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itors’Note

‘샴페인사회주의자(champagne socialist)’라는말이있습니다. 이는호화스러운삶을 위하는진보주
의자를비꼬는의미를담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사회적기업연구동아리회장을하면서마음속에서계속맴돌며저를괴롭혔던단어중의
하나입니다. 진로가정해져있기에졸업전마지막학기에동아리회장한번해보고싶어서한것아니냐,
결국주류사회로진출할거면서비주류분야에관심을갖고활동하는것은결국샴페인잔을기울이면서
사회주의와진보를논하는샴페인사회주의자와다를바무엇이냐는질문은, 그누구도아니고다름아닌
저의마음이스스로에게지속적으로던졌던질문이었습니다.
고민끝에저는적절하다고생각되는변명거리를찾아냈습니다.

불이나기위해서는3가지조건이갖춰져야합니다. 높은온도, 탈물질, 그리고산소입니다. 불이나는
것을사회변화에대응시켜본다면, 사회변혁을위해남들보다앞장서서달리는사람은스스로탈물질이
되기를선택하는사람들입니다. 그리고그들의생각에는동의하지만차마몸으로움직이지는못하는사람
들은산소와같습니다. 이들은변화의선두에선사람들에비해소극적인자신의모습을부끄러워하는한
편, 그만큼더욱더그들을열심히응원하고뒤쫓아달려갑니다. 이렇게앞장선이와뒤쫓는이모두가동
시에결합했을때발화점을넘김으로써드디어폭발, 불이나게됩니다. 즉세상이변화하게됩니다. 중요
한것은둘중하나라도존재하지않는다면세상이변화하지않는다는사실입니다.
저는제자신을산소와같은존재라고생각하기로마음먹었습니다.

다행스러운것은, 사회가점점변화할조짐이보이고있다는것입니다. 경 학의구루라고불리는마이
클 포터(Michael Porter)는 Harvard Business Review에‘CSV(Creating Shared Value)’라는 개념을
제시하 습니다. 이는CSR의진화된형태로, 이윤극대화와분리된사회공헌활동이아니라사회와기업
이동시에이익을얻을수있는기회를찾아이윤극대화에통합되어사회적가치와회사전체의이익을
정렬하는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업의
CSR 뿐만아니라사회적기업에도함의하는바가있다고할수있습니다.

변하는사회에발맞추어Sustainability Review도변화하기로마음먹었습니다. 지난호에비하여보다
독자에게의미있게다가갈수있는기사로구성해보고자노력하 습니다. Sustainability Review를통
해재미와유익함을모두얻으셨으면좋겠습니다.

모든집필진을대신하여
WISH 정회림

SNUCSR NETWORK 이지현



[기획]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청년들의 사회적 기업
이야기

흔히 사회적 기업 분야에 대해서‘담론만 거대할 뿐 실천이 없

다’는 말을 합니다. 즉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막상 주변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

는 사람들도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WISH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체험] 빅이슈, 크게 이슈화되기를!

각종 대학의 출구에는 빅판이 반드시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은

빅이슈의 주 목표 고객이 대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빅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숙인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빅이슈를 선뜻 구입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WISH는 대표적 사회적 기업인 빅이슈에서 빅이슈 일반 및 빅

이슈 판매도우미('빅돔')에 관한 교육을 받고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2시간 동안 빅돔 체험을 하 습니다.

[학술] CSV(Creating Shar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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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기업들의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에 사회적 가

치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

학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거나 주변부로 인식되던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

운 흐름의 중심에 우리 시대 최고의 구루,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가 서 있습니다. HBR에 3편에 걸쳐 실은 논문 중 마지

막 편인‘Creating Shared Value’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7.....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기업들의 대응 방안
33.....게임업체의 전략적 사회공헌 방안
37.....현재와 미래의 에코디자인과 친환경 생활
43.....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을 살펴보다!

-배상호 LG전자 노동조합 위원장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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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팀] 게임업체의 전략적 사회공헌 방안

2011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셧다운제’도입을 골자로 한 청

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들의 과도한 인터넷 게임으로 인한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게임중독이라는 사회문제, 그리고 그동안 침묵을 지

켜온 게임업체들. 게임업체들에게 셧다운제 법률안 통과는 위기

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회일까요? 게임업체의 지속가능한 성

장을 위한 사회공헌팀의 유쾌한 상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

략적 CSR을 제안합니다. 

[에코디자인] 현재와 미래의 에코디자인과 친환경 생활

환경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 가지만, 그 관심이 실질적

인 행동으로 연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에코디자인인데, 에코디자인이란 제품

의 가격, 성능 및 품질의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에코디

자인은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를 제품에 적용시킴

으로써 보다 쉽게 친환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기서는 2011년과 2021년을 배경으로 가상의 두 인 이 보내

는 하루를 살펴볼 것입니다. 에코적인 생활을 도와줄 아이디어

상품들과 에코적인 생활방식으로 우리의 하루를 점검해 봅시다.

[SR People]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을 살펴보다!

USR은 LG전자 노동조합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용어로, Union

Social Responsibility, 즉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회사-노동조합 간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

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고객에 진정한 가치

를 전달하겠다는 LG전자의 의지를 반 한 것입니다. 이번 호

SR에서는 배상호 LG전자 노동조합 위원장님과의 인터뷰를 통

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USR활동과 Global Volunteer Day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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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회적 기업 분야에 대해서‘담론만 거대

할 뿐 실천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즉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

지만, 막상 주변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

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전혀모르는사람들도아직많습니다. 

하지만 분명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난에 스펙에 열중하는 사

이, 사회적 기업 분야에 뛰어드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청년들은

모두‘당당하게 사회적 기업을 하는’사람들입

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창업, 동아리 등의

사회적기업활동을하게되었을까요? 

이번 호에서 WISH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이

야기를들어보았습니다.

우리들의행복한시간
-청년들의사회적기업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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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심는남자
-Tree Planet 김형수대표

김김형형수수CCEEOO 약약력력

11998877년년부부산산출출생생
고고등등학학교교시시절절 화화제제작작동동아아리리에에서서활활동동하하며며 상상에에관관심심을을가가짐짐
군군대대시시절절만만난난동동료료((현현재재정정민민철철이이사사))와와구구체체적적인인아아이이디디어어를를사사업업화화
‘‘TTrreeee PPllaanneett’’이이GG2200 공공식식앱앱으으로로선선정정

로로벌벌소소셜셜벤벤처처대대회회((GGSSVVCC))에에서서아아시시아아최최초초로로33위위입입상상
현현재재트트리리플플래래닛닛대대표표

2010년 10월, 전세계의 텔레비전에서는 G20정상회담을 위하여 모인 각국의 귀빈들의 모습이 비춰진다. 의전차
량을타고속속도착하는코엑스회의장소옆한칸의지정된부스속에서, 트리플래닛대표가자신의회사와사업
을그들에게설명한다.  
“트리플래닛(Tree Planet)은 말그대로 우리의 행성(Planet)에 나무(Tree)를 심자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 자신
의나무를심으면저희가그나무를국내는 DMZ 지역에, 해외는인도네시아지역에직접심어드립니다. 가상의세
계에나무를심은사람들은서로의나무에물을주며대화를하고그들끼리의소셜네트워킹이시작되는것이지요.”
많은 경우 사회적 기업가들이‘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아이템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트리플래
닛은자신이강렬하게원하는아이템을먼저생각하고그기업을통하여‘사회적’인일을하고자하는역방향의마
인드로 비즈니스를 시작하 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위한 기업이기를 바란다면 트리플래닛은 보다 넓게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에 향을 미치
며사회문제를해결하고자한다.

나나무무를를 심심어어 수수익익을을 내내는는 기기업업

트리플래닛은 현재 페이스북(Facebook) 앱으로 운 되고 있다. 페

이스북앱상에는‘트리플래닛 (tree planet)’이라는가상의공간이마

련되어있는데, 가입과함께자신이심고싶은지역에세가지중하나

의나무를선택해서나무를심을수있다. 이제해당지도상에자신의

심은 나무의 아이콘과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이 뜬다. 나의 나무에

물을준사람을추적할수도있고, 내가직접마음에드는누군가의나

무에물을줄수도있다. 나무를매개로하여소셜네트워크가형성되

는것이다. 또한나무는물을주거나햇빛을쪼이면더욱빠르고건강

하게잘자라며, 가끔나무가병에걸려아이템을사용해야할때도있

다. 이때사용되는아이템은이용자가무료로이용할수있는데, 재미

있는애니메이션과함께기업의로고가뜬다. 이기업의로고는트리

플래닛의수익원이된다.

이렇게트리플래닛이라는공간에자기의이름을달아심은가상의나

무들은현실공간에실제자기만의나무로재탄생한다.

실제로나무를심어야할곳으로트리플래닛은2개의장소를최종적으로결정하 다. 바로DMZ와인도네시

아이다. 

Tree Planet은 현재 Facebook 앱으로 운 되고 있다.
Facebook에 구 지도가 연결되어 있어 자신이 심고
싶은 장소에 가상의 나무를 심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대에심어진나무들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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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마마트트폰폰으으로로 나나무무를를 키키워워요요
“트리플래닛은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및유
니세프(UNICEF)와 사업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
다. UNICEF와는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도록, 그
리고 UNCCD와는 물펌프 제공과 관련한 계약이에
요. 사막화 방지를 위하여 사막으로 나무를 보내고
수로를 개척하여 물펌프가 사막에 제공될 예정입니
다. 그럼으로써 아프리카 아이들은 물을 길러 가기
위해먼길을가는고생을덜수있어요. 아프리카지
역에서발생하는비효율성중의하나가먼곳까지무
거운 물을 길러 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사업 내용
은곧런칭하게될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으로선보
이게될것입니다.”
김형수대표는또한탄소배출권과관련하여추가적

인수익을기대할수있다고한다. “트리플래닛은나
무심는 것을 사업으로 합니다. 이는 곧 국제 탄소배
출권시장에서탄소배출권을얻을수있는여지가있
음을의미합니다. 현재까지트리플래닛이나무를심
을수있는땅이약 4,000ha(1,200평) 인데, 미국의
자발적인시장가격을기준으로했을때연간약 12
억원의추가적인수익을올릴것으로기대합니다.”
이뿐만아니라트리플래닛은멸종위기에처한북

극곰과돌고래를비즈니스모델로활용하 다. 해당
동물들은멸종위기종으로지정되어있기때문에위
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장착되어있는데, 이를활
용하여북극곰과돌고래를키우고위치추적까지가
능하도록어플리케이션을개발할계획이다. 

창창업업을을 희희망망하하는는 청청년년들들에에게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분들
은우선문제의식이강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안정
되고편안한삶을추구하는사람에게어떤아이템으
로구상하든사업은매우힘든길이될것입니다. 다
음으로는어떤일을하든내가마음속깊이진정으
로하고싶은일이어야합니다. 또한일단사업을시
작하 다면, 큰 대박을터트린다는생각보다는조그
마한성공들을토대로계속성장해나가는것이중요
합니다. 이를 통하여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표를줄수있고, 나스스로도쉽게지치지않고성
취감을느끼며더욱즐겁게일할수있거든요. 
마지막으로정말중요한것은늘주변에나에게도

움이될수있는멘토를두어야한다는것입니다. 저
도트리플래닛을경 한경험은길진않지만, 기업을
경 한다는것은수많은선택그리고의사결정에노
출된다는것을의미합니다. 
그런데한번의그릇된결정이기업전체를무너지

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
게귀중한조언을해줄수있는멘토를만난다는것
은능력있는인재를채용하는것만큼이나중요한것
같아요.”

G20 행사장에서삼성, LG와 어깨를나란히한트리플래닛.

트리플래닛은 스마트폰으로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곧 발매할
계획이다.

2011년 4월 DMZ에서식목행사를진행하 다.

인도네시아현지를살펴보고있는김형수대표.

기획

나나무무가가 시시급급한한 DDMMZZ와와 인인도도네네시시아아에에 나나무무를를 심심자자
DMZ는우리나라에서나무가가장절실히필요한지역이

다. 일반적으로 DMZ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환경이 잘 보존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실상은그렇지않다. 남북의군인들이시야를확보
하기위하여무분별하게불을지르고나무가불에타는바
람에 많은 지역이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한분단국가인한국의DMZ지역은종종일어나는안
보관련사건으로인해국제적이슈가되는지역이기도하
다. 따라서국제적인관심이매우큰지역인 DMZ에 나무
를심는일자체가국제적으로큰 향력을불러올것이다.
김형수대표는다음과같이말한다. “우리가 DMZ에 나무
를심는것은나무심는것그이상의의미가있어요. DMZ
의 식목 행사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함으로써 한국 및 국제
적평화유지에기여하고더이상국가에서시야확보를위
해불을지르는것을방지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습니다.
G20에서 각국의 정상 및 보좌관들이 트리플래닛을 통해
심었던나무도현재DMZ에서자라고있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이러한활동이단순히‘좋은일’뿐만이아니
라수익을창출하는비즈니스과정이라는것이죠.”
인도네시아의경우도조만간첫식목행사가이루어질예

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나무가 사라지는 속도가
가장빨라 2012년에기네스북에오를예정일정도로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나무가 빠른 속
도로없어지는이유는산업화에따른토지사용등이아니
라, 숲 주변에사는저소득층주민들이한해농사를짓기
위해 나무를 태우고 화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트리플래닛은 해당 지역에 나무를 심고 나무 아래에서 자
라는음지및반음지식물을주민들의생업에적극이용하
도록 함으로써 고작 2달러밖에 안 되는 주민들의 기존 소
득을30달러까지끌어올릴수있다고한다.
서울대에서산림학을배우기위하여한국에온인도네시

아인이자신의고국으로돌아가자신이배운지식과한국
에서의경험을토대로나무심는일을시작하게된다. 그리
고어린이들이나무를직접심는행사가곧진행될예정이
다.



이희은 대표 Interview

소시지팩토리는 희망제작소(상임이사 박원순)와 사회적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을 실현하는
조직인넥스터스가 2008년 창립한사회적기업프로젝트조직입니다. 소시지팩토리 4기대표를맡아콘서트
행사를기획했던이희은대표(연세대법학 07)를만나이야기를들어보았습니다. 4기프로젝트를기획했던희
은씨는이를계기로하여현재까지사회적기업분야에서다양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인터뷰는신촌에위치한한조용한카페에서이루어졌습니다. 곧 있을청와대에서의발표때문에잠을며칠

동안거의못이루고있다는희은씨를어렵게모시고인터뷰가진행되었습니다.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에에 어어떻떻게게 관관심심을을 갖갖게게 되되었었는는지지 궁궁금금해해요요..

저는어렸을때부터봉사활동에참여할기회가많았
어요. 그런데고등학교때제인생에서전환점이될만
한사건이하나있었어요. 장애인들이모여있는기관
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날따라 장애인 분들께서
제가도와드리려고하면계속거부하고, 샤워를시켜
드리려고 하면 혼자 하겠다고 뿌리치고… 평소와는
다른그분들의반응에조금당황해하고있었어요.
잠시후에장애인들이어깨동무하는그림을그리게

되었는데, 처음에는몰랐는데그리다보니장애인중
한분이손가락이두개밖에없는거에요. 이것을그
대로표현을해야하나어떡해야하나고민하다가, 결국다른분의어깨에손이가려지는것으로그림을마무리
했어요. 집에가서곰곰이생각해보니, 과연내가잘한걸까하는의문이들었어요.
그날이후로장애인에대한여러가지다른고민들이이어졌습니다. 과연내가장애인들을위해진정으로할

* Society: 사회적기업에대한인식확산

知: 지식의장이라는특성을드러내는아카데미

Factory: 사회적기업가(Social Entrepreneur)를양성하는작업장
Soci知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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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에에 대대한한 정정부부의의 지지원원도도 중중요요하하다다
김형수 대표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부지원이 초

기에어느정도필요하고실질적으로도움이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지원금만으로사업을운 하다
가는후에자립할수있는힘이떨어지게된다고경
고한다. 즉 지원금을 받는 것은 사업을 시작함에 있
어서매우중요하지만, 회사의성장동력을저하시킬
수도있음을늘인지해야한다. 즉정부지원금은어
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수도있다는것이다. 
“궁극적으로정부지원만의존하기보다는함께일하
는재단등사회적기업네트워크단체의지원이더
효율적일수도있다고생각해요. 이는일방적인정부
의지원보다재단의지원을통하여그들간의네트워
크가 형성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단체와의 네트워크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엄청나기때문입니다.”

근근거거있있는는 자자신신감감이이 가가득득한한 트트리리플플래래닛닛 지지원원하하기기
트리플래닛이비록시작은‘사회적기업’이라는것

으로시작하지는않았지만, 로벌환경문제라는당
면한사회문제를비즈니스방식으로해결하고자하
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국내대기업들과의연계를통해수익도보장되고국
제적인비 리단체및비정부기구와의연계, 인도네
시아등외국정부와의네트워킹등성공요인을갖

추고있다. 트리플래닛에관심이있는독자들을위해
대표님께서원하는인재상을물어보았다.
“트리플래닛이원하는인재상은믿을수있는‘착한
사람’입니다. 즉, 누군가가 하는 것을 따라하기보다
자기만의트랙을지니고있는사람을선호하고또그
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소셜벤
처의매력은자신이어느정도세상을바꾸는일의일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소셜 벤처를 차릴 수 있습니
다.”
트리플래닛이 로벌환경문제를해결하는해결사

로서국제사회의주목을받기를기대해본다.

크레비스 파트너스(Crevisse Partners)는 트리플래닛과 함께 조인트벤처를
설립하여함께사업을수행하고있을뿐만아니라 6,000억 원의기부금을관
리하는 발전기금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국내 유수 기업들에 컨설팅을 제공하
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 김재현 크
레비스파트너스대표.

ⓒ
Socijifactory.org

이희은
소시지팩토리대표

기획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그룹으로 소시지팩토리(Soci
知Factory)를열었어요. 소시지팩토리는넥스터스의
활동에비해강연회나세미나보다는좀더프로젝트
중심으로활동하는단체 고, 정해진시기가없었기
때문에하고싶은시기에하고싶은기간동안프로
젝트를 준비하면 되었어요. 저는 소시지팩토리 4기
대표를맡아직접프로젝트를시작하게되었습니다.

소소시시지지팩팩토토리리에에서서 콘콘서서트트를를 기기획획했했다다고고 들들었었어어요요..
어어떤떤과과정정을을거거쳤쳤고고,, 그그결결과과는는어어땠땠나나요요??

제가생각하는사회적기업은‘차가운머리, 따뜻한
가슴’즉, 이성과감성이조화된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을왜대학생들에게알려야하는지, 그리고무엇
을알려야하는지에대해서고민하다가, 내가생각하
는사회적기업즉이성과감성이조화된혁신기업
이라는것을알려야겠다고생각하게됐어요. 그리고
그의미자체가충분히사회적기업을왜알려야하
는지에대한설명도담고있다고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알리느냐 어요. 우선, ‘차가운
머리’즉이성측면에서저희는청년사회적기업아
이디어공모전을개최하기로했어요. 그리고‘따뜻한
가슴’즉감성측면에서콘서트를개최하기로했습니
다. 콘서트 형식을 갖기로 결심한 것은 과거 넥스터
스활동때‘아는사람들끼리만의장’이라는피드백
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전문가를모시고강연회를힘들게열어도듣는
사람이공감하지못한다면그방법은결코성공했다
고 볼 수 없을 것이거든요. 콘서트는 사회적 기업을
잘모르는사람들에게도쉽게개념을받아들일수있
도록하는흡입력이있는행사형태라고생각했어요.
그렇게사회적기업의가장기본적인뜻만알리자고
마음을먹었죠. 기본적인뜻이라는게, 사실별거아
닌것같아요. ‘더불어행복하자’, 이거거든요. 그걸
테마로잡고아름다웠던경험들, 행복한모습들을주
제로하여작곡작사를공모했어요. 그리고심사위원
으로서전문가들을초빙하 고심사후최종 6개팀

을선정했죠. 콘서트이름은‘Soul to Soul’로 하
는데요, 가수의경험을관객들에게 혼으로써전달
할수있다는의미 어요.

콘서트는 기대 이상으로 흥행했어요. 사람들이 너
무많이와서자리가꽉찼고못보고돌아가신분들
도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드백이 정말
좋았어요. 콘서트장에서는‘사회적 기업’이라는 단
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기업의
본질과 행사를 개최한 우리들의 진심이 뭔지 알 것
같다고이야기해준분들이정말정말많았답니다. 그
리고최종적으로선발되었던 6개의팀도‘(공모전에
서) 합격해야지’가아니라, ‘아름다운경험을관객들
에게전해주고싶다’라는데에목적함수가더가까웠
다고하더라구요. 이번콘서트를계기로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시작하게 된 분도 계셨고 또
노래를전혀안하다가이번을계기로뮤지컬배우가
된 분도 있었어요. 즉 콘서트장은 가수와 관객 모두
경쟁과 평가가 아니라 아름다운 경험이 끌어나오는
장이었던거에요. 그렇게저는소시지팩토리 4기활
동을마무리하게되었습니다.

수있는일이있을까, 어떻게하는것이이들을위한
것일까하는고민들이끊이질않았습니다. 그날장애
인들이나의도움을한사코거절했던이유는무엇일
까. 결국 많은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도움만
받으면서 사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
다. 그날부터 전‘장애인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까’가아니라‘장애인들이어떻게해야자립할수있
을까’를고민하기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대학에 와서, 장애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벌면서 자립하여 살 수
있는방법이없을까보다현실적으로고민하고, 직접
몸으로뛰면서알아보기로결심했어요. 이세상모든
지식을스펀지처럼흡수하고싶었어요. 그러다보면
어느새번쩍하고답이나오지않을까싶었습니다. 1
학년때는정말분야를따지지않고수많은강연회를
다녔어요. 복지, 환경뿐만아니라마케팅, 공모전, 심
지어싸이코패스학술발표회까지갔어요(웃음). 그러
던 어느 날 <보노보 혁명>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회

적 기업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너무나
기뻐서눈물이날것같았습니다. 책을덮고잠시가
만 있다가, 하하하 웃음소리를 내며 웃었어요. “아,
이거다!”했어요. 저는그날부터바로사회적기업에
대해공부를시작하 습니다.

‘‘넥넥스스터터스스’’라라는는동동아아리리에에가가입입하하여여본본격격적적으으로로사사회회
적적기기업업관관련련활활동동을을시시작작하하게게되되었었다다고고들들었었습습니니다다..
어어떤떤활활동동을을하하셨셨는는지지알알려려주주세세요요..

넥스터스에 가입한 건 제가 2학년일 때 어요. 잠
시넥스터스에대해소개해드리자면, 넥스터스는사
회적기업프로젝트동아리에요. 신입회원으로가입
하면다른프로젝트에대하여이야기를들으며사회
적기업에대해서로공부를합니다. 그리고어느정
도지식이쌓이면자신에게맞는프로젝트를직접기
획할 수 있어요. 또한 사람들과 토론을 진행하고 발
표도 해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유한킴벌리사장등유명인사를초빙하여강연
회를 개최하고 세미나도 여는 등 직접 몸으로 뛰는
일이많아졌고덩달아보람도크게느끼고있었습니
다.

그런데어느순간문제의식이생기게되었습니다.
이런 강연회나 세미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기업을
알리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점차 그런 것들이 난립하기 시작한 거에
요. 어느순간저희가주최했던것도그렇고다른행
사도그렇고그행사만의정체성이나개성이사라진
다는느낌을받았던거죠. 처음에는대부분긍정적이
었던피드백이‘교양수업듣는것같다’, ‘아는사람
들끼리만의장인것같다’라는부정적인피드백으로
점차바뀌면서어떤식으로든상황을개선할필요가
있었어요.
어떻게하면사회적기업을더널리그리고쉽게알

릴수있을까에대한고민이소시지팩토리로이어지
게 되었습니다. 즉, 넥스터스는 2008년 3월 희망제
작소와 함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끌어안는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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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팩토리에서기획하여성공리에진행된 Soul to Soul concert의 모습.

기획

희은씨가지금의자리에있기까지결정적인역할을한책 <보노보노
혁명>. 평등을 좋아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낙천적 천성을 지닌 침팬
지종인 보노보를 통해“(이기적인)침팬지 얼굴을 한 자본주의”에서
“인간의얼굴을한자본주의”로의움직임과그사례를보여준다.



우리나라에올바르게정립될수있도록학계에서제
역할을다하는교수가되고싶어요.

SSuussttaaiinnaabbiilliittyy RReevviieeww 독독자자인인 대대학학생생들들에에게게 하하고고
싶싶은은말말이이있있다다면면해해주주세세요요..

자신의꿈이있다는게중요해요. 꿈이없는친구들
을가끔봐요. 저도대학1,2년은계속꿈을찾는과정
이었어요. 어떤직업이좋은가보다자기가좋은직업
이무엇인지를계속고민하다보면자기에게맞는적
절한직업을찾게될것이라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언젠가는행운이오는것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대통령실비서관님을 비롯한 청와대 태
스크포스 팀의 모임에 제가 합류하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었지만하나의기회이기도했어요. 학교일까
지겹치면서힘들고지친시기 지만, 그가운데에서
도사회적기업간담회(4월), 워크샵(5월)을해냈습니
다. 이제 6월에는청와대에서의발표를남겨두고있
지만, 끝까지 열심히 달려볼 생각이에요. 제가 만약
4월에 대통령실과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연락이 왔
을때시험기간이라힘들다고말했다면이기회를못

잡았을거에요. 간담회및워크샵을준비하면서하루
내내일하고밤11시부터다음날시험준비를했어요.
전사회적기업이저의학점과스펙의도피처가아니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해내고싶다고악착같이마음을먹었어요. 덕분에
정작열심히했던다른학기들보다중간고사를더잘
본것같아요(웃음). 

희은씨는‘제가 세상에 태어난 이상 저로 인해 세상

이 좀 더 좋아져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물음을 아무

부끄럼없이진지하게하는사람입니다. 순수한희은씨

의진지한희망이꼭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콘콘서서트트를를 기기획획하하면면서서 거거의의 한한 달달 동동안안 잠잠을을 제제대대로로
자자지지못못했했다다고고들들었었습습니니다다.. 일일하하면면서서힘힘든든점점은은없없었었
는는지지,, 그그리리고고 가가장장 보보람람을을 느느낄낄 때때가가 언언제제 는는지지 말말
해해주주세세요요..

‘Soul to Soul’콘서트를기획할때일정이많이빡
빡했어요. 2009년 8월 말에스탭을모집하고 9월에
행사준비가바로시작되는바람에친해질시간이많
지 않았어요. 콘서트의 기획 의도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끼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무대에서 노래로 전
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관객들에게 의미있는 울림으
로작용하는것인데, 정작행사를준비하는우리들끼
리의가치공감이덜된상태에서일을시작하게된
거에요. 게다가 일의 양도 많고 대부분의 팀원들이
매일같이 모여도 일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마찰과 갈등이 극도에 달한 적도 있었어요. 문제는
그때가행사직전한창바쁜11월이었다는거죠.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모든 일을 잠시 중단하고
다같이 MT를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아쉬웠던점그리고바라는점등서로의진심을전
하는자리를가졌어요. 결과적으로MT를가기로한
결정은 제 삶에서 몇 안 되는 잘한 결정이었어요(웃
음). 저와스탭들모두우리가전하고자하는가치에
공감하게되었고, 오히려MT를거친이후에일이매
우 빠른 속도로 잘 진행되었어요. 12월에 콘서트 행
사가끝나고나서서로를부둥켜안고울었습니다. 정
말열심히울었던것같아요. 지금도가끔그때만난
친구들과‘그때는우리가미쳤던것같다’고이야기
할정도로다들고생을많이했어요. 잠을너무못자
서 눈다래끼가 나는 바람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사회를볼정도 거든요. 

((잠잠시시 다다음음 질질문문을을 생생각각하하는는 사사이이,, 희희은은씨씨는는 무무언언가가
생생각각이이났났다다는는듯듯번번쩍쩍고고개개를를들들며며말말을을이이어어갔갔다다..))

아, 요즘이야말로가장보람있는순간이에요. 제가
처음에사회적기업에관심을갖고본것이바로‘사

회적기업육성법’이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쉬
운 부분들, 보완했으면 싶은 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
요. 저는제가제도나법, 정책들이올바른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서 이것들이 사회적 빈틈을 채워주었으
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졸업하기
전에사회적기업을주제로강단에서다수의사람들
에게강연을해보았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었
습니다.

소시지팩토리 활동이 끝난 이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계층을 돕고 싶은지 고민을 했어요. 누군가를
돕기위해서는그사람을제대로알아야한다는데까
지생각이미쳤고, 그결과로사회복지학과복수전공
을시작했습니다. 그렇게공부를하며한편으로는매
번활동만해오다보니공부만하는것이불안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마침, 지난 4월에 사회적기업진흥원
을통해청와대에서사회적기업관련태스크포스팀
을구성하고있으며제가사회적기업에대한대학생
네트워크를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어
요. 그리고6월초에있을워크샵에서대통령및각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긴
거에요. 사람들에게사회적기업을주제로강연하고
싶었던 제 바람이,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제대로 이
뤄진거죠. 그래서요즘이가장보람있고행복해요.

주주변변친친구구들들이이스스펙펙을을쌓쌓기기위위해해학학점점과과각각종종자자격격증증
획획득득을을위위해해노노력력하하는는것것을을쉽쉽게게볼볼수수있있을을텐텐데데,, 희희
은은씨씨는는어어떤떤진진로로를를생생각각하하시시나나요요??

저는사회적기업을전공하는교수가되고싶어요.
제가 사회적 기업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이것입니
다. 즉, ‘가치’에대하여공감하고그‘열정’을공유
할때이것이‘활동’으로이어진다는거에요. 사회적
기업이라는가치에공감을했고사회적기업가가된
사람들의열정에공감해서 2007년에 <보노보혁명>
이라는 책 하나만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된 것은
바로그‘가치’와‘열정’이거든요. 교수가되어대학
생들에게이것을알리고싶고, 앞으로사회적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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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세상에 태어난 이상 저로
인해 세상이 좀 더 좋아져야 하
지않을까요?”

2011년 6월 9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참석하여대학생대표로발표를맡은희
은씨(뒷줄왼쪽에서두번째).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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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등학교‘Social Value in HAS’, 우리도사회적기업해요! 
- WISH와하나고등학교가함께하는‘우리의사회적기업만들기’

학교에서제공하는야식을먹고학생들이하나둘씩WISH와의세미나장소로들어온다. 기숙사학교인
하나고등학교는매일밤9시에학생들에게야식을제공한다고한다. 30명이 5개조로앉을수있도록학
생들이직접자리를배치해주었고, 서울최북단에위치한하나고등학교에서밤9시반이라는늦은시각
에드디어세미나를시작하 다.
이번의주제는‘우리들의사회적기업이야기’ 다. 사회적기업이우리사회의이야기일뿐만아니라
우리자신들의이야기이기도함을주제로WISH의 간단한강연이진행되었다. 이어서학생들은조별로
사회문제를하나선택하고, 그것을사회적기업의형태로만들어보아발표를하는시간을가졌다.
외국인노동자들의거주문제를해결하고그들의문화를즐기며관광산업으로까지연결시키는사회적기
업, 소득계층별평등한교육기회를제공하기위한방문강의식교육을통해수익을얻는사회적기업, 농
촌체험프로그램및well-being 식품직거래등농촌경제부흥및소통, 건강한먹거리를제공함으로써농
민부터재벌까지잘살아보자는비전을가진사회적기업등, 학생들은마치이번세미나를기다렸다는듯
이톡톡튀는아이디어를제시해주었다.

SSoocciiaall VVaalluuee iinn HHAASS는는요요~~

안녕하세요! 저는Social Value in HAS에서총무를맡고있는하나고등학교2학년양혜
주입니다. 하나고등학교 소셜밸류는 사회적 기업의 의미를 배우고 체험하는 동아리입니
다. 아름다운가게, 위캔쿠키등과협력하여학교대내외행사에서공정무역상품을판매
하는활동을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이과정에서사회적가치를실현한다는뿌듯함을가
질수있는것은물론구매자와함께사회적기업의의미에대해나눌수도있습니다. 이외
에도친구들과사회적기업에대해조사하고함께토론하는시간을정기적으로가지고있
습니다. 

WISH와하나고등학교의관계는2010년3월부터시작되었다. WISH의한회원의멘티 던하나고등학교친
구가뜻이맞는친구들과동아리를만들자고제안했고, 그해 6월에경제봉사동아리‘Social Value’가만들어
졌다. 
고등학생1학년17명이모여만든‘Social Value’는그이후로적극적으로활동을수행하 다. 지구촌나눔운

동및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서공정무역실천과국제사회및마케팅에대한강의진행, 하나고등학교입학설
명회, 하나아트센터개관식, 하나금융그룹본사등에서공정무역커피홍보및판매, 제 1회HANA Fiesta에서
일일카페를운 하는등교내뿐만아니라교외에서도활발하게활동하 다. 2011년이되어1학년신입생을받
아어느새 Social Value는 30여명이활동하는큰동아리가되었고, 본격적으로WISH와함께활동을하면서
점차그범위를확대하고있다. 최근에는고용노동부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주최하는‘2011 소셜벤처
경연대회’청소년아이디어부문으로참가를준비하고있다. 

기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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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SH와 Social Value in HAS가 모여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야유회를가졌다.
2,3,6: 열띤 회의를거친결과를친구들앞에서발표하고있다.
4,5: Social Value in HAS 학생들이하나고등학교및하나아트센터에서공정무역커피를판매하는
행사를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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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이슈(THE BIG ISSUE), 크게이슈화되기를!
- 빅돔(빅이슈판매도우미) 체험기

화 <원스(Once)>를 보신적이있는가? 개봉이후선풍적인인기를끌었던 화로, 한동안이 화를
보지 않고서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을 정도 다. 그러나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마케타 잉 로바
(Marketa Irglova)가 극중에서 빅이슈 판매원이었음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빅이슈(BIG
ISSUE)는 1991년 국에서 시작된 기업으로, 홈리스(homeless)들이 잡지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있으며그들의자립이라는사회적목적을달성하고자한다. 국에서현재까지5,000여명의홈리
스가자립에성공하 다. 한편한국에서도2010년 7월빅이슈코리아가창간되었고, 현재40여명의빅이
슈판매원(이하‘빅판’)이활동하고있다. 빅이슈는격주간발간된다.
빅판의빅이슈판매는주로지하철출구주변에서이루어진다. 특히각종대학의출구에는빅판이반드
시위치해있다. 그것은빅이슈의주목표고객이대학생이기때문이다. 그만큼우리가쉽게접할수있는
빅이슈임에도불구하고그들이노숙인이라는사실은우리로하여금빅이슈를선뜻구입할수없게만들기
도한다.
빅이슈는곧창간 1주년을맞이한다. WISH는대표적사회적기업인빅이슈코리아에서빅이슈일반및
빅이슈판매도우미(‘빅돔’이라고부른다)에관한교육을받고서울대입구역2번출구에서2시간동안빅
돔체험을하 다.

빅빅이이슈슈 수수다다회회
빅이슈판매원체험을하기위해서는빅이슈에서매달주

최하는‘빅이슈 수다회’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다회에서는빅이슈일반, 홈리스의특성및빅돔활동시
주의할점등에대하여이야기를듣는다. 

빅빅이이슈슈판판매매원원((빅빅판판)) 행행동동수수칙칙
1. 배정받은장소에서만판매합니다.
2. 빅이슈ID카드와복장을착용하고판매합니다.
3. 빅판으로일하는동안미소를지으며당당히고개를듭니다.
4. 술을마시고빅이슈를판매하지않습니다.
5. 흡연중빅이슈를판매하지않습니다.
6. 판매중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지않도록자리잡습니다.
7. 우리이웃인길거리노점상과다투지않고협조합니다.
8. 빅판으로활동하는동안에는빅이슈만판매합니다.
9. 긴급상황시반드시빅이슈로연락합니다.
10. 하루수익의50%는저축합니다.

BBIIGG SSHHOOPP,, 빅빅이이슈슈를를 응응원원합합니니다다
BIG SHOP이란빅이슈판매원의물품을보관해

주고비가오거나추운날에잠시몸을피할수있
도록해주는가게를말한다. 위사진은BIG SHOP
중의하나인스위트롤홍대점.

서서울울대대입입구구역역은은 제제가가!!
서울대입구역에서 빅이슈

를판매하시는이섭빅판님.
처음에사진을찍는것을조
심스럽게 부탁하 으나 흔
쾌히승낙하셨고, 오히려사
진을찍을때마다사진을의
식하고 포즈를 취하는 여유
까지보이셨다. 이섭빅판님
은 이렇게 빅이슈를 판매하
는 과정에서 사회와 소통하
는법을배우신다고.

김김혜혜수수의의 <<WW>>,, 언언론론의의 힘힘
작년부터꾸준히빅이슈를구입해보고있다는김

윤화학생(17). MBC 김혜수의 <W>에빅이슈가방
된이후로계속구입하 다고. 이날빅이슈를구

입한분들중대다수가해당방송을보고그이후로
지속적으로빅이슈를구입하고있다고대답하 다.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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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Competitive advantage of corporate
philanthropy>[Dec, 02], <Strategy and
society>[Dec, 06], <Creating shared value>[Jan-
Feb, 11])을 기고하 다. 이 시리즈를통하여포터는
비효율적이고 전략에 효율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많은기업들의CSR에문제를제기하며새로운관점
을 제시한다. 특히 올해 발표된 <Creating shared
value>는 이 시리즈의 완결판으로 기업이 Shared
value를창출하여야한다고강조한다.

SShhaarreedd vvaalluuee란란 무무엇엇인인가가??
그렇다면포터가주장하는Shared value는과연무

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개념이 대
두하게된배경을살펴보아야한다. 현대사회에서기
업이차지하는역할은그어느때보다커졌다. 따라서
중대한사회문제가발생했을때그중심에기업이서
있는경우도많아졌다. 2008년 로벌금융위기가발
생했을때많은사람들이기업의탐욕을문제삼았다.
기업들이적절한리스크관리를하지않은채무분별
하게금융상품을판매하면서세계적인불황이찾아오
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제 기업은 인권, 환
경오염등여러종류의문제들에있어주요한원인으
로손꼽히고있다.
Shared value는 이렇게 기업과 사회가 이전에 미

처 생각하지 못하던 역에서까지 접하게 연관된
상황속에서기업의“경제적이익”이라는가치와“사

회의 진보, 발전”이라는 가치가 공유되는 것을 말한
다. 이는기업이라는경제적이익만추구해오던섹터
에게는사회적이익을통합할것을, 비 리기관이나
정부의복지기관과같이비용에아랑곳하지않고사
회적이익에만집중해오던섹터(착한일을한다는명
목으로비효율을눈감아오던섹터)에게는경제적이
익을통합할것을요구하는것이기도하다. 한마디로
하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관계를 더 이상
상충관계로보지않고서로강화해주는관계로파악
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Shared value는기업이
법적, 윤리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Compliance, 미래의이익을해치지않는한도내에
서현재의자원을이용해야한다는Sustainability보
다 상위의(혹은 심화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Compliance와 Sustainability는기본적으로준법이
나미래세대를위한자원이라는사회적이익을제약
으로설정하고그로인해현재의경제적이익이조정
되어야한다고주장하기때문이다.
결국 CSV의 개념은 기존의 CSR 개념이 최종적으

로진화된것으로볼수있다. CSV는기업이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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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Shared Value
- Value proposition의 미래

들들어어가가며며
현대사회에서기업은단순히제품을생산하여판매하는조직이

아니다. 이제기업은자신의제품을사면어떤가치를얻을수있
는지고객들에게이야기할수있어야한다. 예를들어, 애플의경
우단순히성능좋은스마트폰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이전에는
경험할수없었던새로운경험을제공한다. 유명한슬로건그대로
“다르게생각하는법”이라는가치를제안하는것이다. 이케아역
시마찬가지이다. 이케아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단순히 저
렴한가격의가구가아니라스스로가구를조립하면서느끼는재
미와가구라는제품자체의주기를짧게만들어줌으로써오는편
리함이라는가치이다.
최근에는이러한기업들의가치제안(Value Proposition)에사회

적가치가통합되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기존의경
학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거나 주변부로 인식되던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전략에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이 새로운
흐름의중심에우리시대최고의구루, 마이클포터(Michael Porter)가서있다. 포터는비 리분야의대가마
크크레이머(Mark Kramer)와함께2002년부터2011년까지약10년에걸쳐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3편의논

Harvard Business Review에 비 리분야의 대가 Mark
Kramer와 함께 새로운 Value proposition의 형태로서
Creating Shared Value(CSV)를 제시한 Michael Porter.

학술



이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중에서 150~200만원 하
는기존보청기보다80% 저렴한가격인34만원으로
저소득층에게보청기를공급하고있다. 이는온라인,
전화주문을통해대리점이나병원에서판매할때발
생하는인건비, 임대료등과같은고정비를절감하고
공동구매로구매방식을혁신함으로써가능해진것이
다. 딜라이트는우리나라와같이어느정도경제개발
이 이루어진 나라에서도 경제적 소외계층의 보건문
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경제적
이익을창출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22)) 가가치치사사슬슬상상의의생생산산성성을을재재정정의의하하라라
가치사슬(Value Chain)은 기업의활동을과정별로

나타낸모형이다. 기업의활동은사회와상호작용을
하면서 향을주고받는데이러한 향관계를가치
사슬 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포장과
정에서 낭비가 일어난다면 환경적으로 문제를 유발
하고불필요한비용을발생시키는것이다. 이런상황
에서는 생산단계에서 이른바 외부성(externality)이
사실상기업에비용으로작용하게되는셈이다. 따라
서사회문제와기업생산성의연관관계를파악한다
면가치사슬상에서생산성을좀더폭넓게, Shared
value의관점에서정의내릴수있다.
기업 생산성의 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

로는환경적 향, 공급자접근성및생존, 종업원기
술, 근로자안전, 종업원건강, 물사용, 에너지사용
등을 들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의
유명대형할인유통점월마트는 2009년에포장을줄
이고트럭의이동경로를조정하여더많은제품을운
송했음에도총200만달러의비용을절감할수있었
다. 이는 기업 활동과정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적게
사용함으로써환경문제에기여하는동시에기업에게
비용절감이라는경제적이익을가져다준것이다. 즉
Shared value가창출된것이다.
또한앞서언급한힌두스탄유니레버는lifebuoy 비

누를판매할때샤크티라는프로젝트를통해농촌여
성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소외 계층
에게판매기술과일자리를제공하여가계수입을높

이고사회전체의위생제품에대한접근성을높일수
있었다. 이역시유통이라는기업의가치사슬상활동
에서사회의저소득층에게고용기회와기술을제공
하고사회전체의보건을증진시키는동시에시장에
넓게퍼져있는네트워크를효율적으로활용함으로써
경제적이익을창출하는예로서역시 Shared value
가창출된것이라볼수있다.

((33)) 지지역역CClluusstteerr 조조성성을을가가능능케케하하라라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을 위한 제반 조건이 갖춰짐

으로써 산업과 관련된 기업, 기관들이 집적된 곳을
말한다. 예를들면실리콘밸리는IT산업의클러스터
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포터는『국가의 경쟁우위』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라는저서
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환경이 기업에 향을 미치는
주요경로를4가지로분류한다이아몬드모델을제시
했다. 즉 국가가 생산조건, 수요 조건, 관련산업, 경

여건을조정함으로써어떤지역을클러스터로만
들수있고이를통해국가경쟁력을강화할수있다
는 것이다. 포터는 기업 스스로가 이 4가지 요인에
향을미침으로써클러스터를조성하여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Shared value를창출할수있다고주
장하고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네슬레의 네스프레소 캡

슐커피를 들 수 있다. 캡슐커피는 집에서도 높은 품
질의 커피를 맛볼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므로 커피
원두의품질관리가상당히중요하다. 이를위해네슬
레는원두재배지역에농업산업시설, 농업기술및기
계시설, 유통채널, 금융기관등을입주시켜입지적인
효율을 만들어냈다. 또한 가루를 만들어 내는 습식
제분기를 농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협업을유도하기도했다. 이를통해원두재배지역은

사회의구성원으로서좋은일을하기위해CSR예산
에 맞춰 이윤 극대화와 분리되어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기업이 동시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기회를찾아이윤극대화에통합되어사회적가
치와회사전체의이익을정렬하는전략적이고적극
적인활동을하는것이다. 이제더이상외부에서오
는압박때문에기업이사회적으로긍정적인 향을
미쳐야하는“책임”을지는것이아니라이윤극대화
와사회적가치창출이서로결합되어야한다는것이
다.

CCrreeaattiinngg SShhaarreedd VVaalluuee
그렇다면기업은Shared value를창출하기위해서

는어떤전략을사용할수있을까? 포터는크게다음
의3가지방법을제시하고있다.

((11)) 제제품품과과시시장장을을다다시시점점검검하하라라
우리 사회에는 아직 충족되지 못한 거대한 사회적

니즈가많이있다. 예를들어건강, 노인들을위한요
양, 환경보호등을생각해볼수있다. 아직많은기
업들이이러한사회적니즈를사업기회로포착해내
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그러나선진국에서는
이미몇몇기업들이사회적니즈를충족시키는제품
으로좋은성과를거두고있다.
대표적인 예로 GE를 살펴보자. GE는 앞으로

Business의 중심에“환경”과“상상력”이 있을 것이
라는전제하에Ecomagination(Eco+ Imagination)
이라는 신조어를 신성장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친환
경 고효율 항공기 엔진, 하이브리드 기관차, 에너지
효율이높은 LED 조명등환경관련제품들을적극
적으로 개발, 판매하고 있다. 2009년에는
Ecomagination 관련제품에서180억달러의매출을
올렸고 향후 5년 동안 Ecomagination 관련 제품이
전체제품의수입보다 2배정도빠르게성장할것으
로내다보고있다. GE의사례는환경에관한사회적
니즈와기업의경제적이익이서로통합될수있음을
잘보여주고있다.

사실 이러한 사회적 니즈에 대한 비즈니스적 접근
은개발도상국에서더요구된다. 개도국의경우사회
적제도의미비로충족되지못하는사회적니즈가선
진국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힌두스탄 유니레버의 경우 인도의 어린아이들이 잘
못된손씻기습관때문에여러질병에시달린다는사
회적 문제를 파악하여 향균기능이 강화되고 오랫동
안 사용 가능한 원료로 만든 lifebuoy라는 비누제품
을 기존 비누의 절반 가격에 제공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특히 이 제품을 인도 사람들의 위생습관
개선을위한CSR 프로젝트(LSBC)와연계하여더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흔히 BOP(Bottom of the
Pyramid) Strategy의대표적인사례로언급되는힌
두스탄 유니레버는 인도사회의 보건 향상이라는 사
회적니즈를충족시키는동시에경제적이익을창출
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힌두스탄 유니레버와 같은 접근법이 개발도상국에
서만가능한것은아니다. 우리나라의소셜벤쳐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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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필요한비료, 식물재료, 관개시설등각종자
원에더쉽게접근하게되고인근농가들간의경험을
공유하면서 교육효과를 얻게 되었고 차차 클러스터
가 형성되기 시작했다(이 과정에 세계적인 NGO
Rainforest Alliance가 직접 참여하여 커피 재배교
육에참여하기도했다).
이렇게 커피재배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네슬

레는고급제품을위한원료의질을안정적으로유지
할수있었고동시에향상된생산력을바탕으로재배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얻을 수 있었다. 즉
Shared value가창출된것이다.

지금까지설명한Shared value를창출하는방법은
서로독립적인관계에있는것이아니라상호강화해
주는관계에있다. 네슬레의경우처럼클러스터를조
성한다면 가치사슬 상의 공급부분에서 클러스터가
조성된지역의공급이늘어나고공급채널은더욱집
중된형태로나타나게된다. 클러스터조성과가치사
슬 상의 생산성 재정의가 서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사회적니즈를충족시키는제품
을 생산할 경우 생산, 마케팅, 유통에서 가치사슬을
적절하게조정해야한다. 힌두스탄유니레버의비누
lifebuoy에서볼수있듯이마케팅, 유통전략은제품
의핵심적인특징(제품이제공하는가치)과관련되어
만들어지기때문이다. 즉제품과시장을점검하는것
과가치사슬상생산성을재정의하는것역시상호강
화관계에있는것이다. 또한가치사슬을조정하기위
해서는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키는 기술, 장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재정의하는 방법과 상품
과시장을다시생각하는방법은서로 접한연관을
가진다고볼수있다.

나나가가며며
지금까지마이클포터의<Creating shared value>

의내용을중심으로Shared value의개념과그를만
들어내기위한전략들에대해서살펴보았다. 기업이
중대한사회문제의가장큰원인으로지목되는현대
사회에서기업은이제더이상사회적인가치를외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 다. 규모가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이미전담CSR 부서를가지고있다는점에
서이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기존에기업
들이펼쳐온CSR 전략은핵심적인성장전략과연계
되지못하고외부의압박에대응하려는목적으로분
산되어서진행되는경우가많았다. 포터는이러한비
효율적인CSR의한계를넘어서새로운관점으로기
업활동과사회적가치를통합해서바라볼것을주장
한다. 제품과시장을재확인하고가치사슬상의생산
성을재정의하며지역클러스터조성을가능케함으
로써기업이 Shared value를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
포터는 Shared value라는개념을통해일반기업,

사회적기업, 비 리단체모두에게경제적가치와사
회적가치를하나의묶음으로바라볼것을요구하면
서올바른방향으로이익을낼때궁극적으로최대의
이익이 나게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Shared value는 사회적 기업이나 비 리 기관에도
중요한의미를지니는개념이다. 많은사람들이좋은
일을한다는것의배경에는선한의도가있어야한다
고 한다. 물론 선한 의도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게만드는원천이되는것이다. 그러나이“옳음”이
언제까지나비효율을눈감아주는도덕적인 역에만
머물게 된다면 기업은, 나아가 자본주의는 더 이상
제대로된성장을할수없을지도모른다. 진정사회
적 기업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Shared
value를창출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 제도적정비,
mind-set 전체의 변화를 통해 이 분야의 생태계를
구축할수있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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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기업 동아리들

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시얼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SEN)는 2011년 발대식을 통해 단합하는 기회를 가

졌습니다. 또한 청와대에서 사회적 기업 태스크포스 팀을 조

직하 고, WISH와 SEN 등의 동아리 대표들이 이 태스크포

스 팀에 참석하여 대학교 내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및

동아리 대표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하 습니다.

경경희희대대 SSEENN

-- EExxpplloorree KKoorreeaa 창창업업

2010년 9월에‘Explore Korea’사회적기업을창업
하 다. ‘2010 지역발전정책 공모전’에서 수상하 고
한국관광공사와파트너십을맺었다. Explore Korea는

관광을통한지역경제발전을꾀하고, 내국인과외국인
간의소통을통해서서로간의문화차이에대한이해및
상호존중을통한화합의문화를조성하는데목표를두
고있다. 
Explore Korea는 현재 경희대 SEN 대표인 이재원

(06)씨가 CEO를 맡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facebook.com/ ExploreKorea 참고.

성성균균관관대대 SSEENN

-- 팟팟캐캐스스트트((ppooddccaasstt))
5월달모임에서모의소셜

펀딩/크라우드펀딩 을 통해
현재야심차게진행중인‘사
회 적 기 업 팟 캐 스 트
(Podcast)’를 선보 고 폭
발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피
드백을받았다.

연연세세대대 SSEENN

Activities
2011. 상반기

2011년 SEN 대학생 동아리 발대식이 연세대학교에서 열렸다. SEN 이철
대표님을 비롯하여 7개의 대학 동아리가 모두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
되었다.

2011년 성균관대 봄축제에서 퍼포먼스를 통해 성균관대 SEN을 소개하 다.
‘어머니, 남 도와서밥벌어먹고살겠습니다’라는표어가돋보인다.

학술



- 배움누리
배움누리란 연세대 SEN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사회

적기업과관련된단체나활동중인사람들을직접만나
강연을듣고함께토론을진행하는배움의장이다. 지난
4월에SK사회적기업사업단엄종환매니저, 5월에는윤
리적패션을지향하는오르그닷(Org.)의김진화대표와
함께배움누리행사를진행하 다. 

-- EEyyee ffoorr eeyyee 프프로로젝젝트트
사회적으로 남는 재화(안쓰

는 안경)를 기부받아서 경제적
가치를 유도(안경알 브로치)하
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서울맹학교에 시각 장애학생
보도훈련을 위한 지팡이 25개
를 구매 및 기부하 다. 또한
남는 안경테를 비전케어에 전
달하 고제3세계에무료안경
테를기부하 다.

이이화화여여대대 SSEENN

이화여대SEN은지난5월이화봄축제에서본교출신
인김가 씨의‘생생농업유통’의무농약방울토마토와
사과를판매하는프로젝트를진행하 다. 생생농업유통
은농촌경제활성화및안전하고맛있는먹거리유통이
라는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사회적기업이다.

한한양양대대 SSEENN

-- 사사회회적적기기업업가가 정정신신 수수업업
개개설설
한양대에서는 2011년 봄

학기부터‘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수업이신설되었다. 한양대SEN의주도로
개설된 이 수업은 개설 직후 1분만에 수강신청이 마감
될정도로학생들사이에큰인기를끌었으며, 총8명의
초청강사를 통해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강 인원은 총
70명이다.

-- TT--sshhiirrttss FFoorr AAmmeerriiccaa

SEN한양과얼스가아프리카구호기금을마련하기위
하여“T-shirts For America”행사를진행하 다. 수
익금전액을굿네이버스에기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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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SEN 발대식에참가한 SEN이화.

학술

11..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 EEaarrttiizzeenn pprroojjeecctt

얼티즌(Eartizen)은 충무로역인근남산자락에위치한서

울형사회적기업입니다. Eartizen이 위하고있는각종사

업들의주요테마는농업과농촌입니다.

올해 Eartizen은 기존의사업외에안전한먹거리유통사

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WISH에서는

Eartizen에서판매하고자하는안전한먹거리들에대해각품

목별 특징에 대한 분석과 기존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현황에

대한분석을하여사업이나아가야할전략적방향에대해대

표님께발표를하 습니다. 또한각품목별로바로간단히적

용해볼수있는마케팅아이디어에대한제안도하 는데이

중일부는대표님께서긍정적이라고판단하셔서반 해주셨

습니다. 그리고곧오픈하게될쇼핑몰의컨셉과이름에대해

아이디어를제공해드렸습니다.

22.. SSNNUUCCSSRR NNEETTWWOORRKK와와의의 ooppeenn sseessssiioonn

지난 5월 27일경 대에서WISH와 SNUCSR Network가

공동으로 오픈세션을 개최하 습니다. ‘SSA(Shared

Sustainable Alternative)’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번 오픈

세션에서 WISH는 Michael Porter와 Mark Kramer가

Harvard Business Review에 함께 기고한 세 편의 논문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하 습니다. 그리고 이를 공유된 가치를

만들어내고있는기업인Zipcar Case에적용하여살펴보았습

니다. 공유된가치를만들기위해서는Business를어떤관점

으로바라봐야하는지, 사회적가치창출이어떻게경제적가

치와통합될수있는지, CSV의훌륭한사례가되는기업은어

떤 Business model을 운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통찰력을

얻을수있는좋은시간이었습니다.

33.. 전전략략 ssttuuddyy

향후사회적기업에적용할전략을도출하기위하여기본적

으로전략적사고를몸에체득하고, 일반산업에대한지식을

쌓는것을주목표로하 습니다. 또한기타부수적인사항으

로향후사회적기업컨설팅을위해ppt작성능력과프리젠테

이션기술을습득하는데에도노력하 습니다.

구체적인방법으로는활동전에북리뷰와간단한렉쳐를통

하여 전략적 사고에 대한 이론을 확립하려고 노력하 고, 이

후에팀모를통해이론지식을실제산업과기업분석과정에

적용하 습니다. 

- Book Review: 

전략적사고와전반적인산업에대한지식을습득하기위하

여, 총 3권의책을선정하여 읽고토론식 북리뷰를하 습니

다 (1.맥킨지문제해결의기술, 2.로지컬씽킹, 3.한국경제기

회는어디에있는가)

- Lecture:

기본적인산업분석프레임워크, ppt slide writing, 산업과

WISH의 2011.1학기활동내용이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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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석 search tip, 원활한 팀모와 발표를 위한

communication skill 등의렉쳐를총2회에걸쳐시행하 습

니다.

- 팀토론:

4개의부분인PM(project manager), 서기, 수합(ppt종합),

발표로나눠서매세션마다돌아가며역할분담을하여팀모

임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industry report라는 주제 하에 이동통신업, 자동차제조업,

은행업을 분석하여 결과물을 작성/발표하 고, 기업에 대한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Corporate strategy라는 주제 하에

KT, 현대자동차를 분석하 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사

고와일반산업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사회적기업의전략

을수립하기위해사회적기업컴윈이속해있는해당산업분

석과기업전략을제안하 습니다.

44.. SSLLCC((SSoocciiaall LLeeaaddeerrss CClluubb)) 조조직직

SLC는 청와대에서 사회적기업태스크포스 팀이구성되면

서대학내사회적기업관련동아리회장단이모여조직한단

체입니다. 사회적 기업 간담회(4월) 및 워크샵(5월)을 진행하

면서각대학동아리들과만남의자리를가졌고, 이를조직화

하여정기적으로만나결과물을낼수있도록 SLC를조직하

게되었습니다. 청와대서민정책비서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

원, 김종걸교수님, 김재구교수님등정부와학계의많은분

들이멘토가되어주시고, 이분들의도움을받아멤버들도매

주 2개정도주제를정해발제를하고서로토론하는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직화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학교동아리의일반회원들도해당분야에관심이있고남

다른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가치의공유와좋은사람들과의만남을동시에이룰수있는

곳이바로SLC입니다.

55.. 하하나나고고등등학학교교 멘멘토토링링 프프로로그그램램

내가가진지식을고등학생들에게공유하는것은뜻깊고기

쁜일입니다. 자립형사립고인하나고등학교와의세미나진행

은WISH에서만얻을수있는특별한경험이될것입니다. 

66.. TTEEDDxxSSNNUU 행행사사 기기획획 참참여여

TED는‘퍼뜨릴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Ideas Worth

Spreading)라는슬로건아래여러분야의전문가들이자신의

지식을공유하는장을마련하는행사입니다. 서울대에서는지

난2011년 3월에기술(Technology)을주제로여러언론의주

목을받으며 1회 강연을성공리에마무리하 고, 현재 9월에

개최예정인 TEDxSNU 2회를WISH가함께기획하고있습

니다. 

WWIISSHH란란??

WISH는What Is Strategy for Humanity?의약자로, 인류애를위한전략이무엇인지에대해고민하는서울대학교학생들이

모여만든학생조직입니다.

회회장장인인사사말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회적 기업 연구 동아리 WISH 대표 정회림입니다. WISH는 2008년 3

월에 설립하여얼마되지않은기간임에도불구하고수많은활동을함으로써사회적기업분야에서

입지를 구축하 습니다. 그런데 인류애를 위한 전략이라니, 조금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여러분모두대학생으로서앞으로의인생에대해고민하며, 자신만을위한삶이아니라사람

과 사회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WISH는 그러한 생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무대입니다. WISH에서는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 및 환경적

가치를동시에추구할수있는방법에대해고민하고또한실행에옮기고있습니다.

지속가능한사회는우리시대의화두이자현세대의의무입니다. 현재 당면한사회문제를혁신적

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제시된 사회적 기업과의 행복한 동행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WWIISSHH 회회장장 정정회회림림((경경제제학학부부 0044))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이이란란??

사회적기업은비 리조직(NPO)과 리기업의중간형태로, 사회적목적을추구하기위해 업활동을위한수익창출을도모

합니다. (www.socialenterprise.or.kr)

사실사회적기업에대한정의는국가마다그리고학마다다릅니다. WISH가생각하는사회적기업이란““사사회회문문제제를를BBuussiinneessss

ooppppoorrttuunniittyy로로재재정정의의함함으으로로써써경경제제적적가가치치와와사사회회적적가가치치를를한한방방향향으으로로정정렬렬하하는는BBuussiinneessss mmooddeell을을가가진진혁혁신신기기업업””입니다. 

우리주변에는고용, 교육, 의료, 농업, 복지등다양한사회문제들이있습니다. 이러한사회문제를사회적기업은사업기회

(business opportunity)로재정의합니다. 그럼으로써사회적기업은경제적가치와사회적가치를동일선상에위치시키는비즈

니스모델을갖게됩니다. 쉽게말해사회문제를해결하는것이곧돈을버는수단이되는것입니다. 물론경제적가치뿐만아니

라사회적가치까지동시에추구하는것이결코쉽지않을것입니다. 따라서사회적기업은반드시혁신(Innovation)이필요합니

다. 

WISH는사회적기업이사회적문제에대한지속가능하고혁신적인방안이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

““UUssee BBuussiinneessss PPoowweerr ttoo MMaakkee aa BBeetttteerr WWoorrlldd””

WISH의 2011.2학기를만들어가는주인공은바로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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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업업과과 환환경경과과의의 관관계계

기업이활동을하는데에 향을미치는환경요소들은여러

가지가있다. 그중에서몇가지를생각해보면기업의활동에

환경적인요소가어떠한 향을미치는지알수있다. 국제환

경협약이진행됨에따라각나라에서환경규제가더욱엄격해

지고 새로운 환경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

각국의기준이수출입의무역장벽으로작용함에따라수출에

많이의존하는우리나라기업들에게는특히민감한사항이아

닐수없다. 2001년네덜란드에수출하는Sony의플레이스테

이션2에서카드뮴이검출되어전량리콜을한사건을시작으

로실제로수입국가의환경기준을만족시키지못하여수출을

못하거나거부당한사례가나타나고있다.

두번째요소는이러한국제적인움직임이강화됨에따라각

국가별로 자국 내의 환경규제 또한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8년 녹색성장을 표명하면서 쿄토

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에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목표(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대비30%) 설정하고2010년 1월에이를UN에

보고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 저

감움직임에동참하겠다는공언하 다. 그리고정부는말뿐인

동참이아닌 2011년 올해부터도입된에너지, 온실가스목표

관리제그리고2015년부터시행예정인배출권거래제등의환

경규제들이마련하여실질적인움직임을보여주고있다. 하지

만기업들에게는이러한규제들이새로운경 위기요소로느

껴질수밖에없을것이다. 

세번째요소는녹색금융이점차커지고있다는것이다. 녹

색금융이란 여러 가지 경제활동 중 특별히 녹색 경제활동을

대상으로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따라서금융사들은

기업들과의여신과정에서각기업들의친환경활동에관한정

보와지속가능성정보를활용하면서그수준에따라차별적인

대우를 하거나 혹은 거래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기업의 활

동에서원활한자금조달은큰 향을차지하기때문에기업들

은앞에서말한각종규제에의대응뿐만아니라이와같은간

접적인제재방안에도신경을써야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기업들이활동하는근본적인목적은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윤을 얻는 것이다. 최

근소비자들이환경적인관심이증가하여친환경적인제품과

서비스에대한선호가발생하고이것이실제로시장에반 되

어 나타난다. 따라서 기업이 미래의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는이러한소비자의선호를만족시키는방향으로움직여야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 할 것

이다.

지금까지는기업이활동을하는데에있어서환경요소가단

순히 거치적거리는 존재로 여겨졌을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요소들을고려해보면더이상기업이활동하는데에

있어환경적인요소를생각하지않을수없다. 환경요소는이

제기업활동에서큰흐름으로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2015

년에 도입될 한국형 탄소배출권거래제 또한 이러한 큰 흐름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제도에 대응을 잘 하는 기업들은

친환경시장에서주도권을쥘수있는흐름을타고나아갈것

이며, 그렇지못한기업은흐름에파묻혀버리고말것이다. 그

렇기에앞으로한국형탄소배출권거래제가시행될때기업들

이과연어떻게대응을해야하는지에대해서고민을해보고

자한다. 

국국내내환환경경규규제제분분석석

현재녹색성장기본법을중심으로시행되고있는온실가스배

출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2011년부터 실시된“에너지?온실가

스목표관리제(이하목표관리제)”가있다. 또한2011년4월12

<기업의활동과환경요소들>

<온실가스에관한국내규제와각도입시점>

지지구구 온온난난화화와와 배배출출권권거거래래제제도도

현재국제사회에서가장이슈가되고있는화제를꼽자면

지구온난화가빠지는일은없을것이다. 해수면상승같은잘

알려진 향이외에도에너지소비상승, 열대성전염병증가

등의기존에는발생하지않았던문제들이지구온난화와함께

발생하고있다. 이에세계는위기를느끼고인간에활동으로

인한지구의오염을줄이고자여러가지방안을구상하고있

다. 이러한지구온난화문제는개별국가만의대응으로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제사회는 1992년 리우환경개

발회의를시작으로매년국제회의를통해서이문제를해결하

고자고심하고있다. 이러한회의들의결과과거의온실가스

를대량으로방출했던국가들을중심으로온실가스를의무감

축하기로약속한교토협약을맺고효율적으로온실가스를감

축할 수 있는 수단인 쿄토메커니즘(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

행, 청정개발체제)을도입하면서전세계적으로온실가스감축

열풍이불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현재 의무감축대상국인 Annex1 국가 외에 나라에서도 배

출권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자국 내에 온실가스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Annex1 국가간의

의무거래시장과는 분리하여 이러한 시장을 자발적탄소시장

이라고부르며가장대표적인국가가미국이다. 우리나라또

한 한국형탄소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배출권거래제도는기존에존재하던환경규제와는성

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정부는물론이고기업들또한제도에대한이해와노

력이필요하다. 지금까지의환경규제는분명기업들의입장에

서는기업경 을악화시킬수있는위기요소로작용했지만배

출권거래제도는잘들여다보면위기속에서새로운기회를찾

을수있다.

김성훈, 김재은, 서진원, 유승연, 정현

에에코코 프프로로젝젝트트팀팀

국국내내 탄탄소소배배출출권권거거래래제제 도도입입과과 기기업업들들의의 대대응응 방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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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할 것이다. 반면 저감비용이 탄소배출권가격보다 더 큰

기업의경우스스로온실가스를저감하는것보다시장에서탄

소배출권을구입함으로써상대적으로적은비용을들여배출

량을상쇄할수있다. 이렇게되면전체저감량중의상당수가

비교적손쉽게줄일수있는부분에집중되면서비용효율적으

로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는직접규제에비해온실가스감축비용을약60% 가량절감

이가능하다는연구결과가이를뒷받침해준다(삼성경제연구

소,’09.11). 그리고또한각기업의입장에서는온실가스를줄

이는만큼돈이되므로친환경기술개발에대한연구를촉진하

는 유인을 제공해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도배출권거래제는환경관리를위해중요한장점을지닌다. 

하지만탄소배출권거래제가무조건적으로장점만가지는것

은아니다. 이제도를도입하여효과를보기위해서가장중요

한 것은 적절한 양의 탄소배출권을 예측하여 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산업계에서 배출하고 있는 양에 대한

정확한정보없이터무니없이적은배출권을발행하면탄소배

출권가격이치솟아기업들의경제활동에 향을미치고경쟁

력을약화시켜기업들의반발로제도자체가효율적으로운

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배출권이 너무 많이 발급되면

기업들은실제배출하는양보다더많은배출권을확보함으로

써시장에서배출권의거래가거의일어나지않을것이고그

에따라가격이폭락하여배출권거래제를시행하는의미자체

가없어질것이다. 실제로EU에서시행중인배출권거래제도

인EU-ETS에서도입초기에기업들의탄소배출량을잘못파

악해필요보다더많은양을할당함에따라배출권가격이폭

락하여실패하 던사례가존재한다. 따라서정부도탄소배출

권거래제를도입하기위해서는적절한양의배출권을발급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각기업들이구축한탄소인벤토리정보를수

집하고실제로기업들이온실가스목표관리제도아래에서어

떤식으로저감을하는지얼마만큼성과를이루는지에대한

3년여 간의 관찰로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얻을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국국내내기기업업들들의의 대대응응방방안안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방안

을구성해야할것인가? 라는물음에대한우리의답은이렇

다. 우선 목표관리제를 위해 필요한 탄소인벤토리를 구축하

고, 이를바탕으로각상황에맞는실현가능한저감방안을구

상한다. 여기서 실현 가능한 저감방안이란 경제성이 있는 방

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목표관리제도에서는 목표한

저감량을달성하지못할경우그에해당하는만큼벌금을내

게되게되어있다. 기업이어떤방안을선택하여저감량을달

성하는데에드는비용이오히려벌금을내는것보다비용이

더들면그방안은기업으로써는경제성이없는방안이될것

이고, 자체폐기가될것이다. 이는목표관리제도내에서는당

연하게여겨진다. 하지만현재상황에서배출권거래제까지고

려한다면지금당장실현가능한저감방안만을구상하는것에

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저감방안일지라도 저감

비용및저감량을조사해서목록화할필요가있다. 그이유는

목표관리제도내에서는벌금의수준이변하지않는한경제성

이 없는 저감방안이 경제성이 있을 수 없지만, 배출권거래제

에서는배출권의가격이국제경제상황, 유가변동, 기상이변현

상등의각종상황에따라변하기때문에경제성이없는저감

방안도경제성이있게된다. 

위의그림은어떤기업이탄소인벤토리를통해현재에경제

성 있는 저감방안과 경제성 없는 저감방안을 모두 목록화를

해놓았을때실제적으로배출권가격에변화에따라서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우선 배출권가격이 10일 때,

이를통해서상쇄하는이산화탄소의양이많을수록총저감비

용은 증가하게 된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기업들이 시

행할수있는저감방안들의목록인데, 노란색선아래쪽에있

는저감방안들은배출권을사는것보다더적은비용으로온

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이 있는 방안들이고, 노

란색선위에쪽에있는저감방안들은배출권의가격보다더

비싼 경제성이 없는 저감방안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

업은지금당장보유하고있는배출권 70단위를 10의가격으

<배출권가격과저감방안의관계>

일에이명박대통령주재로개최된국무회의에서2015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도입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안”이확정되면

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

될것으로예정되어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과“에너

지·온실가스목표관리제의시행령”을살펴보면두제도에포

함되는 관리업체의 기준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대부분의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포함된 기업이

2015년에는탄소배출권거래제로편입이될것이라는것을의

미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당장의 규제를 받고 있는 목표관리

제에적응을해야됨은물론이고탄소배출권거래제에대한적

응까지생각해서전략을구상하여야한다. 

(1) 에너지, 온실가스목표관리제도

이목표관리제도아래에서기업에게요구되는것은크게 2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각 기업은 탄소인벤토리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탄소인벤토리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활동을하는데에연료와전력사용량등을토대로온실가스

가어느곳에서얼마나배출되었는지를파악하여만든일람표

라고할수있다. 조금더쉽게얘기하면한가정에서돈을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쓰는 것과 같다. 가계부를

으로인해서어떠한부분에얼마만큼의비용이지출되었는

지를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어떤 부분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까지알수있게된다. 따라서기업들이탄소인벤토리

를구축한다면각기업들이어떤부분에서얼마만큼의연료와

전력이사용되는지파악할수있고, 실제로필요이상으로사

용되는부분에서관리를통해온실가스배출량을줄일수있

게된다. 이처럼탄소인벤토리는기업이온실가스를관리하는

데에가장기초적이자중요한자료로써활용될수있다. 두번

째는각기업은정부와구축된탄소인벤토리를바탕으로협의

를 통하여 매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를

준수하기위한기업의실질적인노력이요구된다. 만약이목

표를 달성하지 못하 을 경우, 기업은 달성하지 못한 양만큼

의벌금을물게된다. 현재이목표관리제에포함되는관리업

체의기준은사업장별기준을따르면이산화탄소배출량 25

천톤이며, 2010년기준으로468개의업체가이제도에포함

되어있다. 

(2) 한국형탄소배출권거래제

우선탄소배출권거래제의기본원리를살펴보면, 탄소배출권

거래제에포함된기업들은각각의규모와온실가스배출량을

근거로일정량의탄소배출권이할당된다. 이탄소배출권은온

실가스를배출할수있는일종의권리로, 할당받은배출권의

양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이 배출권거래제도의 가

장큰장점은탄소배출권을시장에서거래가가능하도록만들

었다는 것이다. 어떠한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초기에받았던할당량보다더적게배출할수있다. 반면어떠

한기업은경제호황으로인해애초에예상했던것보다더많

은 상품을 생산함에 따라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해서 배출할

수 있다. 이 때 A국가(기업)은 남는 배출량을 할당량보다 더

많은배출을한B국가(기업)에게팔아서배출권비용에해당하

는이익을창출할수있다. 이처럼기존의직접규제에서는기

업이스스로노력해서온실가스배출목표를달성해야하지만

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팔 수

있어서기업들이상황에따라제도에서선택할수있는옵션

이많아유연하게대처할수있다. 

시장원리를채용한덕분에탄소배출권거래제는기존의직접

규제나 탄소세와 같은 환경규제보다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

다. 우선 다른 제도들과 똑같은 양의 저감목표를 설정하 다

고가정했을때, 직접규제같은경우는모든기업들이스스로

일정량만큼저감을해야하기때문에저감비용이큰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상관없이 저감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탄소

배출권거래제에서는 탄소배출권가격을 기준으로 탄소배출권

가격보다 저감비용이 적은 기업에서는 배출권가격보다 저감

비용이적은범위에서가능한많이줄이고자할것이며, 이로

인해발생한여분의탄소배출권을시장에팔아이익을창출하

<배출권거래제도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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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게자금혹은기술을지원하는등자발적인형태의사업

으로운 된다. 그리고그과정에서발생한저감실적의전부,

혹은 일부를 당해 대기업의 배출량을 상쇄하는 데에 이용할

수있다. 배출권거래제법안에는아직이항목이포함되어있

지않다. 하지만이방법은상대적으로온실가스배출량을적

은비용으로줄이고싶은대기업과대기업으로부터자금과기

술이전을받을수있는중소기업모두에게윈-윈하는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대,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이 될 때 이와 같은

대기업-중소기업간의서로협력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생각하고 있으면 더욱

손쉽게배출량을확보할것이다.

CCDDMM 새새로로운운 사사업업기기회회

앞에서언급했던기업들의방안은국내에탄소배출권거래제

가 시행되었을 때 규제로써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있을지에대한제안이었다면, 이 CDM사업은탄소배출권

거래제를새로운사업의기회로활용을하자는것이다. CDM

사업은 Annex1 국가들의 온실가스 저감을 효율적으로 줄이

기 위한 쿄토메카니즘 중의 하나로, 청정개발체제라고 불린

다. CDM의 원리는 Annex1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하여온실가스를저감한경우UN에서그실적을검증하고일

정수준의프로젝트배출권을발급해주는제도이다. 시행초기

에는Annex1 국가에한해서만시행할수있었지만사업참여

주체의기준이일반사업체로바뀌면서세계의여러투자은행

및 기업들이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CDM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CDM사업에참여하여얻게된배출권을통해탄소배

출권시장에서배출권공급자로참여할수있고프로젝트를통

해얻은배출권의가격과시장에서판매되는배출권의가격차

이를 통해 이득을 챙길 수 있다. 국내에도 여러 회사들이

CDM을통해세계배출권거래제에참여하고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에코프론티어의 말레이시아 열병

합발전소사례이다. 

환경컨설팅회사인 에코프론티어는 전력회사인 한국중부발

전과 투자회사인 한국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합작법인을세우고 2012년부터연 35만 톤의탄소배출권을

얻을수있는바이오매스열병합발전소를짓는프로젝트를

만들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 및 스팀공급으로 인한 이

익을제외하고탄소배출권만을고려했을때, 유럽에서프로젝

트로획득한탄소배출권의가격이톤당약2만원정도이니단

순히 계산을 해 보아도 탄소배출권만으로도 매년 70억 원을

벌어들일것으로예상이된다. 

아직도여러기업들은탄소배출권거래제를지금까지의환경

규제와별반다르지않게받아들이는것같다. 애초에2013년

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로인해 2015년까지연기된것만봐도아직우리나라기

업들에게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경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충분히

이해하고대비한다면지금까지의환경규제보다훨씬더효율

적인방법으로제도에안착할수있고시장에서경쟁력도확

보할수있을것이다. 유비무환이라는옛말이있다. 평소에준

비가철저하면후에근심이없음을뜻하는말인데, 탄소배출

권거래제 도입을 앞둔 기업들이 꼭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말

이다.

<말레이시아열병합발전소>

로시장에내다팔아700의이익을얻을수있고, 이때배출량

을 70만큼단위당 5의가격으로줄일수있는저감방안을도

입해 350의비용을들여다시배출권 70을얻을수있다. 즉

이기업은탄소배출권을사는것보다더적은비용으로저감

을함에따라서실제적인경제적순이익을창출할수있게되

는것이다. 그렇다면배출권의가격이 13으로올라가면어떤

상황이벌어지는지확인해보자.

이와같이배출권의가격이상승함에따라기존에는경제성

이없는저감방안이었던것들이경제성을갖게되고이를활

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배출권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

록이러한저감방안을도입해서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는비

용이더적게들기때문에미리다양한저감방안을구상해놓

은 기업이라면 실제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어 배출권가격

이급변동할때안정적으로배출권을확보하는수단을갖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다양한 저감방안을 구상하고 있지

않은기업이라면배출권가격변동에따라기업의상황이심하

게 향을받기때문에안정적인기업활동이어려워질수있

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구상하고 정리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므로미리미리준비해야배출권

거래제가실제로시행이되고이러한이익창출의기회가있을

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배출권거래

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인벤토리를 토대로

경제성 있는 저감방안, 경제성이 없는 저감방안 모두 고려해

야한다. 

하지만모든기업들이다양한저감방안, 비용효율적저감방

안만을구상할수는없다. 이미온실가스논의가되기이전에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생산성향상을 위해 에너지효율화를 이

루고최신설비를도입하는등손쉽게온실가스를저감하는수

단을모두사용하고있고, 스스로저감을하기위해서는많은

비용이드는방안밖에남아있지않을수있다. 그렇다면이러

한기업들은어떻게효과적으로대응을할수있을것인가? 

이런 기업들이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입하여 배출량을 상쇄

할수밖에없다면시중에서매입하는것보다더싼가격에배

출권을매입하는것이한가지방법이될수있다. 예를들면

배출권거래제에 함께 포함이 된 기업이라고 할 지라도 어떤

기업은손쉽게저감을할수있는반면, 어떤기업은저감하는

데에 많은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저감하기

쉬운기업이여유자금이없거나기술상의문제로인해저감을

못하고있다면, 저감하기어렵지만여유자금과저감기술을가

지고있는기업이자금과기술을지원해주어저감이쉬운기

업의온실가스저감활동을도와줄수있다. 그리고그렇게만

들어진배출권을시중의가격보다더싼가격에매입하는양

기업간의협약을맺는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탄소배출권을 금융자산의 하나로써 활

용하여시세차익을실현하는것이다. 각기업들은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을 받는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업의

실제온실가스배출량만큼의배출권으로정산해야한다. 따라

서처음에배출권을받은시기부터배출권을정산하기까지의

기간동안이배출권은금융자산으로써운용이될수있다. 즉

배출권의가격의변화를예측할수있다면싼값에사고비쌀

때파는행위를통해시세차익을실현할수있다. 위험성이큰

방법이긴하지만기업의입장으로써는어떤새로운자금의투

자없이도이배출권이라는금융자산을운용해돈을벌수있

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을95%이상으로정해놓고있다. 일정부분에대해서는탄

소배출권을얻는데에비용을지불해야하지만최대5%의비

용을지불한다고해도운용할수있는탄소배출권금융자산의

규모는그비용의20배가된다. 이는옵션이나선물과같은금

융파생상품만큼의투기가치가있다고볼수있다. 

마지막으로온실가스저감비용이큰기업들이시행할수있

는 방법은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여분의 배출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할당된 배출권과는 달리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배출

권은할당배출권에추가가되므로프로젝트배출권을많이얻

을수록기업은더많은배출권리를확보하게된다. 즉전체적

인 배출권의 총 양을 늘어나게 된다. 목표관리제도에서 시행

중인외부감축실적을통한배출량의상쇄방안이이프로젝트

배출권을얻는방법이라고볼수있다. 이상쇄방안은목표관

리제에포함된대기업이목표관리제에포함되지않은중소기

<배출권가격과저감방안의관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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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자선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선적 책임을 강조하

는‘사회공헌’은CSR의한부분에속한다. 여기서경제적, 법

적, 윤리적 책임은 기업경 의 의무이행이 강조되는 사회적

책임으로 분류되며 법적, 사회적 제재 및 압력을 받게 된다.

이에비해자선적책임은사회적공익활동이강조되는사회공

헌으로자율성이보다강조되는개념이다.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 1960년대기업경 자의자선적동

기에서부터시작되어1970년대장학재단, 1980년대사회복지

재단 등의 형태로 발전되었고, 1990년대 들어 지역사회문제

에대한관심이증대되면서대기업을중심으로자원봉사단이

발족되기시작하 다. 그리고최근들어기업의사회공헌활동

은공익연계마케팅활동을강화하는등전략적사회공헌활동

으로변화하고있다. 

‘전략적 사회공헌’은 사회적 공익활동과 회사의 경제적 목

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비 리기관 등 수혜단체들 또

는수혜자들에게이익을줄뿐만아니라회사경 에도직접

적 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 신뢰감, 높은 유대감은 궁극적으로‘사랑 받는

기업’을만들고, 이것은장기적으로보았을때기업의경제적

목표달성과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된다. 국내 기업들은 두 가

지목표를효율적, 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업의특성과연

계된’사회공헌활동을 모색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이러한 사

업에지원을집중하고있다.

(2) 게임업체의전략적사회공헌

전략적사회공헌의정의를따를때, 게임업체의사회공헌활

동의 방향은 게임업체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효과가 있

고,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있는형태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이과정에서, 게

임업체의특성과연계된사회공헌활동은게임업체에대한이

미지제고등의효과를더욱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게한다.

게임업체와관련된특성을살펴보자면, 첫번째는‘즐거움’

과‘재미’라는가치를게임이라는서비스로생산한다는점이

다. 따라서게임이가진‘즐거움’과‘재미’라는가치가사회공

헌활동에 반 될 때, 좀 더‘게임회사다운’사회공헌 활동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생산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특성,

게임프로그래밍기술을가지고있다는특성은게임회사가가

진자산이다. 

그리고또다른접근방법도있다. 사회공헌활동이기업의

입장에서는기업에대한좋은이미지를생산하기위한것이라

면, 기업의이미지를악화시키는바로그지점에있어서사회

공헌활동을하는것이다. 게임업체들은게임이유해하다는부

정적 사회인식이 게임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게임업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가

장시급하게해결해야할부분이다. 게임의긍정적기능이있

음에도불구하고, 유해하다고받아들여지는이유는복합적인

원인에기인한다. 그원인을알아보고, 원인에대한해결책을

사회공헌과연관지으면서게임업체의전략적사회공헌방향

을세울수있다. 

부정적이미지의첫번째근거는우리나라의사회문화적특

성때문이다. 우리나라는지나친경쟁사회로‘생산성’을매우

중요시한다. 음악듣기, 운동, 책읽기, 산책등과같은타여가

생활과는 다르게 게임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게임은

‘생산적이지 못한’활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게임업체들

은 자신들의 목적을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이러한재미와즐거움이어떤생산적인결과에기여하

지못한다는생각이들면우리나라사람들은그것이무가치하

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다. 특히청소년들이게임을하는것

에대해서는더욱부정적인인식을갖고있는데, 이는청소년

은무조건공부만해야한다는왜곡된교육관과게임은비생

산적이라는인식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이다. 

두 번째로는 게임중독이라는 사회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은 약 174만 3천 명,

이중청소년은87만명이다. 그리고인터넷중독자중게임을

주목적으로인터넷을하는사람들의비율이43.9%로나타났

다. 이는 정보 검색(23.1%), 메신저/채팅(16.5%), mp3, 화

등 다운로드(3.4%)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일반 사용자들

이인터넷을이용하는주목적은50.2%가정보검색, 17.8%가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사용자군의 게임 이용률

(17.8%)과 비교해보았을 때 인터넷 중독자의 게임 이용률

(43.9%)은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밝히고

있는바와마찬가지로, 인터넷중독의가장큰원인중하나로

게임중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 때문에 게임중독이라는 문제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들들어어가가며며

‘전략적 사회공헌’이란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함에 있어

서, 사회적 공익활동과 회사의 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

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회공헌은 기업들이 마땅히

해야하는일로서인식되고있고, 개별기업들은속해있는산

업군의특성에따라적합한사회공헌활동을수행함으로써, 사

회공헌을하나의마케팅전략으로써이용하고있다. 

한편, 2011년 4월 29일 만 16세 미만의청소년들에게오전

0시부터 6시까지심야온라인게임을제공할수없도록하는

셧다운제를골자로한청소년보호법개정법률이통과되면서,

게임업체의사회적책임이문제된바있다. 이러한상황에서,

SNUCSR은게임업체들의사회공헌전략으로서게임중독이

슈를다룰필요성에대해생각해보게되었다. 따라서본기사

는 게임업계가 나아가야 할 전략적 사회공헌의 방향과 개별

게임업체의 전략적 사회공헌 방안을 제시해 보고, 그 중에서

도특히게임중독관련사회공헌의필요성을살피는데목적이

있다. 

게게임임업업체체의의 전전략략적적 사사회회공공헌헌

(1) 전략적사회공헌의개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표현하는 용어로는 가장 광범위한

개념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부터인류를사랑하는기업정신과자선

활동을 의미하는 기업 사회공헌(Corporate Philanthropy),

기업도사회의한구성원으로서책임과의무를다한다는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

회공헌은 사회적 책임인 CSR(Cop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동일한개념으로사용되고있지만, 정확히

말해사회적책임을의미하는CSR은기업의경제적, 법적, 윤

노하늘, 박나래, 배정희

사사회회공공헌헌팀팀

게게임임업업체체의의 전전략략적적 사사회회공공헌헌 방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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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사회공헌을할수있을것인가?

먼저게임산업의특성, 즉즐거움의가치와온라인게임프

로그래밍기술을살린사회공헌은이제는거의모든게임업체

들이고려하고있는부분이다. 공익을위한기능성게임제작

은사회적인식개선에괄목할만한기여를할것이라고기대되

지만, 게임기업체들 모두가 점차 이 역으로 사회공헌 활동

을확장하는추세이기때문에다른기업들과차별화된포지션

을점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이와대조적으로‘게임중독’의경우, 게임업체들은이에대

해직면하고대응할것을요구받고있지만, 현게임산업내

어느기업도법적준수수준이상의활동을하지않고있으며,

게임업체들에대한법적제재의증가를위기로파악하고있는

듯하다. 그러나‘위기는곧기회의다른말이다’는말처럼, 오

히려‘게임중독’에대한발빠르고적극적인사회공헌활동을

계획하는것이‘전략적사회공헌’이될수있다. 게임중독관

련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선두주자로서 친사회적

이미지효과를 선점하는 우위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개선의 효과는 향후 게임 산업 전반의 장기적인

성장토대로서도기능할것이다.

게임중독관련사회공헌활동을고려할경우, 현재게임산업

전반에서조성된기부금으로게임중독치료를위한센터가운

될 예정이므로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치료보다는 사전예방

책으로써일반게임유저전반을포괄한차별화된예방책을고

안하는것으로방향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결결론론

게임산업에서의전략적사회공헌은, 일반산업부분과구별

되는게임산업만의특성을살려게임산업이직면한어려움인

게임에대한부정적사회인식을개선할수있는활동이다. 즉

‘사회적기여’를수행함에있어수단으로서게임, 온라인산업

으로서의 특성을 활용하고 결과적으로는 게임자체를 비생산

적이라보는인식과게임중독으로인한게임산업에대한부정

적인식을개선하여장기적으로기업의‘경제적이익’에도기

여를하는것이다. 

동시에 개별기업 단위에서는 산업 내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최적의효과성을담보할수있는전략적측면에서, 다른기업

들과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 상에서의

선점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당면

하고있는‘게임중독’관련사회공헌활동에대한사회적압박

은, 공식적인책임이행을피할수없는상황이라는점에서오

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회공헌을 위한

‘전략’이될수있을것이라제안하 다. 이 을통해‘게임

중독에대한사회공헌활동’이전략적사회공헌활동의일환으

로서고려되는계기가될수있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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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해석되는경향도분명히있기는하지만, 게임중독이

라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생산성을 중시하

는 사회문화와 게임중독이라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게임은유해하다는이미지가형성되었으며, 이는게임회사의

장기적성장에도 향을준다. 

따라서 게임업체의 전략적 사회공헌은 게임업체의 두가지

특성(①즐거움의가치추구, ②온라인게임프로그래밍기술

보유)을 반 함과 동시에 게임업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두 가지 원인(①생산성을 중시하는 사회문화, ②게

임중독이라는사회문제)을고려한종합적방향으로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사회공헌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장기적으로 게임업체의 지속가능

성을높여줄것이다. 

게게임임업업체체들들의의 사사회회공공헌헌 현현황황

그렇다면, 게임업체들의 사회공헌 현황은 어떠한가? 아래

표는주요게임사의사회공헌활동을표로나타낸것이다.

빈곤또는소외아동을대상으로하는문화및교육관련프로

그램, 금전적 후원이나 자원봉사 형태의 활동은 대부분의 게

임업체들에서시행하고있는사회공헌활동이다. 그러나이러

한 전통적 형태의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점차 게임 산업군

만의특성을살린전략적방향으로사회공헌활동이발전하고

있는것으로보인다.   

먼저개별게임사단위로살펴보면, NHN 한게임이포털산

업과연계해서진행하고있는기부문화확산을위한활동, CJ

E&M 넷마블과NHN 한게임이‘즐거운기부경쟁’이라는컨

셉하에공동으로게임대회를개최하여사회공헌기금을조성

했던활동은게임과온라인의특성을잘활용한경우이다. 엠

게임의 놀이터 역시 게임업체의‘즐거움’이라는 가치가 잘

반 한사회공헌활동이라할수있다.  

또한 게임이 가진 특성과 강점을 잘 반 하면서도, 게임이

비생산적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기능성 게임 제작’을 들 수 있다. NC

Soft사는 병원과 연계하여 지적 발달장애아동 치료 및 훈련

게임과 언어장애아동 의사소통 보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

고, 기아문제해결을위한교육용게임도제작하 다. NHN

은법무부와연계하여법교육기능성게임을개발하 고, UN

환경계획(UNEP)과 제휴하여 환경교육용 에코프렌즈를 제작

하 다. 게임은비생산적활동이라는사회인식개선에긍정적

인역할을함과동시에일정부분경제성까지담보하고있다

는점에서, 전략적이라고할수있다.  

게임중독과 관련한 활동도 존재한다. NHN 한게임과 엠게

임에서이용자보호프로그램과자녀관리프로그램을실시하고

있고, 넥슨은바람직한게임문화캠페인을벌이고있다. 이용

자보호프로그램이란게임사용자스스로게임부적응도를진

단해보고계획을세워‘시간알리미’, ‘나가기예약’등의서

비스를통해자기통제력을기를수있도록하는것이다. 자녀

관리프로그램은부모가자녀의게임이용현황을조회해볼수

있도록하여가정내에서관리가이뤄질수있도록하는것이

다. 이로써게임이용자의과몰입을방지하고바람직한게임습

관을형성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그러나게임중독이게임업체에대한상당한부정적인식을

발생시킴에도불구하고, 게임중독과관련한게임업체들의사

회공헌활동은 미진한 편이다. 셧다운제는 이미 2005년에 한

번논의되었고, 당시게임업체들이게임중독을‘자율규제’하

겠다고해서무산된바있지만그와관련된활동은많지않았

다. 더욱이 2010년게임업계는정부와국민을대상으로피로

도시스템을약속했지만현재국내주요5개게임포털이서비

스하는게임들중피로도시스템이도입된것은 26.08%에그

치는것으로조사됐다. 이중고포류게임을제외하면 8.9%만

이피로도시스템을도입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게임

업체들의자발적인이행노력이저조하자, 정부는셧다운제를

비롯하여매출액의 1%를게임중독치료기금으로기부하도록

법적으로의무화하는법안을상정하는등게임업체들을강하

게압박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게임업체들은법적규제

수준을준수하는정도에그치는소극적자세를보이고있다.

개개별별 게게임임업업체체의의 사사회회공공헌헌 전전략략

그렇다면 모든 게임업체들이 전통적 사회공헌에서 전략적

사회공헌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별 기

업들은어떻게다른업체들보다좀더획기적이고좀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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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국내 대표적 대기업의

노동조합으로서 윤리적이고 투명한 노조활동을 통해 조합원

들의권익신장및경제, 사회, 환경등사회전반에서사회구

성원의책임을다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세계에서그유

래를찾아보기힘든USR 헌장선포를통해, LG전자는회사-

노동조합간발전적인관계를구축하고가치창출을도모하는

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했다.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동조

합’이라는미래지향적비전을달성하기위해, LG전자는노사

간상호신뢰와존중을바탕으로지속적인노력을계속해나

가고있다. 이를위해 LG 전자노동조합은국내기업최초로

노동조합윤리규범을선포한바있다. 이는노동조합전구성

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 , 명예와 품위 유지, 공정한 직무 수

행, 정보보안, 직위를이용한청탁금지, 지속가능사회건설,

사회적약자보호및 로벌커뮤니티공헌등7가지핵심항

목으로이루어져있다. 이러한노동조합의윤리규범은노조의

사회적책임실천지침과함께, LG전자USR 활동의정신적인

근간을이루고있다. 

LLGG 전전자자의의 체체계계적적이이고고 다다양양한한 UUSSRR 활활동동 전전개개

LG전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

임이란기본적으로조합원의보

호와 발전을 위한 활동이지만,

이에서 더 나아가 회사 전체의

발전, 회사와 관계된 전체 이해

관계자와의 상생으로 까지 확장

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노동자

의역할을사회로까지확장시키는것이다. 

앞서설명했듯, LG전자는노동조합의사회적책임활동의

목표와 체계를 구성하고 전체 구성원의 동의를 이끌어 내었

다. 이를바탕으로 LG전자노동조합은국제가이드라인 ISO

26000에서천명하는 7대핵심과제, 즉조직의지배구조, 인

권, 노동, 환경, 공정관행실천, 소비자이슈, 지역사회참여

및개발을중심으로체계적인활동을전개해왔다. 

특히노경의동반자관계를바탕으로전략적인사회공헌활

동을 진행하기 위해 2010년 5월‘USR 서포터즈(Union

Social Responsibility Supporters)’를발족한바있다. 노조

원, 사원협의체디지털보드(Digital Board), 경 진등 150명

으로구성되어있는USR 서포터즈는자연재해구호활동뿐만

아니라각사업장주변하천정화와나무심기와같은자연보호

활동, 저탄소캠페인, 사회봉사등다양한사회적책임활동을

진행하고있다. 

2010년은 USR 발족 원년으로 노동조합 내부의 인식을 변

화하는데에초점을맞추어, 노동조합의투명한운 , 협력회

사의노동인원지원활동, 저탄소문화구축, 법 정책준수및

반부패활동에집중하 다. 이를통해USR에대한내부역량

을구축하여, 대외적으로‘Global Volunteer Day’, 다문화가

정장학사업, 로벌빈곤기아퇴치사업등을추진해왔다. 

LLGG전전자자 노노동동조조합합의의‘‘GGlloobbaall VVoolluunntteeeerr DDaayy’’행행사사

LG전자와노동조합이함께추진하는사회공헌활동중가

장 대표적인 것이 본 동아리 회원이 참석한‘Global

Volunteer Day’행사이다. 이는 매년마다 전 세계 LG전자

법인이모두함께참여하는대규모활동으로, 현재가장주요

한이슈인환경보호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본활동은

LG전자의 USR 비전체계

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논의는그동안활발하게진행되

어왔다. 그에따라국내많은대기업은사내에CSR 전담부

서를 설치하거나, 담당자를 두어‘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

임’이라는이슈아래적극적인대응을펼쳐왔다. 이제CSR은

더이상생소한개념이아니다. 하지만USR이란용어는어떠

할까?

USR은 LG전자 노동조합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용어로,

Union Social Responsibility 즉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일컫는다. 이는 대립적이고 수직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회사-노동조합 간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기업시민

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고객에 진정한 가치를 전달

하겠다는LG전자의의지를반 한것이다. 

이번 호 SR에서는 LG전자의 환경의 날 기념행사 Global

Volunteer Day에 직접 참가하여, 배상호 LG전자 노동조

합위원장님과의인터뷰를통해현재이루어지고있는USR

활동과Global Volunteer Day에대한이야기를나누어보

았다. 

노노동동운운동동의의 새새로로운운 패패러러다다임임 제제시시,, UUSSRR

LG전자는 2010년 1월 28일가치창조적노경관계를기반

으로 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을 새롭게 천명했다.

LG전자 노동조합은 2002년부터 도요타 자동차, 헬싱키 대

학, 미국코넬대학등의벤치마킹을통해노동자단체가자기

의입장을고수할시사회로부터소외된다는사실을깨달았

다.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원이

되어야한다는결심의계기 다. 그로부터10여년간회사내

USR 체계를구축하고자했던노력이드디어결실을맺은것

이다. 

유지은, 정현 , 최지원

SSuussttaaiinnaabbiilliittyy RReevviieeww PPeeooppllee  

노노조조의의 사사회회적적 책책임임((UUSSRR))을을 살살펴펴보보다다!! -- 배배상상호호 LLGG전전자자 노노동동조조합합 위위원원장장님님 인인터터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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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일본, 국, 프랑스등전세계각지의 120여개

LG전자법인들과지사들또한공원나무심기, 숲청소, 에너

지절약캠페인등숲을보전하려는다양한노력을펼쳤다. 예

를들어미국샌디에이고지사에서는온실가스를줄이고자임

직원들의‘자전거출근행사’가열렸으며, 중국타이저우에서

는지역주민과연계하여어린이환경교육이실시되었다. “환

경은지속적인성장뿐만아니라생존의문제”이며“지속적인

노조의사회적책임활동으로고객의사랑에보답하는노조”

가될것이라는배상호위원장의목표를확인해볼수있었던

현장이었다.

UUSSRR 활활동동,, 결결국국 구구성성원원의의 자자부부심심으으로로 이이어어져져

위와 같은 로벌 환경보호 행사 이외에도 LG전자 노동조

합이 진행하는 공헌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열악한 환경으로

고통받는캄보디아주민을위해실시한화장실, 우물, 마을회

관 건립 행사, 조합원의 해외연수와 진행되는 현지 봉사활동

행사등이그것이다. 

특히배상호노동조합위원장의기억에남는일화로다문화

가정고향보내주기운동이있다. 이는LG전자가신한카드와

제휴하여진행한것으로,  40쌍의다문화가정을고국으로보

내주는활동이었다. 다문화가정의안타까운사연, 오랜세월

후 상봉한 가족의 이야기는 LG전자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는 원동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

다. 노동조합의작은선행이받는사람들에게는큰가치로다

가옴을 깨달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배상호 위원장을 포함한

노동조합구성원은LG전자구성원으로서의자부심을느끼고

내부의결속력을다질수있었다고한다. USR활동의참의미

와보람을깨달은것은말할것도없다. 

이와 같이 Global Volunteer Day 행사를 포함한 여러

USR 활동을통해얻는자부심은기업전체의경쟁력을제고

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으로 다시 이어진다. 이러

한 선순환의 구조야 말로 LG 전자 노동조합이 USR 활동을

통해얻는가치라고배상호위원장은평가한다. USR 실천을

통해우리사회의선진노경문화를선도하고, 국내노조의모

범적인선례가되고있는LG전자노동조합의미래행보를기

대해본다.

6월5일‘세계환경의날’을기념하여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 Environment Program)이 발표한‘환경을

위한30가지습관’을참조한행사를중심으로진행된다. 

2010년 처음으로 시작된 로벌 봉사의 시작은 배상호 현

LG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부장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

다. 이집트법인을방문했던배상호위원장은당시유적지에

쌓여있던쓰레기를본후, 로벌기업으로서 LG 전자가기

여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고민하게되었고, 그결과전세

계 법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Global Volunteer

Day’로까지발전하게되었다.

2010년첫‘Global Volunteer Day’때에는‘물의해’를맞

아 수자원 보호와 관련 된 활동이 진행되었다. 광합성 세균,

유산균, 효모균등하천내의오염물질을없애는미생물로만

들어진에코볼(Eco-Ball)을안양천에투입하는등전국사업

장에서도 지역 하천 정화활동이 진행되었다. 전 세계의 현지

법인의경우, 각국의주요이슈를바탕으로한전략적인사회

공헌활동을 진행해 나갔다. 예를 들어, 러시아법인의 임직원

은모스크바에서유적지정화활동을펼쳤고, 사우디아라비아

에서는 리야드 인근의 붉은 모래사막(Red Sands Desert)에

서 사막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에

대한공헌과보답도잊지않겠다는뜻이기도하다.

국/내외총50여개사업장에서2 만여명이참여했던본행

사는“환경을살리는활동에적극동참해사회적책임을다하

는노동조합”의귀감이되었다고배위원장은평가한다. 성공

적인행사개최를계기로LG전자는매년‘세계환경자원봉사

의날’을개회하여, 전세계법인을대상으로임직원의자발적

인참여를늘려가겠다는의지를보 다. 이는지구환경문제

에적극적으로동참하기위해유엔환경계획과양해각서를맺

고2010년부터3년간세계권위의지구환경대상(Champions

of the Earth)을 후원중인 LG전자사회공헌활동과도그맥

락을같이한다. 이와같이환경보호를위해의욕적인모습을

보여왔던LG전자노동조합은올해6월3일‘숲’이라는이슈

를바탕으로‘Global Volunteer Day’를개최하 다. 

22001111 GGlloobbaall VVoolluunntteeeerr DDaayy:: 서서울울 숲숲 가가꾸꾸기기 행행사사

물의해에이어2011년‘숲의생태지속성’을주제로이루어

졌던 LG 로벌환경자원봉사의날행사는전세계적으로 3

만명이상의임직원참여를이끌어내었다. 

성동구서울숲에서진행된숲가꾸기행사를포함하여경기

도평택, 충북청주, 경북구미, 경남창원등전국사업장에서

지역숲보전활동이진행되었다. 이날참석한국내임직원천

여 명은 토양산성화를 막고 잡초 성장을 억제하는 우드칩을

뿌리고 유해식물을 제거하는 등의 활동을 시행했다. 특히 청

주공장에서는 USR 서포터즈의멤버 20여 명이참석한가운

데, 청주시원흥이생태공원에서두꺼비생태보존, 정화활동

도함께진행했다.

인터뷰중인배상호 LG전자노동조합위원장

2011년‘서울숲가꾸기’행사에참여중인
김 기부사장(왼쪽)과 배상호노조위원장(오른쪽)

2010년 LG전자의 Global Volunteer Day 행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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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NUUCCSSRR NNEETTWWOORRKK -- 지지속속가가능능 경경 전전략략 연연구구회회
AAbboouutt SSNNUUCCSSRR NNEETTWWOORRKK

잡잡지지『『SSuussttaaiinnaabbiilliittyy RReevviieeww』』의의저저변변확확대대
:: 기기업업과과의의연연계계를를통통한한전전국국적적배배급급망망구구축축11

EESSGG 산산업업과과의의연연계계를를통통한한CCSSRR에에대대한한이이해해
:: CCSSRR 컨컨설설팅팅기기업업과과연연계계를를통통한한교교육육과과피피드드백백22

CCSSRR 및및SSuussttaaiinnaabbiilliittyy 통통한한사사회회적적공공익익강강화화
:: 외외부부활활동동을을통통한한사사회회적적인인식식확확대대및및참참여여유유도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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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CSR을‘단순한기부’, ‘일회성봉사’라고여기시지는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이제는잘못된고정

관념을 타파해야 할 때입니다. CSR은 일방적, 시혜적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이 결코 아닙니다. CSR은

현사회의지속가능성을보장하기위한기업차원의총체적경 전략을뜻합니다.

SNUCSR NETWORK는기업의사회적책임및지속가능경 전략을연구하는서울대학교학내경 학술동아리입

니다. 이곳은CSR이단순히사회에만도움을주는것이아닌, 궁극적으로기업본연의가치에도부합되는‘경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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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루며현세계에대한통찰력및분석력을길러사회각부문의리더로성장하게됩니다. 주저하지말고 SNUCSR

NETWORK의문을두드리십시오. 우리는‘당신’과함께더나은내일을위해힘차게나아가기를희망합니다.

VViissiioonn

MMiissssiioonn

SNUCSR NETWORK는 CSR및 ESG의가치를교내외에널리전파하여우리사회에‘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합니다. 더 넓은세상과의소통을위해우리는세가지미션을선정, 거시적관점에서

이를실현해나갈것입니다.

활활동동사사항항

교육세션을통해습득한전반적인이해도를심화시키고자, 회원3~4명이한팀이되어관심
있는분야별로Topic을선정하여프로젝트를진행했습니다. 

1팀: 셧다운제도입과게임산업의사회공헌활동
2팀: 현재와미래의에코디자인와친환경생활
3팀: 국내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에대한기업들의대응방안

매주CSR 산업관계자분을초청하여CSR에관련된다양한주제의강연을들으면서전반
적인지식을습득했습니다.  

3/21 Orientation/Workshop
3/25 신세계윤리경 사무국: 기업의윤리경
3/28 CJ CSR 팀 : 기업의사회공헌활동
4/1 GS 칼텍스CSR팀: ISO 26000과기업의대응방안
4/4 에코프론티어: 친환경사업의개념과구조
4/6 Sustinvest : SRI 사회책임투자의이해
4/8 유한킴벌리안중우교수님: 에코디자인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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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강의의 내내용용
CSR Background
특정기업 Case Study

-- 대대상상 기기업업
CSR/SRI 전문비즈니스
일반대기업 CSR부서

--개개별별TTeeaamm결결성성((~~55월월중중순순)) 
3인 Student
1인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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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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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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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ppeenn SSeessssiioonn ((55월월말말)) 
공개세션(관계자참석) 
연구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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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교육육세세션션

실실행행세세션션

발발표표세세션션 실행세션에서공부한내용을바탕으로SNUCSR NETWORK 발표세션을가졌습니다. 이번
발표세션은공개발표로, 교육세션강연을맡아주셨던각CSR 산업관계자분들및CSR에관
심을갖고계셨던학생들과기업인들께서참석하신가운데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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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회장장의의 인인사사말말 <<MMEEMMOO>>

‘기업의사회적책임’이라는말을들어보신적이있으십니까? 대다수가언론매체나학교수업시간

을통해서들어본적이있거나, 아직‘기업의사회적책임’이라는단어를생소하게느끼는분들이많

으실것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우리가살아가고있는현대사회의중심에는거대한자본력을바탕으

로하는‘기업’이경제활동의중심에있습니다. 그리고이러한기업들은경제활동을통해단기적으로

자신들의이윤을극대화하는데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아왔습니다. 자연을훼손하고인권을묵살하

며 내부에서는 갖은 비리가 오가며 자신들의 성장에만 급급하 습니다. 그렇기에 기업들이‘사회적

책임’을한다는말을들을때마다우리들은쓴웃음을지을수밖에없는것입니다. 이러한단기적안목에서벗어나기업의이

윤극대화를추구하는동시에장기적으로는지속가능한성장을이룩하자는것이CSR의핵심적인목표입니다.     

우리는사회에서권리를누리는동시에책임까지맡고살아가고있습니다. 기업역시그러한권리와책임에서벗어날수없

는것입니다. 막대한자본을바탕으로이윤을획득할수있는권리를얻었다면마땅히그에따르는책임을완수해야합니다.

SNUCSR NETWORK는‘기업의사회적책임’을강조하는새로운경 패러다임에다가가고자하는이들을기다리고있습니

다. 전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는새로운성장동력으로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반드시우리가이루어나가야할새로운가치

를추구하고자합니다. 또한지속경 에대한교내학생들의관심과사회적요구에발맞추고자합니다. 지속가능한성장이라

는새로운가치를통해자신이발견하지못한새로운희망을발견하고자하는분들을SNUCSR NETWORK에초대합니다. 

SNUCSR NETWORK 회장 유지은 (독어독문학과 06)

LG 전자전세계법인이참가하는 로벌환경보호행사Global Volunteer Day 서울

숲지키기행사에참여했습니다.

LLGG GGlloobbaall 
VVoolluunntteeeerr DDaayy

에코프론티어와함께 '국내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에대한기업들의대응방안' 프로젝

트를진행하 습니다

합합작작 프프로로젝젝트트

정기세션과외부활동을통해축적된성과물을외부와공유하고자, 학기중습득한지식

과정보를정리하여『Sustainability Review』를발간하 습니다.

잡잡지지 발발간간

대대외외활활동동



누군가는아스팔트에서

자동차를달리게하는도로를봅니다

누군가는아스팔트에서

자동차를달리게할에너지를봅니다

석유찌꺼기인아스팔트를

한번더정제하는기술로

청정경유를찾은

의새로운시각으로
아스팔트에서새로운에너지를찾았습니다

최첨단 VR-HCR기술은원유정제과정의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아스팔트유에서
청정경유 등 고부가가치의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의정제기술입니다.

세세상상의의숨숨겨겨진진에에너너지지까까지지찾찾는는일일
가가하하고고있있습습니니다다

탄소소재사업
세계최대규모EDLC용
탄소소재사업전개(연산300톤)

박막전지
2010년상업생산개시
(연산70만셀규모)

연료전지
건물용, 상업시설용개발 플라즈마기술을활용한

친환경에너지생산

폐자원에너지화

바이오연료
비식용바이오자원을이용한친환경
바이오연료, 바이오케미컬개발

이차전지소재
국내최초의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소재개발

스마트그리드
국내최초미래형전기차
대표충전소건립

수소스테이션
국내최초민간
수소스테이션건립

가찾고있는숨겨진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