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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stainability Review

SNUCSR NETWORK 회장의 인사말
  

   안녕하세요, SNUCSR NETWORK 22기 회장 오은채입니

다. 작년 9월 설레는 마음 반, 걱정스러운 마음 반으로 첫 세션

에 들어서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3기와 함께 제작하는 

Sustainability Review Vol.30에 실릴 인사말을 쓰고 있자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업, 개인 그리고 사회에 대한 오랜 고민의 종착역이

었던 SNUCSR NETWORK은 저에게 그에 대한 답과 함께 더 많은 

새로운 고민거리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러했기에 더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년 간 주전공으로 경영학을 공부하며 기업의 운영과 생존 원리에 

대해 배웠지만, 정작 그러한 기업이 개인과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

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연결고리 부분이 빠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

다. 이러한 공백을 채워준 것이 바로 SNUCSR NETWORK에서의 활동이었습니다. 학회 활동기

간동안 우리는 기업가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주주의 시선에서, 노동자의 관점에서 기업

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기업전략으로서의 CSR에 대해 주로 다

루면서도, 진정성 있는 CSR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의 상관관계, CSR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긍

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가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단순히 시장에서의 생존을 목적으로 한 이윤창출 기계가 아니라, ‘권리

와 의무를 갖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업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기존에 다루던 CSR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한 학회원들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기

에 더욱 뜻 깊었습니다. 기업의 CSR이라는 비재무적 영역을 SROI라는 지표를 이용하여 객관적

으로 계량・측정해보려는 노력들, 대학이나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루어보고자 하는 참신한 시

도들, 4차 산업혁명과 인터넷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플랫폼 기업, 게임 산업, AI기술과 관련된 

CSR에 대한 고민들이 모두 모여 한 학기 학회 활동을 풍성하게 했고, 그 결과물들이 모두 고스란

히 Sustainability Review Vol.30에 담겼습니다. 국내적으로 한창 이슈가 되었던 스튜어드십 코드

에 대한 관심을 거버넌스 리포트로 발전시켜보기도 하였고, CSR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두 

영역인 사회적 약자와 환경에 대한 고민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CSR실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

록 도와주신 기업관계자 분들의 목소리가 더해져 Sustainability Review Vol.30이 최종적으로 완

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

로 함께 CSR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방학 중에도 학회지 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써준 22기, 23기 학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그리고 Sustainability Review Vol.30이 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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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 Network 기본정보

동

아

리

등

록

사

항

소 속  학 교 서울대학교

소 속  학 과 경영대학

소 속  형 태 학술연구동아리

단   체   명 지속가능경영학회 SNUCSR Network

창 립  년 도 2006년 3월

대 표  학 생 22기 오은채 (14 자유전공-경영학,중어중문 전공)

대표 연락처 010-5024-7502 / snucsr@gmail.com

지 도  교 수 이동기 교수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연 구 분 야 지속가능경영 / 환경경영 / 기업의 사회공헌 / 윤리경영 / 사회책임투자

참 여 인 원 현재 활동인원 : 13명(22기&23기) (누적 계 243명)

활 동 시 간
학기 중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학술토론 진행

(개인적인 학습시간은 별도)

2018년

1학기

주요

활동

1. UNGC 기업 CSR전략 제안 공모전 참가

2. 초청강연: LG화학 CSR팀 신관익 연사

3. 실무자 인터뷰: 다음카카오 의장실/전략지원팀 신인섭 팀장

4. 현장 방문: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회사 베어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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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8년 당시 기관투자자들(금융기관)이 투

자 대상 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비롯하여 리스크

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가 발생했다. 이는 미국, 영국 등 많은 선진국에

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통한 외

부 지배구조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게 되

는 배경이 되었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

드(Stewardship Code)는, 기관 투자자에게 맡

겨진 투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자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말한다.1) 중세

영국의 장원제도에서 집사(steward)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들도 고객 

자산을 충실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

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등 자본시장의 선

진국들이 뒤를 이었는데 기관투자자와 투자대

상 기업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실행에 

1)	 	국회입법조사처(2017),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NARS	현안보고서,	제	315호,	p.	13.

옮기는 국제적 흐름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러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주식 보유와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의 적극적인 대화

를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회사의 중장기

적 발전을 유도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 증진

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행동원칙

을 자율규범형태로 만들어 지키도록 하자는 취

지로 지난 2015년 3월 코드제정위원회를 출범

시켰다. 그 이후 1년 9개월에 걸쳐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스튜어드십 코드의 7가지원칙

이 공식적으로 2016년 12월 5일 공청회에서 

공개되었다.2) 그리고 2018년 7월 23일 ‘국민연

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려 스튜어드십 코드 안

건이 통과되었고3) 지난 7월 30일 그 도입이 확

정되었다.4)

2)	 위의	보고서,	p.	13.

3)	 	김날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다음달	말	도입>,	
SBSCNBC,	2018-06-26,http://sbscnbc.sbs.co.kr/
read.jsp?pmArticleId=10000906223.

4)	 	윤지원,	 <마침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국민연금,	
첫	타깃은	대한항공?>.	 CNB	 Journal,	 2019-08-
08,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
html?no=125098.

 22기 오은채(eunoh0202@naver.com)

 22기 김민영(yijk261@snu.ac.kr)

 23기 이정언(erer0402@naver.com)

[거버넌스 Report]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도입
-코드 도입을 두고 제기된 비판 점검 & 활성화 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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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에게 

이익이 되도록 성실히 수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선관주의 의무 강화 및 적극적인 주주행

동의 유도를 위해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국

내 도입 내용을 살피려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

에 예상되는 한계점들을 논의해봄으로써 그 실

효성을 파악해 볼 것이다.

1.1. 스튜어드십 코드의 7가지 원칙(한국)5)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

야 한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

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

을 공개해야 한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

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

로 점검해야 한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

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

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

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

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

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

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

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

로 보고해야 한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

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5)	 	한국기업지배구조원,	http://www.cgs.or.kr/business/
stewardship_tab02.jsp

Ⅱ.  본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
드 도입 

2.1. 국내 도입

1) 도입 배경 

   지난 4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찬성 3

년 만에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

혔다.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태당시 삼성물산의 지분 중 11% 가량을 보유

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전문위원

회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 의사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6) 국민연금이 최

소 1천 388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찬성한 

이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

계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고 이 합병사태는 국민

연금에 보다 투명한 운용지침이 필요하다는 여

론 형성에 주된 역할을 했다.

   이에 더해 최근 논란이 된 대한항공 총수일가

의 갑질사건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촉진

하는 배경이 되었다. 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기

업 가치가 심각히 훼손되어 국민의 자산이 위협

을 받았는데도 대한항공의 제2대 주주인 국민

연금이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회사의 임원에 대해 해

임의결권과 같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목

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 순환출자고리를 끊기 위해, 현대

모비스를 중심으로 오너일가가 그룹을 지배하

도록 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분구조개편도 눈

여겨볼 사례이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자

동차에 약 10억 달러 이상 주식을 보유한 미국

의 헤지펀드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의 출자 구조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회사와 주

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을 위한 추가 조치를 요

6)	 	서한기,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찬성	3년만에	대국민
사과	검토>,	연합뉴스,	 2018-04-09,	 http://www.
yonhapnews.co.kr/bulletin/2018/04/06/020000000
0AKR2018040610160001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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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했다. 이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대차 경영진

의 대응에 따라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실제 행동

에 나설 수 있다는 예고로 분석되었다.7) 따라서 

현대차그룹은 주주와 시장의 신뢰와 지지 확보

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면서 현대모비

스와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 합병 절차를 중단

했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현을 위한 기반이 잡히는 분위기로 해석된다.

   이렇게 삼성물산 합병사태와 대항항공 갑질

사건으로 살펴본 국내 기업 관련 스캔들과 주주

가치 하락을 우려한 기관투자자들의 선행적인 

주주행동(현대차그룹 지분구조개편사례)은 기

관투자자와 투자대상회사 간의 양방향적 소통

을 비롯하여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원칙과 

기준의제시를 요구하는 바이다.8)

 

2) 도입 계획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 중심 접근법을 

취하며 세부사항대신에 코드 참여자가 자율적

으로 이행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도입할 계

획이다.9) 기본적으로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연

기금 등 ‘기관 투자자’와 이들의 주주활동을 지

원하는 의결권 자문기관, 투자자문사 등 원칙

에 대한 참여를 공표한 기관과 같이 ‘국내 상장

사의 주식’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그 외  

자산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금지하

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수탁자’는 투자대상에 

구애 받지 않고 코드를 적용할 수 있다.10) 참여

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7개 세부 원칙과 안내지

침을 이행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

행하지 않을 시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11)

7)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
html?idxno=31830

8)	 	강윤식	외	10명,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Ⅱ)>,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	
2017-04,	p.	15.

9)	 위의	보고서,	P.	23

10)	 위의	보고서,	P.	45

1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h t tp : / /www.cgs .o r . k r /
business/stewardship_tab02.jsp

   우선 최근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

금은 원칙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로 할 시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합병·분할·분할합병, 

회사 해산 등에 있어서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

사할 수 있게 된다. 기업 경영 가치가 상당히 하

락하거나 관련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제한적 허용’의 

의미이다.12)

 

3) 기대효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가

장 먼저 기대되는 효과는 배당 증액이다. 국내 

증시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

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은 주요 국가에 비해 현

저히 낮은 수준이다. 20% 수준에 머무르는 한

국 증시 배당성향은 호주(69%), 영국(58%), 독

일(40%) 등에 비해 2-3배 가량 낮으며 같은 아

시아권인 중국(32%)와 일본(30%)와 비교해도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

다.13)

   이러한 상황에서 약 300여개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중인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통해 

해당기업에 배당 확대를 건의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에 있어서는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

인다.14) 그리고 이러한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정책 제고로 코스피지수 주가수익비율이 재평

가되고 지주사의 자회사 가치할인 완화가 기대

될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대상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ESG투자 촉진 

12)	 	윤지원,	 <마침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국민연금,	
첫	타깃은	대한항공?>.	 CNB	 Journal,	 2018-08-
08,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
html?no=125098.

13)	 	명순영,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경영	간섭	지나
쳐”	VS	“배당	확대	기대감”>,	매경이코노미,	2018-08-
06,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
php?sCode=21&t_uid=20&c_uid=1619902

14)	 	오정은,	<국민연금의	결단,	무배당·지주사·코스피에	’날개’
>,	머니투데이,	2018-07-30,http://news.mt.co.kr/
mtview.php?no=2018073013421643295



Summer 2018 vol.30    9

효과도 기대된다. 여러 도입 취지가 존재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가장 주된 목표는 ‘투

자대상회사의 중장기가치 향상 및 지속가능성

장’이다. 코드도입을 통해 기관투자자는 기업지

배구조, 사회책임경영 등 투자대상회사의 비재

무적 사항에 대한 적극적 주주활동이 가능해지

게 되고, 이는 기관투자자와 대상회사 이사회와

의 지속적인관계망을 형성하여 대상회사의 중·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15)

끝으로 국민연금 역시 코드 도입을 통해 연기금

의 수익성개선 및 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드 도입으로 기업의 지배구

조와 낮은 배당성향이 개선되면서 연기금의 수

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원칙 4에서 6과 같이, 책임투자활동에 대한 사

전 공개, 활동내역 공시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

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2.2 비판 및 한계점 분석

   국민연금의 국내 최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을 두고, 다양한 주체들의 반대 혹은 우려의 목

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스튜

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국민연금의 일방적 주주

권 행사, 경영권 간섭으로 규정하는 일부 언론

과 정치권의 찬반논쟁은, 자칫 도입단계에서부

터 코드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낳고, 정치적 

갈등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

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두고 제기되는 비

판들을 정리하고 검토해봄으로써, 스튜어드십 

코드 국내 도입의 정당성 및 한계지점을 다시금 

점검해보고자 한다.

 

1) 실질적 효용성

- 강제성 없는 자율규범으로서의 실효성 논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반대하는 주요 논

15)	 앞의	보고서,	P.	25.

지 중 하나는 바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 즉 

‘스튜어드십 코드 무용(無用)론’이다. 스튜어드

십 코드는 어디까지나 개별 기관 투자자가 자율

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성 규범으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실질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30조 이상의 거대자금을 운용하며,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이 300여개에 육박

하는 국민연금의 코드 도입은 우리나라 대부분

의 주요 대기업들에게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 또는 

2~3순위 주주인 상당수의 기업(KT, POSCO, 

NAVER 등)들에 있어,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

영 전반에 대한 참여 가능성이 열린 셈이기 때

문이다.

   또한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스

튜어드십 코드도입은 여타 대형 기관투자자들

의 코드 도입 역시 장려하는 효과를 낳고 있

다. 국민연금과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

한 기존의 56개의 기관투자자 이외에도 사모펀

드, 자산운용사 등을 포함한 46곳이 새롭게 규

범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

럼 국민연금이 코드 도입의 선두주자로 나서면

서 기존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우려하

던 비판 여론은, 오히려 지나친 영향력 행사로 

인해 기업 경영권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기

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그 

양상이 전환되고 있다.

-  기업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연금이 주체로 나서면서 스튜어드십 코

드 도입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담보된 만큼, 그 

영향력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일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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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주활동이 기업경영개선에 긍정적으로 작

용한다는 연구결과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

전부터 다수 존재했다. 그러나 한국의 도입에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영국, 일본의 

선례를 살펴보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2010년 가장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최근 운용성과를 보면 코드

에 가입한 기관은 234개(2011) → 259(2012) 

→ 290(2013) → 306(2015.11)로 꾸준히 증가

하여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300개 기관 중 제대로 규범을 준수하는 기관은 

약 30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드를 

주관하는 FRC에서도 2014년 보고서에서 코드

에 가입한 기관투자자 중 대부분이코드 준수에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16)17)

  일본의 경우, 2014년에 영국식 스튜어드십 코

드를 도입하고 이듬해인 2015년에 일본 닛케이

지수는 15년 만에 2만선을 돌파하고 일본 기업

들의 배당금 총액은 11조8000억 엔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드 도입을 긍정하는 측에

서는 코드의 도입이 일본의 증시 상승을 이끌었

듯이, 우리나라의 코드 도입 역시 국내 기업지

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 전망한다. 그러나 초기 코드의 

도입목적이었던 ROE(자기자본이익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도입
국가

도입
연도

운영방식 평가

영국 2010

‘comply or explain’

‘폭넓은 재량의 인정’ 

과 ‘공시를 통한 준수 

여부 확인’

코드 가입 기관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상당수가 코드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

16)	 	황인학.	(2016).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
드(Stewardshipcode)의	본질과	쟁점.	한국경제연구원.

17)	 	심영.	 (2016).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과	운영의	
시사점.	기업법연구,	30(2),	9-35.

일본 2014

영국의코드를 본떠

‘원칙준수, 

예외설명’ 구조를 

채택

200여개 

기관투자자 참여

일본 증시에는

긍정적 영향, 그러나 

ROE(기자본이익률)

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음

18) 기존 코드 도입국가들 내의 실효성 논란과 더

불어, 오늘날 국내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가능성

에 대한 우려가 만연한 것은, 우리나라대기업 

대부분이 갖고 있는 ‘재벌’이라는 기형적인 구

조 때문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

고, 막대한 자본과 세력을 갖는 소수의자본가 

집단이 독점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

사하는 우리나라 기업환경 특성상, 코드 도입만

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으리

라는 지적이다.

   국내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두고 ‘재벌 개혁’이라고 칭하기도 

하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재

벌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에 얼마나 영향력

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재벌의 

갑질 논란으로 그 도입이 촉진된 만큼 재벌 지

배구조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규범을 가장한 ‘정

부의 재벌개혁 수단’이라는 산업계의 반감을 극

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처

럼자칫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를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코드 운용 

방안 설계가 필수적이다.

- 기업의 ESG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또 다른 과제는, 기업 지

배구조 개선을 넘어 기업의 ESG투자, 즉, 환경·

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한 투

자, 사회책임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도입 초

기인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목적은 기업 

18)	 	간사꾸	히로유키,	전규향.	(2016).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
드와	자본시장.	기업법연구,	30(2),	54-69.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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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에 맞추어져 있지만, 점차환경, 

인권, 노동 이슈 등으로의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의 ESG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이루어진 국가들의 

선례를 살펴보면, 기관투자자의 개입과 사회책

임 경영 간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사례들

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 주요 연기

금 중 네덜란드의 공무원기금인 APG의 경우, 

미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후 ESG주제 관련 

기업미팅을 진행하는 등 ESG 관련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

히 이행하고 있다. 아래 표19)는 APG가 기업의 

근로여건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내용이

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관투자자의 지속적인 

평가 및 관여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주가, 매

출 등의 지표가 반영하기 어려웠던 기업의 비재

무적 성과 및 사회책임투자 부문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가치의 주요 평가요인 중 

하나로 정착하게 되면서 기업의 ESG투자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2)  연금사회주의 논란: 단어의 정의에 대한 

오해 및 오용

19)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발간한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Ⅱ)	(2017,	04)에서	발췌한	
내용

   일부 언론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으

로 정치권과정부가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

섭하는 ‘연금사회주의’가확산될 수 있다고 보도

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사회주의가 정확히 무엇

인지 설명하고 있는 기사는 많지 않다. 연금사

회주의의 정의는 다양하다. 그 중 현재 언론에

서 ‘연금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설명할 때는 피

터 드러커가 1976년에 쓴 저서 《보이지 않는 

혁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언론에서 

사용하는 연금사회주의의 정의는 드러커의 정

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저서에 따르면, 당시 미국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고용인 연금기금, 즉 1,000~1,300

여개의 대규모 기업의 연금기금과 35개 산업별

연금기금은 이미 미국의 1,000여개 대규모 기

업의 하나하나에 대한 빈틈없는 지배권을 소유

하게끔 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이론의 용어

를 빌린다면 미국의 고용인들이야말로진정한 

의미에서의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연금기금을 통하여 유일 진정한 

‘자본가’가 되어 미국의 ‘자본’을 소유하고 통제

하며 또 이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생산수

단’이라는 것, 즉 미국 경제는 미국의 고용인들

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20) 

   즉, 드러커가 정의한 연금사회주의는 전 국민

이 대부분 참가하여 갹출한 투자금을 운용하는 

미국의 수많은 연기금들이 미국 국내 상장기업 

대부분을 지배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한 미국의 이러한 연기금 시스템이 관료조직이

나 민간 거대소유자들에 의한 낭비를 가장최소

화하고, 국민의 투자로부터 얻어진 이익이 사라

지지 아니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제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을 설파한 것이다.21)

   피터 드러커는 미국의 연금 시스템이 다른 국

가들의 분배시스템 보다 우수하다는 설명하기 

20)	 	P.	Drucker,	The	Unseen	Revolution－How	Pension	
Fund	Socialism	Came	toAmerica－,	2쪽	(성승제,	<
연기금자본주의론의서론적	고찰>,	《증권법연구》,	17(3),	
151쪽에서	재인용).

21)	 성승제,	op.	cit.,	152쪽,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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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연금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연기금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비판하기 위

해 사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언론과 정치권

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문제점으로 연금사회

주의를 지적하는 것은 이 용어를 오용하는 것이

며,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다. 국내에서 사회주

의를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언론

에서는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포함된 연금’사회

주의’를 원래의 뜻과 다르게 정부가 적극적 주

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

하는 관치(官治)의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3) 정부의 개입 및 이해 상충 문제

   연금사회주의라는 용어의 오용이 문제인 것

과 별개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

입하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에 부당

한 압력을 행사할 위험성은 존재한다. 국민연금

이 보유한 국내 대기업의 주식은 기업의 지배구

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기 때

문이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현재 국민연금

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276개, 10% 

이상 보유한 기업도 96개에 달한다. 국민연금

의 주주권 확대를 반대하는 측은 국민연금의 유

일무이한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부작용이 근본

적으로 통제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사회적 비용

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기업에게 미칠 수 있게 되면 기업의 

자율성이 축소되고 기업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22) 

또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국민연

금이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하도

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영참여에 해

당하는 주주권이란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

22)	 	강윤식·위경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	및	전
문성	확보	방안>,	 《한국증권학회지》	 44(1),	 2015,	
137~138쪽.　

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을 말하며, 사외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등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과 관련된 주주제안을 포함한다. 경영참여 주주

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

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행방안이 마련

되기 이전이라도 국민연금 운용의 최고의사결

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후에는 경

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로 정부가 국

민연금을 통해 기업에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있

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역할

   국민연금의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

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국민연금

이 독립성을 확보해 연기금에 대한정부와 정치

권의 부적절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23)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적

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되 이로 인해 국민연

금 가입자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이

익이 침해당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

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7개 원칙 중에서 원칙 

2(이하 ‘원칙 2’)는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확보

할 방안을 마련하기를 지시하고 있다. ‘원칙2’

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

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

성이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

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성실하게 기금을 관리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먼저 고려될 

위험이 있다. 국민연금의 운용이 정부 부처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면 국민연

23)	 Loc.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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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돈을 맡긴 국민이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러한 이해 상충의 가능성

을 피하기 위해 원칙 2에 따라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원칙 2를 반드

시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코드 도입에 따른 논란을 해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민연금이 제시한 독립성 확보 방안 1:

 수탁자책임위원회 설치

   7월 30일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24) 

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

면 국민연금은 원칙2의 이행방안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이하 수탁자 책임위)를 설치할 것이다. 수탁자 

책임위는 의결권과 주주권의 행사 및 책임투자

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검토 또는 결정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탁자 책임위는 주주권 행

사 분과(9명)와 책임투자 분과(5명)로 나눠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수탁자 책임위는 현재의 주식의결권행사전문

위원회(이하 의결권 전문위)를 확대개편한 것이

다. 의결권 전문위는 2005년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주주총회 안

건에 관해 기금운용본부 대신 의결권 행사의 방

향을 결정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러나 기금운용

본부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

련한의결권 행사 안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문제가 되었다. 의결권전문위에 안건을 회부하

는 편이 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등

의 외부 압력으로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결권전문위에의결권 행사 방향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기금운용본부일 뿐 아니

라 기금운용본부의 재량으로 요청을 하지 않을 

2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 t t p : / / www .m o hw .
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
ID=04&MENU_ ID=0403&page=1&CONT_
SEQ=345546.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의결권 

전문위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

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

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결과는 의결권 전문

위가 안건 회부를 요청할 권한이 없는 데서 비

롯하였으며, 국민연금이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하기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

었다.2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 2의 이행

방안에 따라 수탁자 책임위는 위원회 내 주주권 

행사 분과 위원 9명 중 3명 이상이 요구하는 안

에 대해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주주권 및 의결권

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탁자책임위

에서정부인사를 배제하고 사용자단체, 근로자

단체, 지역가입자단체, 연구기관이 추천한 전문

가로 구성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위원 

간 상호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한 이해 상충 방지와 독립성을 강화

할 것이다.

- 수탁자책임위원회의 한계점과 개선방향

   그러나 수탁자 책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산하에 있기 때문

에 정부의 의견과 다른 독립적 결정을 하기 힘

들다는 우려가 있다. 이론적으로 보건복지부 장

관은 보건복지부의 다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기금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

다. 국민연금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이사회 

구성, 임원보수, 예산 편성, 경영평가 등 광범위

한 영역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의 통제 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서는 대

통령 비서실의 압력으로 의결권 행사가 왜곡되

기도 하였다.26) 

25)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Ⅱ)>,	2017.

26)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op.	cit.,	49~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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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금운용위원회27)는 각 가입자 단체의 대

표성을 중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전문성

이 요구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각 가입자 

단체의 이해관계에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금운용위의 위원은 총 

20명으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당

연직 위원 5명은 각각 정부 부처 차관 4명과 국

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정부를 대표하고 있다. 

위촉위원은 총 14명이며, 사용자 대표 3명, 근

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대표 6명과 관계 전

문가 2명으로 구성된다.

   결국 현재 기금운용위에서 이해당사자 대표

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대표하는 위원은 단 2명

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적구성은 국민연금의 수

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떨어뜨

려 기금운용의 민첩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기금 운용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수탁자책임위 내부의 문제도 있다. 국민연금

은 수탁자책임위 내 비재무적 요소에 초점을 맞

춰 투자를 검토하는 책임투자 분과 위원을 모집

할 계획이지만, 책임투자 분과 위원의 자격 조

건에 맞는 전문가를 찾기 힘들다는 점도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다. 자격 조건은 책임투자 관련 

자문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책임투

자 관련 자산을 운용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관

련 연구 경력이 있는 자이다. 게다가 현재 관련 

분야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어 이해상충 우려

가 있는 이도 제외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책

임투자 역사가 짧은 국내 시장 여건상 책임투자 

분과를 적극적으로 이끌 후보군이 많지 않다고 

말한다.28) 

   따라서 수탁자책임위의 상위 기관인 기금운

용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혁해야 수탁자책임위

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기금운용위원회

27)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국민연금	전반을	관리하는	국
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연기금	운용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28)	 	신지후,	<‘스튜어드십’	수탁자책임위	구인난>,	《한국일보》,	
2018.8.2,http://hankookilbo.com/v/d1e3912e528
5432192795c7188702acb,	2018,8,7.

를 민간금융전문가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설

화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독립시킨 기금운

용본부의 실질적 이사회로서 감시와 통제 기능

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29) 또한 수탁

자책임위원회의 책임투자 분과의 인력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전문 인력을 교육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민연금이 제시한 독립성 확보방안 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위임

   수탁자 책임위 설치 외에도 주주권 행사의 정

치적 독립성확보를 위해 국민연금은 간접운용

하고 있는 국내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민간 위

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위탁운

용사는 정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

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운용하고 있

는 국내주식은 4월 말을 기준으로 131조원이

며, 그중 약 46%를 차지하는 60조원을 외부 민

간 위탁운용사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

본시장법에서는 투자일임업자(위탁운용사)의 

권리남용을 우려하여 투자일임업자가 의결권과 

기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를 위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투자일임업자가 투자

자의 이익에 반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가능성

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30) 따라서 현재는 국

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통해 간접 운용하고 있

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

고 있다.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위임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탁

운용사가 위임 받은 의결권을 자신의 이익을 추

구하는데 사용해 기금운용의 목표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임에 따른 위탁운용사의 영업

상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운용사

29)	 	윤희숙	외	2명,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KDI	FOCUS》	제55호,	2015,	KDI,	7쪽.

30)	 강윤식,	op.	cit.,	142쪽.



Summer 2018 vol.30    15

에게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스튜어드

십 코드를 이행하는 위탁운용사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

사가 국민연금의 수익 제고 등에 반할 경우 의

결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위임의 한계점과 

개선방향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투자액 중 나머

지 약 71조원(54%)을 직접 운용하고 있으며 국

민연금이의결권을 직접 행사한다. 또한, 코드 

이행방안에는 개별운용사의코드 내용과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등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한

다고 했지만, 기금운용위원회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위탁운용사가 독

립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

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

정하여 독립성 논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예

를 들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

을 결정하거나 철회할 때 그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주식 투자액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

다. 일본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GPIF(일본공

적연금)는 국내 주식 운용과 의결권 행사를 모

두 민간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의 개입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위탁 운용사의 

이해 상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 

GPIF와 같은 모델을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

르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운용사에 대한 스튜어

드십 코드를 적용할 때 이를 대비할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제언
 

   이상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배경 

및 경과, 제기된 비판, 한계점 극복을 위한 방안

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본 리포트에서는 스튜어

드십 코드의 국내 도입을 두고 제기되는 각각의 

주요 비판논지들을 검토한 끝에, 코드 도입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

다. 이미 국민연금의 코드 도입이 확정되었고 

그 효용성과 정당성에 대한 검증이 이를 뒷받침

하는 만큼, 막연한 찬반논쟁보다는 어떻게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용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다.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

관의 독립성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앞선 본론에

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이는 비단 국민연금에

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코드 도입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데에 있어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이기에, 국민연금이 제시한 독립성확보방

안 각각의 실효성과 개선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스튜어

드십 코드가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업 압

박수단이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시를 

위한 코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

도 요구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항목을 구체화하

고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수준을 세부적으로 설

정하여 수탁자 책임 이행 전반에 대한 이해관

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comply and explain’의 운영방식을 유지하

되, 준수되지 않는 원칙 및 항목들에 대해서는 

충실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이름만 번지르르한, 실효성 없는 연성규범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국내 활성화

를 위해서는 코드의 도입취지와 목표, 도입 경

과 및 결과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부

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벌개혁도구’라

는 자극적인타이틀, 정치적 논쟁의 화두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환경과 기업-주주-투자

자-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역학관

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변곡점으로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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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될 때에야 비로소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에 대

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이를 둘

러싼 논쟁은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나아

가야 할 길에 대한 프리뷰(Pre-view)라고보아

도 무방할 것이다. 주주와 투자자의 권리 보호

에 보다 무게를 두고 기업 지배구조를 적극적으

로 개선해나갈 것이냐, 기업경영의 자유 보장에 

방점을 두고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거시적인 고민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

안이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

해 전자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딘 만큼, 이를 

계기로 이해관계자들을 생각하는 투명한 경영, 

사회책임경영의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

으로 리포트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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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자동차 기업 중 시가총액 1위, 생산라

인 차질로 파산 위기, 아이언맨의 롤모델이라는 

CEO, 혜성같이 떠오른 가장 혁신적인 기업…… 

모두 TESLA와 관련된 키워드다. 최근 몇 년간 

가장 관심의 중심에 있는 완성차 업체이며, 전

기차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평가 받는 TESLA. 기존의 전기차는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이지만 

사용자가 많이 늘지 않아 그 효과가 미미했다. 

TESLA이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타 완성차 업체들도 질세

라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여 최근 전기차 

트렌드가 확산되고, 더 나은 전기차를 위한 연

구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패러다임과 결합되어 앞으로 미래세대는 모두

전기차를 타게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 지속가능한 에너지, 우주

산업이라는 미래 산업에 대해 확고한 비전과 꿈

을 가지고 있는 CEO 일론 머스크가 가져온 영

향력은 어땠는지, 앞으로도 사회적인 임팩트를 

창출해 낼 수 있는지, CSR의 측면에서 어떤 의

미를 가지는지,TESLA를 살펴보며 논의해보고

자 한다.

전기자동차의 개념 및 트렌드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산업 혁신

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전기자동차란 엔진과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배터리와 전기 모

터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즉,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사용

하는 자동차이다. 전기자동차는 전기에너지

의 사용비중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Hybrid 

ElectricVehicle, HEV), 플러그인 하이브리

드 자동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HEV), 전기자동차(EV)로 분류된다. 이 중 하

이브리드는 기존 가솔린 자동차에 전기로 만든 

배터리와 모터를 추가적으로 장착하여 도로 주

행 상황에 따라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적절히 

작동시켜 구동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

 23기 서은아(vodori96@snu.ac.kr)

 23기 이소윤(thdbs1554@snu.ac.kr)

 23기 채수정(chris1913@snu.ac.kr)

[환경 Report] 

TESLA의 경영전략과 CSR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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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대용량의 배터리

를 사용하여 전기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

으며, 배터리 방전 시 화석연료로 주행해 외부

에서 직 접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졌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달리 내연기관 없이 오직 배터리와 모터로 만들

어 졌으며 도로 주행 시 오염물질 및 이산화탄

소의 배출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1)

 

전기차의 발전과 한계 

   전기차의 역사는 가솔린 자동차보다 더 길

다. 독일 니콜라우스 오토가 최초의 내연기관을 

발명한 것은 1864년이지만 그보다 30년 전인

1834년,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앤더슨이 전기차 

‘원유전기마차’를 발명했다. 1882년엔 영국의 

윌리엄 아일턴과 존 페리가 전기삼륜차로도로

주행을 시작했다. 독일의 고틀리브 다임러가 최

초의 가솔린 엔진을 발명한 것보다 한 해 앞선 

일이다. 현대적인 형태의 전기차는 1942년, 미

국 토마스 데트와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데이비

슨이 만들었다.

   하지만 모두 시제품 수준이었고 실질적인 상

용화 시기는 1880년대부터다. 188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전기박람회에서 구스타프 

트루베가 삼륜전기자동차를 운행하면서부터 대

중의 주목을 끌었다. 뉴욕에선 전기차 충전소

가 여러 곳 들어서면서 1897년부터 전기택시공

급이 시작됐다. 1900년 당시 뉴욕에만 2000여 

대의전기차가 운행됐고, 미국 전역에서 한때 3

만여 대 이상의전기차가 달렸다. ‘발명의 아버

지’로 알려진 토머스 에디슨도전기차 개발자로 

나섰다.

   하지만 잘 팔리던 전기차는 1908년 포드의 

창업자이자 ‘자동차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대량 생산 방식으로 T

형차를 내놓자 흔들리기 시작한다. 치명적인 단

1)	 	김은주.	"선택	모형을	통한	소비자에	대한	전기자동차	수용
성및	선호도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6.5(2018):213-
220.

점이었던 무거운 배터리 중량, 긴충전 시간, 일

반 자동차의 두 배가 넘는 가격, 짧은 주행거

리는 전기차 대중화의 발목을 잡았다. 더구나 

1920년대 미국텍사스에서 대형 유전이 개발되

면서 전기차는 가솔린차에 주도권을 빼앗긴다.

   이후 100년 가까이 내연기관자동차의 시대가 

이어졌다. 전기차는 가솔린차의 독주 속에서 골

프장 카트 등으로 간신히 명맥을 이었다. 1970

년대 오일 쇼크 덕에 잠깐 조명을 받았지만 유

가 하락으로 다시 관심에서 멀어졌다.2)

 

친환경자동차로서의 전기자동차와 대중화 

과제

   전기차가 다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환경오

염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다. 각국정부의 친환

경 규제로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과 연비 규제

에 나서면서 내연기관차가 위협을 받기 시작했

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세계 각국

의 정부는 10대 성장 품목 가운데 하나로 환경

친화형 자동차 산업을 선정했다. 이는 환경오

염, 석유 및 기타 화석 연료의 고갈, 비산유국의 

석유 수입 의존성 증가, 후발 기업에 대한 새로

운 진입장벽 등으로 필요성이 절실해 지고 있으

며 이들 중 환경오염에 따른 규제 강화는 현재 

세계 각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중 전기 모터만의 힘으로만 달리는 전기자

동차는 동력원인 전기를 100% 충전을 통해서 

얻는다. 그 덕분에 내연엔진의 최대 환경문제였

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소음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장거리를 

주행하고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저장해야 할 전기량이 아주 많아야 한다는 기술

적제약이 있다. 이에 따른 오랜 충전시간과 짧

은 주행거리라는 난관은 전기차 보급의 오랜 걸

림돌로 작용해왔다.

2)	 	조득진,	“[전기차	180년역사	보니]	전기차는	자동차의	미래
이자	과거”,중앙일보,	2016.08.28,	http://news.joins.
com/article/205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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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배터리의 기술적 난관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전기차 대중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

근에는 삼성전자가 기존 배터리보다 충전 용량

을 45% 향상시키면서 충전 속도를 5배 이상 빠

르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인 '그래핀 볼' 개

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현재 1시간가까이 걸리

는 충전 속도를 12분 수준으로 단축시킨 것이

다. 더불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의 경

우, 삼성SDI는 지난 1월한 번 충전으로 최대 

600㎞까지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개했고, LG화학도 500㎞ 이상 주행 가능한 

배터리를 만들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역시 

2020년까지1회 충전에 700㎞를 갈 수 있는 배

터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3) 청소기 회사인 다

이슨과 시계 제조사인 스와치 등도 자체 기술을 

이용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 다이슨은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전해질을 고체로 굳힌 고체 배

터리를 내놓을 계획이다. 도요타와 포르셰 등도 

이 분야를 연구 중인데, 종전배터리보다 친환경

적이고 효율성이 높다. 스와치는 테슬라가 사용

하는 파나소닉 배터리 팩보다 충전시간이 절반, 

무게는 3분의 1에 불과한 제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위와 같은 배터리기술발전과 함께 고속 충전

시설 인프라가 구축되고,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완전한 전기공급이 가능

해 진다면 전기자동차는 명실상부한 친환경자

동차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4)

 

환경 CSR 이슈와 전기차의 친환경성

   그러나 전기자동차가 절대적으로 친환경적이

라고 단정지어 말하긴 어렵다. 석탄 화력발전에 

의한 전기로 충전된 전기차의 제조과정부터 운

3)	 	장시형,	“[전기차	전쟁	3:	배터리	기술	급성장]	용량	크고	충
전	빠른	배터리	개발이	대중화핵심…	글로벌	경쟁	격화”,	
조선비즈,	2018.01.02,	http://biz.chosun.com/site/
data/html_dir/2017/12/22/2017122200731.html

4)	 	김대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법적	연

구."	중소기업과	법,	1	(2009):117-133.

전과정까지의 대기오염 정도를 모두 분석하면,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보다 대기오염에 

대한 유해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주장도 존재

하기 때문이다.5) 하지만 천연가스, 신재생 에너

지와 같은 동력원으로 전기를 충전한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래 표에서 자

동차 연료에 따른 대기오염의 영향 정도를 살펴

보면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로 충전한 전기자

동차의 대기오염 정도가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

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월등히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6) 다시 말해, 석탄 화력발전에 의한 충전 

선택지를 제외한 나머지 옵션에서 전기차가 가

지는 환경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

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확대·강화시켜 보

급한다면, 전기차가 가져오는 친환경적 영향은 

이전의 어떠한 기술혁신보다도 더 뛰어나다. 

   특히나 최근 중국. 한국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는 석탄 화력발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방안

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고, 실제 한국 정부 또한 

화력발전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한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에 정부

지원이 많아져 신재생에너지를 전기차에 적용

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많아졌다. 따라서 이러

한 흐름에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를 사용한 전

기차의 흐름까지 가세한다면 대기 오염을 줄이

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안상진,	「대기오염을	유발하는전기차의	역설」,	한국과학기
술기획평가원,	KISTEP	제20호,	2017	p.50.

6)	 	Christopher	W.	Tessum	et	al,	「Life	cycleair	quality	
impacts	of	conventional	and	alternative	 light-duty	
transportationin	 the	United	States」,	PNAS	Vol.111	
No.	52,	2014,	p.1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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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전기차의 환경성 문제에 있어서 배기

가스 배출 외에 폐배터리 문제가 남아 있다. 전

기차에 쓰이는 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로 스

마트폰 배터리, 소형 전기전자 제품에도 쓰이는 

대중화된 전지 형식이다. 리튬은 가볍다는 장

점을 가진 반면, 성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반

응에 민감하고 인화성이 강하다. 따라서 전기차 

충돌 사고 시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

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TESLA의 

경우 배터리의 위치를 차체 하부로 이동시켜 배

터리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게끔 전기차

를 설계하기도 했다.7)

   전기차 사용단계에서의 배터리 문제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 처

리 문제다. 현재까지 리튬이온배터리 폐기 이후

의 회수 및 관리체계는 다른 형식의 전지 관리

체계보다도 미흡하기에, 더 큰 안정성을 요구하

기 때문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서

는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리튬일차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망간/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

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리튬이온배터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잘못 관리

할 경우 폭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더 큰 2차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까지 안고 있

다.8) 폭발 과정에서 불화수소, 이산화황, 일산

화탄소와 같은 독성물질들이 다량으로 배출되

는데, 이로 인한 환경오염의 정도는 배출 경로, 

사용된 제품에 따라 달라, 그 규모를 쉽게 예측

하기조차 어렵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전기자동차가 완전히 

친환경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신재

생에너지 및 천연가스의 에너지원을 확대 도입

하는 현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대기

오염 정도에서 가지는 전기자동차의 친환경성

은 내연기관자동차와 비교하였을 때 월등히 높

다고 말할 수 있다. 폐배터리 관리체계를 법적 

7)	 	배진용·김용,	「테슬라(TESLA)	전기자동차	핵심	기술동향」,	
전력전자학회,	전력전자학회	논문지	Vol.22,	2017,	p.420.

8)	 	조지혜·김유선,	「전기차	폐배터리의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
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포
럼	217권,	2017,p.2.

차원에서 더욱 강화시킨다면 전기차가 가지는 

친환경성과 안정성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TESLA, 혁신적인 전기자동차 기업

   2017년, GM을 제치고 미국 자동차 업계 시

가총액1위가 된 혁신적인 기업의 선두주자인 

TESLA는, 전기차를 한껏 매력적이고 ‘타고 싶

은 차’로 바꿔 놓은 기업이다. TESLA는 2003

년 전기차 메커니즘을 개발한 물리학자의 이름

을 따 설립된 회사로, 2017년 IPO의 1300%의 

상승을 이뤄 6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달성한, 

현재 가장 혁신적이라 평가되는 회사이다.9) 특

히, CEO인 일론 머스크의 비전 아래, TESLA

의 영향력과 파급력은급속도로 성장했는데, 아

이언맨의 롤모델이라고 일컬어지는 머스크는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설정한 목표와는 

180도 다른, 미래세대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

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TESLA를 경영하고 있

다.

1.	 	Create	 stunning	 Solar	 roofs	with	

meamlessly	integrated	battery	storage

2.	 	Expand	the	electric	vehicle	product	line	

to	address	all	major	segments

3.	 	Develop	a	self-driving	capability	the	is	

10	times	safer	than	manual	via	massive	

fleet	learning

4	 	Enable	your	car	to	make	money	for	you	

when	you	aren't	using	it	

Elon Musk’s “Master Plan, Part Deux”, 2016
 

   Zip2, Paypal을 연달아 성공시킨 일론 머

스크는 공학자이자 경영자로서 환경, 사회, 경

제적 도전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고자 했다. 그

가 주목한 것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우주 탐

사라는 세 가지 분야였고, 지금 현재 TESLA, 

9)	 	FRANK	T.	ROTHAERMEL,DAVIDR.	KING,	 「Tesla,	
Inc.」,	Harvard	Business	Reveiw,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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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 City, Space X라는 각각의 영역에 해당

하는 기업들의 CEO가 되었다. 그는 2006년 

TESLA’s Secret Strategy를 제시하며 앞으로

의 전략 비전을 제시했는데, 요약하자면 전기차 

시장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출시하고, 그 수익

을 기반으로 다시 좀 더 대중적인 전기차를 출

시하고, 그 수익으로 다시 더욱 저렴한 전기차

를 생산하는 선순환 프로세스다. 그 과정에서 

zero-emission electric car, 즉 완전히 친환

경적인 전기차를 시장에 공급해야 함을 강조하

였다.

   실제로 TESL A는 고가의 스포츠카인 

Roadster를 출시했고, 이후 고급 세단인 

Model S를 출시하였다. SUV인 Model X 이후

에는 중저가 세단인 Model 3를 내 놓으며 자

신의비전을 실제로 실행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odel S는 컨슈머 리포트에서 100점 만

점에 99점을 받으며 폭발적인 시장 반응을 이

끌어 냈고, 기존에 저렴한 차의 이미지였던 전

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

았다. Model S는 2016년 말까지125,000대가 

팔렸으며, Model 3는 출시 전에 이미 예약 구

매만 500,000대로, TESLA가 현재 가장 ‘핫’하

고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자동차 브랜드임을 엿

볼 수 있다.

TESLA의 전기자동차 

   기존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의 한계로 한 번 

충전으로 먼 거리를 가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

었고, 이로 인해 하이브리드의 위주로 출시되

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식 전기자

동차(Battery Electric Vehicle)만이 바람직한 

전기차임을 주장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비

판했으며, BEV의 확산을 위해서 배터리 개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추구하고자 했다. 실제로 

TESLA는 기존 전기차에서 단점으로 꼽히는 배

터리 문제, 그로 인해 야기되는 소비자들의 주

행 불안증(Range Anxiety)를 깨기 위해서 리

튬이온배터리를 개발하여 주행거리를 혁신적으

로 개선하였다. 연구개발을 통해 배터리식 전기

자동차가 가지고 있던 배터리 노후화, 무거운 

중량, 긴 충전 시간, 제한적인에너지 효율을 개

선하였고, TESLA의 리튬이온배터리는 한 번 충

전으로 300마일 이상을 주행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공포심을 해소하여주었다.

   TESLA의 전기차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단순히 주행거리만을 개선했기 때문은 아

니다. 전기차는 저렴한 자동차, 연비를 위해 타

는 차라는 기존의 인식에 도전하듯, 유려하고 

세련된 매우 고가의 스포츠카를 시장에 먼저 출

시하여 소비자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었다. 

특히 전기차는 내연기관자동차보다 훨씬 더 빠

르게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스

포츠카의 성격을 더욱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고가의 제품인데다 소규모의 소비자들

만을 타겟팅 한 모델이지만, 혁신적 제품에 열

광하는 얼리어답터의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이 

TESLA에 열광하는 충성 고객이 되어 탄탄한 

지지층이 확보된 것이다.

   멋진 디자인뿐 아니라, TESLA는 전기차 사

용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개선하려 하였다. 기존

에는 공공 충전소를 이용하거나 개인이 충전소

를 설치해야 했는데, TESLA의 고객들은 이제 

Supercharger라는 TESLA의 충전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10) 이는 차량 소유자들

이 훨씬 더 편하게 전기차를 타고 다니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TESLA의 네트워크에 소속되는 

느낌을 주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게 하

며 전기차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더욱 긍정적으

로 바꿔 놓게 되었다. 이렇듯 개개인 소비자들

의 편의성 개선과 인프라 구축은 기존 전기차를 

생산한 제조업체들이 기존에 실행하지 않았던 

신선한 접근 방식이다.

TESLA의 혁신 전략 

   환경 친화적인 전기차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

10)	 	배진용,	김용	(2017).	테슬라(TESLA)	전기자동차	핵심	기
술동향.	전력전자학회논문지,	22(5),	p.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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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CEO인 일론 머스크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강조한다. 단순히 제품 자체가 

환경 친화적인 것을 넘어서서, 만드는 과정 자

체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TESLA의 비전

이다. 배터리 생산을 위해 일 년에 500,000개

의 배터리 팩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가

팩토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TESLA는 태양열

을 활용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

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화를 위해 자동

화된 공정,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중이

며, 이로 인해서 생산이 늦어진다는 비판을 받

기도 하지만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와는 정반

대의 행보인데다, 생산 과정에서도 환경적인 이

슈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긍정적 반

응과 지지를 이끌어 냈다.

   게다가 TESLA는 “All our patent are 

belong to you”11)라 말하며, 특허를 공개해 버

렸다. TESLA가 개발한 배터리기술과 같은 중

요한 핵심 기술은 경쟁사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

을 법한 기업 자산인데도, 매출 증대가 목적이

아니라 전체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발전이 기업

의 목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TESLA는 오픈

소스로 기술을 오픈하였다.12) 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 협업하고 기술을 공유하며 전

기차 생태계 자체의 크기를 키우려 노력하고 있

다. 미래세대에는 전기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차가 시장 표준이 될 거라 믿고 있는 

CEO의 비전에 따라서도 현재에도 계속 전기차

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하며 기

술을 공유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R&D 비용에 대한 타 기업의 부담도 줄여 주면

서, 전체 전기차 시장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

다. 

   대중적인 모델인 Model 3의 생산에 차질이 

있어 파산 위기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11)	 	https://www.tesla.com/blog/all-our-patent-are-
belong-you

12)	 	양성운,정진섭,	「엘론	머스크와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사
례연구:	다이아몬드	모델을	통한	경쟁우위	분석을	중심
으로」,	경영컨설팅연구,	제15권,	제2호,	2015년	5월,	
pp.197-209

TESLA는 자동차 업체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향력 있는 기업이다. TESLA가 전

기차 시장에 준 긍정적인 측면은 전기차 자체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고, 잠재되어 있던, 혹

은 전혀 존재하지 않던 전기차 수요를 창출했으

며, 전기차 생태계자체의 크기를 키우고 좀 더 

친환경적인 모빌리티로의 이전을 가능하게 하

였다는 점이다. 또한 전기차 생산과정에 있어서

도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지속 가능한 생

산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고자 새로운 시도를 하

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기존의 내연기

관차 생산에도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 과

정에서 수많은 환경오염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TELSA가 환경 친화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실제로 그 방향성에 맞춰 실행해나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허를 공개

하고 오픈소스 기술개발의 진행은, 기존의 기업

들이 서로 소모적인 경쟁 때문에 기술 공유가 

적었고, 이로 인해 유용한 기술을 도입하기 위

해서는 각각의 기업들 차원에서 많은 비용이 투

입되어야 한다는 업계의 단점을 과감히 개선하

고자 한 새로운 시도이다. 

 

TESLA의 CSV 

   TESLA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러한 독특한 경

영전략과 CEO의 철학은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CSV란 기업의 정책 및 경영활동이 경

제/사회적 조건을 개선시키면서 동시에 비즈

니스 핵심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13) 

즉, 기업의 목적인 이윤추구 활동이 결국 사회

적 가치추구와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의 문제를 기업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그 방법으

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전략적인 접근인 

것이다. “TESLA는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고갈

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한 에

너지원인 전기를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

13)	 https://ko.wikipedia.org/wiki/공유가치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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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매함으로서, 사회적 문제해결과 동시에 경

제적 이윤추구도 가능케 했다.”14)는 평가는, 이

러한 CSV의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를 살펴보면, 주로 국제 표준을 준수한 생산, 판

매 활동을 하였다고 게시해 놓거나, 창출한 이

익의 일부를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환원하였거

나, 기업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증진을 위해 추

가적으로 활동한 것 등을 적어 놓은 것이 대부

분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특히 에너지 및 환

경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제들을 준수했다는 항

목들이대부분이다. 자동차의 생산이 사회문제

의 해결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이다. 

 그러나 TESLA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과 달리 

리튬이온배터리 개발, 기가팩토리 설립 등 전기

차 시장 자체에 집중하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CSV 관점에 부합하는 기업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 및 기술 

공개를 통해서 전체 전기차 시장에 많은 기업들

을 참여시켜 전체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추구했

으며, 자신들의 기술이 표준화됨에 따라서 자사

의 이익 또한 지켜낼 수 있었다. 특히 전기자동

차는 태양열에너지, 풍력에너지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와 연관이 높아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활

용이 가능한영역이다. TESLA의 비즈니스는 아

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동시에 전기차 시장에

서의 혁신과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져온 기업이

다. 기존 내연기관자동차를 타던 사용자들이 전

기차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전기차가 ‘멋진 자

동차’라는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되었으며, 기존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에 다시 뛰어들어 시장

이 활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공유가치창출

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낸 기업이라는 평가를 내

릴 수 있을 것이다. 

TESLA의 환경이슈에 대한 영향력 

   TESLA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확언하기 어렵지만, 적

14)	 양성운,	정진섭

어도전기차 시장에 대해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가능성과 그 시너지를 적극적으

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현

재 전 지구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꾸준하

고 소리 없이 기온과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국가별로 친환경 정책이 쏟아져 나

오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뿐 아니

라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

되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슈들이 해결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교토의정서, 파

리협정 등 국가별로 온실가스의 감축을 협약하

고 규제를 만들고 있지만, 그뿐 아니라 개개인

이 좀 더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통수단, 그 중에서도 자동차는 개개인이소

유하고 있는 이동수단인데다, 그 수요가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있어서 실

질적인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내연기

관자동차에서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환경

오염, 기후변화, 대기오염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전기차가 전세계적으로 

표준이 되기에는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부족

한 관리 체계, 국가적으로 상이한 전기차 관련 

규제 및 지원, 전기차 관련 인프라 미비 등 실제

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이미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

국에서는 전기차 혜택 강화와 가솔린차 규제를 

통해서 친환경자동차, 미래자동차에 대한 대비

를 하고 있다.15) 한국의 경우에, 전기차 시장은 

아직 크지는 않지만 손꼽히는 자동차 기업들이 

존재하고 경제 수준이 뒷받침 되는 상황이어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16) TESLA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정부 및 타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서 부족한 인프라를 보충하여 소비자들의 편의

성을 개선했다는 점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규

제, 전국적 인프라 구축, 정부와 지역사회 및 기

15)	 	권성률,	 유덕상,	 김평모,	 유의형	 (2014) , 	 “전기차
(X-book),”동부증권	(동부리써치),	6-25.

16)	 양성운,정진섭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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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자유롭고 유연한 소통과 협력을 추구한다

면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빠르게 환경친화

적인자동차들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재, 자동차 제조업체들

의 CSR을 살펴보면 아직은 사회공헌에 초점

을 맞추거나 기존의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정도

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살펴 본 

TESLA도 분기별로 기업 발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GRI Standard

와 같은 글로벌 CSR지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정량적으로 혹은 정성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

직 자료도, 판단 기준도 부족한 상황이다. 

TESLA는 CSV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기

업이지만,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까지 강화한다면 더욱 영향력 있는 기업

이 될 것이다. 특허 공개나 신재생에너지 활용

과 같이 TESLA가 잘 하고 있는 분야는 타 기업

이나 사회 구성원과의 협업을 통해 선순환을 통

해 그 영향력이 커질 수 있게 꾸준히 소신 있게 

운영해 나감이 바람직할 것이다. CSV와 CSR

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서는 CSR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준수함을 TESLA 스스로가 다시 점검해

보고, 그 결과를 기업 차원의 보고에서 명시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얼마나 사회적 책

임을 다했는지에 대해, TESLA의 고객뿐 아니

라, TESLA가 활동하고 있는 사회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프

라 구축뿐 아니라 폐배터리 문제에 대해서도 책

임을 다해야 한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가 되었을 때

의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인지하고 분

석해야하며, 그에 대한 솔루션을 기업 차원에서 

제시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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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장애인 고용제도 소개 및 현황

 '취업'은 우리의 주된 관심거리이다. 취업 전에는 '우리가 취업할 수 있을까? 혹은 어디에 취업하

면좋을까?' 그리고 취업 후에는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정말 나와 맞을까? 이 회사의 직원복지는 

잘되어있을까?'하고 매일 고민한다. 전체 인구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인구 고용률은 61.3%이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36.5%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한다. 장애인들의 취업의 문이 비장애인의 

취업의 문보다 훨씬 좁은만큼 이들의 고민과 걱정은 가히 상상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2% 내

지 3%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

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할 시에는 부담금(100명 이상)을 부과한다.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

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라 상이하다. 비율이 1/2이상 3/4미만인 경우

는 1,001,700원이며 1/4이상 1/2미만인 경우는 1,134,000원, 1/4미만인 경우는 1,323,000원

이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는 1,573,770원이다. 비율이 낮을 수록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이 증가한다.

 22기 김기홍(kisklj@snu.ac.kr)

 23기 강지수(rkdwltn200@naver.com)

 23기 김  환(juanitodream@gmail.com)

[인권노동 Report]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대안 탐색
-고용연계제도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중심으로-

   표 1.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001,700원 1,134,000원 1,323,000원 1,573,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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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

급한다 (국가, 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하며 장려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 

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제안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2016년은 3%, 2018년은 3.2%이며 2019년은 3.4%까

지 증가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주와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2016년은 2.7%, 

2018년은 2.9%이며 2019년은 각각 3.1%와 3.4%로 증가할 예정이다.

표 2. 장애인 의무고용률

그러나 의무고용률이 실제 장애인 고용에 있어 실효성을 가지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의무고용률은 

모든 고용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고있지않다. 정부기관 민간기관 모두 2008년 조사 이후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공무원을 제외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표 3.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추이

대부분의 민간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맞추기보다 부담금으로 만회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

이다. 대기업같은 경우에는 의무고용을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여 이행률이 20%에 불과하

다.  1)2016년 기준 SK 하이닉스는 27%, 대한항공 28%, KEB 하나은행 28%의 의무고용률을 보

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5개년 장애인고용측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실시가 경증장애인 

고용만이 아닌 중증장애인 고용에까지 효력을 미치는 지도 살펴보아야한다.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1)	 "주요	대기업	부담금으로	장애인의무고용회피...	SK	하이닉스	최저",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20_0000287089&cID=10201&pID=10200

기준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 3.2% 3.2% 3.4%

민간사업주
2.9% 2.9% 2.7 %

3.1%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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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로 전체 장애인 36.5%에 비해 저조하다.2)  중증장애인들은 고용시장에서 배척되어 경제적

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지정뿐만 아니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식 교육컨텐츠 개발 및 보급, 

교육방법 다양화, 교육결과 점검 등을 실시하며 장애인 고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 결과는 선진화된 정책들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

도 남아있는 사회적 편견 혹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능력부족 탓을 한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에 대

해 선진국으로 일컫어지는 프랑스는 민간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3.3%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는 

2.61%) 장애인 고용개선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님을 뜻한다. 그러므로 장애인 고용개선이라

는 과제는 끊임없이 검토되어야한다. 

2. 베어베터 사례로 본 연계고용 제도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아직까지 충분

히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 및 지자체 비공무원을 제외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민간기

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서 지정하는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당수의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실제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부담금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대체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3) 이러한 실상은 장기적인 장애인 고용의 목적4) 달성에 장애인의무고용

제도가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 도입

된 이래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행되었음에도 장애인의 고용 수준이 유의미하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애인 고용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국내의 장애인 고용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기회 제공

이라는 복지의 차원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성 여부와

는 별개로, 아직까지 장애인 고용이 시혜적 복지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 고용이 기업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고용과 같이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

업이 일정 수준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부가 부과한 복지의 의무를 수행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비롯되는 장애인 고용

의 지속가능성 달성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 장애인 사원을 고용할 만한 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와 직무가 주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데 이를 통해 직업역량을 개발하여 장기적인 자기 실현과 자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

이다. 따라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장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장애인 사

원들에게 적합한 직무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의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장애인 고용 문제에 접근

하는 발상의 전환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장애인 고용이 기업의 수익 창출에 도

2)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동료지원가'창출",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
016&NewsCode=001620180620170559594607

3)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기업	46.8%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841285.html#csidxa70e
e5011d0e394955918ebc39f65c8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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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된다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의 비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에서 벗어난 자

발적이고 지속적인 형태의 질 높은 장애인 고용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먼저 장애인고용을 통해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형태의 장애인 고용과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에 성공하며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업 베어베터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베어베터(bearbetter)는 2012년 김정호, 이진희 대표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으로, 발달장

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베어베터는 설립 

당시부터 발달장애인 사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해 왔으며 현재 제과, 인쇄, 꽃, 커피(카페운영 및 

원두 판매) 분야에서의 B2B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베어베터의 발달장애인 사원들은 각각의 사

업 분야에서 제품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 걸쳐 중심적인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 현재 

베어베터의 발달장애인 사원들은 주 5일, 일 4시간의 근무시간을 기본으로 근무하며 법정 최저임

금에 준하는 임금(2018년 기준 시간당 7530원)을 지급받는다. 2018년 7월 기준 베어베터의 발달

장애인 사원은 총 204명으로, 이들을 관리하는 직무 등에 종사하는 일부 비장애인 사원들을 제외

하고는 완전히 발달장애인 사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2012년에 베어베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쉬운복사’ 혜화점에서 발달장애인 사원을 5명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2018년 7월 현재 베어베터에는 총 204명의 발달장애인 

사원이 고용된 상태이다. 즉, 베어베터는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하

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장애인 고용을 이루어내는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성공한 기

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베어베터의 성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하위 

항목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장애인 연계고용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란, 장애인 직접 고용이 어려워 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

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연계고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이러한 계약을 통

해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그 성장으로 인해 더 많은 수의 장애인 사원을 고용하게 되는 

효과 또한 발생한다.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

업장)에 도급을 주어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9항

               https://www.kead.or.kr/view/system/system09.jsp

 베어베터의 이진희 대표는 처음에는 연계고용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했으나, 연계고용제도의 존

재를 알게 된 후 이를 통한 수익창출 모델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기존에 정해진 장애인의무

고용률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던 기업의 입장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

부는 재무상의 비용에 포함된다. 그러나 베어베터와 같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필

요한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해당 연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최대 60%에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생산품을 납품받을 때의 평균 단가를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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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베터와의 도급계약을 맺는 기업들은 동일한 품

질의 생산품을 납품받으면서도 비용 절감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문제의 해결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베어베터는 기업들의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인쇄 분야에서부터 기존 기업들과 동

일한 수준의 고품질과 연계고용제도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내세우며 기업들과의 계약을 맺어 

나갔다. 일단 계약을 맺는 데에 성공하면 베어베터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으며, 그 수익을 이용

하여 베어베터는 업종을 늘리는 동시에 더 많은 장애인 사원들을 고용하며 성장해 왔다. 베어베터

는 2016년 결산기준 45억 7,662만원의 매출과 2억 7,524만원의 순이익을 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베어베터의 재무구조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현재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다. 

베어베터가	현재는	영업적자	상태에요.	재무제표상으로	물건을	팔아서	얻는	매출액하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썼던	비용하고	비교해보면	비용이	더	많아요.	제품을	판매할	때는	연계고용으로	인해	

기업이	감면	효과를	받더라도,	베어베터의	영업이익은	적자에요.	매출만으로는	비용을	보전할	수	

없는데	영업	외	수입이	있어서	순이익은	흑자인	거죠.	영업	외	수익은	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입니

다.	장애인고용을	의무고용	이상	하면	정부에서	어느	회사에나	인당	40	-	50만	원	정도	장려금을	

줘요.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9%인데	베어베터는	80%가	넘어요.	우리한테	고용장려금

을	엄청	많이	주죠.	(웃음)	그걸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거예요.	고용장려금도	최저임금을	따라서	올

라갔으면	좋겠는데,	몇	년째	제자리에요.

http://www.sjournal.kr/news/articleView.html?idxno=611

 실제로 베어베터는 영업적자를 정부의 고용장려금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비록 현재까지는 순

이익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진희 대표가 말하듯이 최저임금의 상승을 고용장려금의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지금의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언제까지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

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 의존적인 수익구조인 만큼, 정부 정책의 

작은 변화에 의해서도 향후 흔들릴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B2B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

기에 매 차례 재계약의 성공 여부에 따라 기업의 안정적 운영여하가 좌우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만일 연계고용제도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해 장애인고용에 나

서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며 연계고용제도가 장애인의무고용제의 단점을 극복할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이를 속단하기에는 아직까지 베어베터의 성공은 유일무이한 것에 가깝기에, 좀더 시

간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연계고용제를 활용한 베어베터의 모델이 장애인 고용 전반에 대하여 현 시점에 갖는 

함의는 충분하다. 먼저, 베어베터는 장애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동시

에, 특히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집단에 속하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한다는 점에 장애인 고용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 고용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함에 있어서, 후천적인 신체장애의 비율

은 점점 줄어들고 선천적인 발달장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장애인 고용 관

련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베어베터의 운영은 장애인 사원들이 단순히 복지나 시혜의 차원에서 정당한 보수 없이 

노동을 체험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법정 최저임금에 준하는 보수를 받으며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의 노동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매일 홀로 출퇴근이 가



30   Sustainability Review

능하며 노동의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베어베터에 입사할 수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도 

장애인 사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편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과 기본적으로 동등하게 

이루어진다. 즉, 베어베터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로서 존재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베어베터는 장애인 사원들이 비장애인 사원들보다 떨어지지 않게, 때로는 더 나은 성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 특정한 업종들에 집중하면서도 업종이나 직무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장애인 

사원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무에서 맞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쇄 업무

의 경우에는 인쇄가 완료된 제품을 배달하는 직무와 인쇄물 제작의 각 단계에 참여하는 직무로 나

뉘고, 제과의 경우 제조업무와 포장 업무로 나뉘는 방식이다. 이렇게 베어베터에서 직업능력을 개

발한 사원들은 ㈜카카오의 사내 카페 직원으로 이직을 하는 등, 자신의 능력을 살려서 베어베터를 

벗어나서도 지속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베어베터의 경우는 

연계고용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바람직한 형태의 장애인 고용의 한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고용과 노동 자체의 외연을 서서히 넓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국내 

장애인고용의 현실에 있어 중요한 모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3.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베어베터와 같이 연계고용제도를 이용하는 회사가 장애인 고용의 하나의 형태가 될 수는 있으

나, 이것이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고용장려금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를 해결하고 이와 유사한 형태

의 기업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이들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모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닐 것

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업은 베어베터와 같은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 이상으로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기적 대안으로서 연계고용제도를 넘어, 장

기적으로 장애인의 고용문제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또다른 대안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표준사업장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

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

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를 말한다.5)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시설장비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시설설치비용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 기업의 일자리에 고용이 힘든 장애인들

에게 직업 훈련과 같은 적응 단계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표준사업장으로 등록하기 위해

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

호에 의거하여, 장애인 고용 인원이 상시 근로자 수의 30/100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중 중증 장

애인 고용인원이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15/100 이상, 100~300인 사업장은 10/100+5명, 

300인 이상 사업장은 5/100+20명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재정 건전성이 열악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충족시켜줄 수 있

는 제도로 도입된 것이 일본의 ‘특례자회사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고용 의무를 가진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혹은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지배하는 경우, 이를 자회사로 인정한다. 이 경우 

5)	 (사)전국장애인사업장협회,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http://www.work-dream.or.kr/work/sub01_03.htm,	20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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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장애인 고용인원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무고용률에 산입하는 것이다.  
6) 표준사업장이 대기업의 자회사로 구성됨으로써 모기업이라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재정 건전성 역시 확보됨으로써 기존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수가 점차 증가하여 현재 71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근로자수는 총 2,999명, 그 중 중증장애인근로자는 2145명

이고, 이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전체의 장애인고용률은 58.5%이다.7) 이는 표준사업장으로 등록

하기 위한 조건이 장애인 근로자가 30% 이상, 그 중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이어

야 함을 만족시키면서, 이들의 직무를 도울 비장애인 근로자들이 함께 일함으로써 나오는 수치이

다.  이러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수와 고용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 2018년 1/4

분기 장애인 구직자 수가 16,145명임을 감안한다면, 2,999명의 고용인원은 구직자 수를 수용하

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표준사업장제도가 경증 장애인보다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더 의의가 있고, 실제로 중증 장애인의 고용 비중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구직자 수와 현재 채용 인원의 비교는 아직 갈 길이 더 남아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

한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생산 및 판매의 안정화 등의 경영 투명

성을 지닌다는 장점을 지닌다는 점에 반해, 2018년 기준 308개의 표준사업장 중 자회사형 표준사

업장이 71개에 그친다는 점에서, 현재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기업들이 장애

인 고용 의무 이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로 인

해 오히려 궁극적으로 나아가야할 장애인들의 일반고용과 멀어지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라는 문

제가 제기되기도 한다.8)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일본의 ‘특례자회사’와 비교한 연구를 참고하

여 위의 한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9) 이 연구에 따르면 특례자회사에서의 근무배치는 

장애인 근로자의 연령, 개성, 적성, 흥미,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임금은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지급된다. 이 회사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직장적응 지원과 작업환경 정비 측면에 있다. 

장애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맨투맨 방식의 직무지도와 OJT(On the Job Training)10)가 사내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직장적응을 위하여 직무지도원과 직업생활 상담원, 수화통역사, 

필요시 지역 지원기관 전문가의 도움까지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업무노트, 트러블카드, 가족 연락수

첩, 사원회의, 직원 이해 교육 등의 섬세한 고용관리 기법도 적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작업환경

에서는 배리어프리와 같은 물리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개인에 맞는 직무 수정과 개인별 안전관리 

지도, 양호실 및 주치의를 통한 일상 건강관리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을 참고하고 보다 더 개선한다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단순히 대기업의 일반고용 면제 수단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장애인 고용 전반이 확대될 수 있

는 기회가 될 것이다. 

6)	 	두산백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제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48052&cid=40942&cate
goryId=31638,	2018.8.1.

7)	 	이슬기,	 <에이블	뉴스>,	 “대기업	장애인	고용,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대안”,	http://www.ablenews.co.kr/News/
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180719153314580457,	2018.8.3.

8)	 	하금철,	 <Beminor>,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고용	대책?	실망스럽다”,	 	 http://beminor.com/detail.
php?number=9635&thread=04r07,	2018.8.5.

9)	 	임경원·고등영,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일본	특례자회사의	실태	및	성공	사례	고찰》,	한국직업재활학회,	직업재활
연구,	19(3),	2009.12.	p.71-74.

10)	 	피교육자인	근로자가	직무에	종사하면서	지도교육을	받는	종업원	교육	방식의	하나.	업무	수행이	진행되며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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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SR과 장애인 고용

 한편 정부에서는 연계고용제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에도 미진한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실

태에 대응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11)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단순히 의무이

행률에 따라서 부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 규모라는 변수가 추가되어 규모에 따라 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기존의 의무고용률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명단발표에서 추가로, 

발표 이전 ‘고용개선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연계고용제도

를 확대하여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의 감면액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

화를 위해 자회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유인책도 고려중임이 알려졌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기업에 대한 규제의 강화 이상으로 적극적인 예산 지출이 필

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이 부담하는 미고용부담금

의 납부근거가 장애인 고용사업주의 비용 보전임에도, 실제 부담금 중 장애인 고용을 위해 사용되

는 금액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약 71%인 6800억원이 저축되고 있는 상황이다.12)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각종 조건의 완화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저축해둔 자원을 기업들

이 장애인 고용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면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일본에서는 직무지원인(job coach) 지원과, 휴직중이었던 장애인이 회복 후 복직을 위한 

워밍업을 돕는 리워크 지원, 치료와 일의 양립을 위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직업종합

센터 1개소, 광역장애인직업센터 2개소, 지역장애인직업센터 (본소 47개소, 지소 5개소)를 운영중

이다.13) 국내에서도 기업의 의무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 활용을 통해서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연계고용제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와 같은 방안들은 어디까지나 수단의 

논의에 불과하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 정도도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강제력 부과

이지, 기업들의 의무 이행에 근본적인 요소가 되지는 못한다. 결국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의 노

력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의지이다. 아무리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좋은 수단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기존의 고용 상태에 만족을 하여 굳이 장애인 고용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을 취할 

이유가 없다면 장애인 고용 증진에는 한계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수단들에 대한 논의에

서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기대어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하고자 한다. 

 실제로 CSR의 국제적 표준을 제시하는 여러 기관들이 인권/노동 분야에서 ‘차별 금지’, ‘다양

성 확대’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CSR에 대한 기준으로 가장 많

이 인용되는 세 기준-ISO 26000, UNGC의 10대 원칙, GRI STANDARD에서 모두 이러한 규

정들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ISO 26000을 보면, ‘인권’ 분야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노동관행’ 분야 중 ‘노동조건’의 항목에서는 기회의 평등과 다양성 촉진

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UNGC의 10대 원칙 중 6번은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서 차

11)	 	신숙희,	<SRtimes>,	 “’장애인	고용	제대로	않는	대기업’에	부담금	폭탄,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
html?idxno=18312,	2018.8.7.

12)	 	이슬기,	 <에이블	뉴스>,	 ‘부담금	사용,	예산	확대’	장애인	고용	활성화	대책,	http://www.ablenews.co.kr/News/
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171031095018304104,	2018.8.7.

13)	 	박혜전,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협력모델	제안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와	고용,	
28(1),	2008.2.	p.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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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배제해야 한다.”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GRI 

STANDARD에서는 405번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에 의하여 성별, 나이, 이외 여

러 다양성 지표에 따른 고용 비율을 보고해야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CSR 활동을 소극적 책임과 적극적 책임으로 나누어보고, 적극적 

책임으로까지 나아갈 때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을 주장한 선행연구가 있다.14) 장애인에 대한 차

별금지는 법적 강제성을 가진 사회적 기준으로, 이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책

임이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는 것은 소극적 책임에 국한된다. 이를 넘어서 고용상의 다양성 확대의 

일환인 장애인 고용 확대는 법적 최저기준을 넘어서는 적극적 책임의 이행이라는 것이다.  

 적극적 책임으로 나타나는 ‘다양성 관리’를 통해 기업은 1)내부 생산성 증가와 2)소비집단과의 연

계성 향상이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사회 내의 다양한 소수집단들을 조직원으로 구성함으

로써 조직 내에 다양한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을 일상화할 수 있다. 또한 동료

들과 함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장애인근로자들이 가진 “보다 적극적인 행동양식에 대한 기대”를 충

족시키기 위해 동료근로자들이 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작업 생산성이 증가한

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기업 내부의 생산성 증가 한편으로 소비집단과의 연계성 

향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우선 사회 내의 소수집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조직 내의 인적자

원으로 전환시킨다면, 이들로부터 소비자로서 소수집단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조직 구성원인 동시에 소비자이고, 그들 주변의 사람들 역시 소비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객

의 범위가 확대되기도 하면서 소비집단과 긴밀한 연계성을 갖게되는 것이다.

 위 주장을 보면,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할 때에도 단지 기업이 사회적으

로 책임을 갖는다는 당위적인 근거 뿐만 아니라 책임의 이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는 유

인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인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

이라는 당위성만 부여한다면 책임이 이행될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CSR활동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추가로 제시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

의 안정적인 책임 이행을 제고하고자 한다.

 앞선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을 통해 개선된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장애인

을 고용함으로써 개개인의 기술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들을 더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배려하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평판에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과 잠재 직원들에게도 위의 이미지를 인식시

켜 이들의 사기와 생산성이 향상되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 정부 운영과 시장에서 시민의 주도권이 향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것은 기업을 보다 유리한 위치로 이끌어줄 수 있다.15) 사회 구성

원으로서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당위성과, 동시에 이와 같은 장애인 고용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자각할 때, 장애인 고용에 대해 정부 규제보다 강력한 동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오로지 그들만의 자발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

원들의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 기업의 소비자가 되는 시민주체들이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이를 반영한 기업 이미지가 형성될 것이다. 보다 많은 소비자들

14)	 	심진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에	따른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2007.12.,	p.30-31

15)	 위의	글,	p.24-25.



34   Sustainability Review

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동으로 나타낸다면 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 이행의 강제력이 

증가되고, 동시에 긍정적 이미지 형성 기회라는 유인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도 기업이 장애인 고

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미고용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일본의 장애인 고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와 같이 기업의 고용 의지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해줄 필요가 있다. 사회 구성원 각각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사

람다운 권리를 누리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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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선생님, 오늘 우유 당번인 정언이가 늦잠 자느

라 학교를 못 와서 제가 대신 박스를 가져 왔어

요”

“환이가 친구들이랑 선생님을 잘 도와줬네! ‘참 

잘 했어요’ 스티커 하나 가져가서 붙일까요?”

 다들 초등학생 시절 학교에서 이런 기억이 있

을지 모르겠다. 좋은 일 혹은 나쁜 일을 하게 되

면 그 일의 성격을 스티커로 ‘측정’하여 이후 모

은 개수로 상과 벌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왜 

우리는 이런 기억을 가지게 됐을까? 추측해 보

건데 완벽하진 않지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선

(Goodness) 혹은 질서의 기준을 알려주고 사

회적으로 옳은 행동을 유인하기 위함이라고 생

각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스티커’는 도구로써 

한계가 뚜렷하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옳은 일의 

정의와 경계, 행위의 옳음을 측정하는 방법, 그

리고 측정된 값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타당함

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이를 테면, 칠판을 

지우는 일을 통해 모은 3개의 스티커가 친구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받은 벌점 스티커 1

개를 무마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결석한 친

구를 위해 가방을 들어주고 필기를 대신해서 1

개의 스티커를 받은 것과 발표로 받은 1개의 스

티커가 동일한 가치로 취급되기도 한다. 하지

만, 이 같은 무수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스티커’ 

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한계를 보완하고 발전하

는 방향으로 여전히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5년 4월 1일, 경제 사회에서 큰 축이 되

는 기업에게도 이와 같은 보상 체계를 도입하

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현재 약 150억원 가

량을 성과에 대한 보상1)으로 제공한 이 프로

그램은 SK에서 주관하는 사회성과 인센티브

(Social Progress Credit, SPC)이다. 지속 가

능한 성장이라는 큰 흐름 가운데 사회적으로 올

1)	 	2015년	104억의	사회성과	중	27억,	2016년	201억	중	48
억,	2017년	324억	중	73억	가량을	소셜	벤처	및	사회적	기
업에	전달했으며,	시스템에	신청한	기업은	3년	협약을	맺고	
1년	단위로	측정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22기 윤지미(jeemee0709@gmail.com)

 23기 서명윤(argosy314@snu.ac.kr)

 23기 이영송(onsy2788@gmail.com)

[사회적 가치 Report]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소소한 생각
-SROI를 활용한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SROI 눈금으로 기업의 재무 지방, 환경 근육량, 사회 영양 상태를 바라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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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일을 풀어가는 경제 주체로서 사회적 기

업 혹은 소셜 벤처(Social venture)2)가 출현했

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기업 가치 평가 방식

과 기업의 경영 활동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정보 

시스템은 이 같은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

고 있다. 비록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줄임말로, 기업의 경영에 대

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 지속가능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GRI 가이드라인, ISO26000 국제 표

준과 같은 개념 체계가 등장하고 있지만 기업

의 활동결과 발생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외

부효과를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회계 시스템으

로 가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오직 재

무적 가치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경기장에서 사

회적 목적도 함께 가진 소셜 벤처는 재무적 가

치와 사회적 가치의 혼합된 가치를 추구하며 시

장에서 생존 및 성장이라는 게임의 불리한 위치

의 플레이어로 활동하게 되었다. 유한한 자원을 

활용하여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추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한 가지 가치만을 추구하는 기업에 

비해 재무성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고, 

주당 이익과 영업이익률 등 재무 성과만을 반영

하는 지표 체계에서 소셜 벤처는 그 경쟁력과 

생존에 있어 의혹의 시선을 받게 되었다. SPC

는 상기의 상황에서 경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셜 벤처가 추구하는 사회적 활동을 측정하여 

평가한 값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현재 시스템

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재무적 성과에만 기울어진 현재의 

평가 시스템에서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활동

에 대한 긍정적 가치 및 기업 주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발생시킨 부정적인 산물에 대한 가치

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과 도구에 대해서 다

루고자 한다.

2. 본론

2)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회적	기업이라는	포현은	일정한	조건
(고용	및	기부	등)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	받
은	경우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소셜	벤처(social	
venture)’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1. 혼합 가치의 대두

 지속 가능한 사회 및 지속가능경영이라는 테

제가 등장한 이후,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 주체로서 기업 실체와 그 활동에 

대해서 지구 사회는 이전과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다. 돈만 잘 벌면 된다는 프레임(다른 말로 이

윤 극대화)에서 벗어나 원료로 사용하는 광물의 

분쟁 가능성, 최종 제품이 미치는 환경을 고려

한 설계, 기업 내부의 임직원 구성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지주가 확인 되지 않는 불투명

한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 지역 사회에 미치는 

고용 성과 및 경제적 영향력 등 다양한 초점의 

렌즈로 기업과 경영성과를 조망하고 있다. 이렇

게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의 경계가 허물어

지며 혼합된 가치를 분류하고 측정하여 평가하

는 시도가 국제 사회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대표성을 가지는 것

으로 인정받는 몇 가지 도구를 알아본 후, 그 중 

한 가지인 SROI를 직접 적용하여 활용 방안과 

더불어 한계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루기로 한

다. 

2.2.  혼합 가치의 분류체계와 측정 및 평가 

도구

 먼저, 혼합 가치를 분류하는 개념 체계를 다

루는 도구는 다음과 같다. 도구에 앞서 ESG는 

경제적인 성과에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는 방

식의 평가 체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다. ESG는 경제적 성과에 포함되는 비재무적

인 가치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의 건전성을 

기본 요소로 정의하였으며 관련된 기관으로 

PRI(Principle of Responsible Investment)

가 있다. 이것을 기준으로 분류 체계가 더 발전

하였는데,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는 GRI Guideline을 만들어 현재 GRI G4에 

이어 GRI Standard를 제정하여 기업의 지배

구조 이슈를 첫째로, 경제와 환경 그리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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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항목들

을 제시하고 있다. 유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의 영역을 7가지로 분류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ISO26000을 통해 혼합 가치를 환경, 노동, 인

권, 소비자, 지역사회, 공정운영, 지배구조로 분

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체계를 통해서 개별 

기업들은 사회 및 환경에 대해 고용의 성과, 환

경에 대한 부정적 피해 및 개선 효과 등을 측정

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형태로 매년 발간

하여 보고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자

칫하면 홍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도

구도 발전하였다. 미국의 다우존스(Dowjones)

와 자산 관리사인 스위스 로베코 샘(Robeo 

Sam)에서 지속 가능성의 평가 도구로 제시한 

DJSI(Dow Jones Sustainablility Indices, 지

속가능경영지수)는 제작한 설문지에 대한 응답

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간 자료, 증빙 자료, 미

디어 리서치를 통해 개별 기업들의 ESG를 공

통 항목 43%, 산업별 항목 57%의 비중으로 가

중 평균하여 매년 점수화하여 평가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10년 연속으로 편입된 기업들이 존

재하며 그 이외에도 상당수의 기업이 편입되

어 있고 동 산업 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

아 Sustainability leader로 선정된 회사도 있

다. 또한 글로벌 회계 컨설팅 업체인 PWC에서

는 이와 조금 다른 방식의 평가 체계인 TIMM

이라는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이 역시 앞서 분

류된 개념 체계를 따라서 지배구조와 더불어 경

제, 사회, 환경의 영역을 평가하지만, DJSI에서 

단일 점수화 시킨 것과는 다르게 각 세부 영역

의 측정치를 통합적으로 시각화하여 평가한다. 

TIMM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세금 이슈를 5

가지로 분류하여 강력하게 평가한다는 점으로 

이 또한 DJSI 및 다른 평가체계와는 구별되는 

부분이다. 현재 삼성SDI에서 이를 반영한 지속

가능경영보고서를 보고한 바 있다. 

 앞서 서술한 것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을 대상으로, 재무적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을

기관 평가 체계 내용

PRI ESG
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

GRI GRI Standard 지속가능경영보고서

ISO ISO 26000 핵심 7대 이해관계자

Dow jones

& SAM
DJSI 지속가능경영평가지수

PWC TIMM 지속가능성 시각화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두된 논의로 볼 수 있

다. 이와 비교하여 지금부터 제시할 개념

은 흔히 ‘임팩트(Impact)’ 및 ‘소셜 섹터

(Social sector)’등에서 주로 소셜 벤처(Social 

venture)에게 적용되는 사회적인 가치를 경제

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로 회자되고 있는 

도구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ROI개념을 적

용한 SROI로, 본 글을 집필한 연구자들이 실제

로 적용해보았으며 상세한 내용과 과정에 대해

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변화 이론(Theory of Change)을 알아야 한

다. 변화 이론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

정(process)에 해당하는 가치 사슬(Value 

Chain)을 바탕으로 투입된 활동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Input - Activity - Output - 

Outcome - Impact의 5가지 가치사슬(Value 

chain) 상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고려되는 산

출물을 재무적 가치로 환원하게 된다. 이 프로

세스 상에서 소셜 섹터(Social sector)에서 추

구하는 사회적인 것을 정의하는 개념 체계가 

존재하는데 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에서 제정한 IRIS가 바로 그것이다. 

기업 자체의 미션과 그 활동과 관련될 수 있

는 사회 및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표준화 가능

한 분류 체계를 세워 각 항목에 대해 측정 가능

한 형태의 코드 번호(code number)를 부여하

였다. GIIN을 구성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인 B 

lab에서는 IRIS를 적용한 측정치를 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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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를 GIIRS라고 부

른다. GIIRS는 IRIS의 지표를 바탕으로 지배구

조, 노동, 지역사회, 환경 및 사회적 미션에 대

한 설문을 제공해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별점

을 부여하는 평가 도구이다. 앞서 언급된 DJSI

나 TIMM와 유사한 항목을 평가하지만, 소규모

의 기업 집단을 고려하며 Impact를 따로 평가

하는 설문 문항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더 적

극적인 평가 도구로 볼 수 있다.

 

2.3. SROI

 이제까지 제시된 개념 및 평가 체계가 혼합 

가치에서 사회적 성과를 정의하여 반영하는 시

도라면, SROI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직접적인 연결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도구들과 구분할 수 있으며, 다수의 임팩트 투

자 기관에서 이를 활용한 내부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가장 강력한 도구

로 언급할 수 있다. SROI는 Social Return on 

Investment로 ROI 개념을 적용해 사회성과의 

현재가치와 투자의 현재가치를 비교해 투입된 

자본 및 활동에 대한 성과를 직관적으로 평가하

기 위해 고안된 툴이다. REDF(벤처형 사회 공헌 

단체)에 의해 도입된 이후로 NEF(영국 신경제재

단, 씽크탱크)에서 응용 및 발전하여 The SROI 

Network(SROI 방법론을 위한 단체의 연합)를 

통해 표준화되어 SROI Framework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SROI는 그것이 가지는 역사와 

대표성에 걸맞게 현재도 활발한 논의와 함께 개

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SROI는 사회적 회계와 

비용편익 분석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의 

유효성과 취약점을 짚기 전에 먼저 SROI의 평가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SROI는 6가지 과정을 

통해 산출되어 평가 도구로서 사용된다. 

기관 평가 체계 내용

변화이론
Input-Activity-Output-

Outcome-Impact

GIIN IRIS 사회적 성과의 catalog

B lab GIIRS 별점 평가 시스템

1단계
범위 설정 & 핵심 

이해관계자 선정

SROI 분석을 적용할 사업의 범위와 그 가운데 관여되는 이해 관계자를 

찾아, 핵심 이해관계자를 선정

2단계 결과물 맵핑
이해관계자의 참여(Activity)로 인한 투입물(Input) - 산출물(Output) 

- 결과물(Outcome)의 value chain을 작성. 이것을 영향력 지도 

(Map)라 부름

3단계
결과물 명시 &  

가치 부여

결과물로 측정된 것의 증거를 확인하고 재무적 대용치를 사용해 가치를 

부여

4단계 영향력 확정
부여된 가치에 사중, 대체효과, 귀인, 드롭오프를 적용하여 순수 사회 

성과(Impact)를 확정

5단계 SROI 산출
편익의 현재가치의 합과 투자의 현재가치의 합을 고려하여 SROI결과 

값을 도출. 과정상의 중요한 Factor에 대해 민감도 분석 가능

6단계 보고 및 활용 내재화
이해관계자들과 결과를 공유하며 검토

내재화 된 결과를 통해 향후 사업 관리 가능

단계를 따라 SROI 값을 도출하게 되면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원하여 화폐 단위로서 표

현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하지만 평가 주체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진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한다. 또한 화

폐 단위로 환산되는 특성상 환경의 성과, 고용

의 성과 및 사회적 성과들이 단순화되어 표현되

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 대한 ROI값을 나눠서 



Summer 2018 vol.30    39

계산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SK의 SPC프로그램에서

는 SROI를 적용해 사회적 성과에 대해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에 익숙한 투자자들에게도 재무적 언어를 다루

는 SROI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에 틀

림이 없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SROI를 직접 적

용하여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한

계점을 짚어보고 향후 가치 측정에 대한 논의가 

발전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첫 

번째 활용 방안으로서 단일 기업의 사회공헌 활

동의 공헌성 여부 및 과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

해 SROI를 적용해 보았으며, 다음으로는 동일

한 사업에 대한 다른 주체(기업과 정부)의 SROI 

평가 결과를 통해 효율성을 진단하여 변화 이론

의 가치 사슬 상에서 중요 요인(Factor)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사회 공헌 활동의 

진정성 여부와 공공 기관의 예산 효율성을 검토

하고자 하였다. 

2.4.  SROI의 적용 - SK_hynix의 사회공

헌 사업을 대상으로

 SK하이닉스는 회사 구성원의 자발적인 기부

와 SK하이닉스의 1:1 매칭그랜트 후원으로 행

복나눔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

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행복나눔기금의 9가

지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SK하이닉스에서 가장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보고한 ‘행

복Plus영양도시락’ 사업과 ‘하인슈타인’ 사업을 

선정하여 SROI를 적용하고, 그 결과값에 따라 

활동의 유의미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2.4.1. 행복Plus영양도시락

 행복Plus영양도시락은 이천과 청주 지역 SK

행복도시락 센터를 통해 결식위험군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2018

년도 SK하이닉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

면 해당 사업은 사업비 약 9억원을 투입하여 약 

19.2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행복나눔

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냈다. 다만 보고서에 수치의 도출 과정은 

드러나지 않기에 SROI를 활용하여 행복Plus영

양도시락 사업의 공헌성과 창출한 가치를 다시

금 측정하고자 한다. 

[표 1] 행복Plus영양도시락 사업 개요

행복Plus영양도시락이 창출한 가치를 계산하

기에 앞서, 해당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핵심 이

해관계자 중심으로 다음의 [표 2]와 같이 정

리해보자.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청주 지역으

로 한정하여 수혜아동 수와 조달한 자금을 각

각 전체 사업의 절반인 630명과 4억 5천만원

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도출한 사회적 비

용 468,500,000원은 이후 사회적 투자수익률

(SROI)을 산정하는 데 쓰이게 된다.

다음으로 사업의 결과물로 측정된 것의 증거를 

확인하고 재무적 대용치를 사용해 가치를 부여

하여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앞서 비용

을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결과물의 가치를 

측정할 때에도 청주 지역 수혜아동 630명만 고

려하도록 한다. SK하이닉스 지속가능경영보고

서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한 총 사회적 가치를 

약 18억으로 보고하였기에, 청주 지역만 고려

한 본 글에서의 SROI 측정값은 그 절반에 해당

하는 약 9억으로 예상하였다.

조직 SK_Hynix / 행복플러스영양도시락

목표

청주,이천 지역 결식 우려 아동 1260명에 

대한 영양 개선과 맞벌이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 완화

범위

활동

쌀만 지원되는 결식 우려 아동 

들에 대해 7끼의 식사가 가능한 

영양가 있는 도시락 반찬을

주 1회 제공함

계약/

자금조달/

조직의 부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SK_Hynix의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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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7)8)9)10)

3)	 	중앙일보,	“한번	나오면	60여	곳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다	보니	3~4시간은	족히	걸리지만...”	 :	https://news.joins.com/
article/11377432

4)	 60개	1인	부담	기준으로	630개에	필요한	인원은	10.5명,	반올림	하여	11명으로	산정

5)	 1주에	1번	7끼의	식사를	한	번에	배달(프로그램	취지),	1년	52주	계산

6)	 2016년	당시	최저임금,	보수성의	원리를	따라서	최저	임금	적용

7)	 매칭	그랜트를	통한	기부금	마련,	임직원의	기부

8)	 가격의	경우	주	3회를	배달해주는	해당	도시락	업체의	서비스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9)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이	적용하는	할인	가격	적용

10)	 CJ일보,	‘행복플러스	영양도시락’사업은	...	매주	목요일	관내	저소득층	아동	30명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핵심이해관계자 투입 가치 산출

청주아동(630명)

시간

[도시락 수령 및 

섭취 시간]

0 식사

임직원

시간

[봉사시간]

5시간 [60개 기준, 포장 1시간 +

배달 4시간]
3)

x 10.5(11)
4)

명 x 52주 
= 2860시간

최저임금(6470원)
5)

적용
: 18,504,200원

식사 포장 및 배달

돈 4억 5천만원
7)

기금 모금

행복담은네모

[15명]

식재료

노동

도시락(630개)

[여기서 1개 = 1주일 반찬 용량] x 52주

= 32,760개

가격

[2인 주3회 39,900원]
8)

 
[1인 주7회  3250 x 7 = 22,750원]

32,760 x 22,750 = 745,290,000원

x 0.6 할인가 적용
9)

 447,174,000원

도시락

고용

수혜아동 양육자 X X

가사노동과 식비 감소에 

따른 휴식시간 및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

지자체
10)

X X X

합계
도시락 구매 비용(447,174,000원) + 봉사시간(18,504,200원)

총 비용 : 4억 6850만원

제외된 

이해관계자와 

비용

지역 농민 / 기존 지역 복지센터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송비, 관리비 등의 기타 부대 비용

[표 2] 행복Plus영양도시락 사업 비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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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행복Plus영양도시락 결과물 및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물

이
해
관
계
자

의도된 

의도되지

않은

변화

SROI 측정 지표

산출 근거 [수량 및 지속기간]

연간 합계

근거 수량 및 산출식
지속

기간

청
주
아
동
﹇
6
3
0
명

﹈

영양 상태 

개선으로 

의료비가

감소

영양 개선 시 

건강 관리 비용 

지출에 대한 

의료비 감소 

효과 고려

[하버드 / 존슨 앤 

존슨] 건강 관리 

비용 1달러 대비 

의료비 감소 효과

: 3.5달러

도시락 수(32,760)개 x 

3,250원 = 건강관리 비용 

(106,470,000원)

건강관리 비용 x 3.5 =

372,645,000원

1년 372,645,000원

종합 영양 개선 

증가시, 측정한 

보건복지구 

경제적 편익을 

고려

[보건복지부] MAR 

약 0.1 증가 시

0.7 ~ 1.0 

구간동안, 순편익 

18,000원 발생 

(1인당)

18,000원 x 12개월 x 60

= 

136,080,000원

1년 136,080,000원

행
복
담
은
네
모

행복담은 

네모의

고용이 

증가한다

추가 도시락 

생산에 따른 

고용 효과

한솥 도시락의 

영업이익을 

고용인원으로 

나누면,

인원 당 판매하는 

도시락 수량

2명 고용

최저임금 [2017]

6470 x 20일 x 12개월 x 2명

= 3,105,600원

1년 3,105,600원

행복담은 

네모의 매출 

및 수익이 

증대된다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을 

통해 해당 

기업에 할당된 

경제적 편익

한솥도시락의 

당기순이익 

자료(2017)

6.9%

447,174,000원 x 0.069

= 30,855,006원

1년 30,855,006원

수
혜
아
동
학
부
모

수혜아동 

가구의 

식비가 

감소한다

수급 받는 

가구의 평균 

식비를 통해 

식비 감소분 

측정

수급 가구의

월 평균

식비 23만원
11)

 

315가구
12)

23만원 x 315가구 x 12 x 

1/2(아이) x 1/3(하루 중 한끼)

= 144,900,000원

1년 144,900,000원

수혜아동 

가구의 

가사노동 

시간이 감소

가사 도우미 

비용을 기준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감소분을 

통한 복리증진

시간당

가사노동 비용

7900원
13)

 x 1/2 
(반찬 준비에

걸리는 시간 30분)

3900원 x 7 x 52주 x 315 = 

447,174,000원
1년 447,174,000원

합
계

372,645,000원(136,080,000원)+244,844,800원+30,855,006원+144,900,000원+447,174,000원

총 산물 가치 : 998,679,606원 (762,114,606원)
14)

S
R
O
I

총 SROI : 998,679,606 / 468,500,000 [2.132]

영양 증진 : 372,645,000 / 468,500,000 [0.795]

                136,080,000 / 468,500,000 [0.290]

경제 기여 : (3,105,600 + 30,855,006) / 468,500,000 [0.072]

복지 기여 : (144,900,000 + 447,174,000) / 468,500,000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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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3)14)15)

11)		한부모	기초생활수급가구의	3월	가계부(40대	여성,	한부모	
2인	가구)	기준	식비	23만원

12)		연합뉴스.	2015년	기준,	2자녀	가구[41%]	3자녀	가구	
[25%]	4자녀	가구	[14%]계산식	:	0.41*2	+	0.25*3	+	
0.14*4	=	2.11명	/	1가구	2자녀	가정

13)	아이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	시간당	평균	비용	7900원

14)	MAR로	측정하면	7억6천,	3.5	multiple	적용시,	9억9천

15)	위의	‘임직원	및	SK하이닉스’	투입비용에	포함

 하버드/존슨앤존슨의 연구결과를 따른다면, 

행복Plus영양도시락 사업은 SROI 측정값은 앞

서 예측한 결과값(약 9억)과 유사하였다. 더불

어 해당 사업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친 효과를 영

양적, 경제적, 복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재측정

한 결과, 복지 기여와 관련한 사회적 투자수익

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표 3]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측정근

거에 따라 결과값이 상이하게 도출된 것은 눈여

겨 볼만 하다. 하버드/존슨앤존슨의 연구결과를 

따를 때, 보건복지부의 연구결과를 따르는 것에 

비해 약 2.7배 더 높은 영양 증진 효과가 나타

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연구결과를 채택한

다면 총 산출물 가치 역시 762,114,606원으로 

기업에서 보고하는 산출 가치와 약 2억 원의 편

차를 보이게 된다. 이처럼 어떤 기준과 근거를 

선정하는지에 따라 사회적 투자수익률이 다르

게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SROI의 한계를 다

시금 확인할 수 있다. 

2.4.2. 하인슈타인

 하인슈타인은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링 교육, 올림피

아드, 비전뷰를 잇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

여 진행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대표적인 사

회공헌활동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

면 해당 사업은 6억의 비용으로 약 18.8억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앞서 분석한 행복

Plus영양도시락 사업과 함께 행복나눔기금에

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 산출하는 사회

적 가치가 상당히 큰 사업이다. 해당 사업 역시 

2.4.1.의 분석절차를 거쳐 SROI를 적용하기로 

한다. 

[표 4] 하인슈타인 사업 개요

 하인슈타인 사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를 중심

으로 비용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5]과 같

다. 이때 임직원 및 SK하이닉스의 기부금 6 억

원은 S/W교육, 올림피아드 개최, 해외탐방 지

원을 위한 비용과 더불어 코딩 교사에게 지급하

는 급여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코딩 교사도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활동으로 투입하는 가치

가 있지만 중복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따로 

수치화하지 않았다.

[표 5] 하인슈타인 비용분석

조직 SK하이닉스

목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과학역량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링(S/W교육)

올림피아드(경진대회)

비전뷰(해외탐방) 과정 지원

범위

활동

이천·천주 지역 초·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54개 기관의 

취약계층 아동 대상으로 주1회 

2시간씩 12주간 활동

계약/자금조달/

조직의 부분

SK하이닉스 임직원 및 

SK하이닉스 (6억)

이해관계자 투입 가치(원) 산출

학생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시간

0

IT교육, 

올림피아드 

참가, 해외 

IT기관 방문

임직원 및 

SK하이닉스
돈 600,000,000

S/W 교사
교육자료 

및 노동
0

15)
고용

수혜아동 

양육자
X X

돌봄시간 및 

교육비 감소에 

따른 휴식시간 

및 소득증대 

효과

총 비용(원) 600,000,000

제외된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초·중학교/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접적인 변화의 주체 아님



Summer 2018 vol.30    43

 하인슈타인의 결과물을 재무적 대용치를 활

용하여 수치화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SK하이

닉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한 총 사회적 가치를 약 18.8억 원으로 보고

했으므로, SROI 측정 결과도 18억 내외로 도출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16)17)18)

 2.4.1의 행복Plus영양도시락 사업과 달리, 

하인슈타인 사업은 예측했던 산출 가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값이 도출되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기반하여 18억 원 이상의 가치 창출

을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도출된 가치는 예상치

의 40%에 그쳤다. 이와 같은 차이는 S/W교육

의 장기적 효과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학생의 

심리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요

16)	 	월평균	코딩학원	비용(1개월당	24시간):	http://news.
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
id=201712121522001

17)	 	올림피아드	로봇부문	참가자(300명)	로봇키트	비용	
h t t p : / / m . a n e w s a . c o m / a r t i c l e _ s u b 3 .
php?number=1044296#_enliple

18)	 	올림피아드	참가비(900명)	http://m.anewsa.com/
article_sub3.php?number=1044296#_enliple

소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이 참

여 학생에게 미친 정량적, 정성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그 효과가 과대·과소평가되기 쉬운 것이다. 
19)20)21)22)

2.4.3. 시사점

 SK하이닉스가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사회공

헌활동의 결과물과 SROI를 측정, 비교한 결과, 

19)	 차례로	항공권,	숙박,	이동	및	식사비용	추정값

20)	 	돌봄서비스	시간당	평균	비용:	https://www.idolbom.
go.kr/use/part1.go

21)	 	2018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의	봉급
표	기준	기간제	교사	시간당	평균	시급

22)	 귀인,	대체효과,	드롭오프는	고려하지	않음.

이해관계자
의도된 /의도되지 

않은 변화
SROI 측정지표

연간합계

(단위: 원)
산출근거

학생

IT교육으로

과학역량 향상

1. 소프트웨어 사교육

    비용 절감
266,400,000 900명x26.9만원

16)

올림피아드

참여기회 획득

2.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참가 및      

    준비비용 절감

10,500,000
20,000원

17)
x300명 + 

5,000원
18)

x900명

해외견학

기회 획득

3. 3박4일 중국 우시 

    방문 기준 비행기,     

    숙박, 이동비용 절감

15,000,000
15명 x

(35만원+35만원+30만원
19)

)

학부모

자녀(학생)

돌봄 시간의 감소

4. 돌봄시간 감소로 

    인한 보육비 감소
168,480,000 7800원

20)
x24시간x900가구

사교육비 절감
5. 소프트웨어 사교육비 

    절감
266,400,000 900명x26.9만원

코딩 교사 소득 증대
6. 코딩 교사 고용 증가

    에 따른 소득 증대
13,867,200 54명x10,700원

21)
x24시간

A. 사회적 가치 창출 740,647,200 1 - 6 합계

B. 프로그램 투자비용 600,000,000

C. SROI 비율 1.23:1
22)

A:B

[표 6] 하인슈타인 사업 결과물 및 사회적 가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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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산출가치와 SROI 모두 행복Plus영양도

시락 사업이 하인슈타인 사업보다 높게 나타났

다. 그러나 이를 두고 SK하이닉스가 하인슈타

인 사업보다 행복Plus영양도시락 사업에 더 집

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섣불리 내릴 수는 없다. 

가치 측정 과정에서 장기적인 교육효과,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감축 및 세수 확대 등 미처 고려

하지 못한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자료가 완전할 경우, 서로 다른 사

회공헌활동의 실질적인 공헌성, 효과성을 판단

하여 더 나은 사업을 선택하기 위해 SROI를 활

용할 수 있겠다. 

 두 가지 사업에 SROI를 적용하면서 공통적

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SROI 값을 도출하는 과

정에서 선택하는 근거들이 상당히 임의적이라

는 것이다. 특히 영양 증진과 교육의 효과성은 

모두가 합의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도출하기 어

려운 바, 기준에 따른 산출값의 편차가 더욱 커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

는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혜자

에 대한 추적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하

인슈타인과 같은 교육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 과학 관련 학업 성취가 향상

되거나 관련 진로를 선택한 학생의 비중이나 프

로그램 참여 이후 나타난 심리적 변화 등에 대

한 추적조사가 가능하겠다. 이처럼 보다 장기적

인 관점에서 후속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소프트

웨어링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얼

마나 과학 역량이 증대되었고 장기적인 효과는 

얼마나 발현되었는지를 보다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정확한 산출

물과 SROI를 측정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다. 

2.5  SROI의 적용 -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대상으로

 아래에는 SROI의 또 다른 활용 가능성을 확

인하기 위해 여러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포스코에

너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에너지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포스코에

너지는 2012년부터 사회공헌 사업인 ‘에너지드

림’을 지속해오고 있다. SROI의 분석대상은 에

너지 빈곤층에게 태양광 설비를 지원해 이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Co2배출을 절

감해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태양광 설비 지원

사업23)에서 선정하였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경

우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태양광과 지열, 

풍력을 비롯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

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해

당 센터의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를 유

도하기 위해 정부가 태양광 설비의 설치비를 일

정부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

사업’24)의 사례를 대상으로 SROI를 적용하였

다. 

2.5.1. 포스코에너지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

 

 위에 제시된 SROI의 산출과정을 따라 포스코

에너지의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이 창출한 사회

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글은 포스코에너지가 전라남도 광양시의 ‘광양

노인복지센터’에 12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지원한 2015년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범위를 설

정할 경우 핵심 이해관계자로 설치주체로서 비

용을 지원하는 포스코에너지와 태양광 설비 지

원의 수혜자인 광양노인복지센터를 제시할 수 

있다. 

 이 밖에 지역사회는 태양광 발전과 Co2배출

량 절감의 결과로 개선된 환경의 수혜대상이라

는 점에서 핵심 이해관계자에 포함되었다. 또 

태양광 설비 설치에 필요한 모듈과 인버터를 판

매하는 협력기업은 포스코에너지의 태양광 설

23)	 	포스코에너지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	대표프로그램,		
	 	http://www.poscoenergy.com/renew/_service/

contribution/program01.asp.	

24)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	https://www.knrec.or.kr/business/building_
intro.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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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지원 사업을 통해 해당 기업의 매출이 증대

된다는 점에서 핵심 이해관계자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광양노인복지센터의 태양광 발전을 통

해 줄어든 전기요금만큼의 수입 감소를 경험하

는 한국전력공사는 이해관계자에 포함시킬 경

우 광양노인복지센터의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와 중복되기 때문에 SROI분

석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표 7> 포스코에너지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 개요

 위에서 선정한 이해관계자의 투입-산출을 분

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광양노인복지센

터와 지역사회의 경우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투입물 없이 각각 해당 설비의 이용과 개선된 

환경에서 거주한다는 산출만이 존재한다. 포스

코에너지의 투입물로는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

이 제시된다. 분석과정에서는 현재 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비용이 kW당 140~200만원에 설

정되어 있다는 태양광 대여사업자 ‘해줌’의 안

내25)를 참고해 kW당 설치비용을 180만원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포스코에너지의 투입물은 

광양노인복지센터에 설치된 12kW 용량의 태양

광 설비 설치비용인 21,600,000원, 산출물은 

12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로 분석하였다. 

 협력기업의 경우 포스코에너지에 판매한 모

듈과 인버터의 가격이 포스코에너지의 설치비

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투입물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산출물에는 제품 판매를 통

25)	 태양광	대여	사업자	해줌,	kw당	설치비용	안내
	 https://www.haezoom.com/solarbiz/consulting/.

한 매출 증대분을 포함시켰다. 본 글에서는 ‘해

줌’과 ‘에너리스’ 등 총 6개의 2018년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사용하는 모듈과 인버터의 생산

기업26)을 고려해 모듈을 판매하는 ‘한화큐셀코

리아’와 인버터를 판매하는 ‘동양이엔피’의 제

품가격을 매출 증대분 계산의 기준으로 활용하

였다. 현재 해당 기업에서 3kW 용량의 태양광 

설비에 필요한 모듈과 인버터를 구매할 경우 가

격은 약 310만원27)이기 때문에 12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위한 모듈, 인버터를 판매한 협

력기업의 매출 증대분은 12,400,000으로 계산

하였다.   28)

<표 8> 포스코에너지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 비용분석

 해당 결과물에 재무적 대용치를 사용해 가치

를 부여하면, 태양광 설비 설치로 인해 절감된 

26)	 	한국에너지공단,	2018년도	태양광	대여사업자	명단	및	
조건,	https://www.knrec.or.kr/business/2018년
도%20태양광%20대여사업자%20명단%20및%20조
건_20180711.pdf.	

27)	 	위메프,	한화큐셀	주택태양광,	http://m.wemakeprice.
c o m / m / d e a l / a d e a l / 3 1 8 2 8 0 6 / ? u t m _
source=coocha_k&utm_medium=META_af&utm_
campaign=0.

28)	 스코에너지의	투입비용에	포함

조직 포스코에너지

목표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비용 절감과 Co2배출 

절감을 통한 환경 개선을 위해 태양광 설비 

지원

범위

활동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노인복지센터에 12kw 

용량의 태양광 설비 설치

계약/

자금조달/

조직의 부분

자체조달 

- kw당 설치비용 1,800,000원

   12kw 기준    21,600,000원

이해관계자 투입 가치(원) 산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노인 

복지센터

X X
태양광 설비 

이용

지역사회 X X
Co2배출량 

절감

포스코 

에너지
설치 비용 21,600,000

태양광 설비 

설치

협력기업

(한화큐셀 

코리아,

동양 이엔피)

태양광 

설비에 

필요한 모듈

/인버터

0
28) 기업의 매출 

증대

제외된

이해관계자

한국전력공사

-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고려할 경우 광양노인복지센터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따른 소득증대효과와 중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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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노인복지센터의 에너지비용과 절감된 Co2

배출량의 가치 측정은 위에 제시된 협력기업의 

매출 증대분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먼저 

광양노인복지센터의 결과물인 에너지비용 절감

은 연간 에너지비용 절감액을 지표로 활용해 측

정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시한 연간 태양

광 발전전력량 계산 방식에 따르면 광양노인복

지센터는 12kW의 태양광 설비를 이용해 연간 

13,665kWh의 전력을 생산한다.29) 이 때, 광양

노인복지센터가 일반용 전기를 사용한다는 전

제 아래 2018년 1-5월 기준 전라남도 광양시

의 전력 kWh당 평균단가인 128원30)을 적용할 

경우 태양광 설비를 통해 광양노인복지센터가 

절감한 연간 에너지비용은 13,665kWh*128원

=1,749,120원이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이

29)	 	연간	태양광	발전전력량(kWh)	 =	 8760(h)*설치용량
(kW)*이용율(%),	Co2배출량을	고려해	이용율을	0.13%
로	설정할	경우	12kW	용량	태양광	발전	설비는	연간	
8760(h)*12(kW)*0.13(%)=13,666.6kWh를	생산한다.	

	 	한국에너지공단	블로그,	태양광에너지	공급량	산출내역	검
토,	www.kemco.or.kr/up_load/blog/태양광TOE계
산%20방법.hwp.

30)	 	전력	빅데이터	센터,	계약종별	전력사용량,	 https://
home.kepco.co.kr/kepco/BD/BDBAPP001/
BDBAPP001.do?menuCd=FN33020101#.

약 20년이라는 점31)을 고려해 할인율 5%를 적

용할 경우 20년간 광양노인복지센터에서 절감

되는 에너지비용은 총 21,848,864원이다. 

 지역사회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Co2배출량 

절감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Co2배출량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오염배출권 

가격을 활용하였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12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로 감축할 수 

있는 연간 Co2배출량은 6톤이다.32) 이와 함께 

최근 국내 오염배출권 가격의 동향33)을 고려해 

오염배출권 1톤당 가격을 19,000원으로 적용

할 경우 12kW의 태양광 설비를 통해 절감되는 

Co2배출량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114,000원

이다. 에너지비용과 마찬가지로 태양광 설비의 

수명을 고려해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20년

31)	 태양광	대여사업자	해줌,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	안내.

3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o2감축량	계산기,	http://www.
kier.re.kr/rdcco2/rdcco2.jsp.

33)	 	한국에너지공단,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	및	향후	
전망,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
new/energy_issue/mail_vol60/pdf/issue_163_02_
all.pdf.

34)	 귀인,	대체효과,	드롭오프는	고려하지	않음.

이해관계자
의도된 / 의도되지 

않은 변화
SROI 측정지표 합계(원) 산출근거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노인 

복지센터

에너지비용 절감
1. 연간 에너지 비용 

    절감액

- 연간 1,749,120

- 20년 기준

   21,848,864

8760시간x12kWx0.13%

=13,665kwh

13,665kwh x 128원

지역사회 Co2배출량 

2. Co2배출량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오염배출권 가격 기준)

- 연간 114,000

- 20년 기준

   1,420,691

6톤 x 19,000원

협력기업 매출 증대
3. 모듈/인버터 

    판매가격
12,400,000

3kw기준

3,100,000원 x 4단위

A. 사회적 가치 창출 35,669,555 1-3 합계

B. 투자비용 21,600,000

C. SROI 비율 1.65
34)

A:B

[표 9] 포스코에너지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 결과물 및 사회적 가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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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Co2배출량 감소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치는 1,420,961원으로 확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SROI 산출을 위해 편익의 현

재가치의 합과 투자의 현재가치의 합을 고려

할 경우 먼저 편익의 합은 광양노인복지센터

의 절감된 에너지비용과 절감된 Co2배출량

의 경제적 가치, 협력기업의 매출 증대분을 합

한 35,669,555원으로 확인된다. 사업에 투자

된 비용은 포스코에너지가 투입한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인 21,600,000원에 해당한다. 따라

서 광양노인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한 포스코에

너지의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의 SROI 비율은 

35,669,555원/21,600,000으로 약 1.65로 산

출된다. 결과물의 가치 측정과 최종 SROI 산출

을 정리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2.5.2.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포스코에너지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을 분석

한 과정을 참고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 건물지원사업의 SROI를 산출

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 글에서는 한국에너

지공단이 경상남도 통영시 고성휴게소에 5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한 2005년의 사례35)를 선정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이해관계자는 포스코에너지의 

경우와 비슷하게 태양광 설비를 이용하는 고성

휴게소와 절감된 Co2배출량으로 인한 환경개

선효과를 경험하는 지역사회를 포함시킬 수 있

다. 또한 설치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정부

와 모듈, 인버터 판매로 매출이 증대되는 협력

기업을 핵심 이해관계자로 분류하였다. 

 이해관계자의 투입-산출을 분석하면, 먼저 

고성휴게소는 위 광양노인복지센터와 다르게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한 ‘2018년 신재생

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에 따르면 

정부는 50kW 이하의 태양광 설비에 대해 kW

35)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당 9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36) 포스코에너

지의 SROI산출과정과 마찬가지로 태양광 설비

<표 1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요

설치비용을 kW당 180만원으로 설정하면 고

성휴게소는 5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 설

치비용 90,000,000원 중 보조금을 제외

한 45,500,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계산된

다. 따라서 고성휴게소의 투입물은 설치비용 

44,500,000원이고 그에 따른 태양광 설비 이

용은 산출물에 해당한다. 지역사회의 경우에

는 포스코에너지의 태양광 지원사업과 마찬가

지로 투입물이 없으며, 정부는 5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 90,000,000원에서 고

성휴게소가 부담한 44,500,000원을 제외한 

45,500,000원을 투입한다. 협력기업의 모듈, 

인버터 판매는 고성휴게소, 정부의 설치비용 투

입과 중복되기 때문에 분석과정에서 별도의 투

입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표 1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비용분석

36)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18년도	신재생에
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https://www.knrec.
or.kr/business/building_intro.aspx.

조직 한국에너지공단

목표

신재생 에너지 상용화 및 보급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지원

범위

활동
경상남도 통영시 고성휴게소에 

5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 설치

계약/

자금조달/

조직의 부분

정부보조금 kW당 91만원 설치

설치 비용 잔액은 고성휴게소가 

부담

- kw당 설치비용 1,800,000원

   50kw 기준 90,000,000원

이해관계자 투입 가치(원) 산출

경상남도 

통영시 

고성휴게소

설치비용 44,500,000

태양광

설비 설치 

태양광

설비 이용

지역사회 X X
Co2배출량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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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의 재무적 가치를 측정에서 고성휴게

소의 에너지비용 절감은 연간 에너지비용 절감

액을 측정지표로 사용한다. 광양노인복지센터

의 태양광 설비 발전전력량을 계산했던 방식

을 활용하면 고성휴게소의 연간 태양광 발전전

력량은 59,130kWh인 것으로 확인된다.38) 해

당 전력량에 2018년 1-5월 기준 경상남도 통

영시의 일반용 전력 kW당 평균단가 12739)원

을 적용할 경우 고성휴게소가 태양광 설비를 통

해 절감한 연간 에너지비용은 59,130kW*127

원=7,509,510원이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

명을 고려해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20년

간 고성휴게소에서 절감되는 에너지비용은 총 

37)	 정부와	고성휴게소의	투입비용에	포함

38)	 	연간	태양광	발전전력량(kWh)	 =	 8760(h)x50(kW)
x0.135(%)	=	56,940kWh

39)	 전력	빅데이터	센터,	계약종별	전력사용량

93,914,934원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50kW 용량의 태

양광 설비가 연간 25톤의 Co2배출량을 감소

시키기40) 때문에 Co2배출량 감소로 인한 경

제적 효과는 25톤*19,000원(오염배출권 가

격)=475,000원이다. 태양광 발전과 마찬가지

로 5%의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20년 동안 Co2배출량 감소로 발생하는 가치는 

5,919,549원으로 나타난다. 태양광 모듈과 인

버터의 가격은 3kW 기준 3,100,000원이므로, 

5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에 필요한 모듈과 인

버터 판매로 증대된 기업의 매출은 3,100,000

원*18단위=55,800,000원이다. 

 SROI 최종 산출결과 고성휴게소를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통해 창출된 사회

적 가치는 에너지비용 절감액과 감소한 Co2배

출량의 경제적 가치, 협력기업의 매출 증대분을 

합한 155,630,483이다. 해당 사업에 투입된 비

용은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인 90,000,000원이

며 SROI 비율은 1.72로 확인되었다. 

40)	 국에너지기술연구원,	Co2감축량	계산기

41)	 귀인,	대체효과,	드롭오프는	고려하지	않음.

정부 설치 비용 45,500,000
태양광

설비 설치

협력기업

(한화큐셀 

코리아,

동양 이엔피)

태양광 

설비에 

필요한 모듈

/인버터

0
37) 기업의 매출 

증대

이해관계자
의도된 / 의도되지 

않은 변화
SROI 측정지표 합계(원) 산출근거

경상남도 

통영시

고성휴게소

에너지비용 절감
1. 연간 에너지 비용 

    절감액

- 연간 7,231,380

- 20년 기준

   93,914,934

8760시간x50kWx0.135%

=59,130kwh

59,130kwh x 130원

지역사회 Co2배출량 

2. Co2배출량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오염배출권 가격 기준)

- 연간 475,000

- 20년 기준

   5,915,549

25톤 x 19,000원

협력기업 매출 증대
3. 모듈/인버터 

    판매가격
55,800,000

3kw기준

3,100,000원 x 18단위

A. 사회적 가치 창출 155,630,483

B. 투자비용 90,000,000

C. SROI 비율 1.72
41)

A:B

[표 9] 포스코에너지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 결과물 및 사회적 가치 측정



Summer 2018 vol.30    49

2.5.3. 시사점

 위 산출결과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와 한국

에너지공단의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의 SROI는 

각각 1.65와 1.72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이 

동일한 비용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은 사회적 가

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SK하이닉스의 행복플러스 영양도시락과 하인

슈타인이 각각 보건과 교육이라는 다른 영역에 

속해있어 SROI 비율을 활용한 단순 비교가 어

려웠다. 그러나 위에서는 태양광 설비라는 동일

한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한 두 주체를 분석했기 

때문에 SROI 비율의 차이는 사업의 효율성과 

관련해 포스코에너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참고

할만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두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의 에너지비용 절감액과 Co2배

출량 절감의 경제적 가치, 협력기업의 매출 증

대를 측정할 때 각각 동일한 지표를 사용했음에

도 산출된 SROI 상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은 

포스코에너지의 태양광 설비 지원 과정 중 한국

에너지공단에 비해 비효율적이었던 부분에 대

한 점검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SROI의 산출 결과만으로 각 사업의 

효율성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SK하이닉

스의 분석사례와 마찬가지로 결과물의 측정 과

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인

데, 해당 문제는 에너지비용 절감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위 분석에

서는 태양광 설비를 통해 1년 동안 발전한 전력

의 양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한 ‘8760(h)*

설치용량(kW)*이용율(%)’라는 공식으로 추정

하였다. 이 때, 이용율은 ‘실제 시스템발전전력

량(kWh)/8760(h)*설치용량(kW)*100’으로 계

산42)되기 때문에 정확한 연간 발전전력량을 구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설비를 이용하는 기관이

나 시설에서 실제로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보

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광양노인복

지센터와 고성휴게소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실제 발전량을 구할 수 없어 이용율을 임의로 

42)	 한국에너지공단	블로그,	태양광에너지	공급량	산출내역	검토

설정하여 연간 발전전력량을 추정했기 때문에 

SROI 값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최종 에너지비용 절감액을 계산하는 과

정에서 각 시설의 연간 발전전력량 추정치에 지

역별 일반용 전력 평균단가를 곱하는 방식을 사

용하였다는 점도 산출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

릴 수 있다. 이 역시 각 시설의 전력계약 형태와 

실제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

한 문제로 실제 에너지비용 절감액은 건물의 규

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광양노인복지센터, 

고성휴게소의 전력계약과 실제 사용량, 누진제

도의 적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영역에서 동일

한 지표를 활용해 측정한 결과 포스코에너지의 

SROI가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비해 낮

게 산출되었다는 점은 자주 대두되는 기업 사회

공헌의 진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

질 가능성을 갖는다. 하지만 각 사업의 대상을 

고려할 경우 포스코에너지의 태양광 설비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지원사업과는 다

른 측면에서 기여도를 갖는다. 이는 포스코에너

지의 사업이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한 노인복지

센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본 글에서 분석한 한국에너지공단

의 건물 대상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지방자치단

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43)하고 있기 때문에 광양노인복지

센터처럼 시에서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경우에

는 해당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이 때, 포

스코에너지의 사업은 복지시설에 태양광 설비

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

움에도 정부의 지원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에너

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을 실현한다

는 점에서 비용대비편익 분석과정에서 드러나

지 않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비

해 비용대비편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포스코

에너지의 효율성 자체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는다. 그러나 복지의 주체인 정부가 

43)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8년도	신재생에너
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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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지원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복지를 실현

할 수 있다는 점은 해당 사업이 지속되어야 하

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3. 결론

 우리는 앞서 사회적인 것을 측정하고 평가하

는 여러 도구를 소개하였고, 표준적인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SROI 개념을 적용

하였다. 하지만 SROI라는 표준 도구를 직접 적

용해보며 서로 다른 혼합 가치에 대한 단일한 

접근법의 한계를 직접 느끼게 되었다. 또한 값

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재무적인 대용치 

및 근거 자료에 따라 최종값의 편차가 매우 커

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더하여 재무적 대용치 

및 근거 자료의 도출 과정에서 주요한 가정과 

그것의 분포가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

이 되지 않아 타당성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

다. 이처럼 표준 도구를 이용한 가치 평가 작업

에도 무수한 가정이 있었고 그 근거에 따라 변

동과 오차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확인 되었

다. 하지만 이는 비단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거나 'SROI

의 도구적인 한계‘ 때문만은 아니다. 도구적 한

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첫째로 혼합된 가치를 분리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도구의 쓰임은 분리가 가능하며 해

당 방식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EROI(Environment ROI), HROI(Human 

Capital ROI) 등의 Blended ROI 개념은 임팩

트 투자기관(Shujog, 싱가폴 임팩트 투자기관) 

및 DJSI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혼합

된 가치를 구분하여 각 가치에 해당하는 값을 

도출하면 ROI의 단일한 접근이 가지지 못한 가

치 분류의 엄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음으로 행복Plus영양 도시락 사업의 경우 결과

값에 대한 대략적인 추적이 가능했다. 도출 과

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그 산출물에 대

한 재무적인 대용치 및 가정의 변화에 따라 결

과값의 변동성이 존재했지만, 사회적으로 합의

된 수준에서의 가정과 대용치를 적용했을 때 그 

변동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합의에 동의하기 힘든 

독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ACUMEN 

FUND(아큐먼 펀드)에서는 BACO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BACO는 The Best Available 

Charitable Option의 줄인 말로,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의 사업성과 중 가장 우수한 것을 

기준으로 사회 공헌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개

념이다. 이 방법 역시 SROI의 평가 시스템을 활

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합의를 통

해 변동성을 줄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치 측정의 대상이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다. 먼저는 회계 항목 중 재무제표

의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도 논란이 되는 

개념이다. 인수한 금액과 순자산가치(보통 자본 

- 부채)의 차이를 그 가치로 평가하게 되어있지

만 장부에 기입된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로 인식

하는 투자자들은 드물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할 때는 헤도닉 가격법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모형에도 가치 판단의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방법을 

적용한 가격을 기초 가격으로 설정하고 있다. 

환경 영역은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환경 회계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환경과 관련된 원가와 

이익에 대한 개념이 표준화되고 있다. 앞서 열

거한 영업권, 부동산 가격, 환경 3가지 모두 재

무적 가치로 단순히 표현하기 어려운 성격이 있

지만 각각을 구성하는 논리 체계를 근거로 기준

이 되는 결과값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사회적인 것의 가치 역시 그에 적합한 논

리 구조를 통해 재무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파랑새를 쫓는 일 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가치의 경계가 허물어진 현재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혼합된 가치 체

계상에 반영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서 

우리는 이를 인지한 세계의 여러 기관들이 직접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연구한 도구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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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고 직접 적용해 보았다. 현재 초기 단계

에서 여러 한계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우리도 동

일한 한계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

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이어갈 

때, 결론 부분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회적인 것’ 

혹은 ‘도구적 한계’ 등이 주는 선입견과 부정적

인 메시지를 경계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따

라서 후속 작업들은 대응 가능한 한계점들에 집

중하여 논리 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앞

으로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혼합된 가치를 측

정하는 연구가 발전하여 조속히 재무제표 혹은 

기업가치 평가 체계 속에서 SROI를 비롯한 표

준화 도구를 적용한 결과 값을 친숙하게 보게 

될 수 있길 바란다. 

※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

적인 평가 도구인 DJSI나 TIMM, GIIRS 등

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SR 연구에서는 GIIRS를 고려한 기업의 

혼합 가치에 대한 종합적 성과 평가를 예정하

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주체의 사회적 가치

에 대해서 학회의 균형 있는 시각을 함양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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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4일, LG화학 CSR팀에서 3년째 근무하고 계신 신관익 선배님을 만나 기업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CSR업무에 대해 자세히 듣는 기회를 가졌다. 현업에서 CSR이 어떤 역할과 중대성

을 갖는지, 실무자는 어떤 인사이트와 철학을 가지고 CSR 활동에 임하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시

간이었다. 세션은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LG화학이 CSR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추진 중인 활동을 소개해 주시고, 이후대학생 신분으로 학회원들이 가지는 물음에 연사님이 실무

자의 입장에서 답변해주는 시간이 이어졌다. 

 LG화학은 CSR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

하는 모든 경영활동”으로 정의하고, [CSR Risk 관리], [전략적 사회공헌],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

션] 세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있다. 

[CSR Risk 관리] 2013년부터 CSR 전담팀을 운영하고, 2016년 

CSR 위원회를 구성하여 글로벌 수준의 CSR 추진을 위해 CSR 거버

넌스를 강화하였다. 더불어 사업장은 물론 협력사의 CSR리스크도 

점검 · 개선하여 CSR 평가기관에 대응한다. 특히 지속가능경영보고

서를 통해 ‘17 CSR 중점 추진 과제 중 한 가지로 협력사 CSR을 선

정하여, 주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CSR 감사 프로세

스와 결과를 보고하는 등 LG화학이 CSR 리스크 관리에 열의를 보

인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다.

[전략적 사회공헌]  LG그룹의 사회공헌 방향성과 Align되면서 LG화학의 업 특성이 반영하여 LG

화학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크게 청소년 화학 관련 교육 분야, 친

환경/에너지 분야, 생물다양성 분야에 걸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 

 22기 윤지미(jeemee0709@gmail.com)

[SNUCSR Column] 

영속기업을 향하여: LG화학의 CSR전략
                 SNUCSR Network연사 초청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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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 간담회/설문, SNS 채널 등을 통해 LG화학의 중대 이슈를 

선별하고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더불어 선별한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UN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LG화학의 장기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보고서로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 중이다.

 

  이후 이어진 시간에는 CSR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CSR 활동의성과 측정 및 평가방법, 지속가

능경영보고서 발간 절차, CSR관련진로 등 학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 해당 부분은 보다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문답형식으로 정리하고자 한

다. 

Q CSR 활동을 기획, 추진할 때, 그로 인한 재무적 성과도 염두에 두시나요?

A  재무적 성과, 더 나아가 기업가치 극대화를 당연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CSR 활동은 특

성상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담금질을 할 때 나

타나는 성과들이 있죠. 예컨대 LG화학 CSR의 중요한 한 축인 CSR Risk 관리의 경우, 단기적으로 

구매를 촉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협력사와 지역사회로부터 이해관계자를 책임지려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기업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Q CSR팀이 사내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나요?

A  예산 책정이나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CSR팀에 대한 사내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CSR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임원들께 그 중요성을 계속 인식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은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CSR은 기본적으로 탑-다운의 성격을 가집니다. 최고경영

진의 의지에 따라 그 진정성과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원진이 CSR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이런 임원진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CSR팀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점점 

CSR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원들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팀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Q 특별히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B2B성격이 강한 LG화학의 CSR활동이 가지는 기대효

과가 있나요?

A  B2B 성격의 화학 산업 안에도 매우 다양한 사업이 존재합니다. LG화학은 기초소재, 전지 등 

전통적인 사업영역에서 더 나아가 미래사업부로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다각화 

자체가 화학 산업이 앞으로 더욱 지속가능하도록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SROI를 분석, 보고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

다. 사내에서 CSR에 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나요?

A  아직까지는 자체적인 평가방식으로 SROI를 산출해 outcome 평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

기서 더 나아가 어떻게 활동의 impact를 평가할 수 있을 지 다양한 논문과 사례를 참고하면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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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해외 제약회사가 비만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한 이후 지역사회 내 소아 

비만율을 시계열 분석해 임팩트를 측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LG화학에서 화학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 중 화학 관련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을 추적 조사하는 식으로 임팩트 측정에 참고할 

수 있겠죠.

 

Q 성과평가는 추후 활동 지속 여부나 신규 활동 기획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A  직·간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1년 내의 가시적인 성과만으로 프로그램의 존폐를 논할 수

는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이 우리 기업의 방향성과 align된다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비

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Q CSR 관련한 진로를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A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관부서와 협업해야 하는 일이 정말 많기 때

문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필요합니

다. 또 CSR 활동을 기획, 추진, 평가하는 전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력도 상당히 필

요합니다. 더불어 CSR 관련 트렌드의 시작은 대부분 유럽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도 도움이 됩니다. 대학생인 여러분은 기업의 실무자를 많이 만나보세요. LG, SK 계열사 등 

CSR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기업의 실무자를 만나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LG화학 CSR 소개와 문답 시간을 통해 CSR 담당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서 발간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기업의 CSR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힐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CSR 관련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필

요한 것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어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 연휴를 앞둔 금요일에 SNUCSR 

Network를 위해 멀리까지 자리해 주신 연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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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27일, SNUCSR 학회원들과 함

께 판교 카카오 오피스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인터뷰는 카카오 의장실/전략지원팀

의 신인섭 팀장님(이하Adrian)께서 응해주셨

다. 현직자로부터 IT/플랫폼기업의 CSR 및 기

업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인터뷰의 

목적으로 하였으며, 판교 카카오 오피스의 회의

실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카카오는 CSR만을 담당하는 독립된 부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가치’나 소셜임팩트

와 같은 관련 플랫폼 부서와 의장실의 협업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었다. Adrian과의 

인터뷰는 크게 조직인사 부분과 사회공헌활동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카카오의 조직인사

 한 잡지의 주요 그룹사 및 기업에 대한 이미

지 분석에 따르면, 카카오는  ‘직원의 목소리

를 들으려 하는’, ‘경영진과 직원 간 입장 차이

가 적은’과 같은 수평적 이미지로 인식되는 것

을 알 수 있다.1) 실제로 인터뷰를 위해 판교 오

1)	밀레니얼세대가생각하는국내주요그룹사및기업에대
한이미지분석보고서발표.	 https://www.20slab.org/
archives/26394

피스를 방문했을 때에도 열린 공간, 편안한 옷

차림, 영어 호칭의 사용 등을 통해 자유로움과 

수평적 관계를 엿볼 수 있었다. Adrian은조직

인사와 관련하여 궁극적인 목표로 카카오를 ‘눈 

뜨면 가고 싶은 회사’로 만드는 것을 꼽았다. 이

를 위해 구글, 페이스북, 삼성 등의 글로벌 기업

의 사례를 참고하여 카카오의 조직문화의 방향

을 투명성과 수평적인 관계로 설정하여 이에 맞

는 조직인사 전략을 펼치고 있다. 

 Adrian은 조직인사에서중요 요소로 두 가지

로 동기와 의지를 강조한다. 개인과 기업이 나

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개인에게 급

여 이상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 조직문화

는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Adrian은 이를 염

두에 두고 조직원들이 자신도 모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동기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또한 조직문화 변화를 추진하는 과

정에서 카카오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인력 부족

이나 여의치 않은 기업의 상황으로 인해 조직문

화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경험하기

도 한다. 실제로 카카오는 Daum, 로엔 등을 인

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조직문화로 

인해 충돌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문화는 사람들의 

작은 행동 수준에서부터 보이지 않게 변화하는 

것이며, 따라서 Adrian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23기 문상원(anstkd777@gmail.com)

[Interview]

카카오(KAKAO)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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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더라도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역설하였다.

▶ 카카오의 사회공헌활동
 

 카카오가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크

게 1.같이가치, 스토리펀딩, 메이커스와 같은 

서비스 사용자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동참하는 소셜임팩트 서비스, 2.문화 컨텐츠 산

업에서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카카오 상생협력, 

3.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 교육의 NEXT

가 있다. 특히 ‘카카오 같이가치’의 경우 누적 

기부참여수가 2000만 건을, 누적기부금이 200

억원을 돌파하여 성공적인 기부 패러다임의 변

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성공적인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카카오의 CSR 방향성에 대해 Adrian은 카카

오가 더 좋은 회사로 거듭나는 것에 1차적인 초

점을 맞추었다. 카카오역시 영리기업이기 때문

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과 소비자에게 더욱 좋

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회공헌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함께 

기업이 사회로부터 얻은 이윤의 일부를 돌려놓

는다는 점에서 CSR의 존재의미가 있으며, 이는 

기업이 가져야 할 하나의 책임이라는 점에 대해

서도 이야기하였다. 다만 기업이 CSR에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왜 기업이 사회공헌을 해야 하

는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회문제

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러한 관점에서카카오의 현재 사회공헌활동

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기업의 CSR

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을 활용하

면서도 선순환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CSR활동

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데, 현재 카카오

에서 진행하고 있는 CSR은 어떤 사회문제를 해

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며 각각의 활

동들이 단발성으로 그친다는 점이었다. 이와 관

련하여 Adrian은 개인적인 제안으로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카카

오가 구축해주는 것을 예시로 들며 설명해주었

다. 이는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이라는 사회

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람과 사람

을 연결한다’는 카카오 중심 가치와 IT기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

해준다. 특히 연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는 점에

서 기존의 사회공헌활동과는 차이점을 지닌다. 

 판교 오피스에서 이루어진 이번 인터뷰는 

CSR 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CSR에 대한 Adrian의 고민과 함께 개인적인 

제안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공헌활동이 화두가 되면서 

기업들은 저마다의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

으며 이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CSR활동들이 

단발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Adrian이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향후 기업의 CSR활동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 선순환구조와 같은 지속가능한 모델을 

그 지향점으로 삼아 발전해 나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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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기 윤지미(jeemee0709@gmail.com)

 23기 김 환 (juanitodream@gmail.com)

 23기 이영송(onsy2788@gmail.com)

[Interview]

도심에서 곰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를 만드는
베어베터를 만나다

        Bear Better :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고된 일을 견디는
                                        발달 장애인이 일하는 회사

 유난히 더웠던 여름 올해는 수박이 더 달고 

시원했던 것 같다. 대부분은 수박을 먹을 때 씨

가 불편하다. 하지만 농부는 씨에서 수박을 보

고 씨를 고르는 일을 즐기며 그것을 심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한다. 단순한 경

영자의 관점으로 장애인을 바라볼 때 대개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위 창조적 파괴의 혁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 

정신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노동 가치를 발견하

고 그들의 캐릭터를 이해하여 일할 수 있는 터

전을 만든 기업이 있다. 본 인터뷰에서는 노동

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장애인 노동자와 베어베

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 이진희 대표님을 만

나 보았다.

[사원 인터뷰]
※  아래의 내용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지속가능

경영학회 SNUCSR의 김환, 윤지미, 이영송입니

다.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A.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훈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6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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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가워요, 오늘 인터뷰 시간 내 주셔서 정

말 고마워요. 혹시 지금 베어베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으세요?

A. 물류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Q. 물류 관리팀은 무슨 일을 하는 팀이에요?

A. 원두나 화환, 명함 같은 걸 관리하고 배달하

고 있어요. 40명 정도 같이 일하고 있고 매니저

님도 4분 정도 계세요.

Q. 그렇군요. 혹시 베어베터에서는 어떻게 일

하게 됐나요?

A. 친구 어머니께서 소개해주셨어요.

Q. 그 전에는 다른 일을 해 본 적 없나요?

A. 노인 분들 돌보는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이 어려웠었어요.

Q. 그 일은 어떻게 하게 된 거에요?

A. 대학에서 노인케어학과 공부를 해서, 대학 

마치고(졸업하고) 일을 하게 됐어요.

Q. 지금 베어베터에서 하는 일은 어때요?

A. 좋아요. 더 잘 맞아요.

Q.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아요?

A.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뿌

듯하고 부모님께서도 좋아하세요. 

Q. 그럼 그렇게 번 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A. 부모님 용돈 드리기도 하고, 컴퓨터를 사기

도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요.

Q. 하루에 4시간씩 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급여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A. 할 수 있으면 더 버는 것도 좋아요. 그래도 

4시간이면 충분해요. 처음에는 (4시간도) 힘들

고 쉽지 않았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4시간 동안 

일할 수 있게 됐어요.

Q. 그렇군요. 그럼 일 하면서 힘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A. 이동하는 게 힘들어요. 성수에서 광화문까

지 가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야 해서 

어깨가 아파요. 겨울에는 원두 단체 배송도 많

고, 종합 운동장으로 갈 때도 있어요. 빨리 이동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도 받고 사고도 날 수 있

어서 천천히 이동하도록 (매니저님께) 교육 받

고 있어요.

Q. 배달하고 나면 힘들 것 같은데 중간에 쉬기

도 하세요?

A. 업무 이후에는 휴식하고, 배달이 없을 때는 

자리에 앉아 매니저님 지시를 기다려요. 다른 

사원들과 이야기도 해요. 쉬는 시간은 5시 30분 

- 50분인데, 휴게실에서 탁구를 쳐요. 매니저님 

계실 때는 음료나 제과를 먹을 수도 있어요.

Q. 같이 일하는 사원 분들과는 친한가요?

A. 네,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밥도 같이 먹

어요. 일이 끝나면 다 각자 집으로 가서 따로 만

나지는 않지만 친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Q. 회사까지는 어떻게 오세요?

A. 남양주에서 (혼자) 버스 타고 지하철 7호선 

갈아타고, 다시 2호선으로 갈아타요. 12시쯤 나

와서 1시반쯤에 도착해요. 도착하면 2시부터 6

시까지 일해요.

Q. 회사 오는 길이 어렵지는 않아요?

A. 어렵지는 않은데 (통근 길이) 낮에는 괜찮은

데 퇴근할 때는 사람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리

고 차가 많이 다니고 공사도 많이 해서 조심스

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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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퇴근하고 나면 뭐하세요?

A. 힘들어서 바로 자요. (하하) 주말에는 동구

밭에서 농사 짓거나(방울토마토 재배 중), 친구

들을 만나기도 해요. (취미로는) 컴퓨터로 음악

을 자주 듣고 가끔 게임도 해요. 예전에는 학교

에서 드럼도 치고 공연도 했는데 일하고 나면 

힘들어서 요즘 다시 배우는 건 쉽지 않은 것 같

아요.

Q.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실 건가요? 아

쉬운 점은 없나요?

A. 없어요. 계속 베어베터에서 일하고 싶어요. 

친구한테도 같이 일하자고 소개해줬는데 부담

스럽다고 했어요. 

Q. 감사해요. 인터뷰는 이걸로 끝일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어떠셨어요?

A. 인터뷰가 처음이라서 긴장했는데 지금은 긴

장 풀린 것 같아요. (베어베터)전에 서울대 간 

적 있어요. 복지관에서 같이 운동하러 갔었어

요. 

Q. 아 그렇군요 ㅎㅎ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

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진희 대표님]

Q. 이 일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

요?

A. 원래는 특별한 생각이 없었어요. 아이가 자

폐 아동인데 어릴 때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아

서 장애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장애를 위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

는데 막연하게 밖에 생각하지 못했고 2010년에 

네이버를 그만두고 자폐인 사랑협회를 찾아갔

어요.

협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 성인이 된 중증 장애

인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과정

에서 김정호 대표를 만났어요. 기부를 많이 하

고 있었는데 본인이 중증 장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찾고 있었고 장학 재단을 만들

려고 했어요. 그 때 제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

다고 이야기했고 김정호 대표가 같이 사회적 기

업을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됐

어요.

Q. 그렇다면 초기에 생각하신 모습과 현재의 

베어베터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A. 많이 다르죠(웃음). 처음에는 대학가 앞에서 

복사집을 하자고 생각했어요. 성균관 대학교 앞 

혜화동에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복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태블릿을 사용

하고 신입 사원 규모도 많이 감소해서 교육 자

료 인쇄도 많지 않았어요. 그 때부터 장애인고

용공단에서 발행한 『사업주 지원 안내서』를 보

고 또 봤어요. 그리고 결국 ‘연계 고용’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이걸 활용해서 시스템을 설

계하면 대규모 채용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

었죠. 기업이 간접적으로 함께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도 보장되고 품질에 문제

가 없는 한 비용 메리트가 있어 계약을 철회할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했어요.

2012년 3월 27일에 이야기가 나오고 사업 계

획서나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정호 대표

가 우선 실행에 옮기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충

분한 시장 조사가 없어서 엉뚱한 투자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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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지만 서류 작업에 할애하는 시간 동안 

사업을 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이야기하더라

고요. 저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해요. 일종의 기업가 정신이죠. 사실 처음에는 

직업재활전문가를 찾아서 일을 맡기려고 했는

데 직업 재활은 복지고 베어베터는 사업이기 때

문에 영역이 다르다고 하면서 저한테 직접 운영

하는 걸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도전

과 실행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012년 6월 17일 3달 만에 기계 설비

를 먼저 갖추고 발달 장애 사원을 고용했어요. 

인쇄업으로서 인쇄전문가 없이 시작하는 게 쉽

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발달 장애인을 잘 이해하

는 직업재활전문가를 먼저 고용해서 일을 시작

했어요. 초기 투자 금액이 적었는데 이걸로는 

기업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3억원 상당의 

기계를 도입했고 복지관과 연계해서 고용을 시

작했어요. 처음 시작하는 회사라 의심이 많았을 

텐데 50명을 고용하게 됐어요. 얼마나 절박했

으면 그랬을까 싶죠… 그리고 지금까지 일을 하

고 있네요(하하).

Q. 고용된 사원들을 위해 직무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A. 제가 인사 컨설팅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때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경험을 가지

고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기획

했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을 할 때, 혼자 

출퇴근이 가능한 지를 가장 먼저 묻고, 작업 지

시에 대한 이해도를 따져요. 그리고 나면 배송과 

관련된 일은 사회성이 좋은 사원에게 맡기고, 제

과나 명함 파트는 손기능이 좋은 사원들에게 맡

기죠. 장애인 고용 회사 중에 혼자 출퇴근이 가

능한 가를 지표로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가 처음

일거에요. 이렇게 설계된 직무와 개인의 능력을 

고려해서 직무를 배분하고 있어요. 이쪽(명함 인

쇄 작업공간)으로 오시면,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인쇄지 종류가 분류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외우

고 수량 관리가 가능한 사원도 있어요. 

Q. 혹시 그럼 사업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 보

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A. 지금 당장은 없어요. 하지만 고객이 먼저 찾

아와서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는 있어요. 카페 

사업이 대표적인데 네이버 카페가 처음이었어

요. 네이버 측에서 운영과 관련된 이익과 손실

을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를 해보자고 제안했어

요. 저희는 인건비만 받는 형식이죠. 결과적으

로는 성공해서 네이버 이외에도 6개 사업장으

로 사내카페가 확장됐어요. 최근에는 카카오와 

계약을 맺어서 자회사 링키지 랩에 발달 장애인

을 고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왔어요. 

6개 카페가 신규로 오픈할 예정이에요. 

Q. 이렇게 성공한 모델이 되어, 베어베터의 사

원님들께서 다른 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

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발달 장애인을 뽑

지 않고 베어베터에서 이직하는 이유가 있을까

요?

A. 장애 사원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도 사회 생활 및 직장 생활에 대한 적응이 필요

하고 회사도 장애 사원과의 경험이 필요해요. 

베어베터는 장애인 중심 회사로써 장애인들의 

적응을 돕고 다른 기업과의 계약 관계를 통해 

장애 사원에 대한 간접 경험을 제공해주죠. 

사실 발달장애인의 노동에는 매니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앞서서 인쇄전문가보다도 직업

재활전문가를 먼저 채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사

업장에서 발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경험을 가

진 비장애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서 이직할 때

는 매니저들도 같이 이직하게 돼요. 보통 사업

장에서는 장애 사원을 고용한 경험이 없어서 낯

설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이

해하고 갖추고 있는 베어베터에서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이 훈련 받고 준비되는 거죠.

물론, 이직을 반대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주로 

부모님들께서 반대하시게 되는데, 사원들이 처

음에는 이직에 긍정적으로 출발하다가 부모님

의 의견을 내면화해서 이직희망여부를 바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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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도 많아요.(아쉬움)

Q. 매니저 분을 비롯해서 업무 과정에서 각각 

맡으신 역할이 어떻게 되시나요?

A. 저는 주로 관리자들의 규칙을 만들고 장애

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위한 교육을 준비해요. 

예를 들면 존댓말 쓰기나 사원의 실수에 대해 

부드럽게 교육하는 방법 등이에요.

매니저는 업무 관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과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비장애인 제

과 기능사가 5명이에요. 제과 제조 과정에 재료

를 계량하거나 부분적인 성형, 포장은 발달 장

애를 가진 사원들이 맡아서 쿠키를 굽고 있어

요. 매니저들은 이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도

록 각 과정을 관리하고 돕는 역할을 해요. 그리

고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환경으로 이직한 

경우 적응을 돕고 비장애인들과의 커뮤니케이

션도 맡고 있죠. 

Q. 사회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의무

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에게 기업

은 어떻게 ‘일’을 줄 수 있을까요?

A. 일단 베어베터가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에

요. 저희는 일을 주기 위해 완전 자동화 된 기

계 보다는 반자동 기계를 사용하고, 일을 분업

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기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발성’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삼정 회계법인에서는 베어베터의 모델을 

보고 인쇄 영역을 발달 장애인에게 맡기도록 스

스로 운영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인쇄에 들어가는 비용과 베어베터의 

모델을 보며 스스로 구조를 조직하게 된 거죠.

Q. 혹시 이런 기업들에게 직무를 새롭게 설계

하는 컨설팅을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A. 기업체의 의지만 있다면 도와드릴 의사는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건 공단에서 

지원해야 하는 일인데 공단은 기업에 맞춤식 컨

설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리고 장애

인 표준 사업장 설립에 관련된 지원을 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그들과 일상을 공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시키려고 문

서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관리자 직무 매뉴얼

이나 관행 등을 문서화 시켜서 축적하고 있는데 

사실 일을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요소들

이 많아서 단기간에 교육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팀으로 일할 

수 있는 곳에 팀관리자를 보내는 방식을 적용하

고 있어요. 아까 말씀 드린 삼정에도 카페와 인

쇄 관리자를 보냈어요. 장기적으로는 문서화된 

자료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관리자들을 양성하

고 그들이 각 기업체에 배치되어야 하겠죠.

사실 경증 장애의 43%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전

국민의 노동 비율이 60% 정도인 걸 생각하면 

일할 의지가 있는 장애인은 모두 한다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중증 장애인은 20%도 채 되지 

않죠. 발달 장애인이 일하는 회사가 필요한 이

유는 여기에 있고, 기업도 준비하지 않으면 앞

으로 고용의 의무를 다하는 게 어려울 거에요.

Q.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무

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A. 여기에는 장애의 대상과 성격에 맞는 준비

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흔히 삼각형을 

그리는데 3층이 일반고용 2층이 보호고용 1층

이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애가 심한 경우

에요. 물론 이 경계가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것

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도식화하여 표현한다

면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3층은 패스

트푸드점이나 일반 극장, 의류 업체에서 일반 

고용으로 직접적으로 잡히는 경우고, 2층은 엄

밀한 의미에서 고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3층은 

고용부의 관리를 받고 2층은 복지부의 직업재

활 관련 영역의 도움을 받죠. 독일에서는 돌봄

을 받고 일할 연습을 하는 등의 직업 재활 시설

의 정원이 수요보다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독

일과 비슷한 환경이지만 발달장애인의 인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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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시설의 수용가능 규모는 10분의 1 정도밖

에 되지 않아요. 1층은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

로 장애가 심한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에

게나 일자리를 강요하는 것도 불합리해요.

이미 경증 장애의 경우 3층에 해당하는 일반 고

용 제도 상에서 고용 포화 상태에요. 그래서 가

끔 베어베터의 모델이 기업체에게 직접 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데이터가 없는 심증적인 의심이죠. 발

달장애인에게는 연계 고용제도가 더 유리하고 

적합한 방식이에요. 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잘 이

해하는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들의 캐릭터와 

행동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환경과 사람(매니저)

이 필요한 거죠. 장애 사원이 중심이 된 회사가 

기업과의 연계 고용제도를 기반으로 한 거래 관

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고용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영역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부

분이 달라요. 

Q.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저의 아이는 Peach market에서 디자인 전

공을 살려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Peach 

market은 느린 학습자를 위한 컨텐츠를 만드

는 회사인데,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아요. 느린 학습자는 경계선 장애나 발달장애

인, 노인 등을 의미하는데 이들을 위해 글을 쉽

게 풀어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제 아이가 

일반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하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장애인을 이해하는 것이 

성숙하지 않은 문화에서 겪게 될 문제가 신경 

쓰이는 거죠. 제가 기존에 Peach market을 알

고 있었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

죠. 이게 저희 회사에 사원들을 보내는 부모님

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앞서서도 말씀 드렸듯 1층의 일을 하기가 어

려운 장애인에게는 working이 아닌 낮 활동

의 doing을 보장해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

고 2층의 보호 고용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는 

working과 함께 doing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

회가 되어야 해요. 특수 교육도 굉장히 힘든 문

제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장애인과 관련

된 사회적 논의가 쉽지는 않지만 천천히 준비하

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라요.

[마무리 글]

 베어베터의 사원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우

리 안에 깊숙하게 내재화 된 사회의 편견을 발

견한 것이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다. 사원님의 

고민은 우리와 동일했다. 일을 견디는 것은 어

렵지만 그 이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참는 모습, 

월급을 타면 고마운 사람에게 용돈 혹은 선물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모습, 일이 끝나고 힘들어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취미생활을 가

진 모습, 주말에 조금 색다른 활동으로 삶의 활

력을 다시 불어넣는 모습 등이 그러했다. 물론, 

발달 장애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폐증의 정도

(스펙트럼)는 개인마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

과의 교류와 그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우리로 하

여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심적인 경계를 무너

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보게 되었다. 이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

한 건실한 고민을 하게 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됐

다. 현장에서 매일 이를 경험하며 경험을 토대

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밑그림을 그리고 구도

를 잡아 각 영역에 입힐 색감을 정하고 계신 이

일반고용

보호고용

일을 하기에 어려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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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대표님을 보며 더욱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 같다. 

 또한 장애인 고용 전반에 관련한 이진희 대표

님의 통찰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근

로 의지 측면에서 장애인 구직자의 준비, 또 장

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준비가 동

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인 근로 관

련 교육 및 전문가 육성의 장기적 중요성을 역

설하신 부분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회색 도시에

서도 곰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좀 더 나은 세상

을 위해 견디는 베어베터를 만난 뜻 깊은 시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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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의 제품공병 6개를 매장에 가져가면, 맥 

립스틱 1개로 교환해주는 ‘Back to MAC’,공병

1개 당 뷰티포인트 500점을 제공하는 이니스프

리의 ‘공병수거 캠페인’, 다 사용한 블랙팟 공병 

5개를 가져오면 프레쉬 마스크 1개와 교환해주

는 LUSH의 ‘블랙팟의 환생’, 2017년 진행된 공

병 한 개당 마일리지 20점(현금 2만원 상당)을 

적립해주는 KIEHL의 ‘리사이클 앤 비 리워디드 

프로그램’. 

 이처럼 다양한 뷰티업계들이 이제는 제품경

쟁력 향상을 넘어 공병수거운동이라는 착한 활

동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공병

수거운동이란, 화장품 공병을 회수하여 리사이

클링, 업사이클링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려는 사

회공헌 활동으로, 공병을 가져온 소비자에게 포

인트 및 마일리지를 제공하거나, 제품으로 교환

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해당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까지 획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현재 수많은 뷰티브랜드들이 참

여하고 있는 이 사회공헌 활동이 ‘친환경’이라

는 측면에서 과연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을

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뷰티브랜드 

KIEHL과 이니스프리의 공병수거 운동사례를 

지속성, 적합성, 투명성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

다.

 KIEHL은 Loreal 그룹 산하의 미국 화장품 

브랜드로, 이윤창출과 더불어 사회의 질 개선이 

경영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기업철학을 내세우

고 있다. 매우 심플한 제품 패키지가 특징인 키

엘은 친환경 제품을 개발과 더불어, 매장 내에 

빈 병 수거함을 비치하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친환경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KIEHL의 대표적인 공병수거운동인 ‘리사이

클 앤 비 리워디드 프로그램’은 공병 1 개당 마

일리지 20점(현금 2만원 상당)을 적립해주는 제

도로 연 최대 30개 공병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

하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추후 제품 및 샘플로 

교환할 수 있다. 또 다른 공병수거운동인 ‘마이

리틀가든 프로젝트’는 키엘의 공병을 팝업스토

어에 가져오거나, SNS에 포스팅할 경우 매장은 

1병 당, 게시물은 1건 당 1000원씩 기부되는 

시스템이다. 모금액은 키엘의 후원단체 ‘생명의 

숲’에 기부된다. 

 KIEHL의 2가지 공병수거 운동은 적합성 측

면에서 분석해 볼 때, 친환경 경영으로 CSR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려는 브랜드 정체성에 적합

 23기 이소윤(thdbs1554@snu.ac.kr)

[SNUCSR Column-1]

뷰티업계의 공병수거운동과 CSR효과 재분석
-적합성, 지속성, 투명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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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주 소비층인 젊은 세

대에게 적합한 SNS 참여방식으로 효율적으로 

CSR효과를 생산해 낸다. 무엇보다 버려지는 공

병을 가치 있게 사용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명

시함으로써 ‘환경보호’라는 가치에 적합한 사회

공헌을 실천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투명성 측

면에서, 정확한 기부처를 명시하고 해당 NGO

의 공식 후원기업으로 등재함으로써 투명한 사

회공헌이라는 방향이 분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기부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방법은 명시되어 있

지 않은 점과 운동의 진행현황이나 결과에 대한 

정보 전달의 부족에서 개선의 필요를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측면에서는 평소에는 

실시되지 않는 한시적인 이벤트라는 점에서 지

속적인 사회공헌에 있어서 한계점이 존재했다. 

더불어 브랜드 내 기존 공병 마일리지 캠페인과

의 제한된 연계성에서도 아쉬움이 느껴진다.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방문판매라는 새

로운 판매경로를 구축한 뷰티기업으로, 설화수, 

헤라, 프리메라, 아이오페 등 국내 유명 뷰티브

랜드들이 이에 속해 있다. 그 중에서 처음으로 

국내 단일 품목 매출액 5000억원을 넘어선 설

화수는 아모레퍼시픽의 대표브랜드이다. 아모

레퍼시픽은 지속가능한 경영모토로 고객을 향

한 혁신, 자연과의 조화, 함께하는 성장, 사회를 

위한 나눔을 명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메이크업 유어라이프, 핑크

리본 캠페인, 희망가게, 그린사이클이라는 4개

의 CSR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공병수

거운동은 그린사이클의 한 형태로 화장품 공병

을 매장에서 회수하여 리사이클링(Recycling)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하

는 다양한 부산물들도 창의적으로 재활용하거

나 예술작품 등으로 업사이클링(Upcycling)하

는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이다. 대표적인 활동

에는 지난 2018년1월 ‘바라던 바다’라는 캠페

인이다.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제주문화예술재

단, 제주도좋아 등과 협업해서 공병액세서리와 

공병줄넘기를 전시 및 판매하였으며 특히 공병

줄넘기는 제2회 제주지역아동센터의 날을 맞아 

1500명의 제주아동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또한 

‘그린사이클게릴라가드닝’이라는 프로젝트 역

시 같은 달에 진행되었는데, 공병을 창의적으로 

재활용하여덕수궁 돌담길을 게릴라 가드닝하는 

캠페인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캠페인과 더불어 

이니스프리 등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매장에 

공병을 가져가면 뷰티포인트를 제공한다.

 아모레퍼시픽의 공병수거운동은 적합성 면에

서 볼 때, 자사제품의 공병을 활용해 다양한 캠

페인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선 예시들과 함께 

이니스프리 숲 캠페인 등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사회공헌을 전개했는데 이는 ‘자연에서 온 화장

품’이라는 이니스프리의 브랜드 개념과도 잘 조

화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모레퍼시

픽이 추구하는 사회공헌 3대핵심인 ‘여성, 자연

생태, 문화’ 중 ‘자연과의 공존’ 이라는 기업이

념을 전달하고 각인하는 효과를 자아낸다. 뷰티

포인트 혜택 역시 브랜드 주 이용 소비층인 20

대-50대가 흥미 있어 할 만 한 캠페인 참여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을 갖

춘 사회공헌이라고 판단된다. 지속성 측면에서

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적 공병수거

량인 1458톤임을 미루어 볼 때 지속적인 친환

경적 사회공헌활동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1) 더불어 매년 다양한 단체와의 연

합 활동-바라던 바다(2018),동대문디자인플라

자 대형공병트리조형물전시(2016)- 공병을 활

용한 예술작품전시전(2015), 서울빛초롱축제 

참여(2014)에서도 지속적 활동의 의지를 찾아 

볼 수 있다. 아모레 뷰티풀월드에서 각 브랜드 

별 공병수거량을 이산화탄소 저감효과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공병 업사이클

링, 리사이클링 캠페인들을 통해 공병 활용처와 

수혜자와 수혜결과를 공식사회공헌 홈페이지에 

비교적 분명하게 명시했다. 다만 공식홈페이지

에 역대 캠페인에 대한정보가 부족해 지나간 캠

1)	 	<아모레퍼시픽	공식	사회공헌	홈페이지:아모레뷰티풀월드>	
,http://www.apgroupcsr.com/index.do,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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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들에 대해서는 신문기사를 직접 검색해보

아야만 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두 뷰티기업의 공병수거 운동을 분석하면서 

공병수거운동에 있어 크게 4가지의 한계점을 

알아볼 수 있다. 브랜드의 타 CSR 활동에 비해 

홍보가 다소 부족했으며, 캠페인간의 연관성 역

시 떨어졌다. 공병수거량 및 활용도에 대한 정

보가 부족했고, 한정판 혹은 특정 시리즈의 구

매를 통한 CSR활동은지속성 부문에서 취약성

을 드러냈다.

 이를 보완, 해결하기 위해선 공식홈페이지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활동사항을 게

시하고 브랜드 홍보대사 활동과 브랜드의 SNS

에 지속적으로 게시가 필요하다. 특정 유명인이

나 제품라인에 집중한 캠페인 보다는 브랜드의 

주된 가치를 모토로 캠페인을 기획하고, 제품별 

수거량과 지점별 수거량 그리고 수거된 공병의 

구체적 활용도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년 다른 CSR

활동을 기획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세부연도에서 특정목표를 제시하는 등 차별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뷰티업계의 공병수거운동은위와 한계점을 인

식하고 보완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친환경 사

회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과의 두터

운 신뢰관계 역시 쌓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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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CSR은 대개 일반 청

중에게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

다. CSR담당 부서에 사회복지 혹은 마케팅 관

련 경력직이 구성원 다수를 차지하기도 하며, 

공식적인 CSR 담당자 채용에 NGO 혹은 사회

공헌사업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상

당하다. CSR관련 공모전에서도 창의적인 사

회 공헌 활동을 기대하지만 본래 CSR 개념의 

범위는 그보다 본질적이면서도 확장된 개념이

다.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사회의 발전에 대

한 경고성 메시지가 등장한 이후, 세계적인 씽

크탱크 기관인 ‘로마클럽’에서는 『성장의 한

계』라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의 주

요 내용은 현재의 발전시스템을 유지할 때 시

나리오 분석 결과 생산성, 식량, 환경 등의 지

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시간

이 흐름에 따라 로마클럽에서 예측한 추세와 현

상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유

엔은 1987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정의하

기에 이른다. 30년이 지난 2000년 유엔에서

는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이어 

2015년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SDGs)를 후속사업으로 지정함으로써 현

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

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이라

는 테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

다. 자본을 다루는 금융기관마저도 사회책임투

자 개념에 관심을 갖고 관련 상품을 내 놓고 있

는 현 시점에서, 기업은 자금 조달과 운영의 측

면에서도 책임 있는 경영에 대한 변화의 압력

을 느끼고 있다. 즉 CSR은 기업 활동에 대한 전

사적 차원의 개념이며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으로 출발한다. 

 하지만 현재 CSR은 기업이 수행하는 자원봉

사 혹은 사회공헌활동의 개념으로 실현되고 있

다. 물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실효하며 그 

역시 지속가능경영의 한 분야이지만 기업의 이

윤창출에 대한 보상과 책임으로 사회에 공헌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로는 빈약하다. 현

재 회계 시스템 안에서 기업 실체는 주주의 이

익 극대화를 위해 성과를 최적화하고 그에 따

라 발생한 이윤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최

우선순위이자 가장 중요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23기 이영송(onsy2788@gmail.com)

 23기 채수정(chris1913@snu.ac.kr)

[SNUCSR Column-2]

CSR은 MSG가 아니다
담백하고 깔끔한 LG전자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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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이보다 사전적

으로 기업의 경영 성과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지

속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갖추도록 경제와 사회, 

환경 영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과 주

어진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경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의 경영 활동의 결과 보고서 작성에는 

GAAP, IFRS와 같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

하는 회계 정보 가이드라인이 있다. GAAP과 

IFRS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동일한 형식

과 논리를 공유하고 있다. 때문에 어떤 기준을 

채택하더라도 기업의 경영 성과는 동일한 층위

에서 비교되며 가공된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높

다. 덕분에 단순히 결과값으로 제시된 재무제표

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각기 다른 투자자들은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좋음’과 ‘나쁨’의 의사

결정을 같은 조건 하에서 판단할 수 있다. 회계

기준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

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GRI이니셔티브에서 

발간한 GRI_Standard는 기업 경영의 지속가

능성의 구성 요소를 경제성과와 더불어 ESG의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정의하고 있다.Standard

는 GRI  100 (Un ive rsa l  s t andards ) , 

200(Economic topics), 300(Environmental 

topics), 400(Social topics)의4가지 카테고리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세부 항목들이 존재한

다. 이 중, 100(거버넌스 관련)번과 200(경제)번 

항목의 경우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기

준이며 300과 400의 세부 항목은 산업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 기준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의 지속가능경

영보고서는 그 양이 방대하고 복잡하게 서술되

어있어 기업 간 비교가 어렵다. 그뿐 아니라 사

회공헌활동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보고서 본연

의 목적보다는 기업 홍보와 마케팅 수단으로 전

락한 경우도 많다.

 이에 지속가능성이라는 CSR의 의미를 되짚

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

각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2가지 기업의 지속가

능경영보고서를 비교 검토해 보았다. 한 가지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DJSI(다우존스 지속가

능지수)에서 World Industry group leader로 

2년 연속 선정되고 있는 LG전자의 지속가능경

영보고서이며, 다른 하나는 CSV의 실천 및 여

러 공헌 활동으로 소비자에게 CSR에 대한 브랜

드 인식이 뛰어난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이다. 이 두 기업을 비교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헌활동으로서의 CSR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홍보 수단 전락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에 답하기 위함이다. 사회공헌활

동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중들에

게 노출시키는 현대자동차와 전사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집중한 

LG전자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CSR의 무

게 중심을 공헌 활동에 두고 있는 기업(현대자

동차)보다 원칙을 지키는 기업(LG전자)의 보고

서가 완성도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때문

에 공헌 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보고서는 원칙에 의한 보고 보다 회사의 활동을 

홍보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

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 앞으로 발간 될 지

속가능경영보고서가 발전해야 할 방향성을 짚

고자 한다. 크게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보

고서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론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공통된 문제

와 유의미한 차이점

 먼저는 공통점이다. 우선 두 기업의 지속가

능경영보고서의 양은 모두 방대하다. 현대자동

차의 것이 123page에 해당하였고, LG전자가 

114page에 해당하였다. 한 기업의 지속가능경

영보고서 분량으로만 100page를 넘는다는 건 

일반 대중을 독자로서 고려한 것이 아니다. 일

반 독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나 재무 분석가의 입

장에서도 시간과 비용에 있어 친절한 형태는 아

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에서 GRI인덱스가 요구하지 않는 기업의 

개인적인 이슈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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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브

랜드 혹은 사업을 홍보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무게를 더해준다. 

그림1.  현대자동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 자사 제품의 브랜드 아이오닉

을 활용한 CSV 활동 강조 14-18 page 중 14page

 또한 동일 GRI인덱스 중 사회공헌 활동에 할

당된 페이지가 다른 부분들에 비해 월등하게 많

았다. 반대로 1-2 page 내외의 분량이 INDEX 

18개를 포괄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사회 공

헌 활동의 경우 다른 인덱스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은 방식으로 할애된 페이지 

수가 많았다. LG전자의 GRI102 Governance

의 경우 80-81page의 2page 분량이 102-18

번에서39번까지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었다. 

반면, 66-73page는 사회공헌만을 다루고 있

다. 현대자동차의 사회공헌 분야는 16-29page

와 92-107page로 분량이 더욱 방대하다. 물

론 전자의 경우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편리하게 

압축시켜 보고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사회공헌활동의 활동성으로 인해 분량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표에 

비해 할당된 page수가 비약적으로 높기 때문에 

심적인 의심의 여지는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를 

비춰볼 때,사회공헌 활동의 경우 기업이 홍보 

수단으로서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한 층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Vs

그림2.  위 에 서 부 터  차 례 로 ,  L G 전 자 의  지 속 가 능 경 영 보 고 서 
Governance, 사회공헌, 현대자동차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사

회공헌

 보고서의 언어적 통일성 부분도 어려움을 주

는 요소였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윤리경영’은 

LG전자의 보고서에서는 ‘정도경영’으로 풀이

되고 있었고 LG전자에서 고객 분야와 안전, 환

경의 분야가 현대자동차에서는 제품책임 카테

고리로 분류되어 있었다. 또한 담겨있는 내용의 

성격도 달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제품 책임으

로 미래기술 개발(자율주행, 커넥티드카), 품질 

및 서비스 혁신(창의적 품질 혁신, 만족도, 서비

스 향상 활동 소개), 고객가치 증진(개인정보 보

호와 만족도), Global Highlight(수상 기록)이 

세부 내용에 해당했다. LG전자의 경우 고객(서

비스 시간, 재방문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제

품, 개인정보 보호)과 안전환경(생산 사업장 리

스크 개선정도, 임직원 안전 교육, 제품 유해물

질, 탄소배출, 재질구조개선)이 세부 내용에 해

당했다. 공통된 부분으로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

호 이슈뿐이었다. 용어도, 순서도, 분류와 내용

마저도 모두 달랐기 때문에 세부적인 가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다음은 차이점이다. LG전자의 경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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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체적으로 GRI의 순서에 맞춰서 짜임새 있

게 전개되고 있다. G100 - G200 - G300 - 

G400이 보고서의 전개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

로 배열되어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지속가

능경영보고서의 GRI인덱스를 살펴보면 각 영역

들이 보고서 전 범위에 걸쳐 산재되어 있어 보

는 이의 주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3. GRI환경 인덱스 관련 page현황 위(LG전자) 아래(현대자동차)

 보고 형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LG전자

의 경우, CSR Fact Book을 통해 간결하게 수

치로 관련 내용들을 최대한 정량적으로 나열하

고 있지만, 현대자동차의 경우 개념에 대한 정

성적인 서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생산 사업

장의 안전환경과 관련된 영역에서 LG전자는 

연도 별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개선율에 대

한 보고 자료를 제시한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경우 활동에 따른 결과 보다 수행한 활동에 대

한 서술 위주로 보고가 이루어진다. 서술 방식

의 보고를 채택한 경우에 독자의 입장에서는 결

과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다. 객관적인 측정

값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 상에서 수록된 내용이 

실제로 유의미한 활동을 하는 지 확인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회계학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이 

어렵고 긴 경우 내부적인 경영 성과가 낮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이처럼 CSR에 대한 전사적

인 시스템이 중심이 되지 않는 경우 사각지대의 

영역에 대해 길고 불확실한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림4.  보고형식의 차이 정량적 서술(위, LG전자)

                         정성적 서술(아래, 현대자동차)

 또한 LG전자의 경우 10년 동안의 CSR활동

에 따른 주요한 성과를 data를 통해 보고하고 

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피터 

드러커의 격언처럼 CSR 영역 역시 측정된 data

가 없으면 거버넌스, 경제, 사회, 환경 각 영역

에서 경영 활동의 관리가 어렵다. 반면에 현대

자동차에서는 관련된 데이터 기반의 보고 자료

를 찾기는 어려웠다. CSR의 사회공헌사업에 대

한 성과보고 내용은 존재하지만 세부적인 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만약, 측정된 data값이 있었다면 사

회공헌활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지속가

능경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공시했을 것이

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공헌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GRI Standard에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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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타 영역을 측정하는 비용 문제 등에 소

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 및 시사점

 현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가독성이 떨어

져 읽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어 홍보 수단으로

서만 사용될 위험이 있다. 정보 공시라는 본질

적 목적으로서 효용이 적은 것이다. 이를 방증

하듯 국내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누적 발간 횟

수는 2003년이래로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

하다가 최근 5년 증가하지 않고 답보하고 있는 

상태다. 

 CSR을 단순히 공헌 활동이 아닌 전사적인 

프로세스로 보게 된다면 지속가능경영의 성과

와 그를 공시하는 보고서의 질이 높아질 수 있

다. 더하여 GRI 가이드라인의 순서에 따라 보

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로 다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대한 비교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

한 세부GRI 인덱스의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측정과 공시를 의무화 하거나 서술 기준을 두게 

된다면 더 균형 있고 의미 있는 보고서가 될 것

이다.

 지금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CSR과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각자의 입맛과 색깔에 따라 그 기

준이 모호해 단지 형식과 허울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LG전자의 사례처럼 국제기

준을 명확하게 지키고 세부 영역들에 대해 자료 

기반의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될 때, CSR경영

의 질 또한 높아지게 된다. 엄격하고 철저히 작

성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 리스크 관리 등을 고려할 때 단지 홍보 수

단이 아닌, 기업 가치에 재무 및 비재무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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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강서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손을 

잡아 마곡지구를 에너지 특화지구로 발전시키

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은 

‘동북아 관문도시’, ‘지식산업 혁신기지’, ‘미래

의 녹새도시’, 이 세 가지를 주요 지향점으로 삼

고 있는데, 마지막 ‘미래의 녹색도시’라는 목표

점을 위해 서울 에너지 공사는 지난달(18년 7

월) GS건설, LG전자, GS파워등과 함께 마곡에 

스마트그린시티 모델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친환경적인 미래의 에너지전환 도시를 

만들고자, 마곡지구 내에 스마트에너지 홈, 스

마트에너지 빌딩, 스마트에너지 커뮤니티, 스마

트에너지 타운, 스마트에너지 히트 그리드(지역

난방)등 다섯 가지 스마트에너지시티 대표 모델

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가 잘 정착

되면2022년까지 마곡지구 내 전력 자립률 30% 

달성, 미세먼지 연간 190톤 감축, 온실가스연간 

18만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에너지공사

는 바라보고 있다. 

 우선 마곡지구에 새로이 조성하고자하는 스

마트그린시티란 무엇일까? 계획단계부터 도시

설계와 기술을 통합하는 지속가능발전형 도시 

모델을 바로 스마트그린시티라고 부른다. 스마

트그린시티는 인프라 특성 및 환경에 따라 방향

을 다르게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하

나의 엄밀한 개념으로 정의 내리기 어렵다. 아

시아 지역은 주로 공공부문 위주의 에너지·환경

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자립형 

스마트 도시를 계획하고 있고, 유럽 및 미주 지

역은 민간 참여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

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문화 및 예술 등의 분야

에 집중하고 있다. 즉, 국가별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스마트 시티를 활용하는 것이 최근의 추

세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스마트 시티라고도 

 23기 서은아(vodori96@snu.ac.kr)

[SNUCSR Column-3]

국내 스마트 시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
-‘마곡지구 스마트 그린시티’를 중심으로-

이미지출처 http://www.ntels.com/smartcity_platform/



Summer 2018 vol.30    73

표현되기도 하고, 스마트에너지시티라고도 표

현된다. 공통적으로 ICT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 

및 정보, 인적, 사회적 자본, 물리적, 환경적 자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한다는 것이 특징이

다. 한편, 마곡지구는 ‘스마트에너지시티’ 또는

‘스마트그린시티’로 명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친

환경적인 요소를 더욱 부각한 스마트 시티 모델

이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에너지시티는 근본적으로 도시에서 발

생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도시 내 시민의 에

너지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도시 안에 녹

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듯, 친

환경적(green)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통

신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부터 전력망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기본 인프라 구축(smart)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마곡지

구 내에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에너지 빌딩, 스

마트 홈 기술을 사용한 주거단지조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자는 계획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맞게 지난 5월부터 에너지공사는 GS건설, LH

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

구원등 23개 기관과 함께 국가 실증과제에 총

괄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마곡지구를 대상으

로 다단계(Cascade) 열 활용 실증 연구를 추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미활용 열에너지 및 신재

생에너지를 대단위 지역냉난방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스마트그린시티의 기반을 다질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4월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할 수 있는‘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포

럼’을 출범시켜 민간주체까지 도시개발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아직 개발 단계 중에 있는 마곡 스마트시티

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도시를 설계하

는 과정에서 시민, 정부, 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키는 절차적 정의 부분에서만

큼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인간 중

심의 도시모델로 가상발전소와 개인 간 에너지 

거래 모델(P2P)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곧 생산

자도 될 수 있는 프로슈머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하고자 했다는 점 또한 눈

에 띈다. 마곡 스마트그린 시티를 지금껏 우리

나라에서 도입됐던 U-city, 그리고 다른 지역의 

스마트시티들과 차별화시켜 미세먼지 및 온실

가스 감축에 유의미한성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따라서 마곡지구가 목표하고 있는 

감축량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기술을 마곡지구의 현 실정에 맞게 잘 적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융합’을 핵심으로 하는 스

마트시티 조성에서 기업 간의 협력, 기업과 정

부 사이의 협력은 다른 어떤 도시조성보다도 세

심하게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한편, 마곡지구가 목표하고 있는 2022년 내 

전력 자립률 30% 달성, 미세먼지 연간 190톤 

감축, 온실가스 연간 18만톤 감축은 실현가능

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단지인 서울대학교의 

연간 배출량1)의 1.5배에 달하는 적지 않은 목

표치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한창 공사단계에 있

는 마곡지구가 향후 4년 안에 모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불어 일으

킨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양이 크지 않기에 2022년까지의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하향조정하거나 해당 목표치를 달

성하고자 하는 타겟 연도를 좀 더 연장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마곡 스마트그린시티를 비롯하여 앞

으로 우리나라의 스마트그린시티 조성에 있어

서 정부 및 기업체가 신중히 해야 할 것은 ‘그

린’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채 친환경적인 척 하

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시개발계획 단계에서

부터 실제 사업 진행 과정까지 숙고하는 자세

를 가지는 것이다. 단순 최첨단 상업지구를 ‘그

린’으로 포장해서도 안되고, 사용자를 배려하지 

1)		참고로	2015년	기준	서울대학교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1.6만톤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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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프로슈머 방식을 도입해서도 안 된다. 이

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를 사업에 참여시켜 건

설적인 상호 피드백이 오갈 수 있도록 열린 커

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이명

박 정부가 내걸었던 ‘녹생 성장’의 구호가 시간

이 점점 지나면서 드러냈던 이면을 반면교사 삼

아 그린시티를 조성함에 있어서도 명확한 비전

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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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형 아이템이란?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의 아이템 중 하나

로서, 미리 설정된 일정확률로 얻을 수 있는 아

이템이다. 예컨대 게임이용자가 캡슐 등과 같은 

아이템을 취득한 후, 캡슐 등의 개봉을 통해 내

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이 이에 해당한

다.1) 한국게임산업협회2)(K-GAMES)는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유료 아이템’이라는 명칭으로 

표현하며,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이용자가 유

료 구매 후, 우연성에 의해서 그 내용물이 제공

되는 아이템’으로 정의했다.

 2005년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 ‘메이

플스토리’에 처음 도입한 이후 부분 유료화3)를 

선택한 게임개발사들은 고수익을 보장하기 위

해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2010

년대에 들어서는 확률형 아이템은 PC온라인게

1)	서종희(2017),	32쪽.

2)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게임산업	진흥	정책을	발
굴하고	자율규제의	정착을	도모하여	게임산업의	재도약	기반
을	조성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씨소
프트	등	66개	게임회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기존의	한국
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라는	명칭을	2017
년	2월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었다.

3)		부분	유료화란	게임의	이용은	무료이지만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의	일부는	유료로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임과 모바일게임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주력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사용하는 현

금지출 횟수에 비해 원하는 아이템 획득 횟수

가 지나치게 적었다. 이로 인해 확률형 아이템

이 소비자로 하여금 필요한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한 반복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었다. 확률형 아이템의 과소비와 사행성

이 비판을 받게 되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내용물 

목록과 당첨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확률

형 아이템을 게임 내에서 삭제하라는 소비자의 

요구가 이어졌다.

-  입법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게임업계
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K-iDEA는 

2014년에 ‘전체 이용가’ 게임에 한정해 확률

형 아이템의 결과물 범위를 공개하고 구매가격

과 유사한 수준의 아이템이 나오도록 만들겠다

는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K-iDEA는 내부 조율 등을 이유로 자율규제안

에 대한 진척사항을 공개하지 않았고 후속조치

 23기 이정언(erer0402@naver.com) 

[SNUCSR Column-4]

국내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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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4)

 2015년 3월, 정우택 외 10인의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

게 되었다. 정치권의 규제 압박이 본격화된 것

이다. 발의안은 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결과

물의 종류와 획득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

을 담고 있었다.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에 반발

하여 K-iDEA는 서둘러 2015년 4월 30일 ‘캡

슐형 유료 아이템 자율규제 확대·강화 추진안’

을 발표하였다. 2014년의 자율규제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범위를 단순히 '획득 결과

물 목록'으로 한정했던 반면, 새 규제안에서는 

획득 결과물 목록과 함께 획득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자율규제 적용 대상

에 ‘청소년 이용가 게임’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2015년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전면 시행한 이후에도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

템 규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에서 자

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가 확

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

내는 경우에만 게임 업계가 자율규제를 조금씩 

강화하는 양상이 반복되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2016년 한 해 동안 

세 건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발의되자 

2017년에 K-GAMES는 자율규제 강령의 금지

사항을 더 구체화한 ‘건강한 게임문화조성을 위

한 자율규제 강령’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18년 4월에는 게임회사들이 게임 이용

자에게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실제보다 과장해 알린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

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5) 공정위가 확률형 아

이템과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치를 

계획하겠다고 밝히자, K-GAMES는 7월에 자

율규제 강령을 또다시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현

재까지 게임 업계는 정부가 직접 확률형 아이템

을 규제하는 상황만큼은 피하기 위해 정치권의 

4)		안정빈,	<태초에	‘부화기’가	있었다!	확률형	아이템,	그	시초
와	역사>,	디스이즈게임,	2015.4.7.

5)		공정거래위원회,	<넷마블게임즈(주)	등	3개사의	전자상거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18.3.30.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소비자의 기대에 미

치지 못하면서 정부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가 

최선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정부중심

의 규제는 사회적·경제적 방향에서 강제성이 높

고, 온라인에 적용될 경우 기술의 발전을 따라

잡지 못해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

다.6) 정우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형의 결과

물”까지 정보공개대상으로 지칭하고 있어, 규제 

법안이 자칫 행정부에 과도한 규제 권한을 주게 

될 수도 있다.7) 또한 법으로 규제를 도입할 경

우, 그에 따르는 각종 행정적 절차 등으로 인해 

부차적 규제가 연쇄적으로 양산될 수 있다.8)

 따라서 자율 규제를 통해서 현재보다 개선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업계 자체적으로 가

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9) 단, 자율규제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자율규제는 원칙적으로 법적 처벌에

서 자유롭기 때문에, 규제의 범위 내에 참여하

는 사업자들이 내부적 보완 장치를 만들어 두어

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10) 그

러나 K-GAMES의 자율규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준수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현재 자율규제안에 따라 규제 준수 여부를 모

니터링하기 위해 설치한 자율규제 평가위원회

6)	박현아·이재진(2018),	135쪽.

7)	박용수(2016),	15쪽.

8)	Ibid.,	11쪽.

9)	Ibid.,	15쪽.

10)	 박현아·이재진(2018),	137쪽.



Summer 2018 vol.30    77

는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제재할 권한

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 평가위원회가 

회원사를 제재할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 자율

규제 평가위원회는 자율 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대상으로 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1차로 위

반 사실이 발견될 시에 규제를 준수할 것을 권

고하며, 위반 사실이 또다시 발견될 시에는 미

준수 사실에 대한 경고문을 발송한다. 끝으로 3

차 적발 시에는 위반한 게임물과 사업자를 공개

하고 자율규제를 잘 지키고 있다는 표시인 ‘자

율규제 인증마크’를 박탈한다. 이러한 제재 방

안들은 게임 업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는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실제로 2018년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문제 삼았

던 넷마블의 ‘마구마구’와 넥슨코리아의 ‘서든

어택’은 인증마크를 부여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당첨 확률을 속이고 있었다.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에 대한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게임사들

은 공개된 확률대로 확률형 아이템이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이 점에서 2016년 4월 일본에서 도입

된 일본온라인게임협회(JOGA)의 확률형 아이

템 자율규제안(랜덤형 아이템 제공 방식을 이용

한 아이템 판매의 표시 및 운영가이드라인)은 

K-GAMES의 자율규제안이 지닌 한계점을 보

완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JOGA의 자율규제안에서는 운용책임자가 확

률형 아이템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확률형 아이

템의 결과물 획득 확률을 승인하는 동시에, 해

당승인의 사실을 서면 등에 의하여 기록하는 제

도를 사내에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용책임자는 해당 확률형 아이템이 설정한대

로 적절하게 가동됨을 확인하고, 서면 등에 의

하여 확인의 결과 등을 기록하는 제도를 사내에 

구축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비율이 간

단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시스템 설계에 유의를 

해야 한다.11)

 K-GAMES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별 아

11)	 서종희(2017),	37쪽.

이템의 확률 공개에 추가하여, 공개된 확률대

로 게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JOGA의 자율규제안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

이 실제 가동 결과를 의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강제성 없는 제재 수단을 강

화하기 위해 자율규제 평가위원회가 실효성 있

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K-GAMES 측에서 

권한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하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와 공개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은 결국 현재 K-GAMES와 회원사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

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를 준수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만 정부

의 규제 도입과 게임 산업의 쇠퇴를 막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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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내 많은 IT 인

터넷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

다. 각각 포털 및 메신저에서 출발하여, 문화컨

텐츠사업, IT서비스 등 사업 분야까지 그 범위

를 확장하고 있는 대규모 플랫폼 ‘네이버’와 ‘카

카오’, O2O의 선두주자 격인 ‘우아한형제들’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과 ‘야놀자’

(숙박 어플리케이션), 게임 산업의 대표기업 ‘넥

슨코리아’와 ‘엔씨소프트’ 등이 모두 인터넷 기

업의 범주에 속한다. 

 인터넷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그들이 소비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영

향력도 나날이 증대됨에 따라, 그에 걸맞은 사

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제기되고 있

다. 이러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오늘날 

인터넷 기업들은 환경, 지역사회, 학술·연구 지

원 등 다방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011년부터 매년 인터

넷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정리한 ‘인터넷 상

생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처럼 인터넷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는 면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작 더 중요한 문제들은 도외

시한 채 ‘보여주기식’ 선행에만 급급하다는 평

가를 받기도 한다.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 특성 상 더 중요한 윤리적 문제와 소

비자 이슈에 대한 외면, 미지근한 대응이 지속

적으로 문제시되기 때문이다. 본 칼럼에서는 IT

인터넷 기업들이 주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꼽아 보았다. 

 1. 소비자 프라이버시

  최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페이스북 개인

정보 유출사건은 약 8700만 명(2018년)의 피

해자를 낳았다. 물론 기업이 갖고 있는 회원정

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은 이전에도, 그리고 우

리나라에도 수차례 있어왔다. 2011년 네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대표적이다. (피해자 약 

3500명)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매번 

해당 기업 주가의 폭락과 수많은 유저의 불신, 

 22기 오은채(eunoh0202@naver.com)

[SNUCSR Column-5]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에 발맞춘 CSR지표 보완의 필요성

이미지 출처 http://blockchainai.kr/clien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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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탈 등을 낳았다.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장 문제가 비단 기업의 윤리적·도의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이익, 생존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 최근 인터넷기업들이 간편결제 시

장을 비롯한 금융업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앞

두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용자의 개인

정보는 물론, 각종 신용정보를 관리하게 되는 

만큼, 더욱 강화된 보안체계 확립이 필요할 것

이다.

2. 인터넷 윤리

 인터넷 윤리란 기업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

스를 이용함에 있어 부딪히게 되는 각종 윤리적

인 문제 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익명성

을 방패로 한 도를 넘는 혐오발언 및 악성댓글, 

성희롱 등이 가장 빈번하게 문제시되는 것들이

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특정 포탈의 댓글조작이

슈가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댓글조작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포탈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대응은 소극적인 수준에 그

치고 있다. 단지 언론사 링크를 게재하고, 일부 

정치기사에서 댓글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

도의 조치는 댓글·여론조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3. 건전한 온라인 문화 구축 실패 (게임 산업)

 마지막으로, 인터넷기업 중에서도 게임 산업

은 앞서 지적한 두 가지 쟁점 외에도 게임이라

는 분야 특성 상 발견되는 사회적 이슈들이 존

재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게임 캐릭터 구상과정에 있

어서의 성 상품화 논란을 들 수 있다. 넥슨의 서

든어택2의 경우, 주인공인 여성 캐릭터 ‘미야’

의 노출강도가 높은 의상과 신체 일부를 강조하

는 사망 장면 등이 논란이 되었으나, 대표의 사

과문 발행 외에 별도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 게임 서비스 자체가 종료되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를 성 상품화한 캐릭터로 구설

수에 오른 게임은 상당수이다.

 이와 같은 선정성 논란 외에도, 게임 산업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에는 폭력성 조장, 게임 중

독, 언어윤리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기수익성을 중시하는 게임 

업계의 특성 상 업계의 수익과도 직결되는 문제

들에 대한 시정조치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CSR활동을 선뜻 기획하기란 쉽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 CSR지표 보완의 필요성

 이처럼 정작 중요한 방면에 있어서의 개선노

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기업의 가치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 인터넷 서비

스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등에 대한 법적 

감시체계가 미비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평가

하고 기업 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국내

외로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기존의 CSR

지표(GRI, ISO 26000, UNGC 등)의 경우 제

조업 기업 중심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무형 서

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들에게 그대

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앞으로 인터넷 기

업들로 하여금 여러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그러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해 세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

고 어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지표들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관련하여 현재 

GRI-G4에는 ‘G4-PR8 고객개인정보보호’라는 

항목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위반 건수, 분실 

건수’ 기재만을 요구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

러한 지표의 보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방조

치 및 사후조치’에 관련된 항목들, 즉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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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프로그램 및 운영 중인 사내 정책들, 임직

원·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교

육 프로그램의 유무 및 건수, 피해사례에 대한 

보상, 사후조치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인터넷 윤리와 온라인 문화의 건전성의 경우, 

21C에 들어 새롭게 등장한 이슈이고 대부분 온

전히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왔기 때문에 기존 

CSR지표에 관련 항목이 일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문제들로부터 착안하여, 익

명성으로 인해 유발되는 각종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하는

지, 댓글조작사건과 같은 이슈로 드러난 서비스

의 취약성 및 오남용 가능성을 어떻게 추후 보

완해나가는지, 건전한 서비스 이용문화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기획하고 장려하는지 등의 내용

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영역과 세

부항목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떠오른 

사회적 책임 분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여 기

업 가치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과 그와 함께 변

화하는 기업환경에 발맞추어 새롭게 발생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 지표상에 업데이트

하고 적절히 운영할 수 있다면, IT시대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도래할 AI시대의 CSR에 있어서

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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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CSR

 민간인이 자본을 출자하여 경영하는 사기업

과 달리 공기업은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소

유와 경영의 주체가 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 수

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그러므로 공기업은 공공기관과 같이 대국민 서

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하고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기 곤란한 공공재 공

급 및 사회간접분야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비단 

설립목적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측면에서도 마

찬가지이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국가의 운영

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일을 하는 공기업

의 소유자는 궁극적으로 국민이다. 소유자인 국

민이 직접 일을 할 수 없어 대리인에게 위임하

기도 하는데 공기업의 경우도 해당된다. 그러나 

이익추구라는 기업적인 특성으로 국민을 주인

이 아닌 '고객'으로 설정하는 일이 허다하여 주

인-대리인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처럼 공기업

은 사회공공의 복리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

하지만 사기업보다 뒤늦게 사회공헌활동에 진

입하였다. 

 공기업의 이익 증진의 차원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하다. 사회공헌활동은 대부분의 경

우 기업의 조직성과에 일정영향을 미친다. 사회

공헌활동이 내부구성원의 신뢰와 소속긍지를 

향상시켜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이때 자발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또한 공기업 자체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지역시민을 위해 시행하

는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평판과 밀접한 관련

이 있어 신뢰와 좋은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로 

인해 기업의 소비자 성과가 향상된다.

 

▶ 공기업 CSR활동 현황

  2018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영실적 평가

에 사회적 가치구현의 항목은 22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평가 세부항목으로는 '일자리 창

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

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이 있다. 2017년 

동일항목이  경영전략의 하위항목으로서 5점의 

비중을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비중이 대폭 상승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우리나라에서 공기

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증가한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지금까지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

 23기 강지수(rkdwltn200@naver.com)

[SNUCSR Column-6]

                                            공기업의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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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다. 관례화된 지원방식, 지방자치단체

와의 협력부족, 사후관리 부재가 그 원인이다.

 공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 크게 공익활동과 봉

사활동으로 구분된다. 공익활동은 국민에게 공

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지원, 한국수자원공사의 상하수도 요

금감면, 토지주택공사의 공공 임대주택 사업 등

이 있다.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공헌활동, 환경

보전활동, 불우이웃돕기활동 등과 같이 사기업

의 사회공헌과 유사하다. 반면 전자의 경우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 공기업만의 특수적인 사

회공헌활동이며 이를 통해 일반적인 봉사활동

보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한국전력공사는 '사랑의 에너지 나눔' 활동을 

통해 3개월 이상 체납중인 저소득층  가구에게 

가구당 15만원 한도로 매년 2회 체납요금 지원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행복 가득 수 프로젝

트'를 통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복지시설 등 취

약계층의 수도관, 조리대등 물 사용환경 개선을 

이끈다.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사업'으로 무

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

한 자를 대상으로 임대의무 기간 (5년) 동안  주

택을 임대하고 이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임대주

택을 운영한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비교적 장

기적인 사업에 해당한다. 이처럼 각공기업이 기

업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

하고 있지만 국민인식의 측면은 아직 미완의 상

태이다. 예컨대 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사업'

의 경우 여전히 "임대 수익 떨어진다."는 주민들

의 반대 목소리에 부딪힌다. 삶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치는 공익활동의 경우 이와 같은 반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시키거나 

지역차원의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사회공헌활동에 있어 주된 장애요인

은 불확실한 효과와 비용부담이다. 대부분의 공

기업이 비상장기업이기에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사회

공헌활동의 대부분이 장기적인 결과를 보여 단

기성과평가 위주인 현 시스템에서 평가하기 어

렵고 이로 인해 효과가 평가 절하된다. 효과적

인 측면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그렇지 않음

이 밝혀졌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기관평가의 재

무부문은 수량적 측면에 집중한다. 이는 단기적

인 수익성에 치우쳐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회공

헌 활동을 바라보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러므

로 새로운 공공기관평가는 이를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결론

 공기업에 있어 '사회가치(social value)'가 주

된 화두이다. 정부가 이를 국정운영의 핵심과제

인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

만 여전히 여론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배우기 위

해선 해외로 가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

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다. 민간기업에 비

해 늦게 발을 디딘 공기업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또한 평가 기준에 '사회가치'가 반복적으

로 언급되고 강조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평가

에 적용한 것을 보면 허술한 측면이 보인다. 각 

기업별로 어떠한 측면이 기준에 충족하였는지 

자세히 적힌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 방법에 따

름」'이라는 짤막한 문구로 마무리된다. 많은 장

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산업의 경제적 평가에 

비해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다. 

예시1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8년도 경영평가편람 중 사회적 가치 구현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 「평가기준·

방법」에 따름

3. 안전 및 환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 「평가기준·방

법」에 따름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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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8년도 경영평가편람 중 업무효율 
(1) 노동생산성

출처 :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작년에 비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기

울이게 된 것은 좋은 변화이지만 평가기준에 그

치지 않고 공기업의 사회가치가 실제적인 효력

을 미칠 때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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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

               (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평균인원 산출시 건설인력을 제외한

    경상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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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지속가능경영전략학회

SNUCSR NETWORK 학회 활동 후기

가장 먼저 1년을 함께한 22기 친구들에게 정말 고생했고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23기분들도 1학기 동안 성실하게 

함께해줘서 정말 고맙고, 워낙 똑똑하고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라 

이번 학기보다 더 발전한 다음 학기의 SNUCSR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1년간 저의 금요일을 책임졌던 학회시간과 학회원들이 

벌써부터 많이 그립네요. 앞으로 모두들 꽃길만 걷길 바라고, 

얼굴 자주 봐요!! 22기 김기홍

부족한 회장을 두고도 한 학기 하드캐리해준 22기 한 명 한 

명 모두 정말 고맙고, 앞으로 학회를 더 멋지게 이끌어 갈 

23기&24기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SNUCSR은 사랑입니다♡

22기 오은채

벌써 SNUCSR 활동을 한 지 1년이 지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두 학기동안 관심사가 비슷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함께 

지속가능경영과 CSR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는 열정적인 23기와 활동할 수 있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기업은 CSR활동을 어떻게 

기획하고 추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CSR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고민한 시간이 앞으로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사회적 가치측정이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 다음 학기에도 23기, 24기 분들이 의미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믿어요!! 한 학기동안 모두들 너무 고생했고, 

앞으로도 화이팅♥ 종종 모여요!!

22기 윤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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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년간 항상 의지가 되었고 너무너무 고생한 우리 22기 

친구들에게 수고했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첫 학기에는 CSR의 

개념과 그 구체적 내용들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학기는 학회를 같이 운영해나가면서 학회원들의 따뜻함에 

고마움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따라주고 

열정 넘쳤던 23기들! 너무 고맙고 다음학기도 잘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믿어요! 모두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ㅎㅎ 22기 김민영

경 영 에  대 한  지 식 이  많 이  없 음 에 도  동 아 리 원 들 이  잘 

이끌어주어서 한 학기동안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세미나를 진행할때에는 진지하게 공부하고 또, 사적인 

자리에서는 재밌게 놀고하면서 좋은 추억도 쌓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 학기동안 다들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ㅎㅎ!!

23기 강지수

막연한 관심으로 시작한 학회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고, 함께하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더 

행복했습니다. 함께 해준 22기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다음 

학기 함께 할 23기, 24기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기 문상원

SNUCSR을 통해 처음으로 학회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운 좋게도 

기쁘고 보람차게 활동할 수 있던 한 학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았던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의식에서도 얼마든지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는 현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져 가는 지속가능경영의 가치에 대해 훌륭한 학회원들과 

함께 많이 배우고 공부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23기 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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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CSR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렴풋한 

느낌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회원들과 함께 CSR을 

공부하고 실제로 전략을 고안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주제가 가지는 중요성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다음 SR에는 CSR의 더 많은 부분을 다룰 수 있길 

바랍니다!

23기 서명윤

지속가능경영에 대해서 막연한 관심만 있었던 저였는데 csr 

학회를 하면서 실제 제 관심사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매주누릴 수 있어 너무 의미있는 한 학기였습니다 :)  

함께 머리 맞대어 고민하고 이야기 나눈 학회원분들 너무 

감사하고 애정해요~~!

23기 서은아

매주 설레는 금요일 저녁을 선물해준 SNUCSR22기 너무 고맙고 

그립네요 모두가 같이 만들어나가는 학회라서 더 의미 있는 

SNUCSR이었어요

#23기#엠티빠지기없기#내가할말?#편집장얼굴천재

#얼굴로사회공헌하는기홍이

23기 이영송

CSR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기부활동이나 봉사활동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병 수거 캠페인, 스튜어드십 코드 등 

CSR이 훨씬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고,  그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점을 알게되어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아직도 확연히 와닿진 않습니다.  배운 

점이 있듯 더 배워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적인 학회원들과 함께여서 즐겁고 유익한 한 학기였습니다:)

23기 이소윤



Summer 2018 vol.30    87

한 학기 동안 CSR에 대해 배우면서 학회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 이전까지는 막연한 개념으로만 

생각했던 CSR이 어떻게 현실에 반영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학회원들 덕분에 다음 

학기도 기대가 됩니다.

23기 이정언

지 난  1 학 기  S N U C S R 활 동 은  저 에 게 는  너 무 나  소 중 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존에 경영학 수업들에서 기업들을 바라보며 

부족하다고 느꼈던 사회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좋은 사람들과 더 넓은 시각에서 함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진행된 세션 뿐 아니라 

기업탐방, 연사초청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걸 얻었던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매주 꿀잼 가득한 

뒤풀이, 엠티, 번개모임 등으로 지친 대학생활에 활력이었던 

학회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학회활동도 서로 도우면서 재미있고 

유익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23기 채수정





Sustainability Review Vol.30





Sustainability Review Vol.30





Sustainability Review Vol.30





Sustainability Review Vol.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