개 종목에 대한 투자비중을 달리 하기 위해서,

PER, EV/EBITDA, ROE, 업이익률네가지측면에서업

종비교군의평균과비교했을때유리한결과를나타내는항

목개수를기준으로가중치를두었다. 이를테면4가지항목

모두에서유리한결과를나타냈다면4, 3가지항목이라면3,

2가지항목이라면2의가중치를두었다. 15개종목가중치의

소비재, IT의8개산업별로분류하는과정이선행되었다.

본격적으로 비재무적 평가를 하는데 있어 1차점수정은

‘CDP보고서 3년 연속 응답 점수’, ‘지속가능 보고서 점수’,

‘미디어이슈점수’, ‘기업비전점수’로각1점씩부여하고, 합

계를 구한 후 산업별 평균점수 미달기업은 제외하는 배제적

적격심사, 즉네거티브스크리닝의과정을채택하 다. ‘CDP

보고서3년연속응답점수’는2008년CDP 설문시작이래계

속적으로응답을하고있는기업이해당되며, ‘지속가능보고

서점수’는GRI, BSR기준으로작성되었고, 탄소정보가공개

되어있는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에 점수를 부여하

다. ’미디어이슈점수’는미디어를통해탄소와관련된이슈

를보 던기업, ‘기업비전점수’는기업이전사적경 목표에

탄소배출 관리를방침으로삼고 있는기업을말한다. 이러한

포트폴리오구성을위한ESG점수책정결과 1차적으로55개

기업이선정되었다.

22차차 분분석석 :: CCaarrbboonn DDiisscclloossuurree PPrroojjeecctt 분분석석

2차 분류는 1차 분석을 통해 산출 된 기업들 중 CDP2010

Korea Reports의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2차 스크리닝을

위해CDP에보고된자료중에서, 우선기업별로CDP 응답여

부(AP*,AP,DP,NR)와 탄소정보 공개여부(PUBLIC, NOT

PUBLIC)를 파악하 다. 그리고 CDP 응답여부와 탄소정보

공개여부에각각점수를임의로부여하 다. 점수부여방법에

다소 자의적인측면이있었기 때문에, 산업별로가중치를 두

기로하 다. 각 산업의특성에따라 CDP응답여부와탄소관

리의중요성이다르기때문에동등한입장에서각각의기업을

비교하고자하 기때문이다. 

특성상 탄소배출과 관련성이 높아 자연스럽게 탄소관리가

잘되는산업에가중치를높게줄것인지, 탄소배출관련성이

적지만관리를잘하는기업에가중치를높게줄것인지에대

한논의가진행되었다. 이러한논의로부터산업별규제적위

험인지현황과기후변화정책과정참여의차이만큼을가중치

로부여하기로 하 다. 그 차이가적을수록 탄소관리를위해

서 노력한다는 의미이며, 차이가 클수록 탄소관리에 소홀한

측면이있다고판단하 다. 가중치공식은[1-(위험인지현황-

정책과정참여)]가된다.

CDP응답여부와 탄소정보 공개여부에서 산출한 점수에 산

업별가중치를구하여최종점수를산출하 다. 그리고전체

평균점수에미달하는기업을스크리닝하 으며, 이로부터재

무분석을할23개기업을도출해내었다.

33차차 분분석석 :: 재재무무적적 분분석석

지금까지는탄소배출관련지표를기준으로23개기업을선

정하 다. 지금부터는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분석을

수행하고최종포트폴리오를도출하고자한다. 재무적분석은

주가저평가여부와수익성두가지측면에서이루어졌다. 주

가저평가여부를판단하기위해 PER, EV/EBITDA 수치를,

수익성을판단하기위해ROE와 업이익률수치를이용했다.

해당기업이속한산업의특성을고려하기위해서, 해당기업

의재무적수치와업종비교군의평균수치를비교하 다.2)

1) 주가의저평가여부-> 넘버링체계

(1) PER

PER은 주가/주당순이익의 비율로 해당 기업의 주식 1주가

만들어내는순이익 1원당주가가얼마로평가되는지를나타

낸다. PER가낮을수록주가가저평가되었다고판단할수있

다. PER은해당기업이속한산업별로다른특징을나타낸다.

23개 기업 간에 PER 수치를 비교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의

PER과 업종 비교군의 평균 PER을 비교하여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 다.

2) GICS기준에따른동일업종비교대상기업을업종비교군으로선정하 고,
업종 비교군의 재무적 수치 평균은 업종 비교군에 속한 기업들의 2010년
10월 24일 기준시가총액기준으로가종평균하 다.

업종비교균

기업1 기업1 기업1 기업1

시시가가총총액액기기준준
가가중중평평균균

ccff.. RROOTT 와와 업업이이익익률률은은33개개년년도도의의수수치치를를
가가중중평평균균하하여여계계산산한한값값을을이이용용

비비교교
해당기업 평균PER, EV/EBITDA

ROE, 업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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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분의해당종목의가중치비율로투자비율을결정하

다.

15개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연초 대비(2010.01.04.기

준) 주가수익률은 28.19%로 나타났다. 이는 KOSPI지수 상승률

13.55%, KOSPI200지수상승률12.93%를훨씬상회하는수치이

다.3) 이는탄소배출의관리척도를포트폴리오선정기준에포함

시키는경우, 그렇게구성한포트폴리오의수익률이시장의평균

수익률보다 2배이상의성과를거둘수있음을역사적으로보여

주고있다. 이사실을바탕으로탄소배출을관리하는것이곧높

은수익률을보장한다고결론내릴수는없다. 그러나탄소배출

관리기준을함께적용하여구성한포트폴리오가높은수익률과

상관관계를가질수있다는의미있는결론을내릴수있었다.

결결론론

포트폴리오의이러한결과는많은논문에서확인된바와일치

한다. Dowell, Hart and Yeung(DHY)의연구에의하면Tobin

‘q를비교해본결과미국제조업기업들의환경기준이실질자

산에대한주식시장가치의비율과연관되어있음을알수있었

다. King and Lennox의연구도또한낮은오염과높은재무적

성과가연관이있다는결론을내고있다. 이러한연구들은기업

의사회적비용과사적비용에관련한정보의노출과주가변동

사이의관계를보여준다. 즉외부효과로인해사회적비용이사적

비용보다큰기업들의경우그차이만큼자본시장에서페널티가

부과된다는것이다. 

또한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필리핀등의자본시장이어떤

기업의환경적성과에대해어떻게반응하는지를연구한결과,

좋은성과를보인케이스에서는주식시장가치가20% 상승했고

그렇지않은경우는5~15%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경

우도 환경법을 위반해 환경부의 Monthly Violation Report에

이름이 올라간 기업들의 경우 주가가 9.7%가량 하락하는 것을

볼수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논의의 한계점은, 탄소 성과와 기업의 재무적

성과사이에위와같은상관관계는관찰되나이것이인과관계인

지가불명확하다는점이다. 또한 SRI 펀드들이도덕기준에얽

매이지않는다른펀드들에비해항상저조한성과를낸다고주

장하는 Geczy 등의 학자도 있다. 금융에서 주로 이용되는

CAPM모델에따르면포트폴리오를구성할수있는전체집합이

줄어들게되면그포트폴리오는열등하게될수밖에없다는것

이다.

또한 SRI펀드가 시장 포트폴리오보다 좋은 수익률을 낸다는

것이타당하다고하더라도우리가구성한SRI펀드의구성을들

여다보면결국은가치주위주로편성되었기때문에SRI의성과

가SRI펀드투자전략자체에만있다고확언할수는없다.

하지만 우리가 설정한 탄소 기준에 의해 배제된 기업 중에는

당연히우리의포트폴리오에포함될만한좋은투자처임에도불

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불이행으로 제외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SRI 펀드는기존의우량주위주의포트폴리오와는구

별되는바람직한투자전략이될수있다.

게다가SRI투자전략은기업들에게사회적으로책임있고지속

가능한 경 전략(CSR)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된다는 점

에서큰의의를지닌다. SRI펀드가기업들에게이런유인이될

수있는이유는, 기업들이SRI펀드투자자들에게선택받기위해

사회적책임을잘이행할경우이것이그들에게자본비용이감

소되는결과를가져오기때문이다.

그런점에서, 우리가직접구성한SRI펀드결과에서확인하

듯이 SRI투자전략은 시장의 평균수익률을 상회하는 높은 수익

률을내면서도투자주체들이자신들의투자에대한윤리성을제

고하고, 보다바람직한사회를만드는데기여하는바람직한투

자전략이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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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들어어가가며며

2009년 한국정부는녹색성장 5개년계획발표로기업의친

환경성제고를촉구하 고, 2010년 11월국제표준화기구는기

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국제규범 ISO26000에환경이슈를

포함시켰다. 게다가 국내 친환경제품 시장의 규모도 점자 커

져, 기업들의친환경성제고유인이더욱커지고있다. 한편한

국 소비자들의 친환경소비 의식은 어떤가? 우리는 여러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소 아이러니한 결론에 마주쳤다. 한국

시민들의친환경소비의식과실제친환경제품구매행동사이

에는괴리가존재한다는것이다. 기업의친환경성에대한요구

가증대되는시점에서, 소비자들이친환경제품을구매하지않

는다면기업으로서는딜레마에빠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

그그린린유유동동층층 세세부부군군 별별 차차별별화화된된 마마케케팅팅 전전략략

그렇다면 한국소비자는 왜인식과 소비행동에 괴리가 있을

까? 우리는 환경에 관심과 호감을 보이는‘그린유동층’내의

각 소비자군 별로 친환경제품의 구매를 촉진 혹은 방해하는

요소가 다를 것이라 생각하 다. 실제로 이런 그린유동층 세

분화 시도는 국내외를 막론한 연구에서 다뤄져 왔는데, 일례

로Mediamark Research & Intelligence에서미국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성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에 무관심한

Ungreen 47%를 제외한‘그린유동층’내부에는 가격, 품질,

건강등각기다른조건이이들의친환경소비를결정짓고있

었다.

한국도비슷한상황으로보인다. 2010년제일기획의조사에

친친환환경경사사업업

기기업업의의친친환환경경마마케케팅팅과과전전략략적적친친환환경경CCSSRR
유지은, 전 광, 정현 , 조은애, 한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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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01.04.  기준 KOSPI지수는 1,696, KOSPI 200지수는 223.49이
고, 2010,11.24.  기준 KOSPI지수는 1,926, KOSPI 200지수는 252.38이었
다.  본문의상승률은순수익률형태로표시한것이다.



따르면국민의78.3%가친환경제품구매의사가있으나, 같은

해대한상공회의소조사에따르면소비자의 54.8%만이실제

친환경제품을즐겨구매한다고대답하여, 구매의사와실제구

매가차이가있음이증명되었다. 또한후자조사에따르면친

환경제품을 살 때 향을 주는 요소가‘자신과 가족의 건강

(83.2%)’, ‘환경개선캠페인동참(11.3%)’, ‘에너지비용절감

(4.7%)’순이었다. 반대로친환경제품을잘사지않게하는요

인으로는가격, 정보나접촉빈도의부족등이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그린유동층을 5개 세부군으로 분류하

고, 기업에게각소비자군별구매기준과특성을인지시켜친

환경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한국의 Ungreen(아예 환경에 관심이 없는 층)을 배제한

뒤, 나머지를 로하스, 웰빙, 이미지, 실리(가격), 그리고 잠재

층으로나누었다.

11..로로하하스스족족

로하스란 (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자신과가족의건강뿐아니라환경, 사회정의및지속가능한소

비등‘공동체적가치’에따라생활하는사람들의라이프스타일

이다.1) 로하스소비자는의식에따라행동으로실천하려는경향

이강해, 친환경제품에프리미엄을지불할의사를가장강하게갖

고있다. 따라서기업은기업및제품의친환경성을신뢰성있게

이들에게전달해야한다. 이를위해매스미디어를통한광고, 구

전이나오피니언리더, 환경전문지를통한프로모션등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채널을활용해야한다.2) 환경단체를통해기업활

동의공공적효익성을부각시키는것도신뢰성을부가시키는방

법이다.3)

로하스식마케팅과로하스족의지지로성공한기업은바디샵

의사례가대표적이다. 바디샵은친환경소재로만든목욕용품을

생산하는데그치지않고, 동물실험반대, 인권운동, 원주민이생

산한친환경원료구매등을널리알려유럽등선진국의로하스

족의지지를받으며성장했다. 다만앞의대한상공회의소의조사

에서‘환경개선 캠페인 동참’을 위해 친환경소비를 하는 군이

11.3%에그침을고려한다면, 국내로하스족의비중은아직미미

하다는점에주의해야한다. 

22..웰웰빙빙족족

친환경소비를즐겨하는한국소비자의 83.2%가‘자신과가족

의건강을위해’라고대답하 는데, 이로써우리사회에수년전

불어온웰빙열풍의여파가여전함을알수있다. 웰빙의의미는

여러가지로소개되어왔으나, 보통로하스족과구분하여웰빙족

은‘자신, 또는가족의건강과안전, 만족을위해소비를하는사

람’으로정의된다. 특히친환경소비자로서의웰빙족은환경그

자체보다는‘건강’, ‘안전’등에민감하다. 따라서이들을공략하

기위해건강, 안전과관련된이슈중이해하기쉬우며근래이슈

가되고있는요소를부각시키는것이좋다. 또한 대부분가격

기준보다는건강, 안전에도움이된다면구매하므로합리적수준

의가격프리미엄을적용하기용이한층이다.

마켓오의경우가대표적인웰빙마케팅상품이다. 가격은비교

적비싸지만ADHD, 아토피등주요건강문제를유발하는화학

물질을사용하지않았고, 인체에해가없는콩기름인쇄물과수

성코팅종이포장재를사용했다는점등을강조하여큰성공을

거두었다. 

33..이이미미지지족족

이미지족은‘친환경’이라는이슈를자기만족및자기과시를위

한‘이미지’로(Green as Image) 여기는 소비자 그룹이다. 이들

에게는‘친환경소비자=멋진소비자’라는메시지전달이필수적

이다. 2010년제일기획의조사에따르면, 일반대중은그린소비

자에 대해‘합리적인’, ‘트렌드를 아는’, ‘깐깐한’, ‘따분한’등

다양한이미지를함께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친

환경제품 소비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축소, 혹은긍정적인이미지로전환하는마케팅이필요

하다.

두번째로친환경제품에‘첨단제품’혹은‘명품’이라는이미지

를더하여, 이미지족의자기과시/시장선도욕구를자극, 실제구

매행위로이끌어야한다. 예를들어, 도요타의친환경자동차프

리우스의성공에는다음<그림1>의광고문구가크게작용하 다.

010/011SNUCSR NETWORK & WISH

[SNUCSR] 기업의친환경마케팅과전략적친환경 CSR Sustainability Review Vol. 13 [SNUCSR] 기업의친환경마케팅과전략적친환경 CSR Sustainability Review Vol. 13

<<그그림림11>> 도도요요타타 프프리리우우스스 지지면면광광고고

이광고문구는기존의친환경마케팅에자주등장하는녹색, 지

구, 환경등의키워드나제품의친환경성을강조하는대신, ‘다이

아몬드’를 통해 제품이‘최고급’하이브리드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미지’를효과적으로전달한다. 또한카메론디아즈, 해리슨포

드등유명연예인을등장시켜소비자들에게프리우스를타면친환

경운동에앞장서는오피니언리더의지위를부여받는다고느끼게

만들었다. CNW 마케팅 리서치 결과, 프리우스 구매자들이 차를

사는 이유 중‘나를 표현해주기 때문(57%)’가‘연비가 저렴해서

(36%)’등 다른 이유보다 높았던 것은 이미지족 마케팅의 성공을

증명한다. 

44.. 실실리리족족

실리족은 친환경제품 구매 시에 가격을 많이 고려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한국소비자 중 가격이 비싸도 친환경제품을 사겠다는

소비자가20%에불과하다는연구결과4) 를보면가격이여전히친

환경제품소비에높은장벽임을실감할수있다. 여태까지제안된

해결책은대부분기업들이신기술개발, 비용절감등으로친환경

제품을기존제품과동가에공급하는방안이었다.

그러나여기서그린유동층을세분화한다면기업은‘가격프리미

엄’을포기할필요가없어진다. 앞서소개한로하스족, 웰빙족, 이

미지족에게는높은가격판매, 즉‘그린프리미엄’이가능하고, 때

로는더욱유리했음을기억하는가? 그렇다면이들과가격을최우

선으로여기는실리족을구분하는것이기업으로서는최대의수익

을내는방안이다. 이중에어느쪽에더집중할것인지는, 각기업

별제품의특징및기업역량에따라달라질수있음을밝혀둔다.

친환경제품 가격 세분화 전략의 사례로 미국의 홀푸드마켓

(Whole Foods Market)과 동종업체인 선플라워(Sunflower

Farmers Markets)를보자. 홀푸드마켓은높은가격을유지하되,

유기농식품에대한철저한품질관리및농무부(USDN)의 인증,

질높은서비스로꾸준히성장하고있다. 반면선플라워는취급상

품수축소, 공급처와의직거래, 대량구매, 점포인테리어최소화

등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유기농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5)

두업체모두각각의소비자층을대상으로성공하고있음을보아,

로하스, 웰빙, 이미지, 실리족별로차별적인가격책정이중요함

을알수있다.

55.. 잠잠재재층층

마지막으로우리는앞의네소비자군외에구매기준이애매모호

하거나혼합되어있는‘잠재층’이있을것이라판단하 다. 그근

거로, 환경마크가부착된친환경제품을왜써보지않았냐는질문

에31.3%의응답자가‘판매하는곳을몰라서/판매처가적어서’라

고대답했다는점이있다. 판매하는곳을몰라서혹은판매처가적

어서라는이유는, 우리사회에친환경제품판매를위한정책적, 환

경적인프라가부족함을입증한다. 잠재층은친환경제품에의노

출빈도부족과같은상황적요인때문에친환경의식이‘개화’하

지않은층이다. 

따라서기업들은자사의친환경제품이소비자들에게자주눈에

띌수있도록판매대위치및제품홍보에신경써야한다. 친환경

제품정보를제공하고쉬운구매를돕기위한정부운 의‘녹색

제품종합정보망(greenproduct.go.kr)’에제품을게재하고, 유통

업계는현재전체매장의 50%만이준수하고있는친환경매장법

적면적및전담판매자제도에적극참여하는것이실질적인방안

이다. 그러나 잠재층의 경우, 기업들이 판매 효과를 보기에 가장

어려운그린유동층이므로기업보다는정부의제도적지원이우선

적이다.

1) 한국로하스협회(www.lohaskorea.or.kr)
2) 황금주, 마케팅, 제44권 3호, 2010, pp.48-54.
3) 윤성준, 광고연구, 제41호, 1998, pp.25-46.

5) LG Business Insight, 그린 마케팅이 떨쳐내야 할 5가지 유혹,
2010.01.29. pp.31-32.

4) Hyundai Research Institute, 녹색소비가 녹색성장의 원동력이다:일본
의녹색소비전략과시사점, VIP Report 2009.10.20.



결론적으로한국소비자는일부로하스족을제외하고는아직‘친

환경’보다건강, 이미지, 가격, 접근성, 편리성등다른구매가치에

향을받는다. 이러한점에서한국소비자들의친환경소비의식은

상대적으로‘낮은 수준’이며,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제품 소비로

직결되는확률이낮다. 이를입증하듯, 정헌배교수는저서『친환

경 마케팅』<그림2>에서 한국소비자 대다수가 강한 친환경소비습

관을지닌‘그린운동가’, ‘그린소비자’에비해, 자발적소비의식은

있으나 항상적인 친환경소비로 직결되지 않는‘초기그린소비자’

라고하 다.

<<그그림림22>> 우우리리나나라라 소소비비자자의의 친친환환경경 소소비비수수준준

기기업업의의 전전략략적적 친친환환경경 CCSSRR 방방안안

지금부터우리는기업이소비자의친환경소비의식을제고하는

CSR활동을벌여야함을역설하고자한다. 물론기업입장에서현

재의친환경소비수준에안주하고싶은유혹이클수는있다. 그러

나이래서는미래친환경제품시장의성장트렌드속에서도태되

고만다. 더큰미래수익을위해서기업들은소비자의식개혁활

동에 앞장서야 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높은 수준’의 친환경

소비 의식을 가진다면, 즉‘그린소비자’로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

진다면, 이는 곧자발적이고직접적인구매행위로이어질가능성

이더욱커지기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국가 정책 또한 기업이 소비자들의 친환경의식을

높여야 할이유다. 대표적인예로 EPR제도가있다. EPR이란 생

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약자로, 생산자 혹은 판매자가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재활용해야

하고, 미이수시재활용비용의 1.3배의부과금을부여한다. 이런

제도 하에서 기업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

상품의소비를늘리도록하거나, 기존 방식대로폐제품을버리는

대신기업에제품을반환하도록의식제고를할필요가생긴다. 

높은수준의친환경의식을제고하는방안으로‘친환경공익캠페

인’과‘그린인센티브제’를제안한다.

전전략략적적 친친환환경경CCSSRR 방방안안 11.. 친친환환경경 공공익익캠캠페페인인

필립코틀러의정의에따르면, 공익캠페인은‘특정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식을 환기시키는 CSR 활동’이다. 과거와

달리현재유수의한국기업들은자사의특수성, 강점과연계되는

친환경캠페인을전략적으로실행하고있다. 일례로, 삼성르노는

‘에코액션캠페인’이란공익캠페인을실시해자동차의탄소배

출측정, 친환경운전법강의, 친환경운전문화확산등의노력을

하고있다. 이는르노의주력제품/관련소비자와직접적으로연관

되면서도, 동시에기업이내부적으로축척한친환경지식을활용

할수있는전략적CSR의일환이다. 이는아직이러한전략적캠

페인활동이부족했던기업에게좋은귀감이된다.

그러나기업의전략적CSR 참여가늘어나는대신, 개별친환경

캠페인간의차별성이점차낮아지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1사

1하천정화운동’이대표적사례다. 물론이러한친환경CSR 활동

도나름의가치가있으나, 서로간의유사성때문에기업의투자비

용에비해시민들의참여도와의식제고효과가작을가능성이크

다.

친친환환경경의의식식과과 기기업업브브랜랜드드가가치치,, 두두 마마리리 토토끼끼 잡잡기기

따라서친환경의식제고효과가크고기업의친환경공익캠페인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각인되기 위해 보다 독창적인 공익캠페인이 필

요하다. 예를들어, 누구나하는하천정화활동에만그치지말고동

시에지역주민이그간원해왔던복지공간을하천근처에준설해주는

방안은어떤가? 이런식으로캠페인에‘인센티브’를더해효과를본

기업은웅진코웨이가대표적이다. 2010년 1사1하천운동성공사례

콘테스트최우수상에빛나는웅진코웨이는, 충남공주유구천수질

정화뿐아니라, 무농약친환경농법으로기른지역주민들의쌀을전

량수매하는인센티브를더했다. 이로써향후수질오염방지와친환

경농법권고라는교육효과를크게거두고, 주민들의큰호응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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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있다. 

더욱미래를내다보는기업이라면, 그간주목되지않았으나미래

에중요성이증대될환경이슈를캠페인아이템으로정할것을권고

한다. 생물다양성이나물부족문제가좋은예가된다. 27년전유한

킴벌리는미래의환경과숲의가치를예측하고환경캠페인을벌여,

현재까지도 친환경 사회활동을 가장 잘하는 기업을 묻는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6) 이것이 친환경의식 고취와 기업

브랜드가치고취를동시에거머쥐는‘전략적CSR’방안이다. 

전전략략적적 친친환환경경 CCSSRR방방안안 22.. 그그린린인인센센티티브브제제

그린인센티브제는 친환경 공익캠페인과 달리 소비자의 친환경

‘구매활동’자체에대해지속적인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 소비

자가반복적으로녹색구매‘행동’을먼저하게하여마침내친환

경의식과친환경소비의식을고취하는방안이다. 이는 소비자의

의식변화에미치는정도에따라수동적및능동적그린인센티브

제로나눌수있다. 

11)) 수수동동적적 그그린린인인센센티티브브제제 :: 그그린린마마일일리리지지제제

그린마일리지제는 친환경 상품 구매 시 소비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제도이다.  롯데백화점의경우, 2007년본점에친환경상

품매장에코숍(Eco-shop)을열고 1000원당 10포인트씩‘CO₂마

일리지’를 적립해주고, 1만 마일리지 이상은저탄소 친환경상품

으로교환및현금과동가로사용이가능하다. 소비자에게‘미래의

편익’을준다는점에서의식변화에미치는 향이느리지만, 알뜰

한소비자들을필두로친환경소비행동을고취시킬수있다. 그러

나아직대부분의국내기업들에게서의식고취와연관된그린마일

리지제는찾아보기어렵다. 따라서계열사간, 혹은타기업간의연

계를통해친환경제품구매시포인트를적립해주는제도가신설될

필요가있다.

22)) 능능동동적적 그그린린인인센센티티브브제제 :: 아아톰톰화화폐폐

이보다더친환경소비자의소비의식을더욱적극적이고색다르게일

깨우는방안이있다.  대표적인예가일본의‘아톰화폐’다.

<<그그림림33>> 아아톰톰화화폐폐

아톰 화폐는 일본 와세다 등지에서 2004년부터 통용되는 지역

화폐로, 지역, 환경, 국제, 교육이라는네가지원칙을지킨사람에

게부여된다. 예를들어, 쇼핑할때비닐봉지를재활용하는고객이

나, 본인젓가락을가져와식사하는손님에게주어진다. 소비자는

아톰화폐를지역내 180여개가맹점에서현금처럼쓸수있다. 이

제도로지역사회가맹점은수익이크게늘었으며, 고객들도자발

적이고재미있게친환경의식을함양하게되었다. 

이는 기업(가맹점)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합작으로 가능한 결과 다. 물론 지역화폐라는 제도는 광범위한

합의와오랜숙고가필요하므로, 이제도를직접권고하는것은아

니다. 그러나어떤기업이이와비슷한수준의창의적인그린인센

티브아이디어를먼저제시하고, 지자체, 시민단체와의연계를통

해실행할수만있다면, 그기업은시민들의친환경소비의식을제

고할뿐만아니라기업의브랜드가치가고취되는진정한전략적

CSR을달성할수있다.    

결결론론:: 기기업업과과 사사회회와와 환환경경의의 공공생생을을 위위해해

지금까지첫째, ‘낮은수준’의친환경소비의식상황하에서기업들

이친환경제품의판매를촉진하는마케팅방안을제시하 으며둘째,

기업들이소비자들의‘높은수준’의친환경소비의식을고취해야하

는근거및방안을제시하 다. 이로써우리는한국기업이‘친환경’

에 대한 국내외적 압력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친환경을 미

래수익의원천으로보고전략적 CSR차원에서대응하기를바린다.

마이클포터의주장대로, 기업은사회와더이상대립하는관계가아

니다. 기업은정부나시민단체등이제공하기어려운가격, 제품, 용

역 등의 유인들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풀뿌리 친환경

생활방식을 이끌 수 있는, 사회의 아군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인식하에친환경마케팅과친환경 CSR에적극적으로뛰어들길바

라며, 그것이소비자들에게도긍정적으로인식되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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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코노미세계, 2009.10. 참고로이조사에서 2위기업인삼성은 17.6%로
1위 유한킴벌리의압도적인우세를볼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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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회회공공헌헌활활동동 변변화화의의 필필요요성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공익의추구뿐만아니라,

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목적으로전략적으로접근해

야한다. 현재국내기업들도이러한시장상황을의식하고, 사

회공헌활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료에따르면한국기업이사회공헌활동을위해지출하는금

액은매출액대비2.83%로미국(0.12%), 일본(0.12%)과비교했

을때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1) 그러나설문조사결과에따르

면, 국내소비자들은기업들의이러한사회공헌에대한노력을

인식하지못하고있다.2) 이는현재국내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

경 ‘전략’으로보기힘들며, 따라서앞으로는지금보다더발

전된형태의사회공헌활동이필요함을말해주고있다.

선진국의선발기업에비교했을때, 국내기업의발전과정상,

사회공헌활동을바라보는의식과정교한경 시스템을발전시

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그동안국내기업이

거쳐온사회공헌활동의발전과정을현재, 과거미래를구분하

여참여자, 분야, 방식의변화를중점적으로파악할것이다. 이

를분석하여, 미래의사회공헌활동은폭넓은참여자확대의수

용및사회적이슈와분야의선정기준확립과함께체계적관

리가필요함을논의하고자한다.

사사회회공공헌헌활활동동

지지속속가가능능한한사사회회공공헌헌활활동동-- 국국내내기기업업을을위위한한제제언언
권기연 심수정 연지현 이지현 조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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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거거의의 사사회회공공헌헌활활동동
--기기업업가가의의 자자선선적적 사사회회공공헌헌활활동동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초기에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업인개인의 향력이절대적이었다. 일부성공한기업가들

의사회환원의지와준조세성격의각종부담금및성금과같

은단편적기부형태로사회공헌활동이시작되었다. 사회환원

에대한기업가의가치에기반하여, 현대의아산재단, 삼성의

호암재단 등 기업가의 호를 딴 기업재단이 만들어졌고, 이는

자연스레 기업가의 기부는 곧 기업의 기부로 인식되었다. 특

히교육에대한필요성이강조되던당시사회상황의특수성을

고려하여후학양성, 인재육성을위한장학사업중심의사회공

헌이 이루어졌다. 선경(SK)은 최승현 회장의 교육, 인재양성

에대한이념에따라1973년부터 30여 년간장학퀴즈를후원

했고, 삼양사는양 재단과수당재단을통해장학금과연구비

를지원했다.

기업이사회공헌활동을시작한것은매우의미있는일이다.

하지만 이 시기의 사회공헌활동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업가 개인의 역량과 도덕적 책임을 바탕으

로 한 단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졌고, 기업의 탈세, 비리와

같은사회의부정적인식에대응하기위한수동적반응에그

쳤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의 경 으로 인식하지 못하

여타기업의사회공헌활동모델을따르는등서로비슷한활

동에그쳤다는한계를보 다.

현현대대의의 사사회회공공헌헌활활동동
--참참여여자자,, 분분야야,, 방방식식의의 변변화화 관관점점
자선과교육차원에머물 던국내기업들의사회공헌활동은

80~90년대민주화와함께기업의사회책임론이대두되며변

화를맞게되었다. 기업이사회적책임을다할것을요구하는

목소리가높아짐에따라, 사회공헌활동이기업경 환경의중

요한요소로부각되었다. 이로인해, 사회공헌활동의참여자,

분야, 방식에있어전반적인변화가일어나게되었다.

11)) 참참여여자자,, 분분야야 :: 다다양양화화,, 로로벌벌화화

우선, 참여자의변화를보면다음과같다. 기업가개인주도

의 형태에서 벗어나, 기업조직원 전체의 참여로 발전하 다.

임직원들의 참여로 시작된 유한 킴벌리의‘우리국토 나무심

기’는대표적인사례이다. 이러한참여자의확산은꾸준히전

개되어, 현재는 일반 시민들과 고객의 참여를 도모하며 해당

기업과사회문제에대한일반시민들의관심을증가시키고있

다.

[시민들이참여하는기업사회공헌활동의대표적사례들]

사회공헌활동의분야역시과거에비해다양해지고있다. 전

반적인국민생활수준이향상됨에따라, 소외계층에만집중되

었던사회공헌활동이문화와예술분야로그경계를넓히고있

으며, 로벌 사회와 정보화 사회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도대응하고있다. 

22)) 방방식식 :: 기기업업 핵핵심심역역량량 반반 과과 한한계계

다음으로사회공헌활동방식의변화를살펴보기로한다. 관

광산업의 특성을 살린 아시아나 항공, 보험산업의 속성을 이1)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활동국내외추이와시사점」, 2008
2) 위의 , <기업의사회공헌에대한소비자인식>, 조금 하고있다 48%, 아주 조금하고있다 29%, 꽤 하고있다 17% 등

과거 현재 미래

비전략적방방식식 전략적 전략적관리

참참여여자자 기업가개인 기업구성원 시민, NGO,
정부와연계

분분야야 교육자선기부 다양화
로벌화

로벌화
선정기준

현대중공업기업 아시아나 라이나생명

·문화센터
지원(울산현
대예술관)

사회공헌사례

·세계문화
유산보호

·양천외국인
근로자센터
7개국언어
도서기부

·이주여성
치과치료
비용지원

기업특징 지역사회
착도중시 관광 생명의료

사회공헌분야 문화, 예술 로벌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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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이전략적으로대응할수있는이슈는한정되어있다. 따

라서 기업에 미치는 향력과 이슈의 현실성을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결정으로기업과관련성이높은이슈에집중해야한

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자사의 역량과 기대 효익에 대한

분석을바탕으로사회적이슈에대해주도적으로지속적인대

응을할수있다. 또한이슈의중요성과성질은계속변화함을

이미 언급하 다. 따라서, 주기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지

도수정등의과정을통해, 이슈매트릭스를지속적으로보완

해야한다. 이 때, 내부적논의외에도사회적이슈를관리하

여 이를 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시켜주는 공공이슈관리자와

같은외부인력을활용할수있다.

33)) 방방식식:: 이이슈슈관관리리곡곡선선을을 이이용용한한 선선견견 대대응응

현재까지의사회공헌활동은사회의중요이슈에대한반응으

로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이런수동적사회공헌활

동방식은큰효과를기대하기힘들것이다. 시간에따른이슈

의 중요성은, 대중에게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가장 높은 시점

을기준으로하락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앞서언급한‘선견’

이 중요해질 것이며, 그 이유와 대처방안을 이슈관리곡선을

통해자세히알아보고자한다.

이슈관리곡선이란, 이슈의 발전부터 기업에게 실질적인

향을미치는법률의실행단계까지총4단계로구분하여, 시간

에따른단계별강도와관리의중요성을나타내는개념이다.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이슈의 발전단계]5)

(1) 계획단계: 이해관계자의기대와기업의행동의Gap이사회적

이슈로발전

(2) 행동단계: 사회적이슈가공론화되며이해관계자뿐만아니라

정부의문제로확대

(3) 입법및규제행동단계: 문제의심각성이증대되며해결을위

한제도적방안을만드는단계로기업경 에서이슈의중요성증가

(4) 법률의실시단계: 이슈에대한기업의책임을실제로부과하

는법률의실시

이슈관리곡선에서가장주목해야할점은이슈가중요한문제로

부상하는시점이전에대응을해야한다는것이다. 이슈의주기가

진행될수록기업의대응은수동성을띄게되고, 문제해결에더많

은비용과어려움이따르게된다. 따라서이슈주기의초기단계에

서부터이해관계자의기대와기업행동의Gap을최소화하여기업

의자율재량권(이슈관리곡선)을확보해야한다. 또한, 앞서다룬이

슈의 우선순위 결정 매트릭스와 이슈관리곡선의 상관관계를 다룰

필요가있다. 이슈의우선순위결정매트릭스는시간에따른우선

순위변동에대한정보를제공해주지못한다. 따라서각이슈별로

이슈관리곡선을 통해서, 실제로는 가장 중요해지는 시점 이전에,

매트릭스내에서의중요도를올려미리대응하는방식이필요하다.

결결론론
본 연구에서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변화양상을 통해, 미래

환경에서의주도적인사회공헌활동을위한요소를제언하 다. 지

속가능한전략으로서사회공헌이다루어지기위해서는확대된참

여자인정부와의파트너쉽을기반으로한협업과더불어이슈관리,

지속적대응과같은전략적차원의관리가요구된다. 이를위해기

업은더욱신중하게사회공헌활동을계획하고경 환경에따라지

속적인대응을할수있는체계적인시스템을갖추어야할것이다.

또한, 기업이중요도를부여해야하는이슈는각각의산업, 기업의

특성에따라매우상이하다. 따라서기업은본연구에서제시된전

략적시각을바탕으로자사의역량과활동의 향력을고려하여최

대의효과를도출하는사회공헌활동을수행해야한다. 앞으로모든

기업들이 경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수행하기를기대해본다.

/01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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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라이나생명과같이기업들은점차자사의핵심역량활용

이라는 효과적인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

이기업은사회공헌전담부서를설치해기업의전문성을살린

분야의 활동을 전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

의 여지가 남아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성을 제고

하여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사회공헌활동은 일반적

인 기업의 체계적인 경 활동 내에서 행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지속가능한전략으로서접근

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대응 및 추진

할수있는경 시스템의발전이요구된다.

국국내내 기기업업의의 사사회회공공헌헌활활동동 발발전전방방향향

급속한 기술발전, 전지구적차원의 경쟁 도래, 산업간 경계

붕괴로 경 환경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추이

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러한 동태적 사회환경 하에서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선견

(foresight)’과‘지속적 대응’을 바탕으로 한, 미래환경 변화

에 대한 적극적 주도가 필요하다. 현재의 트렌드를 기반으로

하여안정적인경 환경에서기능하는예측(forecast)보다도,

선견은급변하는환경에기민하게반응하여전략적의사결정

을내리게하므로현시장상황에더욱적합하다. 또한이를바

탕으로상황에유연하게대처하는지속적대응을추구해야한

다.3)  이를바탕으로경 환경변화에따른사회공헌활동의참

여자, 분야, 방식의발전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11)) 참참여여자자 :: 정정부부와와의의 협협업업

사회공헌활동의 참여자는 현재의 기업 조직원과 일반시민

차원을넘어정부로까지확대될것이다. 기업주도의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관리에는 경제적, 환경적 제약이 존재한다. 따

라서사회공헌활동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보다근본적

인 제반 환경 조성이 절실하고, 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사회공헌활동이 기업만의 전유물이라는 사고에

서 벗어나, 기업과 정부는 사회적 책임이행이라는 공통된 목

표를추구하며서로의장점을극대화하는‘파트너쉽’체제를

구축하는것이필수적이다. 기업은핵심역량을활용하여전략

적차원의사회공헌활동을추구해야하고, 정부는사회공헌활

동 우대 법률, 정책 및 전담부서의 개설 등의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해야한다. 기업과정부의‘파트너쉽’을통해이루어진

사회공헌활동은 상방의 긍정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한다.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기업 향

력을 강화할 수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복지라는 근본적

인소임을다할수있는것이다. 실제로사회공헌활동선진국

인유럽에서는이미정부측에서사회공헌전담부서를마련하

여이러한지원을현실화하고있다.

22)) 분분야야 :: 이이슈슈의의 우우선선순순위위 결결정정 매매트트릭릭스스

‘선견’과‘지속적대응’의개념은사회공헌활동분야의선

정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한 분야나 이슈의 중요성이 시시각

각변화하기때문에, 단편적인분야의선택은큰효용을갖지

못하기때문이다. 현재까지의사회공헌활동이기업의특정관

심 분야에 집중되었다면, 앞으로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회적

이슈에 따른 분야의 선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

로 [이슈의우선순위결정매트릭스]를들수있다. 이매트릭

스는 구체적인 이슈를 제시해 주지는 않지만, 이슈의 우선순

위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기에 지속적인 대응

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가치가있다

[이슈의 우선순위 결정매트릭스]4)

SNUCSR NETWORK & WISH

3) 나준호, 「기업의미래선견력을높여라」, LG경제연구소, 2007 4) 송호근, 『사회중시경 』, 경문사, 2001, p.341. 5) 위의 책, 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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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속속경경 전전략략 리리서서치치

‘‘반반도도체체산산업업’’의의지지속속경경 사사례례분분석석-- 환환경경이이슈슈를를중중심심으으로로
반성희, 박서윤, 윤현철, 이상준, 조민현

연연구구 목목적적 및및 집집필필 의의도도
마이클포터는그의논문‘Strategy & Society’(2006)에서

‘전략적CSR’이라는개념을도입하 다. 간단히요약하자면,

‘전략적CSR’은사회적가치뿐만아니라기업에게수익과경

쟁력을가져다주는CSR 활동을의미한다. 마이클포터는더

나아가각기업의가치사슬안에는 CSR 이슈들이산재되어

있다고보았다. 그리고이러한이슈들을관리함으로써전략적

CSR을달성할수있다고보았다.

그런데이러한전략적CSR을수행하기위해서는하나의문

제점에부딪치게된다. 바로기업별혹은산업별로CSR 이슈

가다르다는점이다. 그리고 CSR 이슈가비슷하다하더라도

기업의 가치사슬에 따라 이슈의 중요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CSR 이슈와 가치사슬의 형태는 기업별, 산업별로 다르므로

그에맞는차별화된CSR 대응전략이필요하다. 따라서전략

적 CSR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가치사슬에 대한

이해가선행되어야하고추가적으로CSR 이슈에대한조사가

필요하다.

SNUCSR NETWORK는예전부터산업및기업별CSR 대

응전략에대해연구해왔다. 2009년겨울호(9호)에서는자동

차산업의CSR 전략에대해살펴본바있고, 2010년여름호

(12호)에서는 항만 산업의 지속경 전략을 기후변화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었다. 이번 호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지속

경 전략에대한사례를환경이슈를중심으로분석해보고

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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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도도체체 산산업업의의 특특징징

반도체산업은동산업이공유하는특징이매우강하게나

타나는 산업이다. 대표적인 특징 네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

과같다. 

첫째, 반도체산업은막대한초기자금이필요하고신기술

개발이 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향을 받는 산업이다. 반

도체제품은동일한크기에더큰효율을가지는상품이좋

은상품이다. 따라서미세한공정을수행할수있는생산기

반시설을위해초기자금이많이든다. 

또한 제품당수명주기가매우짧은편에속한다. ‘반도체

집적도는 18개월에 두 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에서

볼수있듯, 반도체상품은금방더뛰어난제품이생산되므

로, 이러한신제품개발경쟁에서뒤처지지않는것이기업

에게굉장히중요한문제라할수있다.

둘째, 기업간 경쟁에서 중심 전략은 원가 절감 전략이다.

반도체산업은첨단기술을사용한다는이미지때문에신상

품의프리미엄을얻는차별화전략을취한다고생각하기쉽

다. 하지만, 많은경우반도체기업의시장에서의생존여부

는 시장 선점효과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단가를

떨어뜨리는치열한원가절감경쟁력에달려있다. 따라서대

부분의CSR 이슈들은차별화전략보다는이러한원가절감

에대한것이다.

셋째, 반도체산업은제품을직접소비자에게판매하는산

업이아니라, 다른전자제품기업을주고객으로하는 B2B

산업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이미지를 변화시키

는마케팅보다는납품업체의규제나요건을만족시키는것

이보다중요한경쟁요소가된다. 

넷째, 반도체산업은다양한화학물질을다루는산업이다.

공정과정에서인체에유해한물질및환경오염을유발하는

물질이많이배출된다. 한예로과거반도체를생산하는데

에는오존층파괴물질인염화불화탄소를사용했다. 최근에

는이를과불화탄소로대체하 으나이물질또한기후?생

태계변화유발물질로알려져있다. 이러한점으로인해반

도체 기업의 경 활동은 RoHS, EICC 등 많은 국제 규제

및규범에 향을받는다.

본지에서는위와같은반도체산업의특징이잘드러나는

환경이슈를중심으로산업을분석해보고자한다.  

반반도도체체 산산업업의의 주주요요 환환경경이이슈슈

SNUCSR NETWORK는 반도체 산업의 주요 환경 이슈

로 1) 수자원 활용과 수질 오염, 2) 온실가스 저감 활동, 3)

폐기물 및 오염물질 처리 세 가지를 제시한다. 앞으로는

각이슈들의선정근거및이슈대응노력을설명하고이에

대한각이슈별Best practice를제시하도록하겠다. 

반반도도체체 산산업업의의 환환경경이이슈슈 별별 분분석석
11)) 수수자자원원 활활용용과과 수수질질 오오염염

앞서언급하 듯이반도체산업은첨단과학기술산업이라

는 이미지와 별개로 반도체 제품의 생산의 전 과정에서 관

리및감독하지않으면다량의환경오염물질을배출할수

있는산업이다. 특히반도체생산과정이다량의물을필요

로한다는점에서수자원관리및처리는상당히중요한비

중을 차지한다. 유해물질 사용 금지와 관련한 국제적 규제

중RoHS1) 는반도체를포함하는전기전자제품내에납, 수

은, 카드뮴, 크롬 등의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경우반도체공장의설립시에수질및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도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

연보전권역상의 공장 규제뿐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규제로공장부지활용에서도제한을받고있

다. 예를들어, 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처리시설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다. 따라서엄격한수질오염물질배출규제및수자원활

용관리는반도체산업의지속가능경 을위한필수적인요

소이다. 

정부는오염물질배출의엄격한규제를실시하고감독해

야 하지만 더 나아가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스스로 이러한

기본적인수준을넘어적극적이고선제적으로지속가능한

1)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 유해물질제
한지침) :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며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처분과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
의전기전자제품내사용을제한하고, 이러한 물질을덜유해한물질로대체
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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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시 말해 수질오염물질을 공

급선 및 제조 전 과정을 따라 원천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의

배출허용농도를관리하며배출량을현격히줄여나가는것

이다. 수자원에있어서도폐수의오염처리등을통하여지

하수 의존도를 낮춰가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즉, 수질 오염

물질은 end-of-pipe2) 수준에서 단순히 처리되는 것이 아

니라, 원부자재에 대한 심사와 절감 노력으로 공급 체인까

지 총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수자원 활용

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 수자원보존에초점을둔제조과

정 설계와 폐수를 처리하여 재활용, 효과적인 수자원 사용

관리경 시스템을도입해야한다. 기업은이를통해환경

규제에서발생하는비용및리스크를줄일수있으며, 이미

지제고함께환경에대한기업의책임과투자를다할수있

다.

우리나라하이닉스의이천사업장의경우수도권주민들

의식수원인팔당댐상류지역에위치하여다른업체들보다

엄격한관리기준을도입하여활용하고있다. 특히 2008년

수질오염물질의처리후배출농도를실시간으로측정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인 TMS(Tele-metering System)을 도입

하여수질오염물질의사전관리시스템을구축, 사전환경

성평가까지이루어지고있는수준이다. 

<<하하이이닉닉스스의의 수수질질오오염염 물물질질 배배출출량량 통통계계,, 단단위위 :: ttoonn>>

한편대만의반도체업체UMC는폐수처리및재활용에

있어서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기업이다. 이들의 수자

원, 지하수 자원 관리와 폐수의 재처리 후 활용, 그리고 효

율적인수자원사용시스템설계는2007년부터본격적으로

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UMC의 지속가능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업의 수자원 사용량은 2005년 10m2당 10.11

ton이었던것이 2009년에는 9.34 ton으로지속감소추세

를보이고있다.

<<UUMMCC의의 연연간간 물물 소소비비량량 소소비비량량>>

22)) 온온실실가가스스 저저감감 활활동동

최근 환경 분야의 화두는 다름 아닌 기후변화 이슈이다.

많은나라에서는온실가스저감활동을의무적으로규제하

자는 취지의 교토의정서를 맺고 UN에서는 온실가스를 저

감하기 위한 여러 규제를 제안하고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

다. 

<< 온온실실가가스스 별별 지지구구온온난난화화 지지수수((GGWWPP))>>

* 출처: IPCC 제2차평가보고서

반도체 산업에서 기후변화 이슈는 기업경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정

오염물질 2003 2004 2005 2006

COD 42 51 38 39
BOD 34 33 2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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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과불화탄소(PFCs:  Perfluorocarbons)가발생하

기때문이다. 과불화탄소 1g은이산화탄소 1g에비해몇천

배의온실효과가있다. 따라서과불화탄소에대한저감노력

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반도체산업에서는온실가스배출에대한엄격한규제가도

입되고있고이는기업활동의측면에서무시할수없는문

제가되었다.

SNUCSR NETWORK는 이러한 기후변화 이슈를 두 가

지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PFCs 및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

한시스템적인노력이있었는지그리고그로인한저감률은

어떠하 는지를 살펴 보았다. 또 CDP(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및 CDM(Carbon Disclosure

Project) 참여도및활동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살펴보았

다. 

먼저 CO2 배출 저감 노력을 살펴보면 하이닉스는 2008

년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PFCs의 자발적인 저감활

동을 펼쳤다. 이미 교토의정서 발효 전에 전세계 반도체업

체들과 1997년을기준으로2010년까지 10% 저감하기로자

발적협약을체결하 으며, 구체적인실행로드맵을마련하

여추진하 다.

2003년부터 온실가스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Remote Plasma라는 PFCs 전용 처리 설비를 도입하 으

며 각각의 가스에 맞는 최적화된 감축 시스템(abatement

system)을 도입하여 운 중에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PFCs가스중지구온난화지수가높은 C2F6을 C3F8로대

체하여온실가스배출량저감에성공하 다. 이러한노력의

결과로 2007년부터는온실가스배출량이점차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PFCs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가스개발을위하여연구하고있다. 

IBM 또한기후변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기술적측면

에서온실가스배출을저감하는것이중요하다고보고에너

지사용으로발생하는CO2와전자부문공정에서발생하는

PFCs저감에힘쓰고있다. 반도체산업에서는최초로PFCs

감축목표를 수립했으며, 2002년까지 1995년 대비 PFCs

배출량의10%를감축하겠다는내부목표를초과달성했다.

<<22000099년년 IIBBMM의의 온온실실가가스스 저저감감활활동동내내역역>>

이러한 직접적인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

련하여각기업의새로운사업기회창출노력을알아보기위해

CDM 과 CDP 대응 노력을 살펴보겠다. 삼성전자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한국 지속가능경 회와 에너지관

리공단에서지원한CO2 배출권모의거래시범사업에참여하

다. 2003년 6월부터 2004년 2월까지는에너지관리공단에

서주관하는‘국가온실가스저감실적평가및인증체계' 시범

사업에참여하여기후변화협약관리시스템을이해하는기회

를갖는등지구온난화방지에선행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

다.

33)) 폐폐기기물물 및및 오오염염물물질질 처처리리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수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처리과정이 중요하다. 폐기물은 오염물질의 중 하

나로, 재활용이나 재사용 되지 않는 부분은 소각되거나 매립

된다. 이과정에서환경문제를일으킬수있으며, 폐기물은그

자체로비효율을의미한다. 이에따라폐기량배출감소에대

한사회적규제가강화되고있다.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WEEE는 EU가 제정한 국제 법규

로서폐전기, 전자제품의일정재활용률의달성과이에대한

정보공개를의무화하고있으며, 재생비율기준을만족시키기

위한제품설계에대해서도규제하고있다. 또한폐기물은기

업 가치 사슬의 생산 단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기업의

2) end-of-pipe : 파이프 끝 단의 배출구를 말한다. 즉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원천적인 저감노력이 아닌 발생한 오염물질을 최종 말단에서
처리하는개념이다.

온실가스 지구온난화지수(GWP)

이산화탄소 1

메탄 21

아산화질소 310

수소불화탄소 150~11,700

과불화탄소(PFCs) 6,500~9,200

6불화황 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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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와 접한관련이있다. 그리고폐기물배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관리비용을줄일수있으며재활용을통

해서원가를절감시킬수있기때문에산업내경쟁우위

에도긍정적인 향을미친다. 즉, 폐기물최소화와자원

의재활용에대한노력은사회적이슈에대응하는청정생

산의첫걸음이자기업의원가절감과폐기물처리비용의

감소를통한전략적인사회적책임이행을가능하게한다. 

폐기물배출에대한관리수준은세가지로나눌수있는

데, end-of-pipe 관리수준과공급사슬의관리수준, 그

리고공급원에대한관리수준이다. 우선 end-of-pipe 관

리 수준에서는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이나 재사용

비율을통해측정될수있다. 즉 제품재사용과폐자재의

재활용비율을높이고매립과소각되는비중을낮춰야한

다. 두 번째로공급사슬의관리수준은생산과정전반에

서발생한폐기물의양을줄이기위해개발한기술이나전

용회수시스템이나등전사적차원의관리를의미하는데,

이를위해서는총체적인환경시스템에대한투자가요구

된다. 즉, 이수준에서는매출액대비환경시스템에대한

투자 정도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선의

관리는협력사에대한자체평가기준을통해원·부자재

의스크린과폐기물을절감하는노력을하는것을의미한

다. 이는상위나하위플랫폼이나폐기물처리업체에대

한 환경적 가이드라인의 존재 여부를 통해 평가할 수 있

다. 

IBM은폐기물처리와관련된사회적책임을자체처리

시스템의구축, 공급업체와의협력, 그리고사회공헌을통

해서 이행하고 있다. IBM의 Product End-of-life

Management(PELM) 활동은 1989년 유럽에서 시작할

폐기물처리프로그램이다. 이는폐기물의소각과매립비

율을 3% 이하로줄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현재는

전세계적차원에서실시되고있다. 이를통해2009년제

조된IT 부품들중61.5%에해당하는41,400 톤이재활용

이나재사용공정을거치게되었으며, 실제매립과소각에

의해 처리된 폐기물은 0.5%에 지나지 않았고, 95.8%를

재사용하거나재활용하는성과를거두었다.

<<22000099년년 IIBBMM의의 폐폐기기물물 재재활활용용 및및 처처리리현현황황>>

폐기물의처리과정뿐만아니라공급사슬부분에서의폐기

물과쓰레기배출에대한엄격한관리를시행하고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패키징 과정에서의 쓰레기 발생량 감축이다.

IBM은패키징과정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최소화하기위해

환경적패키징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 이를협력사들에게도

적용하 다. 이프로그램을통해IBM과소비자들이패키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생산 과정에서도 재활용 비율

증가시켰다. 결과적으로 환경적 편익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2009년에는패키징팀에서1,346 metric tons의원재료를절

약했으며, 이는 9.3 백만달러의비용절감효과와함께운송

비도 절감하 다. 이 같은 과정들은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통

해서 이루어졌는데, IBM은 패키징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공

급 사슬 부분에서도 여러 협력업체에게 환경 평가 시스템을

엄격하게적용하 다.

또한사회적책임과도연계하여PC수거와재활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즉 PC를수거하여낙후지역에보급하거나재

사용이어려운PC들의경우에는재활용을하고있다. 이같은

재활용 정책은 폐기물의 관리를 정량적 수준에서 나아가 그

방향성까지 고려한 활동이다. 즉 폐자재에 대한 처리를 단순

히사회에대한위험관리수준이아니라사업과연계시킨새

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수준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의미

한다. 

전전략략적적인인 환환경경경경 시시스스템템의의 필필요요성성

최근EU를중심으로시작된RoHS, REACH, EuP 등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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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환경규제와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여러 환경규제들은 앞에

서살펴본온실가스저감활동, 폐기물처리활동, 수질관리등

기업의환경이슈관리에구체적인개선을요구하고있다. 반도

체기업들은이러한위기를기존의대응방식인‘오염물질처

리’라는낮은수준에서벗어나환경성과경제성의조화를이

끌어내는‘전사적환경경 시스템구축’이라는적극적인방

식으로대응해야한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IBM의ECP 프로그램 (Environmentally

Conscious Product Program)은다른업체들이환경경 시스템

을구축하는과정에서참고할만한모범적인사례라고할수

있다. ECP프로그램은설계단계에서폐기까지제품의전과

정에초점을맞춘능동적인LCA3) 라고평가받고있다. 특히

ECP 프로그램은 IBM의공정및제품개발을위한전략적도

구인 통합제품개발(IPD: Integrated Product Development)

과 연계하여 수행된다는 점에서 IBM의 경 전략 속에 녹아

든환경경 시스템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IIBBMM의의 통통합합제제품품개개발발프프로로세세스스>>4)

반도체기업에게환경경 은경쟁우위확보를위한필수요

소이자 기회가 되었다. 특히 국내기업들은 각종 환경 규제가

세계화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동종업계, 협회 등과 연계

하여 새로운 정책과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공동으로 대응하

는등능동적인방식으로접근해야한다. 또한이제규모보다

는방향성에대해고민하고그결과를실천함으로써효율적이

고전략적인환경경 시스템을갖추어경쟁력을확보해야할

것이다.

RReeffeerreennccee

박종복, 반도체산업의친환경시스템구축방안연구, 2009

이철, 한국반도체산업의국제경쟁력분석및산업클러스터

발전전략, 2004

조정국, 반도체산업의기후변화대응전략, 2001

삼성전자2009 지속가능보고서

하이닉스2009 지속가능보고서

IBM Environmental Report 2009

3) LCA(Life Cycle Assessment) : 제품 및 시스템의 전 과정 즉 원료채
취, 가공, 제조, 수송 등에거쳐소모되고발생되는물질, 에너지, 배출물질의
양을산출하여제품및시스템의환경성을정량적으로평가하는기법
4) Augustine J. and Aspinwall P., 1999, IBMⓇ’s Approach to
Reengineering, Business Process Engineering: advancing the state
of the art, pp. 335-375.



024/025SNUCSR NETWORK & WISH

지의문이들게된다. 응답기업들의CSR 활동형태를보면종

업원근로조건향상이 15.7%로 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으며

그뒤를이어성실한조세납부등법적의무이행(15.4%),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책임이행(12.8%) 등의 활동 형태를 보 다고

한다. 그러나이러한활동들은어디까지나소극적의미에서의

CSR일뿐 로벌라운드에발맞춰나갈수준으로는다소부족

한감이든다.

중소기업청이실시한위의설문조사를통해우리는‘중소기

업의대다수는CSR을실행하고있지않거나혹은올바로실행

하고있지않으며, 따라서 ISO 26000 등다가올 로벌라운

드에대응하기위한적극적대책마련을강구해야한다.’라는

결론을이끌어낼수있다. 그렇다면그대책은어떠한방향에

서수립되어야하는가? 

그것은바로시간및예산부족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의설문

조사에따르면CSR의제약요인으로중소기업들은시간및예

산부족(33.3%), 경 도입 정보부족(19.1%), CSR 효과에 대한

의문(15.4%), CEO 의지부족(11.7%), CSR 관련법제도및정

부지원부족(8.5%) 등을꼽았다고한다. 중소기업의CSR 활성

화를도모하기위해서는우선그와관련된시간및예산확보

가우선되어야할것이다.

상상생생펀펀드드란란

상생펀드란자금이부족한관련업체의경 및성장을지원

하기위해대기업과은행이사모펀드를조성하여시장가격보

다낮은이자로자금을빌려주는것이다. 

상생펀드는사회적요구나정부정책, 경제위기등에의해선

도부문(대기업)과취약부문(중소기업)이함께성장하여위기를

이겨내자는 상생의 시장 경제가 요구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

업의공정거래를위한상생협약과함께시장의중소기업지원

책으로부각되고있다.

(1) 대기업이 은행에 대상 중소기업 명단을 제공하며 시장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상생펀드 계좌에 자금을 예치해둔다.

대기업의예금액에은행이추가로제공하는자금으로상생펀

드자금을조성한다.

(2) 대상이되는기업중자금이필요한중소기업이상생펀

드를개설한은행에자금지원신청을한다. 

(3) 은행이자체적으로심사하여우량중소기업은대출해주

고일반기업인경우보증서를요청한후보증서발급시대출

한다.

CCSSRR상상생생펀펀드드란란

중소기업의 CSR 활동을위해상생펀드를운 하여 CSR을

확대할수있는방안및상생펀드의요소들을강화한것이다.

중소기업이CSR 활동을못하는이유로자금부족이크므로

상생펀드를통한자금지원은중소기업에게큰도움이될수

있을것이다. 이러한자금지원을통해중소기업이환경을보

호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ISO26000과 같은 국제 표준의

인증을 받는다면,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

다. 기존의상생펀드와달리CSR상생펀드가제대로운 되기

위해서는올바른절차나제도가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CSR 상생펀드는 대기업이 투자한 자금을

중소기업에대출하여중소기업의CSR을활발히유도하는것

과동시에, 중소기업들이 CSR 활동을하려는인센티브를제

공하고, 심사및보고에여러가지조건들을부과하여CSR 펀

드로운 되는대출자금의올바른방향성을잡아주는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은행-중소기업으로 이어

지는 기존의 상생펀드 형태와 달리, 정부와 중소기업청의 관

여를통한심사, 규제, 혜택등이이루어져야한다.

대출받은 펀드 자금을 CSR 활동을 위해 사용하게 하려면

중소기업, 대기업, 은행을위한몇가지장치가필요하다.

첫째로상생펀드의일부자금을CSR 관련기금으로사용하

도록 지정한다. 기업이 펀드 조성에 투자하는 모든 자금이

CSR을위한자금이아니라, 이는상생을위한자금이라는것

이다. 그 중 일부(예를 들어, 1000억원의 1%) 정도는 CSR을

하고자하는중소기업을위한대출금으로유보시켜둔다는의

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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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SRR 상상생생펀펀드드

중중소소기기업업의의CCSSRR 활활동동을을강강화화하하기기위위한한CCSSRR 상상생생펀펀드드운운 방방안안
정광호, 문경국, 이상준, 정현 , 권현진

중중소소기기업업CCSSRR 아아이이디디어어 공공모모전전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와 AIESEC에서 주

관하는 중소기업 CSR 실천사례 아이디어 공모전이

10.09.13~10.10.29까지 진행되었다. 공모전의주제는기업의

녹색경 , 친환경공급망, 노사부문전략적 CSR활동등과같

은CSR 경 실천사례나상생협력, 국제표준및법제화, 중소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SNUCSR NETWORK에서는당공모전에참가하기위해5명

이팀을구성하 다. 중소기업이 CSR을하지못하고있는이

유를분석해본결과, 자금부족이라는점을들수있었다. 이에

‘중소기업 CSR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CSR 상생펀드 운 방

안’이라는아이디어로당공모전에참가하 다. 이번공모전에

‘대상작’은없었지만, 팀은 위주제로사실상 1등인우수상을

차지 하 으며, 10.12.03일 COEX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

최된중소기업CSR 포럼에서아이디어발표를 진행하 다.

중중소소기기업업 CCSSRR의의 현현실실

중소기업청은2008년 10월부터12월까지두달간국내중소

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CSR 이행실태를 조사하 다고 한

다. 그리고그설문결과에따르면전체응답기업중 75.2%가

CSR을인지하고있었으나실제로기업경 에 CSR를추진하

고있는기업은38%에그쳤다고한다. 마찬가지로ISO 26000

의인지여부를묻는설문에대해서는전체응답기업중62.1%

가‘모르고있다.’라고답해‘알고있다(25.7%)’보다약2.5배

높은응답비율을보 다고한다. 게다가설문내역을세부적으

로살펴보면중소기업들이과연CSR을온전히이해하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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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교육훈련 및 자기계발)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의

CSR 활동에대한성과를담은사후보고서는대출금의활용이

CSR에부합하는지및효율적으로사용하 는지에대한심사

가이루어져야한다. 또한이후정부의중소기업지원을위한

보고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세금감

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연간 단위로 발간하여야

할것이다.

* 사업계획수정이불가피한경우, 대출받은예산내에서새

로운사업계획서를중소기업청에제출하면, CSR 관련성등적

합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승인을

받지못하는경우대기업은대출자금을회수할수있다.

⑤중소기업청→정부: 중소기업의 CSR 활동에대한성과보

고서를 받은 중소기업청은 성과보고서의 범주에 따라 지역사

회(사회공헌활동), 환경(유해화학물질저감), 임직원(임직원교

육훈련및자기계발) 요소의적합성과대출금용도의효율성에

관한Check List를만들어평가한이후중소기업에대한정부

지원을신청한다.

⑥ 정부→중소기업청: 정부는중소기업청에서보고받은자

료를토대로, 중소기업의CSR 활동결과에따라세금감면규

제를통한중소기업 CSR 활동강화유인을제공한다. 정부의

중소기업에대한지원은대출원금에대하여정부가대신상환

에 주는 방법과, 대출이자를 상환하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방

법, 중소기업의 과세표준대상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의 방법이

있다. 그중과세표준에대한세율인하방법의적절성에관한

설명은다음과같다.

세세금금감감면면의의 정정책책적적 효효과과

정부는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중소기

업이CSR을수행하는데적절한유인을제공하는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중소기업의입장에서도법인세가많은부담이되고

있기때문에, 법인세를감면한다는것은중소기업의입장에서

도반가운이야기일것이다. 

현재 조세특례법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의

15%, 생산성향상 시설투자로 공정개선, 자동화를 이룰 경우

7% 만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조세특례법처럼 중

소기업이일정한기준을달성하면법인세를감면해주는것처

럼, 경쟁력있는 CSR을달성하 을경우, 향후몇년간산출

세액을 감면해 주거나 법인세율을 낮추어 주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순수익및현금보유액을높여주는방안이될수

있기때문에, 중소기업이 CSR 자금을대출받는데적절한유

인책이될수있으며, 이를통해중소기업의CSR 활동을장려

할수있을것이다. 결국, 세금감면만이상생펀드의취지와정

책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에게 가장 적절한 유인

을제공해줄수있다.

CCSSRR상상생생펀펀드드 기기본본모모델델의의 한한계계

기본모델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상생펀드를 CSR에 적용

할수있도록수정,보완한 모델이다. 그러나기본모델은 다음

과같은측면에서여전히한계를가지고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상생펀드는‘은행’의 수익을 보장하

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대-중소기업간상생펀드에서펀드

를 운 하려고 하는 예산 금액에 맞추어 대기업의 투자금에

은행은 추가로 나머지 투자금을 조성하여 펀드를 운 한다.

대기업의지원금에낮은이자(시중금리보다1.7%~1.9%)를지

급하는 대신, 중소기업으로부터도 낮은 이자를 지급 받는다.

즉, 은행은상생펀드의직접적수혜자이자주체인대기업-중

소기업과는 분리된 금융기관으로서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는

매개체일뿐이다. 은행은실제적인펀드를운 하면서가지는

Risk에대한수익을얻지못하고있다는문제점이있다. 

상생펀드의구성주체중하나라도 (여기서‘은행’) 상생펀드

를 운용할 경제적인 유인을 가지지 못한다면, 상생펀드는 외

부적압력에의해서운용되고있는것이다. 실제로현재상생

펀드는‘대-중소기업간상생협력’이라는정부와여론의압력

에의해실행되고있는성격이강하며, 그실효성에대한의문

과 비판도 적지 않다. 상생펀드가 효과적인 상생협력의 방안

으로서장기적으로지속되기위해서는제도에참여하는모든

주체 (대기업, 중소기업, 은행 등)가 상생펀드라는 제도를 운

용함으로써얻을수있는인센티브를보장받는것이필수적인

만큼, 은행의미약한수익구조는간과할수없는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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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CSR에 관련된 부분은 심사 과정이나 대상 선정에

대기업과함께중소기업청이나정부가관여해야한다. CSR

사업의경우는국제협약이나정부의규제같은정책의 향

을크게받으므로공공기관의개입이있는편이유리할수있

다. 또한 현재 상생펀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심사기관에

대해대기업의상생협약, 상생펀드등에대한자료제출이잘

안되고있는상황이다. 정부나중소기업청이직접펀드대출

과정에참여하게되면자료수집이나결과분석, 앞으로의정

책마련방향결정에도유리할것이다. 

셋째로 기존의 상생펀드들은 대기업의 생색내기라는 평을

듣고있는경우가많고그런경우들은은행의자금지원, 이자

감면과정부의세금혜택등에의존하고있는형편이다. 이러

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펀드지원을 통한 CSR 활동의

결과를관련주체들모두가누리도록하면자발적이고실제적

인활동을하게될것이다. 

CCSSRR상상생생펀펀드드의의 구구조조

상생펀드의모형에서중소기업청과정부를가미하여수정한

CSR 상생펀드의구조는다음과같다.

① 중소기업→중소기업청: CSR 관련 자금 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 사전신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등

중소기업청에서 요구하는 재무정보를 공개해야하며, 사업계

획서에는 투자목적, 투자일정, 소요예산, 예상 수익 및 근거,

투자요청금액및사용처를명시해야한다.

② 중소기업청→대기업: 중소기업청과 대기업은 공동으로

만든 심사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이 하고자 하는 CSR 산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펀드 자금 대출을 위한 공동심사기준을

중소기업청과대기업이미리공동심사기준을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방안과대응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그심사기준으로는‘중소기업의CSR 활동이해당대기업의

공급사슬에중대한 향을끼쳐대기업의생산제품이나서비

스의 경쟁우위를 가져다 주는지’, ‘또한 중소기업의 CSR 활

동이중소기업의역량을강화시켜Market Power를가질수

있는지’, 이를 통해‘환경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점이 있

는지’에대한평가등이있을수있을것이다. 이때중소기업

청은CSR 대출금을신청한중소기업과대기업이투자한펀드

대출금과연결하는작업도수행하여야한다. 중소기업의특성

및관련된대기업, 즉, 대기업의 1차, 2차, 3차협력체임을고

려하여, 은행에서대기업이운용하는펀드와매칭하는데반

한다.

그리고 CSR 자금을대출해주는대기업은중소기업의 CSR

사업계획이타당하지않다는합당한근거를들어중소기업청

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때중소기업청또한재심사를

시행하여야한다.

③ 대기업과 은행→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청의 공동

심사기준에따라중소기업에CSR 활동을위한자금지원이합

의되면, 대기업이 펀드를 조성한 은행을 통해 대상 중소기업

에대한대출자금지원이이루어진다. 중소기업의 CSR 활동

은 R&D나 HR, Marketing과 같이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

지 않아, 수익성을 향상시키는데 공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아직까지 CSR 활동을위한대출금에대해서

는 원금 상환이나 이자를 지급받는데 Risk가 높아 은행들이

기피하는현상이나타날수도있다. 그렇기에중소기업 CSR

자금대출을기피하려는은행을대상으로중소기업청이중소

기업에대한신용보증을할필요성이있다.

④ 중소기업→중소기업청: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사전에

제출한사업계획서에따라자금을CSR 활동에효율적으로사

용해야한다. 중소기업의CSR 활동을평가및감시하기위해

중소기업은 성과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나 CSR 활동 결과서

등)를중소기업청에제출하여야한다. 성과보고서의범주에는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 환경 (유해화학물질 저감),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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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SRR상상생생펀펀드드 심심화화모모델델

그러나기존의상생펀드에우리가제안하는 CSR 상생펀드

를가미시키면서도 은행의수익역시보장하는방안을마련

할수있다. 우리가제안하는CSR 상생펀드에서, 대기업의투

자자금(예금예치)에서일정부분은중소기업의 CSR에대해서

만투자될수있도록쿼터가정해진다. 따라서대기업의투자

자금은일반투자자금과CSR 투자자금으로나누어진다. 일반

투자자금(전체투자자금-일정비율의CSR 투자자금)에대해서

는기존방식에서별다른수정을가하지않고기존과같은방

식으로이자를적용하는수익관계를유지한다. 

한편, CSR 투자자금에대해서는은행은대기업에게이자를

지급하지 않되, 중소기업으로부터는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수익을창출할수있다. 이는은행의수익을보장하면서도동

시에은행이CSR 상생펀드를활발하게운용하도록하는유인

또한될수있다. 

CCSSRR 상상생생펀펀드드로로 인인한한 기기대대효효과과

CSR 상생펀드는저금리로 CSR 자금을공급함으로써중소

기업의 자금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세

금감면혜택역시받을수있다. 그리고중소기업은CSR에대

한사회적요구에부응을하게되고따라서중소기업의시장

이미지및경쟁력이제고된다. 또한CSR에대한국제적납품

기준(ISO26000)을 만족시키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국제시

장진출과 수출이 용이해진다. CSR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있으므로대기업은그들자체의 CSR 뿐만아니라,

자재의 공급원인 납품업체(중소기업) 선정에 있어서도 CSR

부문에비중을두고고려하게된다. 따라서CSR 부문에있어

중소기업의역량을강화하는대기업에대한장기적인납품과

매출의증가를보장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ISO26000기준에 부합하는 자

재를공급받아생산및판매하게된다. 이것은곧CSR의중요

성이강조되고있는국제시장에서기업경쟁력을제고하고시

장우위를선점할수있는기회가된다. CSR 활동은장기적으

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되고, 따라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우수한 품질의 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

을수있다. 

중소기업청은 CSR 상생펀드의 실질적인 총괄을 담당함으

로써중소기업의이해를더잘대변할수있다. CSR 상생펀드

가중소기업의이해와는무관한기타다른기관에의해총괄

수행된다면, CSR 상생펀드는비록그것이대-중소기업의상

생협력의 일환이라 할지라도,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

속관계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

주로작동될가능성이있다. 그러나 CSR 상생펀드의핵심에

중소기업청이관여하게되면, 중소기업과대기업의이해관계

에객관적인균형의달성을가능하게할수있다. 

은행은 기존의 상생펀드에 비해, 시장금리보다는 낮더라도

은행의수익이보장된다. 중소기업의CSR을지원함으로써은

행역시간접적CSR을수행하게되므로, CSR에대한사회적

요구에일정부분부응할수있다. 

앞으로기업들은 CSR을통해환경과지역사회, 인권,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가

능한성장의원동력이되며, 전략적으로 CSR 경 전략을실

천한기업은앞으로오랫동안존속하게될것이다. 굴지의대

기업이성장을이루기위해서는그원동력이되는중소기업들

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하여CSR 상생펀드가하나의방법이되

었으면한다.

[SNUCSR] 중소기업의 CSR 활동을강화하기위한 CSR 상생펀드운 방안 [WISH] 에코디자인, StoryTelling을 시작하다Sustainability Review Vol. 13 Sustainability Review Vol. 13

[[기기획획특특집집]] WWIISSHH IInnttrroo

에에코코디디자자인인에에코코디디자자인인,,,,
SSttoorryyTTeelllliinnggSSttoorryyTTeelllliinngg을을을을 시시작작하하다다시시작작하하다다

현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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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에코디자인, StoryTelling을 시작하다 Sustainability Review Vol. 13 [WISH] 에코디자인, StoryTelling을 시작하다 Sustainability Review Vol. 13

에에코코백백을을 아아시시나나요요??

에코백의시초는 국디자이너아냐힌드마치가자신의천

가방에‘I’m not a Plastic Bag’이란문구를새겨출시한것

으로여겨진다. ‘에코백’이라고이름을붙여진이값싼가방

은헐리우드스타등에게사용되면서명성을얻었고, 전세계

의 패션 브랜드에서는 앞다투어 에코백이라는 이름을 단 제

품을출시하기시작했다. 

RREEssiiggnn 이이슈슈

이탈리아의디자인그룹인Design 2.0 은재활용디자인을RE-

design, ‘REsign’이라하고, 폐기물을활용한디자인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있다. REsign 제품들은대개폐기물원자재의특성이그

대로드러나소비자들에게독특한디자인제품을제공하고버려질

수있는물건을재사용한다는감각적인만족감도제공한다.

에에코코디디자자인인이이란란??
‘에코디자인’은 단순히 제품의 메시지나 겉모습뿐만 아니

라, 제품탄생의기본단계인재료선택과디자인단계에서부

터환경에미치는악 향을줄이고, 폐기단계에서도최대한

환경에가하는손상을막을수있도록디자인하는것을말한

다.

폐폐 유유리리병병 테테이이블블 __ VVEETTRRAAZZZZOO,, UUSS

Vetrazzo는폐유리병으로싱크대나테이블상판을제작하

는 회사로 리츠칼튼호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등에 제품을

공급할 정도로 고급화에 성공하 다. 친환경 원칙은 제품의

제작부터 파기의 전 과정에서 적용된다. 제품원료의 85%를

차지하는유리는모두재활용된것이며, 유리를녹이지않고

깨뜨려재활용하기때문에에너지절감은물론탄소배출까지

감량한다. 또한Vetrazzo 제품의사용은건물이 leed 인증을

받는데포인트를제공할수있다. 

컬러별로구분된제품들에는저마다스토리가붙여지고, 제

품이어떤병을원료로해서만들어지는지소개된다. 예를들

어chivalry blue 제품의경우, 사랑에빠진기사를떠올리게

하는색이며, 그래서이색깔은당신과같은옳은일을하는

사람에게 어울린다는 스토리 텔링을 제공하고, 청량음료 병

을주원료로만들어진다는사실을알려준다. 제품구매후엔

어디서나온병으로재활용했는지증명서를발급하여감성과

스토리텔링, 그리고환경적인식에기반한재활용소비를효

과적으로권장하고있다.

재재생생신신문문연연필필((펭펭귄귄)) __ 공공장장

지구온난화로설자리가사라지고있는펭귄들을기억하기위

한재생신문연필. 공장은제품의환경성을자체진단하는에코

리스트에 따라 제품생산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가까인 디자인

을추구하며, 디자인 역안에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한다.

AA55 WWEEEEKKLLYY EECCOO __ 이이든든디디자자인인
재생지로만들어가볍고편안한질감의스케쥴러. 넓고효율

적인 노트공간배치로 더욱 편리하다. 이든디자인은 자연과 사
람의조화, 기업의공익성을실현하고자한다. 이든의지류제품
수익의2%는서울그린트러스트를통해나무를심는데쓰인다.

천천연연아아마마씨씨 쿨쿨링링안안대대 __ 페페어어트트레레이이드드코코리리아아 그그루루
귀여운강아지와고양이모양의안대는쓰고남은자투리천으

로만들었으며, 천연네팔아마씨가들어있어눈이시원해진다. 이
제품은 네팔의 페어트레이드 단체 마하구띠를 통해 생산되었으
며, 수익의 40%가 불우한여성과아이들을위한쉼터인아쉬람
으로전해진다. 그루는국내최초의공정무역패션브랜드이다.

재재활활용용 핸핸드드백백 __ EEccooiisstt,, UUSS
미국의재활용핸드백제조회사인Ecoist는, 2004년설립

되어현재연매출US$ 150 Million 에이르는급속한성장을

이루었다. Eoist의 가방은은 카메론 디아즈, 패리스 힐튼과

같은헐리우드스타들에게각광받고있다고한다. Ecoist는

전문인력외에도기술자와근로자를고용하는조합회사설

립하고40명이상의여성기술자를고용하는등일자리창출

분야에서도효과를거두었다. 이뿐만아니라Ecoist는공정

무역을지향하며, 10만그루이상의나무를아이티, 인도, 우

간다에심었으고 2011년까지는 32,000 파운드의탄소배출

을억제할계획으로, 재료의재활용뿐만아니라사업전반에

있어서의사회적가치실현을성공적으로구현하고있다. 옆

의 사진의 핸드백은 키세스 초콜릿 봉지를 재활용해 만든

것.

사사회회적적기기업업과과 디디자자인인

REsign의 성공요소는 친환경 의식에서 나아가 제품에 아름다움

이라는부가가치를더했다는점에있다. 국내사회적기업은사회적

가치확산에치중하여상대적으로기업의물품자체는디자인이좋

지않은것으로인식된점에서이를눈여겨볼필요가있다. REsign

제품은제품자체의독특함에강점을갖고있어소비자에게어필하

기쉽고, 이를통해윤리적소비자층의확산또한도모할수있기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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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에가입하자마자선뜻사회적기업인touch for good

에서의뢰한프로젝트에참가하기로결심하는것은쉽지않았

다. 동아리의새내기로서불타는열정을가지고있었을당시,

망설임의 이유는 나태함 따위가 아닌 두려움이었다. 아직 기

초적인지식도부족할뿐만아니라유사한일을해본경험도

전혀없는나로서괜히이번일에참여해다른프로젝트구성

원이나touch for good측에피해를주고싶지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무언가를배울수있다면적어도다음에는맡은바를

충실히하며좋은팀멤버가될수있을것이라는생각에프로

젝트에참여하게되었다. 

첫미팅에참가하기전에개인적으로 touch for good에대

한내용과유사업종에대한정보탐색을했다. 그리하여알게

된것은 touch for good이폐현수막과지하철메쉬광고판을

이용해가방, 파우치, 필통등의다양한패션소품을만든다는

것, 상품은다품종소량생산을넘어품종당생산품이하나밖

에없다는것등을알게되었다. 아는게별로없는상태에서

참여한 첫 미팅이라 초조하고 긴장 되었다. 경 대 로비에서

하게된미팅에 touch for good 그린솔루션팀(홍보, 마케팅

부)의김혜린팀장님과박미현대표님을처음만나게되었다. 

김김혜혜린린 팀팀장장님님과과 프프로로젝젝트트 멤멤버버

팀장님은WISH와협력하기전에도여러대학동아리와함

께각캠퍼스에서에코캠페인을펼치셨다고했다. Touch for

good은현재기업혹은일정단체와협약을맺어협약상대방

이버리게되는현수막등을상품의원료로쓰는데이러한단

체에는경희대학교등의대학역시포함되어있었다. 두분은

Touch for good의이번서울대학생회관문방구점입점은단

순히 수익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 기업에 대한 대

학생 인지도를 높

이고, 향후 학생들

이 윤리적 소비자

로 성장할 수 있도

록 발판을 마련하

는 것이 주된 목적

이라고하셨다.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프로젝트의 범

위를잡지못해갈팡질팡하 는데팀장님과이야기를나누면서어

느정도윤곽이잡혔다. 마침내해야할일의개략적인내용을합

의하고매주미팅할시간을정한뒤역할분담을하 다. 매주수

요일경 대로비에서모임을가지기로하고, 이때나는회의록작

성과전달역할을맡았다. 그리고그주일요일에는팀원들끼리만

나서따로세부적인사항을논의하 고, 다시한번프로젝트의목

표설정, 진행방향을이야기하 다. 그후매주수요일마다모여

다른주제로논의를진행했다. 다음주제를대비해서로자료를조

사해오기도하 다. 시험전날에도미팅을꾸준히하고시간도항

상정해진시간을초과해서열띤토론을벌 다. 또소비자의입장

에서보기위해명동과강남에있는Touch for good의매장에방

문하기도하 다. 머리와발이함께움직이는프로젝트 다. 또매

미팅후Touch for good쪽에도회의록을전달하여회의내용을공

유하여 서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우리의 아이디어가

현재Touch for good의상황에서적용가능한것인지, 기대효과

가어느정도인지에대해의견을주고받았다.

그러나 미팅이 언제나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프

로젝트를진행하는데있어서어려움이많았다. 팀원 모두프로젝

트를학업과병행하고있었기때문에신체적, 정신적으로힘들었

던것은물론이고Touch for good 역시사기업이기때문에입점

을대비한교내홍보방안을마련하는것이쉽지않았다. 여러가

지홍보전략이물망에올랐지만여러학칙을고려하여할수있는

것이몇가지없게되었다. 결국큰이벤트를벌이는것을단념하

고2가지의방안을마련하 다. 

첫째는디스플레이를기획하는것이었다. 디스플레이에대해회

의하기위해팀원들이명동에가서다른디자인제품디스플레이

를살펴보고현재Touch for good이어떻게전시되어있는지도확

인하 다. 또 Touch for good이입점할학관문구점에대해서도

분석하 다. 여러 의견이제시되었고이는디자인을전공중인가

람이가직접기획안을만들기까지하 다. Touch for good도기

획안에동의하 으며결국우리의안이확정되기에이르 다. 두

번째는 홍보 효과와시장 조사를동시에 할 수 있는 소비자 설문

조사를하는것이었다. 이는입점후에이루어졌는데학관문구점

을나오는학생을대상으로디스플레이가효과적이었는지확인하

는문항을질문하고Touch for good의상품자체에대한느낌에

대해 물어보기로 하 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 다. 애초에

Touch for good이학관문구점으로부터배당받은상품전시공

간을자의적으로장식하기로계약했었는데생활협동조합학관문

구점을담당하는분의생각이바뀌면서디스플레이를할수없게

되었다. 결국 별다른홍보책을마련하지않았던우리는무기력해

질수밖에없었다. 애초에계약내용이확실했더라면다른방안에

좀더신경을써개발을할수있었을것이라는아쉬움과허무함이

덮쳐왔다.  

이러한 상태에서 소비자 조사를 하자 상품이 소비자의 이목을

끌지못했기때문에매우적은인원이Touch for good이입점한

사실을알아챘을뿐이라고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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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ouucchh ffoorr GGoooodd 제제안안한한 디디스스플플레레이이TToouucchh ffoorr GGoooodd 박박미미현현 대대표표님님

[기획특집] WISH프로젝트 에세이

Touch for Us
(사회적기업 Touch for Good 서울대학교학관문구점입점프로젝트)

김김민민범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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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들어어가가며며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Financial Return과

Social Return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있을수밖에없다. 이 에서는국내사회적기업오르

그닷Case를통해사회적기업의마케팅전략에대해살펴보

고자한다.

오오르르그그닷닷 -- 기기업업 소소개개

오르그닷은 친환경적인 소재와 기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노동에대한공정한대가를통해Value Chain 전반의프로세

스전환을미션으로두고있는사회적기업이다. 초기에는그

린디자인제품과공정무역상품을판매하 으나이후의복사

업에만 집중, 현재 압구정에 사무실이 위치해있고 이외에도

명동점, 홍대점, 부천현대백화점에입점해있는상태이다.

오르그닷은인간생활에꼭필요한의복이패션으로전환될

때‘멋’을 가장한 불필요한 과소비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환

경에악 향을미치므로이를지양하는윤리적패션을추구한

다. 윤리적 패션은 환경과 노동의 측면에서 드러나는데 환경

적측면에서나타나는윤리적패션은친환경소재의사용뿐아

니라의류를생산하기위한전과정에서유해한화합물의사

용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패션업계에서 환경에 끼쳐온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르그닷의 전 제품은 환경을 파괴하

는 프로세스를 공정라인에서 제거하여 무표백, 무형광 등의

특징을지니고있다.

노동의측면에서바라본오르그닷의윤리적패션은기존에

횡행하 던노동착취를해소하고산업계에종사하는모든사

람들이 그 노동에 따라 얻어지는 부가가치를 공정하게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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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for good 상품이입점을하게되면서나역시단순히상품이많이팔리기를기도한것이아니라사회적기업에대한교내

인지도가높아지기를바라고있었다. 그래서결과가성공적이지않아많은실망을하 다. 디스플레이가계획한대로되었더라도

결과가좋지않았을수도있겠지만하고자했던것을다하지못했기때문에더더욱아쉬웠다. 그렇지만이번프로젝트가아쉬움

만을남겼던것은아니다. 팀원들과소통하고, 머리와발을동시에이용하는프로젝트를진행하며많은것을느꼈다. 우리모두의

견을나누면서서로깊이공감하는부분이있었을뿐만아니라북돋아주며앞으로나아갔다. 이번 Touch for Good 프로젝트를

통해서로 touch하는방법, 그리고그중요성을느꼈다. 비록이번프로젝트가만족스럽다고할수는없지만앞으로의다른프로

젝트를위해중요한교훈을배웠던기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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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PPCCYYCCLLIINNGG,, 
더더 나나은은 쓰쓰임임을을 만만드드는는 똑똑똑똑한한 리리사사이이클클링링

터치포굿은원래보다더가치있는쓰임을탄생시키는

이른바‘UP-cycling’을지향하고있다. 기업, 학교, 등

에서기증하거나직접버려지는제품을수거하는첫단계

로부터세탁, 디자인, 제작, 판매, 기부와나눔으로이어

지는전과정에이르기까지, ‘사람은새로운마음으로,

버려지는것은새로운모습으로만나게’하는

UPCYCLING의가치를실현하고자한다.

BB22BB ((SSoolluuttiioonn && WWoorrkksshhoopp)) 
11회회성성이이 아아닌닌 지지속속적적인인 친친환환경경 활활동동 파파트트너너
11)) SSoolluuttiioonn

단기폐기물을지속적으로생산하고사용하면서친환

경적인가치를고객들에게제공하고자하는주체를대상

으로한다. 자체사용자원을활용하여질좋은친환경제

품을만들어내는과정을함께하며기존생산-폐기사이

클을바꾸는아이디어의실행보조역할을한다.

22)) UUPPCCYYCCLLIINNGG MMaarrkk  

이전처럼산업폐기물로분류되어폐기되는대신, 터치포

굿이책임있게처리하기로약속한광고판, 배너, 현수막에

만부착할수있는마크로, 협약을체결한후부여된다.

33)) WWoorrkksshhoopp 

움직이며직접만드는도시형환경워크숍

친환경적인가치를확산하고자하는주체와함께하는

워크숍프로그램을운 하는데. 연령대와성별에구애받

지않는보편적인프로그램이다. 현수막을활용한자신만

의소품을제작하거나환경관련퀴즈및팀활동을진행하

게된다. 실용적인결과및성취감을가능케하는데, 일상

에서계속사용함으로써높은만족도와교육의지속적효

과가가능하다. 

BB22CC ((FFaasshhiioonn)) 
참참신신하하고고 이이야야기기가가 있있는는 단단 하하나나뿐뿐인인 제제품품

게시기간이끝난현수막에적힌이야기는끝났지만, 터

치포굿을만나면우주에단하나뿐인가방이라는새로운

이야기를쓰게된다. 터치포굿의제품군은단순한것부터

화려하고톡톡튀는디자인까지다양하다. 터치포굿홈페

이지www.touch4good.com의온라인매장이나명동A랜

드등다양한오프라인매장에서, 그리고바로‘서울대학교

학생회관2층문구점’에서도터치포굿의멋진제품들을

만나볼수있다.

[[기기획획특특집집]] WWIISSHH리리포포트트

사사회회적적기기업업마마케케팅팅-- 오오르르그그닷닷
김태진, 송지연, 이 아, 이찬, 장창섭, 정회림



036SNUCSR NETWORK & WISH

[WISH] 사회적 기업 마케팅 - 오르고닷 Sustainability Review Vol. 13

받을수있도록하는산업구조및유통구조를지향한다. 따라

서 오르그닷은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봉제공장의 노동자

와유통네트워크에참여한디자이너에게공정한수익배분을

보장함으로써 국내 의류산업의 구조를 윤리적으로 혁신하고

자한다.

따라서 오르그닷은 패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비즈

니스모델을구축함으로써기존브랜드에대항하는새로운브

랜드를내놓는방식으로경쟁하는것이아니라패션에내재해

있는다양성의가치를극대화하는방식으로사업을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오르그닷은 기존의 수직 위계

화된분업구조에서벗어나봉제장인과창의적인디자이너가

한팀으로구성되어있는수평적생태계를형성하고있다.

오르그닷에서생산하는제품은제품원료에따라크게 3가

지로분류되는데아무런가공과정을거치지않은면을사용한

친환경 무가공 원단 제품, 페트병 원사를 뽑아서 만듦으로써

기존섬유의생산단계를줄여비용절감효과를극대화할수

있는재생폴리에스테르원단제품, 그리고옥수수전분원단

을가공한제품이있다.

BB22BB 전전략략 -- 현현황황

오르그닷은현재주로B2B 사업에집중하고있다. 대표적인

B2B 사례로는SK 와이번즈야구단의유니폼을꼽을수있다.

오르그닷이제작한SK 와이번즈의유니폼은페트병5개를이

용해하나가제작되는친환경유니폼이자, 경기력을뒷받침할

수 있는 고기능성 유니폼이다. SK 와이번즈는 2010년 시즌

동안‘그린 데이’를 지정하고 총 8회를 착용하 으며, 이는

SK의‘그린스포츠’마케팅과잘맞아떨어져오르그닷의가장

성공적인 B2B 마케팅에 속한다

고볼수있다. 

BB22BB 전전략략 -- 제제안안

오르그닷은 친환경 소재를 활

용한의류및패션아이템으로언

론에여러차례등장하 고이미

B2B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

었다고볼수있다. 특히최근들

어기업들이앞다투어환경적가치를추구함으로써마케팅차

원에서CSR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고, 한편으로는사회적

기업이화두가되고있다. 이러한우호적인환경을충분히활

용함으로써오르그닷은 B2B 차원에서추가적인성장을노려

볼수있다. 즉, 기업의CSR 전략및사회적기업간의네트워

크를활용하는것이다.

- 최근에유명프랜차이즈커피점들이공정무역을통해커

피를 거래한다는 점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무역과

관련한해외청년봉사단을모집하는등사회적가치를실현하

고있다는점을소비자에게강조하고있다. 이렇게기업의마

케팅전략으로서의CSR 활동을충분히활용하여, 해당기업

의매장점원들이착용하는앞치마를친환경적으로제작한다

면기업의CSR 마케팅전략을충족시키는동시에시장을넓

힐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

- 대기업을중심으로방학중에활동하는대학생사회봉사

활동가를 모집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현재 현대기

아자동차의‘해피무브’, KT&G의‘상상프렌즈’, SK의

‘Besunny’등매우다양한사회봉사활동단체들이있다. 이

렇게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오르그닷의친환경유니폼을제작, 공급한다면봉사활

동단체가추구하는목적과부합하여좋은마케팅기회가될

것이다.

- 최근사회적기업이전사회적인화두가되고있다. 대표

적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가게는 이미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있으며, 지하철역출구주변에서노숙인들이판매하는

<BIG ISSUE>도 점점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들 사회적

기업은해당기업을대표하는유니폼을착용하고있는데(아름

다운가게의녹색앞치마, BIG ISSUE 판매원들의자주색조

끼), 이러한유니폼을오르그닷이제작하여제공하는것도좋

은B2B 마케팅전략이될것이다.

- 오르그닷은제품에친환경이라는가치를부여하므로이러

한컨셉에맞는축제등과연계한다면브랜드이미지를유지,

강화하는데효과적인전략이될것이다. 오르그닷이이미연

계한바있는그린플러그드락페스티발외에도그랜드민트페

스티발(GMF)이나자라섬재즈페스티발은친환경적인공연환

경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대표적인 음악축제로 성장하고 있

기때문에그지속성이매우높다. 오르그닷이이들축제와연

계한다면 인지도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지속성을 지닌 마케팅

채널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BB22CC 전전략략 -- 현현황황

친환경적인 공정과정을 거쳐윤리적 패션을 지향하는 오르

그닷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주로B2B방식으로마케팅사

업을구상해왔고현재까지사회연대은행, SK 와이번스, 부산

웨스턴조선호텔등에티셔츠나유니폼등을통한주문생산

에 집중하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최종적

인목적은B2C 로의사업확장이고이를위해활발한언론홍

보, 제품의일부를개인고객대상으로판매하고있으나아직

까지그수요가충분치않고여러가지한계상활발하게이루

어지지않고있다.

BB22CC 전전략략 -- 제제안안

- Segmentation, Targeting

흔히사회적기업의상품은사회적가치를어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오르그닷의 상품은 여러 사회적 가치를 담

고 있다. 버려질 물건을 재활용한다는 면에서 친환경적이고,

봉제기술사와인디디자이너를고용해서정당한대가를지급

한다는점에서윤리적이다. 그러나제품의사회적가치만으로

소비자의Needs를충족시킬수는없다.

따라서우선제품자체의경쟁력이갖추어져야한다. 사회적

가치는 이후에 차별화 포인트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품을가지고어떤소비자층을타겟으로잡아야할까? 오

르그닷의 유통구조, 제품특징을 생각해볼 때 타겟 소비자로

떠올릴수있는소비자층이바로‘인디문화’를향유하는사람

들이다. 인디문화란 대중문화산업구조로부터 자발적으로 이

탈하여기존구조의혁신의담지자로서대안적성격을가진문

화의하나라고할수있다.

인디문화는메이저문화와차별적으로존재하며다양한소

비계층을아우르며성장하고있다. 독립 화‘똥파리’의성

공, ‘장기하와얼굴들’등의인디밴드의높은인지도등을보

았을때사람들은대형 화사, 대형기획사의획일적인스타

일외의다른것에서참신함을느낀다는것을알수있다. 그

렇다면인디문화를소비하는사람들은누구인가?

인디문화 소비자들은 연령대로 보면 20대, 주 집지역은

대학가, 심리학적특성으로는개성을강조하면서진보적인성

향이있으며, 구매행동의관점에서봤을때높은충성도를보

이고소비를통해개인의정체성과인디문화를공유하는집단

내의소속감을확인하는성향을가진사람들이다.

위의Segmentation profile에토대해생각해봤을때인디

디자이너들에게노동에대한공정한대가를지불하고창의적

이고혁신적인디자인특성을가진물품을생산하는플랫폼의

역할을 추구한다는 오르그닷의 목표는 인디문화 소비자들에

게잘맞아떨어진다.

그렇다면 타겟 소비자층인 인디문화 소비자들에게 어떤방

법으로마케팅을할것인가? 최근화두가되고있는 SNS 마

케팅을활용할수있다.

- SNS 마케팅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줄임말로 SNS 마케팅

은 흔히 SNS를 활용한 Viral Marketing을 일컫는다. SNS

주이용자들의연령층이나오르그닷의규모및유통구조를고

려해볼때 SNS 마케팅은오르그닷의 B2C 전략에서큰효과

를발휘할것으로보인다. 우선SNS 마케팅은어떤식으로활

용할수있는지대표적인SNS 미디어인 twitter 활용마케팅

에대해서살펴보자.

twitter를이용한마케팅은크게브로드캐스트형, 세일즈맨

형, 캐릭터형, 커뮤니티형으로분류해볼수있다.

브로드캐스트형은 TV나 radio 같이 기업의 메시지를 유저

에게알리기위해 twitter를사용하는방법이다. 목표는가능

한한많은사람의수를모으고메시지를전달하는것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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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와이번즈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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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을탓한다고아무것도바뀌지않는다.  자신스스

로가 바뀌려는 의지가 없이는 이 세상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우리는알고있다. 현재사회적기업생태계의핵심주체

인정부-기업-소비자는어떠할까. 그들은스스로가변화하기

위하여자발적으로움직이려하는가아니면다른주체가변화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성공하고 안정적인 사회적

기업에대한인터뷰를통하여사회적기업이성장하기위하여

생태계의어떠한도움이필요한지에대한실질적인입장을들

어보기로했다. 이와함께, 해외사례와비교분석을통하여국

내생태계네트워크의현실과발전방향에대하여생각해보고

그속에서사회와자본의조합이만들어내는아름다운네트워

크의의미란무엇인가에대한정의를얻길바란다.

11.. 정정부부와와의의 협협력력을을 통통해해 성성공공한한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

:노노리리단단(www.noridan.haja.net) 

“버려지는것을새롭게살린다. 하고싶은일로사회를바꾼다.”

노리단은노동부인증을받은대표적사회적기업이다. 우리

나라에아직사회적기업에대한인식이없던시절부터현재

까지, 노리단은국내사회적기업의생태계형성에큰기여를

하 다.

QQ:: 초초창창기기에에 비비즈즈니니스스 모모델델을을 사사업업화화하하시시면면서서 자자체체적적으으로로

하하신신 건건지지,, 아아니니면면 다다른른 지지자자체체의의 도도움움이이 있있었었나나요요??

2004년부터2006까지는서울시하자센터와긴 하게계속

나아가고 있었죠. 2007년 주식회사로 만들고 사회적기업 인

증도 받았어요.  물질적인 도움이나 돈으로 따지면 노동부에

서받은인건비와하자센터에서받은공간정도지만그이외

의많은지원을받았죠. 노리단의컨텐츠에서가장중요한부

분 중 하나는 하자센터에요. 워크숍의 내용을 보면 하자센터

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 교육을 했던 부분이 노리단에 많이

녹아 들어 있고, 인원들도 대부분 하자센터에서 모이게 되었

어요. 

QQ:: 노노리리단단은은 다다른른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보보다다 빠빠르르게게 성성장장할할 수수 있있었었
던던 핵핵심심포포인인트트는는 어어디디에에 있있다다고고 생생각각하하세세요요?? 

단원들에게있는것같아요. 어떤위기에서기회를만들어내

는힘이있어요. 악기들을보면, 내가아는사람들이만든것

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혁신적이고 대단해요. 이런 인적자

원을 제대로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회의를 통해 각

자의능력을최대한으로나누고공유하도록체계를갖춰나가

고 있어요. 앞으로 지자체의 도움과 단원들의 노력을 하나로

모아, 일본과미국등세계로뻗어나가는노리단을만들고싶

어요. 

과 측정은 follow하고 있는 사람의 수로부터 메시지의 도달

정도를측정하거나메시지에첨부하는URL의클릭률을측정

하고, 페이지뷰를측정할수있는전용의URL을설정하는등

의방법으로twitter를경유한유입에대해파악한다.

세일즈맨형은판매촉진, 즉상품이나서비스를판매하기위

해 twitter로 선전하는 방법이다. 목표는 follower수를 늘려

메시지를전달하는것이다(브로드캐스트형과동일). 신문사의

최신뉴스등정보그자체에소구력이있는경우와달리, 세

일즈맨형의경우특별한대책을강구하지않는한follow하는

사람의 수가 늘기는 어렵다. 전략은 time sale 정보,

discount 정보등“twitter에서밖에얻을수없는정보”를제

공하는것이다.

캐릭터형은TV나 화에등장하는캐릭터나기업의마스코

트등공상의존재가twitter를갱신하는방식이다. 목적은캐

릭터가 등장하는 작품이나 캠페인, 조직을 선전하는 것이고,

효과는인기캐릭터그자체를twitter에등장시킴으로써주목

도를높이거나캐릭터가가지는브랜드이미지를이용해보다

교류를쉽게하는것이다. twitter와같은 social media는개

인의매력이가치가되는세계이므로기업의광고는개인의매

력과는거리가먼약점이있다. 그것을가공의캐릭터설정을

통해 기업의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많은 유저에게

전달이가능한점에의의가있다.

커뮤니티형은일방적으로선전메시지를 twitt하는것을넘

어서고객들과의쌍방향적인커뮤니케이션을하는방법이다.

전략은 twitter를일방적의견전달채널이아닌새로운가치

생산을위한의견종합반 채널로활용하는것이다. Dell이

@Dell-Lounge, @DellDigitalLife 등고객과의커뮤니티형

성을 목적으로 한 account 개설한 사례가 있다. 결과는

twitter를 통한유저의피드백을모아지금까지 12,000건이

상의의견을평가하고그중유효한350건의아이디어를실행

에옮겨서성공적이었다.

최근국내에도 twitter, facebook과같은범세계적인 SNS

미디어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SNS 미디어를 이용한 Viral

Marketing의기회가커지고있다. 특히앞에서말한바와같

이이러한 SNS를빠르게수용하고있는층은젊은대학생들

이고또한SNS 미디어는상대적으로소수의인원만으로도간

편하게 다수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디문화

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활동 역으로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

다.

타겟 소비자층을 인디문화 소비자들로 잡고 오르그닷에 위

에서분류한twitter 마케팅활용방법을적용해본다면상품판

매를위한세일즈맨형과고객과의쌍방향커뮤니케이션을위

한 커뮤니티형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오르그닷은 인디

디자이너들과봉제노동자들을팀으로묶어제품을생산하기

때문에생산을담당하는각팀이소비자들과직접적으로커뮤

니케이션하면서피드백을제품에빠르게반 시킨다면각양

각색의특성을지닌소비자들을만족시킬수있을것이다.

오르그닷은 인디 디자이너와 봉제노동자들을 팀으로 묶어

제품을생산하기때문에대량생산방식보다각고객의니즈를

좀더구체적이고개별적으로구현할수있다는점에서인디

문화를향유하는사람들처럼남들과다른것을원하는고객들

에게경쟁력이있다. SNS 미디어를이용하여 target 고객의

니즈에민감하게반응하는비즈니스모델을개발한다면오르

그닷은기존에미비했던 B2C 역에서성과를거둘수있을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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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 인인터터뷰뷰

사사회회적적기기업업의의생생태태계계:: 더더불불어어사사는는사사회회적적네네트트워워크크
강승만 김다슬 박홍순 최혜민 현지

▲오르그닷을통한소비자, 디자이너 1:1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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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다다른른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과과의의 관관계계는는 어어떻떻게게 되되시시나나요요??

희망청에서청년들이학교에서일터로나가는변화를하기

전도와주는일을하는데, 이때일시적인인턴과는별도로노

리단에서 장기간 자원봉사도 하며 진로를 찾기도 하죠. 오가

니제이션요리도있는데요. 노리단은하자센터에서처음으로

인큐베이팅 됐다면, 오가니제이션 요리가 두 번째에요. 그래

서 초반에 같이 기업을 키워나갈 때, 도움을 주고 있는 동생

사회적기업이라고생각해요. 

QQ:: 공공연연이이 6600%%정정도도를를 차차지지하하는는 메메인인 수수익익이이라라면면,, 그그 외외
나나머머지지 4400%%에에는는 어어떤떤 수수익익 모모델델이이 있있나나요요??

구로마을만들기프로젝트가있어요. 대림과신도림사이교

가밑에구로로가노리단이주민들과접촉하는공간으로활용

하는 곳이에요. 이 구로사업은 지역사업을 분류하기가 더 쉽

고요. 교육사업같은경우는신입사원연수에서워크샵, 커뮤

니케이션 교육 등을 해요. 최근에는 산업은행이나 MBC에서

연수 등을 담당했어요. 학교에서 교사나 아이들을 위한 교육

도있어요. 

QQ:: 마마을을 만만들들기기 사사업업은은 어어떻떻게게 시시작작하하게게 되되었었나나요요??

구로마을만들기사업은지하철이지나가는도로옆을막아

서공간을만든거에요. 벽돌들이쌓여있던창고인데, 외벽은

구로구청에서막아줬고사업자체는서울문화재단이공연장

이랑공연단체랑매칭을시켜주는지원사업이있어요. 그걸로

구로 아트 밸리 예술극장이랑 만났죠. 우리는 악기들도 크고

사람도 많으니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보다 외부에 공간을

달라해서받은장소가그다리밑이었어요. 

마을만들기’아이디어 자체는일본의요코하마지역의 성공

사례를통해시작하게되었어요. 국내에그모델을들여와진

행하면서, 정정부부지지자자체체의의도도움움없없이이는는이이런런지지역역사사업업을을한한다다

는는것것이이참참어어렵렵다다는는것것을깨달았습니다. 우리가아무리지역

주민들과자주만나서웃고먹고만나도, 공간이나법적인부

분은지자체에서확보해주는것이좋은것같아요. 

사실 지금 그 공간이 일주일에에 471번 기차가 지나가요.

소리를 크게 질러야 하고, 악기 연주도 할 수 없고 배우들의

귀에도좋지않죠. 그래서다른곳으로옮겨달라, 더 좋은공

간 마련해달라 말 드리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

다.

22.. 서서울울시시 예예비비형형사사회회적적기기업업의의 무무한한한한 가가능능성성
::얼얼티티즌즌 (장성욱대표) www.eartizen.com

장성욱대표는3년전이곳충무로에서10분거리인남산자

락밑에얼티즌카페를열었다. 그리고이카페라는공간적네

트워크의 장점을 활용하여 지금의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

얼티즌코퍼레이션을설립하는계기가되었다. Earth(지구)와

Citizen(시민)이라는단어의합성어인얼티즌(Eartizen)은적

극적시민의식과돕고살아야하는지구내의생태계에기여함

을의미한다.  

QQ:: 사사업업초초기기와와 성성장장기기에에 정정부부나나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 지지원원기기관관이이
어어떠떠한한 역역할할을을 했했으으며며 효효과과는는 무무엇엇이이었었습습니니까까??

정부에서신규인력을채용하는데6명을지원받았고, 이것

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이외에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을궤도를올리기위해지원해주는 2000만원이

내의지원금도제공합니다. 

그런데사회적기업관련업무는서울시도처음하기때문에

현장에대한지식은오히려사회적기업쪽이더잘알고있습

니다. 관련내규등도계속수정이되기때문에업무적으로스

트레스가많은편입니다. 우리는예비형사회적기업인데3개

월마다 감사 등의 기타 행정업무가 복잡하고 사업의 운신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정신은 계

속가질것이지만그이름은쓰지않을생각도있습니다. 서울

형사회적기업은지속할것은아니고과정으로서가져갈것

으로생각합니다.

QQ:: 국국내내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환환경경의의 제제도도적적 보보완완점점은은 무무엇엇입입니니까까??

저는사회적기업이라는제도가생기기전부터여기에관심

이 있었는데, 청년이 도전하는 툴로서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지금의경우는문제가많습니다. 사회적기업

에취약계층이라는개념이굳이들어가있음으로인한부조화

와불균형이존재합니다. 이는우리나라의특징이인증제도이

기때문에발생한일입니다. 인증과지원을위한기준이있어

야 하니까요. 지금 지원되는 형태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닌

것같습니다. 하지만점차보완되고있는중입니다. 내년의청

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의 경우는 정부가 시민주도의 사업에

지원을하는형태이니까요.

사회적 기업이 우리나라는 200여개인데 일본은 2000여개

로, 우리가일본수준으로가려면10년은더있어야할것입니

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막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

다면다양한우여곡절을겪어나가면서장기적으로는좋은선

진 모델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생적인 것이

좋을지, 정부주도적인 것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툴을찾아야할것이지만, 지금의형태는바뀌어야하는것이

사실인듯합니다.

현재얼티즌은예비형사회적기업에서노동부인증을통한

정식‘사회적기업’과정부의행정적규제를벗어난사회적인

‘기업’으로성장하느냐인두개의길을사이에두고고민중이

다.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된다면 정부로부터의 지속적

인지원과안정성이확보되지만그에따른정부의간섭과리

스크를감행한도전에제약이따른다. 그러나, 기업으로전환

이되면법과제도에서벗어나더욱다양한사업을자유롭게

진행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얼티즌은카페운 , 찹살떡, 도시청년농업등의다양한사업

외에도사회적기업생태계내의사람들의활발한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포럼과강연회등을정기적으로열고있다. 선택의

기로에서있는얼티즌의미래가기대된다.

33..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 생생태태계계의의 간간접접적적 향향력력 소소유유자자:: 동동아아시시아아
연연구구원원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CCSSRR)) 여여론론 분분석석센센터터

동아시아연구원과사회적기업은직접적인관련이없다. 그

러나, 매해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사회적 기업과 국

민의식변화연구발표논문은매해각종신문과논문에사용되

어 짐으로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역할을한다

QQ:: 국국제제 여여론론 조조사사 컨컨설설팅팅 회회사사 GGlloobbaallSSccaann과과 함함께께 매매년년
3355개개국국 국국민민들들의의 CCSSRR인인식식을을 조조사사한한 연연구구논논문문을을 발발표표하하고고
있있다다..  전전혀혀 CCSSRR과과 관관련련 없없는는 동동아아시시아아 연연구구원원에에서서 이이런런
작작업업을을 하하기기 시시작작한한 궁궁극극적적인인 계계기기는는 무무엇엇인인가가요요??

동아시아 연구원은 2004년부터 Global Scan의 파트너 기

관으로선정되어연구에참여하고있습니다. CSR은 당장현

안은 아니지만 미래성장에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지요.

CSR에 대한 세계인식을 공통문안으로 추적하고, 그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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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들과한국에진출한기업들을주류, 건설, 전자등산

업 역별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발간된 보고서들은 국내외

언론/신문/잡지사들에게가장많이사용됩니다. 이자료를바

탕으로기자들은CSR연말기획이슈나기사를작성하지요.

QQ:: 국국내내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과과 소소비비자자에에 대대한한 인인식식은은 어어떠떠한한가가요요??

국내기업들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이번

달부터시행될 ISO 26000때문이라고할수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계 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ISO는 2005년부터

ISO 26000확정을시도하 으나정부와기업들간의충돌로지

금까지미루어져왔던거죠. 이로인하여생태계의주체자인기

업과정부에게나름대로의가이드라인이생겼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또한세계시장에뛰어들기위해서 SK와삼성등의대

기업을중심으로사회적기업이미지투자를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07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이분야에대한투자를보류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런결과는

소비자또한한몫하고있습니다.  소비자들의좋지못한경제

상황이기업들이사회적인일에많은투자를하지않다는태도

로이어지기때문이지요. 즉, 사회적기업의생태계란소비자와

기업간의상호이해관계를통하여유동적으로변화하고진행되

어야한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위의인터뷰를통해사회적기업생태계에있어정부와소비

자의역할이사회적기업자체의역량못지않게중요한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와 소비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NGO나 연구기관

혹은사회적기업들의활동간의긴 한작용을확인하 다.

해해외외사사례례의의 벤벤치치마마킹킹이이 필필요요해해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가 열악하다. 아직도 많은 예비사회적

기업들은그성장에필요한자원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고,

이를지원하고자하는단체나정부도역시구체적인지원방

향에있어끊임없는고민을하고있다. 이러한대한민국의사

회적기업현실에도움을줄수있는사례로 국의사회적기

업생태계가있다. 이미많은이들이알고있듯이 국의사회

적기업은그역사를오래하고있을뿐더러그사회적시스템

또한지속적인변화를거치며완성되어가고있다. 

국에서사회적기업의태동은 1990년대초로볼수있다.

이시기에전국단위의조직및연합단위의사회적기업단체

가생겨나, 정부에사회적기업부서(SEB)가설립되었으며새

로운법적형태의공동체이익회사(CIC)가곧개발되었다. 이

러한정부의정책적지원과더불어학계에서또한사회적기

업실무를위한석사코스가개발되었고전문학술지를창간,

지속적인 학회를 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연합

(SEC)이 2002년창설되어 1만개이상의사회적기업이가입

하고신규사업모델발굴과정책운 에자신들의의견을반

하고, 커뮤니티 활동네트워크(CAN)에서는사회적 기업들

에게양질의사무실을저렴하게제공하는‘메자닌’이란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지방 곳곳에서도 사회적

기업클러스터를쉽지않게발견할수있다. 그리고올해사회

적기업통합브랜드의출범에이르기까지 국내에서는생

태계의각주체들의다양한활동과지원내용이상당히실무

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물론국내에사회적기업이제도적으로정착한지4년이채

안된시점에서, 국내의생태계를오랜기간경험을통해구축

한외국의생태계와비교하는것이다소맞지않게들릴지모

르겠다. 첫술에배부르겠냐하지만오늘날민간부문에서일

어나고있는사회적기업에대한관심과열의, 그리고성장하

고있는수많은예비사회적기업들을볼때, 우리도더이상

성장환경을조성하는데있어두손놓고있을수는없을것이

다. 그렇기에앞으로보다강한네트워크구축을통해서로의

요구와의견을교환하며하루빨리건전하고효율적인사회적

기업의성장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노력해야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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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회회적적기기업업의의경경쟁쟁전전략략
양태용

지지속속 가가능능한한 발발전전의의 첨첨병병,,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

최근국내에는재능을기부하는‘프로보노(probono) 운동’

과에코디자인(eco design), 공정무역(Fair Trade) 등이한창

유행 중이다. 이러한 현상들의 공통점은 물질적 풍요와 양적

성장에치우쳐있던전세계에‘무엇이진정한성장인가?’를

물으며‘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기위한새로운움직임이

라는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의로는 1987년 UN 세계환경개발위

원회(UN WCED)에서언급한“미래세대의요구(needs)를 충

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

(needs)를충족시키는발전”을보편적으로사용한다. 지속가

능한발전은경제적가치와사회적가치를이분법적으로생각

했던 전통적 가치체계에서 벗어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룰

수있다. 나아가지속가능한발전은가치는본질적으로하나

라고생각하며경제적가치와사회적가치를동시에추구하는

Blended Value(혼합가치)라는가치체계하에서진정으로이

루어질수있다.

Blended Value를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여러행위자들가운데최근에가장주목받는조직이“사회적

기업”일것이다. 사회적기업은특정Mission의지향아래비

즈니스의힘을이용하여Blended Value(경제적가치+ 사회

적가치)를달성하는조직이다. NGO의마인드를가진구성원

과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가진 구성원이 한 조직에 있으면서

시너지(Synergy)효과를 내며 가치혁신을 통해 그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혁신적 운 방식은 사회의

여러문제를해결하면서경제적가치를지속적으로창출할수

있는원동력이되었으며그라민은행(Gramin Bank), 아쇼카

재단등의성공적인사회적기업을탄생시켰다.

그러나사회적기업의한계를지적하는사람들이많다. 사회

적기업이성장함에따라그규모가커지면서혼합조직의특

성상비효율성과갈등이야기되고있다. 또한시장개척초기

에는혁신적인아이디어로경쟁력을확보할수있었지만높은

자금력을가진대기업과의계속되는경쟁속에서시장점유율

이낮아지고있다. 이처럼사회적기업은지속가능한발전의

핵심 대안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여러 가지

위협요인때문에한시대의역사로사라질수도있다. 사회적

기업은기본적으로시장에서재화와서비스를공급하고소비

자의만족을극대화시키는‘기업’이기기때문에수익을지속

적으로창출하며기존기업과경쟁하기위한사회적기업만의

‘경쟁전략’이필요하다.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의의 경경쟁쟁전전략략
VVaalluuee IInnnnoovvaattiioonn((가가치치혁혁신신)) :: 
원원가가 우우위위와와 차차별별화화 우우위위의의 동동시시 추추구구

사회적기업은내부구조적문제를지니고있고, 외부환경의

상황 또한 우호적이지 못하다. 특히 핵심자원(자본, 인력)의

양과질의부족에서오는근본적한계때문에일반기업과경

쟁에서 도태되기 쉽다. 특히 최근 정부주도로 육성되고 있는

‘취약계층고용형사회적기업’에고용되는사람들은장애인

을비롯한사회적취약계층이기때문에노동의질이상대적으

로떨어지고고객에게경쟁력있는품질과가격에재화와서

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은 본연의 특성인 혁신(Innovation)으로부터 새

로운경쟁전략을실행할필요가있다.

사회적 기업이 취해야 할 경쟁전략으로‘블루오션 전략 -

Value Innovation’이있다. 블루오션전략은원가우위와차

별화를동시에달성할수있다고주장하며마이클포터의본

원적 경쟁전략에 반기를 든 새로운 전략기법이다. 블루오션

전략은Value Innovation(가치혁신)을초석으로하여원가우

위와 차별화 우위를 동시에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원가절감과차별화는상충되는것으로

동시에달성할수없다고생각했지만패러다임의전환과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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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원 사회적 기업 (CSR)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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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lliimmiinnaattee

차차별별화화와와 원원가가 우우위위 동동시시 추추구구

비용

(참조) 블루오션 전략, 2005 김위찬 외

구매자 가치

●상설 매장에 대한
내용불필요
(Naver의 지원으로
해결)

RRaaiissee

●고객만족증가

●장애인이 일 할 수

있는일자리창출

CCrreeaattee

●체험전시라는 새로
운패러다임의전시

●형식파괴서비스
(personally, 재미, 감
동전달)

●문화적가치창출

●취약계층 고용함으
로써인력비용감소

●사회적네트워크를
활용한다양한단체의
후원으로비용감소
( Naver)

RReedduuccee

가가치치혁혁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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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새로운시장공간- 블루오션- 을창출할수있게한

다. 가치혁신은회사의비용구조와구매자에게제공하는가치

모두에긍정적 향을주는곳에서창출되는데비용절감은기

업끼리 경쟁하는 요소를 제거(Eliminate)하거나 줄임

(Reduce)으로써이루어진다. 구매자가치는기업이속한산업

이 제공하지 못하는 요소를 증가(Raise)하고 창출(Create)함

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를 E-R-R-C 기법이라고 한다. 사회

적기업은이러한E-R-R-C 기법을통해새로운경쟁전략을

수립해야한다.1)

Value Innovation을 기본으로경쟁전략을수립할때사회

적기업은‘사회적기업만할수있는시장’을창출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 예로‘N-Visions’라는 사회적 기업

이 제공하는‘어둠 속의 대화(Dialogue in Dark)’라는 전시

를들수있다. 어둠속의대화는작품을둘러보는전시가아

니라 어둠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체험전시다. 아무

도보이지않은채로시장에가서물건을고르고, 차를마시고

옆사람과손을잡고대화를나눈다. 이러한여정속에 1시간

반동안어둠속에서고객들을챙겨주는로드마스터가있는데

마지막에자신이시각장애인임을알려준다. 어둠속에서고객

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적임자는바로시각장애인이

기때문에어떤대체인력도고용할수없다. 구조적으로시각

장애인을고용할때기업의가치가극대화될수있는사회적

기업인것이다. ‘어둠속의대화’는기존의전시와는다른‘어

둠속의체험전시’로써소비자에게차별화된가치를전달하면

서도시각장애인이가장잘할수있는시장을창출해낸것

이다. 단순히보조금으로유지되는취약계층고용기업보다가

치를창출하며시각중심적인세계에치우쳐다름에대한사회

적편견을가진우리에게경종을울리는새로운메시지 - 문

화적가치창출- 도던져준다. 폭발적인인기속에2010년8

월누적방문자수가2만명을돌파하 다.2)

혼혼합합조조직직((HHyybbrriidd OOrrggaanniizzaattiioonn))을을 창창조조적적 지지식식조조직직으으로로

앞서사회적기업은가치의혁신을통해새로운시장을창출

하여 저원가와 차별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지만 Value Innovation은사회적기업이그것을실행할수

있는역량이있을때가능하다. 사회적기업의위협요인인혼

합조직을 창조적 지식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라는새로운핵심역량을구축할때Value Innovation을실행

할수있는역량을가지게된다. 

사회적 기업의 한계와 문제점은 혼합형태의 혼란스러움에

서오는것이지만결국문제를해결하고혁신적가치를창출

하는방법도‘혼합형태’에서온다는것을잊지말아야한다.

혼합조직이 주는 혼란스러움과 다양함은 반대로 조직구성원

들이기존의틀을벗어나며혁신적이고유연한사고를할수

있게 하여 차별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된다. 그러므로

위협요소인 혼합적 특성을 잘 이용한다면 창조적 Value

Innovation의원동력이될기초자산으로탈바꿈시킬수있

다. 그세부적인방법에대해서알아보자.

①바람직한사회적기업가의존재

먼저다양한가치관을가진구성원들의유기적인통합이이

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혼합가치(Blended Value)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의

강력하면서도유연한리더십이필요하다. 바람직한사회적기

업가는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한다는

정확한목표의식을심어주어강력한동기부여를일으키게한

다. 동시에 이질적인 구성원간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면서갈등을해결하고다양한사고로부터창조적지식

의풀(pool)을 형성한다. 한편가치체계의혼란스러움에현혹

되지않도록명확한책임라인을형성하여유연하면서도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시장에 존재

하지않았던창조적서비스를개발해낼지적역량을쌓을수

있고 가치 혁신을 위한 핵심역량이 되는 창조적 지식조직을

형성할수있게된다.

②통합적가치평가체계개발

창조적지식조직을형성하기위해서는강력한리더쉽을지

닌사회적기업가의존재도중요하지만명확한평가체계를도

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성원들 간에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

는‘조직이어떤가치를지향해야하는가?’에대한논란이있

기 때문이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간 자유롭게 환원할

수있는통합적인평가체계가있다면각자가추구하고자하는

가치를 존중해주고 Blended Value를 극대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효율적으로운 할수있다. 현재존재하는사회-경제

적 가치의 측정도구로는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사회적투자수익률)가있다. 예를들어사회적

기업의사업으로절대적빈곤자가 5명이줄어들었다면그빈

곤자를구제하기위해필요한정부의비용과앞으로그사람

들이 창출할 경제적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SROI와 사회적 기업의 ROI(Return on Invest, 투자수익률

- 리기업의 전통적 성과측정 도구)간 비교를 통해 사회적

마인드와비즈니스적마인드를가진구성원이서로의가치를

존중하며하나의통합된목표- 혼합가치창출- 에집중한다

면 두 가치가 만나는 지점에서 혁신이 발생한다. 나아가서

SROI와ROI를통합할수있는보다정확한성과측정도구를

개발한다면혁신은더욱촉진될수있다.

③창조적지식조직형성로드맵

창조적 지식조직을 형성하기 위해 창의성과 효율성이라는

두가지상반되는원리가양립하면서도기능교체가역동적으

로 이루어지는‘하이퍼텍스트형 조직’을 참고할 수 있다. 하

이퍼텍스트형조직은입체적인 3차원의구조로표현할수있

는데지식의창조, 지식의활용, 지식의축적의 3가지층으로

구분된다. 지식을 창조하는 곳은 프로젝트 조직이고 지식을

활용하여효율적으로사업을수행하는곳은비즈니스시스템

조직이다.3) 이를사회적기업에적용하면사회적기업내에사

회적가치쪽으로경도된구성원이중심이되어프로젝트조

직의일원이되고비즈니스시스템조직에는경제적가치 or

비즈니스 마인드화 된 구성원이 그 일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지식의창조와지식의실행이모여지식의축적이되는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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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둠 속의대화공식홈페이지,
http://www.dialogueinthedark.co.kr/

3) 노나카 이쿠지로, 나상억 옮김, <<노나카의 지식경 >>,21세기 북스,
1998, pp.167~180.

1) 김위찬, 르네 마보안, 강혜구 옮김, <<블루오션 전략>>, 교보문고, 2005,
pp.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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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층 조직에는 가치의 혼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 기반

층에서는상반된성격의지식이교류가되며혁신적인지식이

축적된다. 이러한지식은동일한목표아래에창출된다는일관

적인프로세스를유지해야하고그속에서역동성과효율성을

달성한다면 혁신적 지식이 창출되면서 창조적 지식조직으로

거듭날수있다.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의의 새새로로운운 핵핵심심 역역량량::
사사회회적적 네네트트워워크크

①핵심역량으로서의사회적네트워크

핵심역량은본래기업내부로부터발현되는역량이다. 하지

만사회적기업은전통적기업과는달리경제적가치뿐만아

니라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조직이기때문에전통적인관점

의 핵심역량과는 다른 핵심역량을 발견할 수도 있다. 외부에

서찾을수있는사회적기업의핵심역량으로‘사회적네트워

크’가 있다. 사회적 기업의 핵심역량으로‘사회적 네트워크’

가어떻게가능한가는경제학적관점으로설명될수있다. 사

회적기업이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것은사회적비용을일

정부분기업이내부화하는것으로볼수있기때문에사회적

기업은사회적지원을받을권리를가지게되는것이다. 실제

로사회적기업은사회공동체가협력하여해결해야될환경

문제, 빈곤, 인권을해결하면서스스로비용을감수하며사회

적가치를창출한다. 이때취약계층을고용하거나단기적으로

는경제적가치를사회적가치에희생시키는경우가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만 추구하는 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수밖에없다. 이런비효율성을보완해주는것이“사회

적 네트워크”이며 이는 사회적 기업의 강력한 핵심역량으로

작용한다.

②생존부등식이설명하는사회적네트워크의가치

사회적네트워크가어떻게 Value Innovation을 위한핵심

역량이되는가는기업생존부등식을통해설명할수있다. 기

업 생존 부등식은 제품의 가격(P)는 제조원가(C)보다는 커야

하고고객이느끼는가치(V) 보다는작아야한다는것이다. 즉

“V > P > C”인데 V와 C 의차이가클수록기업은 P를올려

높은수익(P-C)을거둘수있다. 전통적인경쟁전략은V의극

대화(차별화 우위) 또는 C의 최소화(원가 우위) 중 한가지만

해야한다고했으나Value Innovation은 V의극대화와 C의

최소화를동시에추구한다. 동시에추구하기위해서는기업의

‘특별한’역량이 있어야 가능한데 사회적 기업의‘사회적 네

트워크’는이를가능케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가치를실현한다는‘착한기업’이제공

하는 제품은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도덕적 가치, 심

적행복을느끼게한다. 이를통해소비자가느끼는가치(V)는

향상되고사회적기업은높은가격을제시할수있다. 또한사

회적기업을도와주려는정부, 대기업, 각종공동체의지원은

원료의 확보나 생산과정상의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고 원가

(C)를줄여사회적기업이경쟁력을확보하는데큰역할을한

다. 하지만이러한네트워크는눈에보이지않는사회적자산

으로서모두‘가능성’으로만존재하는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적극적으로네트워크를창출하려는노력을하지않으면그러

한자산을활용할수없다. 그러므로사회적기업은핵심역량

으로서의“사회적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해노력할필요가

있다.

③사회적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한방안

사회적네트워크를구축하는첫번째방안으로윤리적소비

자를양성하기위한‘사회적기업브랜드개발’을들수있다.

윤리적소비자는사회적기업의물품을구매하는것이자신에

게높은도덕적, 심적가치를주기때문에조금더높은가격

을 지불하고도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 사회적 기업

의브랜드화는그브랜드에특정한가치를느끼는소비자집

단을형성할수있고그집단이계속하여사회적기업물품을

구매할수있게하는신호역할(Signaling)을할수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써 공정무역마크(Fair trade Mark)((그그림림11))가 있

는데공정무역물품을선호하는소비자는공정무역마크가표

시된 물품만 구매하며, 조금 높은 가격에도 기꺼이 구매하려

한다. 따라서사회적기업에서도각산업별, 제품별로브랜드

를구축하여소비자에게그브랜드를소비하는특별한가치를

주도록해야한다. 

소비자와의Network 형성이외에도공급라인의Network

형성을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보잉의 경 전략과 노하

우, 전문 인력교육을 지원받아 항공부품을 생산했던 사회적

기업‘파이어니어 인더스트리즈(Pioneer Industries)’‘벤엔

제리’의 프랜차이즈 노하우를 익힌 쥬마 벤처스(Juma

Ventures)는 모두 제품 공급과정에서 대기업의 도움으로 비

용을절감할수있었다.4) 사회적기업은비용절감을하면서도

대기업은사회공헌을통해이미지를상승시킬수있는Win-

Win 구조 기때문에이러한관계는상호협력속에장기간

유지될수있다. 

이외에도혁신적사고를통해제3의네트워크를형성하여

공급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도 있다. 사회적 기업

‘Touch4good’(터치포굿)은현수막등의버려지는재료를무

료로수거하여친환경재활용을통해가방, 카드지갑, 필통등

을 만든다. ‘Touch4good’은 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를 확보

하기위해폐기물을다루는곳과넓고긴 한Network가형

성되어있다. 이러한과정속에환경오염을줄이고, 원료비도

절감하면서단한명의소비자만이가질수있는이세상의하

나뿐인제품을만든다. 왜냐하면사용하는재료는재활용으로

얻어지기에 다시 똑같은 재료를 구하기는 힘들고 이에 따라

같은 제품을 다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Touch4good의제품생산프로세스는소비자에게특별한가

치를제공해주면서도환경을보호하며원가를절감할수있도

록한다.5) ((그그림림22))

생생존존을을 넘넘어어 지지속속 가가능능한한 발발전전을을 실실현현하하는는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으으로로

이때까지“사회적 기업은 그 자체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기업과의경쟁에서도태되어사라질것이다.”라는의

견에반박하여“사회적기업은그본질적특성때문에창조적

지식조직과Network를구축할수있고이를바탕으로Value

Innovation를실현하여지속적경쟁우위를창출할수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전략은 기업의 거시적 방향만 정해줄

뿐이며구체적으로보다치 하고세 한제품단위의마케팅

을통해구체적으로경쟁우위를실현해야할것이다. 또한정

부를비롯한다른사회구성원들이지속가능성과혼합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때 사회적 기업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사업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기업이 기업으로서의 생존을 넘어서서

Blended Value를극대화할수있을때사회적기업은그목

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경쟁전략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일반기

업과의경쟁에서살아남아혼합가치를실현할수있는최소한

의조건 - 재무적자립 - 만을마련해줄뿐이며이를넘어서

서사회적가치창출극대화에힘써야한다. 따라서경제적가

치와사회적가치가동시에달성될수있는연결고리에서가

치를 창출하려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의

문제를먼저인식하고그속에서경제적문제의접점을끌어

내어 동시에 해결하려는 자세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을 보일 때 사회적 기업은 생존을 넘어 그 것의 목적인

Blended Value(혼합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

다. 사회적기업의Blended Value 창출은궁극적으로인류의

지속가능성에커다란기여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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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선희, <<사회적기업>>, 다우 , 2006, pp.20- 31.
5) Touch4good 공식홈페이지 http://touch4g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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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즈즈니니스스생생태태학학((TThhee EEccoollooggyy ooff CCoommmmeerrccee))┃┃폴폴호호켄켄┃┃에에코코리리브브르르
이상엽

들들어어가가며며

‘비즈니스 생태학’은‘환경을 위하는 비즈니스’를 제안 하

는 책이다. 저자는 경제번 과 고용창출, 그리고 환경회복은

같이 내세울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욕망을 억제하

고탐욕스러운기업들에맞서부단히싸워가야만환경을지킬

수있는것이아님을저자는보여준다. 

열열심심히히 우우유유팩팩이이나나 접접고고 재재활활용용 분분리리수수거거나나 해해서서 환환경경문문제제
가가 해해결결되되겠겠어어??

그간수많은환경캠페인들이우리개개인의손에이지구의

존망이 달려있는 듯 말해왔다. 카풀을 하고 재활용비누를 구

매하며콜라병이나재활용하는것은, 개개인이아무리헌신적

으로 노력해봤자 저자의 표현처럼‘타이타닉호에 고인 물을

티스푼으로떠내는행위’에불과하다. 이에저자는, 이시대의

환경적문제들이‘의지’의문제가아니라‘구조’의문제이며,

경제의시스템을바꾸면모든것이해결된다는이상적이면서

도실질적인대안을제시한다.

근근본본적적 대대책책-- 시시스스템템을을 바바꾸꾸자자:: 회회복복의의 경경제제

저자는진화한경제시스템의모델을자연의시스템에서찾

는다. 첫째, 산업생산과정전반에서효과적인쓰레기처리,

재활용, 애초부터쓰레기가거의안나오는순환적인생산시

스템을강조한다. 둘째, 경제의기반이탄소로부터수소와태

양에너지로바꿔나가야한다. 셋째, 그러기위해서환경세,

자원공기업등적절한피드백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는것

이그의주장이다.

시시장장의의 원원리리를를 존존중중한한다다

인간의 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동기는 이기심이라 생각한

다. 따라서 이기심에 의한 시장원리를 존중하지 않고선 시스

템으로서의 환경문제 해결책 마련은 어렵다. 예컨대 개인이

시장에서최저가격으로동질의상품을구매하려는강렬한본

능을무시할수없다는것이다. 저자는이러한시장원리를이

용한대안으로환경세를제시한다. 비즈니스의모든실제비용

을 인정하고 시장가격을 반 한 예측 가능한 시장이 필요하

다. 기업들이 서로 생태적인 기업이 되려고 경쟁하는 이유가

윤리적인이유가아니라, 자기들의이익때문이어야한다. 결

국, 구조만바꾸면값싼물건을사려는우리의욕망과이윤을

추구하는기업의의지로세계의변화가이루어질수있다는

것이다. 즉저자는비즈니스와환경주의가적대적인관계라는

선입견을깨고비즈니스가환경문제의해결책이며, 역으로이

를통해비즈니스가번창할수있다는것이다.

나나오오며며

사람들의자발적인기부로환경문제해결은어렵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인상품이오히려가격이싸도록‘시스템’을만드

는것이, 보다‘지속가능한’해결책일것이다. 다만방법상으

로환경세를구체적으로어떻게적용할것인가에대한문제가

남는다. 또한책의문단구성이다소산만하여 의흐름을따

라가기힘들다는점은이책의큰단점이라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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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창창섭섭 ((자자유유전전공공학학부부 0099학학번번))

평소커피와초콜렛을좋아해별다방에서다이어리를받을정도로입에초콜렛

을달고산다. 그런데내가보통커피와초콜렛을사면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에

있는아이들및농부들에게는쥐꼬리만한수익만돌아가는것을안지는얼마되지

않는다. 어느샌가부터공정무역, 사회적기업등에대한기사들이봇물처럼터져

나왔는데, 그때만해도난내가먹고있는물건들이사회적으로어떠한가치를갖

는지를고려할만큼깨어있는소비자가아니었다. 하지만공정무역, 사회적기업

물건등에대해서알아갈수록커피와초콜렛의불공정한구매와유통과정때문에나도간접적으

로나마지구반대편에있는아이들과농부들을아픔을줄수있다는생각이들었다. 그래서‘비교

적’비싼가격을지불하고‘공정’하다는그아름다운커피와Claro 초콜렛을사게되었다. 이를먹

었을때내혀끝심연에서우러나오는깊은맛을느낄수있었는데, 이건아마도내가‘공정’초콜

렛과커피를먹어서인걸까? 공정한물건을샀다는그만족감과나를토닥토닥여주고싶은마음

이깊은맛을느끼게한것일까? 비록아직너무비싸서자주사먹지는못하지만커피만은히말라

야킬리만자로세트를구입해서먹고있다. 나처럼깊은맛을느끼고싶다면, 그리고착한소비자가되고싶다면, 내입도즐겁고

생산자도즐겁고세상도‘따뜻’해지는가장쉬운방법. 지금당장사먹어보기바란다. ̂ ^

김김다다슬슬 ((서서울울대대 경경 학학부부 0088학학번번))

우리에게조금은생소한, 사회적기업 Touch 4 Good이서울대학교학관에

입점하 다. 우연히펜을사러들린학관문구점안에서발견한이브랜드는막

내, 둘째라는깜찍한이름과함께오 조 전시되어있다. 하나하나가모두다

른디자인, 세상에하나밖에없는디자인이라는점에끌려필통을구매하게되

었다. 한 이들어간현수막을사용한제품은웃음을자아내기도했지만전체

적으로깔끔한모양과색상에고르는데꽤시간이걸렸다. 결국같은현수막을

사용하여비슷한느낌을낸필통 2개를찾아내친구와나누어가졌다. 필통은

반질거리는소재로코팅이되어있어쉽게때가타지않고, 모서리부분이튼튼하게마감되어있어내구성이좋다. 밝은연두색상

의지퍼는자칫하면지루하 을지도모르는필통을톡톡튀도록마무리하는역할을한다. 지퍼의손잡이와옆부분의로고택에

는UPCYCLING이새겨있어, 폐현수막을사용한필통이라는아이덴티티를드러내고있다. 하나아쉬운점은필통입구가조금

짧아길다란펜을넣고꺼낼때마다어려움이있다. 그래도전체적으로본다면개성을중시하는우리20대에게세상에단하나뿐

인디자인이라는특별함과, 자연을보호하고수익금의일부가아토피아이들을위해기부된다는선행의만족감을동시에충족시

켜주는아이템이라고생각한다. 찾아다니지않으면관심을갖기어려운브랜드가매일다니는학교안에서만날수있게되어서

참반갑다. 앞으로더다양한장소에서쉽게, 예쁘고실용적인사회적기업제품을만날수있게되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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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회회적적기기업업 ((SSoocciiaall EEnntteerrpprriissee)) 이이란란??

여러분은아직‘사회적목적’과수익창출’을동시에만족시키는것이불가능하다고생각하나요?

하지만, 이미우리주위에는불가능을가능으로만든다양한사례가존재합니다. 

무무하하마마드드 유유누누스스와와 그그라라민민 은은행행((GGrraammeeeenn BBaannkk)) 

마이크로크레딧의성공적인모델을만들어냄

쥬쥬마마 벤벤처처스스 ((JJuummaa VVeennttuurreess))

Ben & Jerry와의성공적인파트너쉽으로빈곤청소년들이건강한

삶을 위하고독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줌

위위두두가가지지사사례례의의공공통통점점은은바바로로이이들들이이‘‘사사회회적적기기업업((SSoocciiaall EEnntteerrpprriissee))’’이이라라는는것것입입니니다다..

사사회회적적기기업업은은 리리와와비비 리리조조직직과과 리리기기업업의의중중간간형형태태로로사사회회적적목목적적을을추추구구하하기기위위해해 업업활활동동을을통통한한수수익익창창출출을을도도모모합합

니니다다.. (www.soci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은한마디로빵을팔기위해고용하는것이아니라, 고용하기위해빵을파는기업을의미합니다. 일반적인기업은

이윤을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취약계층에게일자리나사회서비스의제공등사회적목적을추구하고, 이를위해수익창출등

의 업활동을수행하는조직입니다.

국과미국같은선진국에서는이미사회적기업이자리를잡고성장하고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사회적기업이라는개념이

최근도입되어활발히논의가시작되고있습니다. 2007년노동부의주도아래사회적기업육성법을제정하여정책적으로도사회

적기업의발굴과육성에필요한환경조성에힘쓰고있습니다.

아직국내사회적기업의기반은열악하지만, 저희WISH는‘사회적기업’이사회적문제에대한지속가능하고혁신적인방안

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Use Business Power to Make a Better World”

WWIISSHH 란란??

WISH는What is Strategy for Humanity?의약자로인류애를위한전략이무엇인지에대해고민하는서울대학교학생들이

모여만든학생조직입니다.

WWIISSHH VViissiioonn

인류가안고있는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속가능하고혁신적인방안을연구, 제시하는사회적기업전문Think Tank

를지향합니다.

MMaaiinn AAccttiivviittiieess

WISH에서는보다심화된세미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세미나를통해WISHer들은사회적기업에대해보다심도깊은지식을

축적하고, 이를바탕으로보다다양한스펙트럼으로국내의사회적기업을바라볼수있는전문가적통찰력을함양할수있을것

으로기대합니다. 세미나의결과물은홈페이지와분기별로발행될Sustainability Review를통해외부와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외부Conference를통해외부와소통할수있는기회를갖고있습니다. 또한WISH는여기서그치지않고, WISHer 한사람한

사람이WISH활동을통해배운지식을바탕으로다양한사회적참여활동(사회적기업에대한실제적인지원, 공모전참여, 사회

적기업창업등)을펼쳐나갈수있는플렛폼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자합니다.

SNUCSR NETWORK & WISH

비 리기업 사사회회적적기기업업 리기업

[[회회장장인인사사말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회적 기업 연구 학생조직 WSH 대표 심혜인 입니다.

WISH는What is strategy for humanity? 라는고민을공유하는서울대학교학생들

이모여2008년3월에설립한학생조직입니다. 사회와사람을향하는따뜻한마음을

보다전략적으로실천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WISH 정기학술세미나, 외부프

로젝트, 내부프로젝트등체계적인활동을지속하며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과 관련 분야에 대한 역량을 꾸준히 쌓아 왔고, 이를 바탕으로 분기마다 꾸준히

<Sustainability Review> 를발간해왔습니다. 2010년하반기WISH의세미나팀은사회적기업Touch4Good컨설팅프로젝

트, 사회적기업마케팅전략연구, 사회적기업생태계리서치의주제로나뉘어활발히활동하 으며, 한회기가마무리되는

시점에이르러그성과를정리하여12월3일 (금) WISH - SNUCSR NETWORK 공동Open Session을가지기도했습니

다. 그리고이번13호<Sustainability Review>를통해서는구체적인하반기WISH의이야기를만나실수있습니다. 

어느덧2010년가을학기가거의마무리되는시점에이르 네요. 이번학기3,4,5,6기WISHer들이만든행복하고의미

있는시간들을2011년3월에만나게될새로운7기분들과도함께하는따뜻한상상을해봅니다. 사회적기업이가진생생

한희망과가슴뛰는이야기를배우고알기를원하시는많은분들, 앞으로도관심과애정을가지고WISH의활동을지켜보

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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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NUUCCSSRR NNEETTWWOORRKK -- 지지속속가가능능경경 전전략략연연구구회회
AAbboouutt SSNNUUCCSSRR NNEETTWWOORRKK

잡잡지지『『SSuussttaaiinnaabbiilliittyy RReevviieeww』』의의저저변변확확대대
:: 기기업업과과의의연연계계를를통통한한전전국국적적배배급급망망구구축축11

EESSGG 산산업업과과의의연연계계를를통통한한CCSSRR에에대대한한이이해해
:: CCSSRR 컨컨설설팅팅기기업업과과연연계계를를통통한한교교육육과과피피드드백백22

CCSSRR 및및SSuussttaaiinnaabbiilliittyy 통통한한사사회회적적공공익익강강화화
:: 외외부부활활동동을을통통한한사사회회적적인인식식확확대대및및참참여여유유도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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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CSR을 '단순한기부', '일회성봉사'라고여기시지는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이제는잘못된고정관

념을타파해야할때입니다. CSR은일방적, 시혜적차원의사회공헌활동이결코아닙니다. CSR은현

사회의지속가능성을보장하기위한기업차원의총체적경 전략을뜻합니다.

SNUCSR NETWORK는기업의사회적책임및지속가능경 전략을연구하는서울대학교학내경 학술동아리입

니다. 이곳은CSR이단순히사회에만도움을주는것이아닌, 궁극적으로기업본연의가치에도부합되는 '경 전략'

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EESSGG((환환경경,, 지지역역사사회회,, 거거버버넌넌스스))관점으로 비즈니스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며현세계에대한통찰력및분석력을길러사회각부문의리더로성장하게됩니다. 주저하지말고 SNUCSR

NETWORK의문을두드리십시오. 우리는 '당신'과함께더나은내일을위해힘차게나아가기를희망합니다.

VViissiioonn

MMiissssiioonn

SNUCSR NETWORK는CSR및ESG의가치를교내외에널리전파하여우리사회에 '지속가능성'이라는새

로운패러다임을제시합니다. 더넓은세상과의소통을위해우리는세가지미션을선정, 거시적관점에서이

를실현해나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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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ISSHH iinn 22001100

WISH는사회적기업전문THINK TANK로발돋움하기위하여, 2010년다양한활동을진행했습니다.

학학술술 SSeemmiinnaarr

WISH회원들이모여사회적기업에대해토론하고, 주제를잡아국내외Case들을분석

하며, 사회적기업관련전문가를초청하여강연을듣는등, 매주진행되는세미나를통해

사회적기업분야의전문가가되기위한소양을쌓아가고있습니다.

<세미나주제>

- 1학기연구주제: 공신사례, 사회적기업가정신, 사회적기업통합마일리지, HUB

- 2학기연구주제: 에코디자인, 사회적기업마케팅전략연구, 사회적기업생태계인터뷰

PPuubblliisshh

<Sustainability Review> 발간

Sustainability Review는WISH의연구및프로젝트활동을담은계간지입니다. 

2010년봄에는“정부의CSR협력및사회적기업지원”을주제로10호가발행되었고, 이후11, 12 호가

각각여름과가을에발행되었습니다.

Sustainability Review는 대학생과 외부단체에배포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관심을높이기 위한

WISH의노력중하나입니다.

SSVVCCAA((SSoocciiaall VVeennttuurree CCoommppeettiittiioonn AAssiiaa))설설명명회회 주주관관 ((22001100.. 55.. 2222))

서울대 경 대학과 소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SEN)에서 주최하는 제 5회 한국 소셜

벤처대회설명회를WISH가주관하 습니다. 

서울대경 대학에서열린이번설명회에는대학(원)생및사회인이참여하여소셜벤처의

인식확산과향후일정에대한소개를들었습니다. 

TToouucchh ffoorr GGoooodd 마마케케팅팅 컨컨설설팅팅

폐현수막을upcycling 하여패션아이템을만드는Touch for Good(T4G)이서울대에

입점하는과정에서WISH가마케팅컨설팅을수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디스플레이기

획, 소비자 설문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컨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Touch for

Good은서울대학생회관문구점에들어와있습니다.

OOppeenn SSeessssiioonn 개개최최 ((22001100.. 1122.. 33))

2010년하반기WISH의결과물을대외적으로발표하는자리를가졌습니다. 이번오픈세션은“Strategy for Sustainability”라

는이름으로처음SNUCSR NETWORK와공동으로개최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을비롯하여사회인분들이오셔서WISH의연구

및프로젝트산물을더많은사람들과나눌수있는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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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활동동사사항항

SNUCSR NETWORK는기업, 정부부처, 학내연구소등과연계하여마지막에있을Open

Session에발표할Topic Research를실행합니다. 동아리내에서 3~4명으로구성된팀을구

성하여특정분야의Topic을설정하고, ‘Open Session’에서이Topic에대한Research 결과

를 CSR관계자와 학생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Final Competition을

위해각팀은매주진행상황을보고하며, CSR 산업전문가로부터정기적인피드백을받습니

다. 또한 성공적인 Final Competition 및 Open Session에 필수적인 PT

작성법및효과적인프레젠테이션방법에대해도움이되는지원세션이진

행됩니다.

매주 CSR 산업관계자분을초청하여 CSR에관련된다양한주제의강

연을들으면서전반적인지식을습득합니다. 이번학기에는총5회에걸쳐

산업 관계자들로부터 지속경 전략(하이닉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J),

사회적기업(SK), 친환경산업(Eco-frontier), 사회책임투자(SUSTINVEST)

에대한강의를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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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참여하는가운데개최되는발표세션

은한학기동안교육세션과실행세션을통해축적된동아리부원들의성과물을

공개하는장입니다. 또한, 동아리잡지인『Sustainability Review』는온/오프라

인을통해학내구성원들뿐만아니라기업체등에배포됩니다.   

[SNUCSR] 2010 Autumn Semester

회회장장의의 인인사사말말

‘기업의사회적책임’이라는말을들어보신적이있으십니까? 대다수가언론매체나학교수업시간을통

해서들어본적이있거나, 아직‘기업의사회적책임’이라는단어를생소하게느끼는분들이많으실것이라

고생각합니다. 지금우리가살아가고있는현대사회의중심에는거대한자본력을바탕으로하는‘기업’이

경제활동의중심에있습니다. 그리고이러한기업들은경제활동을통해단기적으로자신들의이윤을

극대화하는데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아왔습니다. 자연을훼손하고인권을묵살하며내부에서는갖은비리가오가며자신

들의성장에만급급하 습니다. 그렇기에기업들이‘사회적책임’을한다는말을들을때마다우리들은쓴웃음을지을수밖

에없는것입니다. 이러한단기적안목에서벗어나기업의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동시에장기적으로는지속가능한성장을

이룩하자는것이CSR의핵심적인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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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의

에동아리차원에서Youth 참가자로참석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한국윤리경 학회’가 주최한‘2010 추계 윤리경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기업의사회적책임을위한전략을알아보았습니다

CCoonnffeerreennccee

BB44EE 정정상상회회

한국생산성본부에서주관한‘중소기업CSR 실천사례및활성화방안아이디어공모전’에참가하여

1위로수상하 습니다. COEX에서열린중소기업사회책임경 포럼에서위내용을발표하 습니다.

공공모모전전 출출전전

정기세션과 외부활동을 통해축적된성과물을 외부와 공유하고자, 학기 중습득한 지식과

정보를정리하여『Sustainability Review』를발간하 습니다. 

잡잡지지 발발간간

CCRRSS카카페페개개설설 내부에서 발간하는 Sustainability Review의 내용을 CSR을 알고자 하는 대중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카페

(cafe.naver.com/snucsr)을개설하 습니다. CSR 연구내용을대중들과고유할수있는장으로마련하고자합니다.

대대외외활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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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문문 화화감감독독들들이이진진행행하하는는체체험험형형 화화창창작작교교육육
화창작교육은 2008년

‘토토의 작업실’이라는 이

름으로 런칭하여 현재까지

문화소외지역 아동, 저소득

가정아동을대상으로매월

진행되어 왔습니다. 2008

년부터 지금까지 137명의

아이들이 전문 화감독들

에게 시나리오, 연기, 촬 ,

편집에 대해 배우고 직접

화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완성된 화는

아동, 교사, 학부모,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를 통해

상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커리큘럼을 리뉴얼하고 신규

화감독을 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

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포함하는 등 교육의 대상

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 문화를 쉽게 접하

기 힘든 환경의 아이들에게 대표적인 대중문화인‘ 화’를 체험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변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스스로 작품

을만들어내는과정을통하여자존감을고취시키고있습니다.  

최최신신 화화((33DD 포포함함))를를 무무료료로로 관관람람하하는는 객객석석나나눔눔
전국의 저소득가정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3D를 포함한 최

신 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실, 매

점, 특화관 등 평소 보기 힘든 극장 내부를 견학하는 시간을 마

련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54개관, 16,705석의

객석을 나누었으며, 지속적으로 객석을 나눌 계획입니다. 평소

보호자의 부재, 열악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화관에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객석나눔을 통해 견학과 관람을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또래관계, 학교생

활에서가졌던소외감을덜고있습니다. 

지지역역사사회회와와 함함께께 하하는는 임임직직원원봉봉사사활활동동

전국 CGV극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 공부방, 지역아동

센터를 방문하여 박물관 견학, 생태체험, 자전거타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진행하는 청

소, 설거지, 연탄배달 등 노력봉사에서 벗어나 CGV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볼런테인먼트(Voluntainment, 볼런티어와 엔터테

인먼트의 합성어로 즐기면서 하는 봉사활동이라는 뜻의 신조어)

활동을 진행하며, 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욕구를 해소하고 있

습니다. 특히 봉사활동 시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

시하고관련비용을전액지원하여참여기관의부담을경감하고

임직원들의자발적인참여를증진하고있습니다. 

화 그 이상의 감동, CGV 나눔의 화관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의 지평을 새롭게 열다

국내최대멀티플렉스 CGV는 2004년 10월부터 사회공헌브랜드‘나눔의 화관’을런칭하고문화소외지역, 저소득가

정,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창작교육, 객석나눔, 임직원봉사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나눔의 화관’의

주된 특징은 CGV의 비즈니스 특성을 사회공헌활동에 접목시켜 CGV가 가장 잘 알고 이행할 수 있는 활동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CGV는 사회공헌활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증진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대상에게전달하고있습니다.     

[전면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