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NTER 2016 Vol. 25

서울대학교 지속가능 경영학회

SNUCSR Network

SUSTAINABILITY
REVIEW



2   Sustainability Review

SNUCSR NETWORK 회장의 인사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회 17기 회장 김성룡입니

다. 동아리에 들어온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일 년이 지나 이렇게 졸업

하게 되었습니다.

 일 년간 학회는 저에게 정말 많은 고민거리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기

업이란 무엇이고, 사회란 무엇이며, 그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

가. CSR은 무엇이고, CSV는 무엇인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되었던 것은 CSR은 결국 기

업시민의식이라는 견해였습니다. 어떤 기업이 CSR을 잘하는가는 누

가 더 뛰어난 시민인가를 가리는 만큼 어려운 일인 동시에,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민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에 맞게, 올바른 시민이라면,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춘 기업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엔 어떠한 사회 시스템이 필요한지 고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

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회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학회원들로 하여금 기업

과 사회가 만나고 부딪히는 이슈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학회

의 목적입니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 학기 달성해야 할 목표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

였습니다. 첫째, 세미나에서 관련 이슈에 대해 교육하며, 함께 공부합니다. 둘째, 공부를 통해 얻

은 시각을 바탕으로 현재의 기업 경영에 대한 고찰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Sustainability Review>를 발간합니다.

 한 학기 만에 위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는 앞으로의 활

동에 도움이 될 만한 체계를 갖추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Sustainability 

Review>를 바탕으로, CSR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이슈들을 정리하여 내부 교육자료 초안을 제작

하였습니다. 둘째, 현재의 기업 경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학회가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평가 지표 SRE Index를 개발하였습니다.

 2015년 2학기 한 학기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할지 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저를 믿고 

방학까지 반납하고 함께 고생해준 학회원들에게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

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학회와 <Sustainability Review>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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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인간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DNA 구조를 가

진 오랑우탄은 동남아시아 정글에 사는 대형 영

장류로, 침팬지, 고릴라와 함께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유인원 종의 하나이다. 오랑우탄은 생물학

적 다양성 보존은 물론이고 인간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야생 오랑우탄은 현재 중대한 멸종 위기에 처

해 있다. 최근 20년 동안 오랑우탄의 서식지 중 

80%가 파괴되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오랑우

탄은 25년 안에 멸종할 것으로 보인다.1) 오랑우

탄에게 최악의 위협은 인간의 욕심이요, 플랜테

이션 농업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많은 종류의 기름이 쓰

인다. 식용 기름으로만 한정하더라도 상상할 수

도 없이 많은 종류의 유지(기름)가 있다. 팜유

(Palm Oil)는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유지이

다. 주로 열대 지방에서 나오는 기름야자 추출

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팜유는 넓은 범용성과 

1)	 	The	Huffington	Post,	Palm Oil is in Everything-
And It's Destroying Southeast Asia's Forests ,	
2015.9.9.,	2016.1.9.,

	 	www.huffpost.com/us/entry/palm-oil-impacts_
55a4c391e4b0b8145f737dd5

높은 효율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

되고 있다. 팜유의 원료인 기름야자는 주로 말

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통해 재배된다. 문제는 기름야자를 재배

할 때 기존의 열대림 지역을 벌목하여 팜유 농

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 파괴가 일어

난다는 것이다. 이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합심하여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라는 NGO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방

법으로 만든 팜유를 인증해주고 팜유의 환경파

괴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그러나 RSPO가 탄생한 지 오래 되지 않았으

며, 그 인증 시스템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

문에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존재한다. 먼

저,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RSPO가 

제안하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팜유를 생산하

였을 때 실제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지, 생

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인증 효력에 대

한 논란, 그리고 지속가능한 팜유의 가격경쟁

력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RSPO가 아직 성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와 중남미와 같은 열

대 지방의 플랜테이션 농업에서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팜유와 RSPO,?   

         이대로 괜찮은가?

 17기 최동용(dyttl0812@hanmail.net)

 18기 송하진(durant35@snu.ac.kr)

 18기 최수완(kinpina1015@gmail.com)

 18기 박지윤(decerca@snu.ac.kr)

[환경경영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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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카카오를 인증해주는 UTZ Certified와 

Rainforest Alliance의 활동을 통해 RSPO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해 보려고 한다. 

2. 팜유 플랜테이션 문제와 RSPO
 

 2.1. 팜유의 환경파괴 현황

   팜유는 기름야자에서 나오는 식물성 유지로, 

대부분의 식물성 유지와는 다르게 산화안정성

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온에서 사용하기에 적합

하다. 팜유는 같은 양의 동물성 기름보다 월등

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튀김식품, 마가린, 초콜

릿,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식품에 첨가되며 심지

어는 립스틱, 샴푸, 바이오디젤, 비누와 같은 공

업용품에도 들어간다. WWF (World Wildlife 

Fund)에 따르면 전 세계 기름 사용량의 45%를 

팜유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2) 팜유는 우리 생

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비록 기름

야자 자체는 아프리카가 원산지이지만, 대부분

의 팜유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다. 

   커피, 카카오 등 많이 알려진 플랜테이션 작

물과 마찬가지로 팜유 플랜테이션은 단일 작물

을 대규모의 부지에 경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기존에 열대우림이었던 지역을 벌목한 

후 개간하여 쓰기 때문에 원주민들이나 동식물

들에게 팜유 농업은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전 

세계 생물종의 15%를 보유한 생명의 보고인 인

도네시아 열대우림이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인

해 파괴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오랑우탄

은 25년 안에 멸종될 것으로 보이며 수마트라 

호랑이는 이미 야생 상태에서 400마리밖에 남

아 있지 않아 심각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3) 

뿐만 아니라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인해 탄소배

출량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2)	 	http://www.worldwildlife.org/pages/which-
eve r yday-p roduc t s-con t a i n-pa lm-o i l ,	
2015.11.25

3)	 The	Huffington	Post,	위의	글.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열대림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농경지를 개간 및 운영하는 데

에도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그림 1>  2000~2010년 간 수마트라 섬의 팜유 재배로 인한 산림 파괴 

현황과 그 주체

출처: Janice Ser Huay Lee et al., Environmental Impacts of 

Large-Scale Oil Palm Enterprises Exceed that of Smallholdings 

in Indonesia(Conservation Letters, 2014), 27-28  

  위 지도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수마트

라 섬에서 일어난 삼림 파괴를 보여준다. 전

체 3,508,938 헥타르의 파괴된 열대림 중에서 

19.3%인 678,688 헥타르가 팜유 플랜테이션

으로 인해 파괴되었고, 이 중에서도 88.3%에 

해당하는 599,281 헥타르는 사기업에 의해서 

개간되었다. 이는 각각 10.7%와 0.9%의 비중

을 차지하는 자작농, 공기업을 합친 것의 8배에 

달하는 큰 수치이다. 사기업들의 팜유 생산을 

위한 무차별적인 열대림 개간이 수마트라 섬의 

환경 파괴에 있어서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RSPO의 인증제도

   계속되는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2004년부

터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가 설립되어 지속가능한 팜유를 생산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WWF에서 갈라져 나

온 NGO 단체인 이들은 점차 가입 기업들을 늘

려 나갔고, 2010년에 최초로 RSPO 인증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RSPO는 2013년까

지 인증 시스템을 점차 정교하게 만들어 나갔



8   Sustainability Review

고, 점점 많은 기업에게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2014년, EU가 2020년까지 RSPO의 인

증을 받은 팜유만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 RSPO는 현재 팜유 시장에서 중요한 변

수로 떠오르고 있다. 팜유는 2012년을 기준으

로 4900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하

고 있으며 2020년에는 그 규모가 83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4) 따라서, 지속가능한 팜

유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고 지속가능한 방

식으로 팜유를 생산하는 것은 환경 측면에서나, 

경제 측면에서나 중요한 사안이다.

   RSPO는 2004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꾸준

히 그 덩치를 불려 왔고, 최근 본격적인 인증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 RSPO는 다양한 기

업 및 NGO들과의 접촉을 통해 투명성·적법

성·장기적 경제 안목·생물다양성 보존·소작

농 보호·신규 작물 재배·지역 사회 공헌의 8개 

분야에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킨 기업들에

게 CSPO(Certified Sustainable Palm Oil)

라는 인증을 부여하여 동남아시아의 열대림 보

존 및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CSPO를 생

산하는 기업들은 자사 제품에 CSPO 로고를 붙

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RSPO의 정규 회

원이 된다. 팜유 생산 전 과정에서 RSPO 인증

을 받은 기업은 총 1,771개이며, 이들이 생산

하는 CSPO(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은 팜유)는 

2015년 기준 1,289만 톤에 달한다. 2016년 1

월 10일 현재 RSPO의 멤버로 가입한 우리나

라 기업은 총 7개로, 이 중 아모레퍼시픽, 오뚜

기, 농심, AK켐텍, 미원상사의 5개 기업이 정

규 회원 멤버십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는 28

만 톤가량 거래되는 우리나라 시장 규모와는 걸

맞지 않는 수준에 불과하며 아직도 수많은 팜유 

사용 업체들이 RSPO의 회원으로 가입되어있지 

않다. ‘착한 커피’ 열풍이 불며 커피 플랜테이션

의 공정무역·환경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내

수 시장과 2020년까지 전량 CSPO를 수입하겠

4)	 	조선비즈,	 “인니	진출	종합상사,	팜유	사업	활발”,	
2012.10.4.,	2016.1.9.,	

	 	h t tp : //b i z .chosun.com/s i te/data/html_
dir/2012/10/03/2012100301793.html.

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유럽 시장을 잡기 위

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속가능한 팜유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활동이 필요하다.

3. RSPO 인증시스템의 문제점 
  

 RSPO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속

가능한 팜유 시장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RSPO

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팜유 경작지는 2010

년 약 64만 헥타르에서 2015년 약 277만 헥

타르로 확장됐으며, 전 세계 팜유의 약 20%가 

RSPO의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RSPO

는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점을 가

지고 있으며, RSPO 인증제도의 효력 자체에 대

한 의구심 또한 간과할 수 없다.  

 3.1. 환경적 측면

  RSPO는 'RSPO Principles and Criteria'라

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팜유 농장을 평

가하여 평가를 통과한 농장에 인증을 부여한다. 

RSPO는 인증 원칙 8개 중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영역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두 개의 원

칙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 영역은 토양 침식 방

지, 수질 오염 방지, 멸종 위기 종 보호, 폐기물 

재활용률 높이기, 연료 사용 효율 개선, 화전(火

田) 방지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하지만 막상 

조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애매한 표현을 사용

하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 그 실효

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팜유 플랜테이션 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

경지 확보를 위한 산림 파괴이다. 따라서 최대

한 산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구성되어

야 하는데, RSPO의 경우 각 산림에 대해 보전

가치를 평가한 후 높은 보존가치를 지닌(HCV, 

High Conservation Value) 산림에 대해서만 

파괴를 금지하고 있다. HCV 평가는 보존가치

가 높은 곳을 플랜테이션 농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지만, 생물다양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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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플랜테이션 농

업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상

당한 환경 파괴가 분명히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RSPO가 대규모 벌채를 승인한 적이 있어 HCV

가 삼림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기준이 아니라는 

비난도 있었다.5) 

  또 다른 환경 파괴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

해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UNORCID 

(Uni ted  Nat ions  Of f ice  for  REDD 

Coordination in Indonesia)의 National 

Council on Climate Change Report 2010

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

시아의 경우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85%가 농업 등의 토지 이용 활동에 의한 것이

고, 이 중의 반 이상이 이탄지 파괴에 의한 것이

다. 이탄지는 아마존 열대우림에 비견될 만큼 

이산화탄소 흡수에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곳이지

만 RSPO에서는 이탄지를 파괴하는 화전을 원

칙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결국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RSPO의 인증을 받은 지속가능한 팜유

도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산림 및 이탄지를 파

괴하는 것은 기존 플랜테이션 농업과 마찬가지

인 것이다.

  토양 침식이나 수질오염 등과 관련된 다른 조

건들도 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지시하는 것이 

아닌 ‘~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는 식으로 제시되어 그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환

경 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 실질적인 영향을 비교하려

면 인증 전후의 농장의 오염물질 배출 현황, 혹

은 인증을 받은 농장과 그렇지 않은 농장 사이

의 환경 영향 비교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하

지만 RSPO는 현재 이러한 비교 자료를 제공

하지 않고 있다. RSPO라는 인증 자체가 시작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현재와 같은 인증 체

계가 갖추어진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

다. 2014년 Impact Report에 따르면, RSPO

5)	 	http://daemeter.org/en/news/detai l/34/
p ro tec t i ng-hcs-and-hcv- in-pa lm-o i l -
complementary-or-competing-approaches#.
Vpc0yk2weUl

는 2017년 비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

로 많은 팜유 농장에서 환경 영향과 관련된 데

이터를 수집하고 있다.6) 

 3.2. 경제적 측면

  지속가능한 팜유를 생산하는 기업과 농장들

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부진한 판매 실적이

다. RSPO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량

과 판매량 추이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생산량의 52.2%만이 판매되고 있다.7) 나머지 

47.8%의 지속가능한 팜유는 어쩔 수 없이 기존 

플랜테이션 농법에 따라 생산된 팜유와 같은 가

격으로 판매된다.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에 들어

가는 추가적인 노력을 고려했을 때, 이는 지속

가능한 팜유 생산 기업 및 농장에게 큰 손해이

다. 2008년 지속가능한 팜유 전체 생산량의 오

직 2.7%만이 판매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판매량 

자체는 많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판매량이 생산

량의 절반가량에 그치고 있다. 

 

  판매량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지속가능한 

팜유의 가격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팜유 판매

를 담당하는 GreenPalm에 따르면, 2011년 이

후 일반 팜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 반

해, 지속가능한 팜유의 프리미엄 가격은 오히

려 상승하기도 했다. 팜유가 광범위하게 사용되

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높은 가격이 계속 유

지된다면 지속가능한 팜유가 확산되기는 어려

울 것이다. 최근 들어 지속가능한 팜유 가격이 

예전에 비해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존 팜유에 대비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추었다

고 보기는 어렵다.8) 실제로 유지 제품을 주력으

로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Unilever)는 

6)	 	RSPO,	RSPO	Impact	Report	2014,	2014.11.07.
	 	http://www.rspo.org/consumers/debate/blog/

rspo-impact-report-2014.

7)	 	http://www.rspo.org/file/CSPO-Uptake-and-
Production-April14-final.pdf.

8)	 	h t t p : / /news .mongabay . com/2014/02/
despite-falling-palm-oil-price-premium-for-
sustainable-product-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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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지속가능한 팜유만을 사용하겠다

고 선언한 적이 있으나 결국 비용 부담을 못 이

기고 선언을 수정하기도 했다.9)

 

<그림 2> 팜유의 가격과 지속가능한 팜유의 프리미엄 가격 변동

 3.3. 인증의 효력

  경제성과 친환경성 등 지속가능한 팜유의 효

과에 대한 의문도 많지만, RSPO라는 인증 자체

의 효력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RSPO의 근본

적인 문제점은 RSPO 인증 상품이 늘어나는 것

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팜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RSPO의 독특한 유통 방식에서 기인한다. 

  RSPO는 네 가지 종류의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는 Identity Preserved로, 특정 

농장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한 팜유를 그 생산부

터 최종 소비까지 분리하여 유통하는 방법이다. 

Identity Preserved 방식으로 유통된 팜유는 

9)	 	http://www.theguardian.com/sustainable-
business/blog/palm-oil-unilever-traceability-
practical

언제든지 그 생산 농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두 번째는 Segregated로, 여러 곳의 

농장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한 팜유를 농장별 구

분 없이 섞어서 유통하는 방식이다. 생산 농가

까지 확인이 가능한 지 여부에서는 차이가 있지

만, Identity Preserved와 Segregated는 모두 

지속가능한 팜유만을 구분하여 유통하는 방식

이기 때문에 유통되는 지속가능한 팜유의 양이 

곧 인증을 받은 팜유의 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 방식인 Mass Balance와 네 

번째 방식인 Book & Claim에서는 인증량과 

유통량이 같지 않다. Mass Balance는 운송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팜유와 일

반 팜유를 섞어서 유통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이렇게 섞여버린 팜유에도 그대로 RSPO 인증

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100

톤의 팜유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었다

고 하더라도 RSPO 인증 마크를 달고 유통되

는 팜유는 100톤을 훨씬 넘을 수 있다. 이에 

Financial Times는 100% 친환경 팜유만을 사

용하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이 여전히 환경을 파

괴하는 팜유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10), 

RSPO 인증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마지막 Book&Claim 방식도 마찬가지이다. 

Book&Claim은 지속가능한 팜유의 유통과는 

관계없이 인증서만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방

식을 이용하면 기업들은 환경을 파괴하는 기존

의 팜유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Book&Claim 

인증서만 구매하여 제품에 RSPO 인증 마크

를 붙일 수 있다. 지속가능한 팜유의 가격이 1

톤 당 710달러인 데 비해, Book&Claim 인증

서는 이의 0.4%인 톤당 3달러에 불과하다. 최

대한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Book&Claim을 택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비록 Book&Claim으로 부여되는 인증마크는 

‘GreenPalm' 마크로 앞의 세 방식에서 사용하

는 마크와는 다르지만,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지 

10)	 	http://www.worldfinance.com/markets/why-
indonesia-urgently-needs-to-address-the-
burning-issue-of-palm-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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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GreemPalm 제품도 

지속가능한 팜유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생각하

기 쉽다. 

<그림3> RSPO와 GreenPalm 인증마크

  그린피스가 2013년 발간한 ‘Certifying 

Destruction'이라는 글에 따르면, 2012년 

총 인증 팜유 거래량 중 72%에 달하는 양이 

Book&Claim 방식이었고, 나머지 28%의 대부

분도 Mass Balance 방식을 통해 거래되었다고 

한다.11) RSPO에서는 1289만 톤의 팜유가 인증

을 받았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그 유통 방식을 

고려해보면 실제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

된 팜유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4. RSPO의 발전가능성

                         및 발전방향 제시
  

 RSPO는 멤버를 늘려 자금을 확충하고 지속가

능한 팜유를 홍보하는 데 큰 열의를 보이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팜유 생산량이 점

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RSPO의 환경 보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가격 경쟁

력이 부족하며, 인증 효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은 커다란 한계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 RSPO 

자체적인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

문에, RSPO보다 훨씬 이전에 플랜테이션 관련 

인증을 시작하여, 현재는 성공적으로 인증 제도

11)	 	Greenpeace,CertifyingDestruction,	2013.09.03.	
http://www.greenpeace.org/international/
en/publications/Campaign-reports/Forests-
Reports/Certifying-Destruction/

를 정착시킨 UTZ와 Rainforest Alliance의 사

례를 통해 RSPO의 발전 가능성과 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4.1. 환경적 측면

  UTZ는 2002년 설립된 이래 대표적인 플랜테

이션 작물인 커피와 카카오 등의 분야에서 세

계 135개국 20000개가 넘는 제품에 인증을 부

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인증 단체이다.12) <그

림4>는 UTZ 인증 기준 중 환경 분야 일부를 발

췌한 것이다. RSPO의 규정과 비교했을 때 ‘폭 

3m 이하의 물이 흐르는 곳에서 5m 이내로 떨

어져 있는 곳에서는 살충제와 화학 비료를 사

용하지 말 것’처럼 각 기준에 구체적인 수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또한 그

저 인증을 해 주는 시점에 대해서만 기준이 있

는 것이 아니라 인증 1년차에서 4년차에서 이

르기까지 매 해 어떤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RSPO에

서 문제가 되었던 산림 파괴 부문에서도 UTZ는 

HCV 등의 추가적인 조건 없이 ‘2008년 이후로 

어떠한 1차 산림 파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라는 강력한 규정을 내걸고 있다. 

 바나나에서는 독보적인 1위, 커피에서는 UTZ 

뒤를 바짝 쫓고 있는 Rainforest Alliance(이하 

RA)도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탄생한 단체인 만

큼 환경 측면에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

림5>를 보면,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수의 

오염물질 함량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여 

그 양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RA는 인증이 구체적으로  농장의 환경 영향

을 얼마나 개선하였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하고 있다. 그 결과를 요약한 <그림6>을 보면, 

분야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수질, 토질 등의 

모든 분야에서 인증을 받은 농장들이 인증을 받

지 않은 농장에 비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었

음을 알 수 있다. 

12)　https://www.utz.org/who-we-are/about-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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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UTZ Code of Conduct

<그림5> Rainforest Alliance의 인증 기준

<그림6> Rainforest Alliance 인증 / 비인증 농장 간 환경 영향 비교

  아직 RSPO의 실질적인 환경 영향에 대한 정

보는 얻을 수 없지만, UTZ와 RA를 통해 보았

을 때 RSPO의 환경 기준은 비교적 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SPO도 이들 단체처럼 인

증 규정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더욱 엄격한 규

정을 마련하고 적용한다면 2017년에 발간할 환

경 영향 보고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4.2. 경제적 측면

  앞서 지속가능한 팜유의 판매가 부진한 이유

를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라고 지적하였다. 하

지만 지속가능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고려했을 때, 일정 정도의 가격 상승은 

사실상 불가피한 부분이다. 이미 시장에 확고하

게 자리 잡은 UTZ와 RA의 경우에도 ‘더 좋은 

제품은 더 좋은 가격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구

호 하에 일반 커피나 카카오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팜유 생산 농장

에 무리하게 가격을 낮출 것만을 요구한다면 농

장들이 오히려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포기하

거나 정당하게 인증을 받는 대신 어떻게든 꼼수

를 써서 이윤을 남기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따

라서 부진한 판매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

속가능한 팜유의 수요를 늘리는 것이 더욱 현실

적이다. 

  다행히도 지속가능한 팜유 수요는 앞으로 계

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EU는 지

속가능한 팜유 사용량을 늘리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관련 규정과 목표를 만

들어 나가고 있다. 2014년, EU는 ‘식품 정보 공

개법 (The EU law on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를 실시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모

든 식품에는 해당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들어간 

모든 재료가 하나도 빠짐없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13)

 전 세계 기름 사용량의 45%나 차지하고 있음

에도 팜유가 무엇인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

용되는지 모르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커피

와 초콜릿의 주재료인 원두나 카카오와는 다르

게 팜유는 보통 식품의 부재료로 사용되기 때문

에 식품 라벨에 그저 ’식물성 기름‘으로만 표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품 

정보 공개법이 자리를 잡고 나면 소비자들이 팜

유와 그 사용 범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으

로 기대된다. 나아가 EU는 다가오는 2020년까

지 100% 지속가능한 팜유만 사용하겠다는 목

표를 수립하였다. 2014년 기준 EU의 팜유 수

13)　	Tim	Smedley,	EU	 labelling	changed	palm	oil	
consumer	change,	 theguardian,	2014.12.12.	
http://www.theguardian.com/sustainable-
bus iness/2014/dec/12/eu- labe l l i ng-
changes-palm-oil-consumer-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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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량은 690만 톤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거래되

는 지속가능한 팜유보다 많은 양이다. 이에 따

라 앞으로 지속가능한 팜유의 수요는 계속 늘어

날 것이고, 일정 정도의 프리미엄 가격은 문제

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3. 인증의 효력

  지속가능한 팜유에 관하여 가장 큰 인증  기관

이고, 점차 그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

큼 RSPO는 그 효력을 점차 강화시켜 인증의 확

대가 실제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 확대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

한 것은 팜유가 최초에 어디서 생산되었고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쳤는지를 밝혀내는 추적가능성

(Traceability)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

에서도 언급했듯 현재 RSPO에서 택하고 있는 

유통 방식은 그 추적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구조이다. 

  이에 비해 UTZ는 다른 인증에 관리 서비스

를 제공해줄 만큼 발전된 추적가능성 관리 시스

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UTZ는 'Good 

Inside Portal'이라는 제품 추적 사이트를 운영

하여, 지속가능한 커피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온

라인으로 그 커피가 어디서 생산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해당 기업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제품의 경

우에는 UTZ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을 선택하

고 유통기한을 입력하면 제품을 생산한 농장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에 있

는지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RSPO도 현재 

추적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

을 하고 있다. 2012년 RSPO는 UTZ와 협력하

여 eTrace라는 사이트를 오픈하였다. eTrace

는 Good Inside Portal과 같은 구조로, 온라

인으로 팜유의 출처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이다. 또한 2015년에는 인증 및 추적 시스템

을 일원화하고,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GreenPalm과 eTrace를 병합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Mass Balance나 Book 

&Claim 위주의 지속가능한 팜유 유통은 바람

직하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는 Book&Claim 위

주의 거래를 탈피하고 다른 방식을 통한 거래량

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RSPO와 거

래하는 기업들에게 거래 시작 몇 년 이후에는 

Book&Claim의 비율이 일정 정도를 넘기 않도

록 하거나, 의무적으로 Identity Preserved의 

양을 할당하는 등의 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에서 팜유의 범용성과 이에 따른 환경 파

괴, 그리고 RSPO 인증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팜유의 환경 파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만큼, 많

은 환경 단체에서 RSPO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

다. 하지만 이에 비해 RSPO는 그 규모만 확대

되고 있을 뿐 이에 상응하는 환경적 성과는 아

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그 설립 목적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Book&Claim이라는 유통방식

을 운영하여 각종 NGO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팜유 관련 새로운 인증을 마련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RSPO가 팜

유 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

다. 실제로 250개 이상의 팜유 소비 기업들에게 

그들의 유통망이 산림 파괴와 연관되지 않았음

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었을 때, 대부분의 기

업이 RSPO에 의존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14) 

따라서, RSPO가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 규정

을 점차 강화해간다면, 전 세계의 팜유 생산 및 

소비 트렌드를 조금 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

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서,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 팜유만 

사용하겠다는 EU의 선언은 RSPO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럽은 세계 3대 시장 중 하나

14)　	G re e n p e a ce , Ce r t i f y i n gDe s t r u c t i o n ,	
2013.09.03.	 http://www.greenpeace.org/
international/en/publications/Campaign-
repo r t s /Fo res ts-Repo r t s /Ce r t i f y i ng-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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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각종 규제와 이에 대한 꼼꼼한 검사로 진

출하기 매우 까다로운 시장이다. 이러한 유럽 

시장에서 RSPO를 채택했으므로, 유럽 진출을 

노리고 있는 모든 기업은 이제 사용하는 팜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유럽의 이러한 

선언에 힘입어, 다른 시장에서도 점차 지속가능

한 농업, 지속가능한 팜유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커피업

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14년 할리스 커피를 시작으

로, 파리바게뜨, 버거킹 등의 기업이 전 제품에 

Rainforest Alliance 인증을 받은 원두를 사용

하고 있다. 아직 지속가능한 팜유에 대한 관심

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 필요성을 인

지한 기업들은 이미 RSPO 인증을 향한 움직임

을 시작하였다. 2015년 1월, LG 생활건강의 울

산과 온산 공장은 계면활성제 생산 과정에 대해 

국내 최초로 RSPO 인증을 받았다. 

 UTZ나 RA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앞으로 지속가능한 팜유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

질 것이고 그 안에서 RSPO의 영향력과 중요성

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이제 기업들에게 지속

가능한 팜유 사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국

내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RSPO에 관심을 가

지고 인증을 준비한다면, 인증으로 인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지

속가능한 팜유 유행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시

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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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Z,  EN_ UTZ_ Core-Code-Group_ 
v1.1_ 2015.
<https://www.utz.org/?attachment_
id=3622>

UTZ, Policy on UTZ CERTIFIED Premium 
and Administration Fee.
< h t t p s : / / w w w. u t z c e r t i f i e d . o r g /
attachments/article/2174/Pricing_
policy_utz_certified.pdf>

UTZ, Traceability System. 
<https://www.utz.org/what-we-offer/
traceabi l i ty-system/traceabi l i ty-
system/>

UTZ, Traceability Services. 
<https://www.utz.org/what-we-offer/
traceabi l i ty-system/traceabi l i ty-
service/>

WWF, Which Everyday Products Contain 
Palm Oil?, 
<http://www.worldwildlife.org/pages/
which-everyday-products-contain-
palm-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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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을 하는 기업들은 CSR을 어떻게 할

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CSR을 하고 있다

곤 하지만 모두 같은 방식으로 CSR을 하고 있

진 않다. 각 기업은 기업의 특성에 맞게 CSR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

는 기업들은 비슷한 형태의 CSR을 하게 된다. 

가령 삼성증권에서는 아이들과 미래와 협력하

여 청소년경제교육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KB에

서는 YMCA와 협력하여 폴라리스 어린이청소

년경제금융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대

구은행에서는 새로이 대구은행봉사단에서 경제

교육봉사단을 창설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12일 목요일 삼성본관 2층 삼성증권 행복

마루에서 삼성증권 내에서 CSR을 담당하는 김

혜진 대리님을 만났다. 행복마루는 삼성증권의 

사내 카페로 삼성증권의 녹색경영 실천의 한 분

야를 담당하고 있다. 행복마루에서는 일회용 컵

과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머그잔을 사용하여 연

간 16만개의 일회용 컵 사용을 절감하고 있다. 

행복마루에서 음료를 마시며 CSR담당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김혜진 대리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우린 기업 입장에서 CSR을 보는 관점에 대해

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나누었다. ′15년 전국경

제인연합회 사회공헌백서에 의하면   ′14년 기

업은 세전이익 3.48%~3.5%를 사회공헌을 위

해서 사용하고 있다. 사회공헌을 하면서도 마케

팅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였다. 대부분의 기업

에선 홍보팀이나 인사팀에서 CSR을 관리하였

고 최근에 지속가능경영센터, 사회공헌 사무국 

등이 꾸려지고 있다. 삼성은 그룹차원에서 삼성

사회봉사단을 운영하며, 각 관계사에는 사회공

헌전담인력들이 있다. 기업이 CSR을 바라보는 

관점은 경영진 혹은 임원진의 영향을 많이 받

게 되어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보

면 경영진이 얼마나 관심 있는지가 나타나있다. 

GRI G4가이드라인 G4-42에는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고위 임원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

향을 이해하고 논의하며,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라는 문구가 있다. 기업의 경영진이 CSR을 어

떻게 인식 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CSR의 전체적

인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증권사의 특징에 맞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 

이야길 해보았을 때 좀 더 색다른 이야길 들을 

수 있었다. 일반적인 기업이 아닌 증권사의 사

회공헌 접근 방식은 조금 달랐다. 우선 고객들

이 특화되어 있다. 일반 제조업 기업이라면 모

든 사람이 고객이 될 수 있지만 증권사는 고객

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다. 그들의 요구를 채

워줄 수 있어야한다. 그래서 기업이 사회공헌사

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이슈도 뒤따라 와야 하며 기대효과를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지속가

  금융업의 CSR 삼성증권  

     : 김혜진 대리님을 만나다.

 17기 최동용(dyttl0812@hanmail.net)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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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전략

적 사회공헌사업의 요건인 사회적 수요,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 기업의 특성, 성과까지 모

두 포함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삼성증

권 청소년 경제교육교실을 운영하고 대학생 봉

사자 YAHO를 선발하고 있다. 삼성증권 청소년 

경제증권교실은 2015년 11월 6일 10주년 행

사를 할 만큼 오래된 사회공헌사업이다. 기업에

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보이

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청소년 경제증권교실은 

삼성증권 회사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어려운 환

경에 처해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으면서 동시

에 파급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삼성증권의 사

회공헌 사업인 것이다. 실제 기업에선 외부에서 

자선, 기부, 봉사 등의 형태로 많은 요청이 들어

오고 있다고 이야길 해주었다. 기업은 모든 것

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속가

능성을 생각하여 차별화를 두는 사회공헌사업

을 원하고 있다. 보편적인 착한 일보다는 기업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차별적이고 매력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하길 원한다.

 사실 삼성증권이 증권사이기에 사회공헌사업

을 잘하고 CSR을 잘하는 것보다 고객의 수익률

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잘하고 

CSR을 잘하는 증권사보다 내 돈을 1원이라도 

더 불려주는 증권사를 찾기 마련이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은 소비자들의 정서에 잘 맞

는 CSR이나 CSV가 무엇인지 고민해보아야 한

다. SNUCSR 초창기에는 SRI에 많은 관심을 보

이고 있었다. 사실 SRI는 매우 보기 좋은 투자

형태이다. 하지만 실제 증권사에서는 수익이 잘 

나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다. 안정적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 SRI의 지속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CSR담당자로서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었다. 

우선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사내의 모든 직

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고민을 하

지만 유일하게 사내에서 돈을 어떻게 잘 쓸지

를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

실 경제학시간에 배운 내용이지만 기업은 이윤

의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은 ‘어떻게 하

면 1원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집

단이다. 이 안에서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

까를 고민하는 모습이 다른 직원과는 다르게 보

이고 동시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가 

쉽지 않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김혜진 대리님은 기업에 오기 전에 NGO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NGO와 기업 

사이의 중간자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해주었다. 

NGO의 수요나 욕구와 기업의 입장에서 현장의 

이해, 기업문화, 경영진의 생각까지 모두 만족

시켜야 한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외부사업

에 대한 제안서를 검토하는 일이다. 또한 임직

원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조직하며 기업의 

문화를 만든다. 이 모든 일의 기본 전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사회의 인식과 경영진의 생각 그리

고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녀의 역할이다.

 앞으로 CSR 혹은 CSV 담당자가 되고 싶어 하

는 학생들은 경제·경영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길 해주었다. 우선적으로 

기업이 영리를 추구한다는 보편적인 가치를 이

해한다. 중간자적 위치로 매우 외로운 위치라고

도 이야기해주었다. 기업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

며 특정 가치를 스스로 그 가치의 크기를 평가

해야하는 위치이다. 그렇기에 스스로 많은 노력

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CSR과 CSV에 대해서도 많

은 이야길 해주었다. CSR 4단계 중 기업은 2단

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아직

은 우리나라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이야길 해

주었다.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도 아직은 특정하

게 언론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 

운영하고 있다. 3단계의 입장도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선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착한 

일을 한다면 어디에 누구에게 언제 해줄지를 많

이 고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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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시간동안 기업의 CSR에 대한 생각, 기업

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 CSR담당자

로서 하고 있는 일과 생각, 장차 CSR담당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등 다양한 주제의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금융

업을 하는 기업의 CSR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기업처럼 재화를 파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판매하기에 삼성증

권의 CSR은 다른 기업의 CSR과 다를 수밖에 

없다. 한계를 가지지만 기업의 특성을 잘 살려 

다른 돌파구를 찾아내고 있었다. 앞으로 금융업 

기업들이 업종의 특성을 잘 살려 금융업 기업의 

CSR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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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의식 및 연구방향

 기업집단의 경제적 비중과 시장지배력(이재형,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산업 대비 대

기업 혹은 기업집단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약 

30%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매우 심하다. 더

군다나 기업집단의 계열기업이 거대한 유통망

과 조직 인프라를 가지고서 다수의 업종에 진출

하는 문어발 식 경영은 국내 시장 내 소수의 대

기업의 힘을 공고히 하고, 작은 규모의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들어 국가의 경제적, 제도적 지원으로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을 성장시키려는 시도들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의 고착화된 사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지난 세월 그들

이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누려온 각종 혜택들

과 지속적 성장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들이 쥐

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의식으

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이슈에 직면해 있다. 이

에 대기업들은 매년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

는 것에서부터 윤리경영, 환경경영 등 다양한 

CSR 활동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이윤추구를 

위한 대기업의 여러 비윤리적 행위들로 대기업

은 CSR활동의 진정성에 의문을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전략적 제휴관계 가능성에 대하여

-시장 세분화 전략에 의거한 SA 관계 구축 가능성- 

 17기 이창윤(su3945@nate.com)

 17기 장두혁(huck204@snu.ac.kr)

 18기 정지영(qwerewq96@naver.com)

 18기 차희재(robocopju@hanmail.net)

순위
매출액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전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상위 5위 11.3% 19.0% 7.3% 2.9% 8.4% 1.6%

상위 10위 18.8% 36.1% 9.9% 4.7% 13.7% 2.5%

상위 30위 26.1% 45.5% 16.1% 6.7% 16.2% 4.4%

상위 55위 29.1% 49.9% 18.4% 8.0% 18.7% 5.5%

<표 1> 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2010년 기준)

동반성장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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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따르면 2007년 

50개였던 사회적 기업은 2015년 12월 기준 

1,475개로 성장하였고, 사회적 기업에 일하

던 근로자 수도 2,700여명에서 26,000여명으

로 양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

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

은 사회적 기업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각종 지원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업의 

고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건비 및 운영자

금 부족(29.6%), 판로애로(18.4%), 사업장·장

비 및 설비 미비(15.3%), 마케팅 및 홍보 부족

(14.1%)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설

문에 응답한 업체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속적

으로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과 간접적 

지원이 각각 32.2%와 27.1%로 가장 많은 응답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손을춘, 2014). 즉, 사

회적 기업들은 현재 취약한 재무 상태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

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비록 사회적 기업이 이윤추구보다 사회적 가치

를 창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는 하나, 사회

적 기업 자체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계속

된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

다. 또한 계속하여 증가하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온전히 담당하는 것도 무리

가 있으며,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의 불연속

성 역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은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보다 그 자체

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이 합리적인 전략일 것이다. 

 본 보고서는 대기업의 CSR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문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경

제적 지원 및 자립성 부족 등의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사이의 협력 관계, 

즉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그

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 사이

의 관계 모델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호혜

적 역량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사회

적 기업의 전략적 제휴가 유효하다는 것을 이야

기 하고자 하며, ‘화진 택시’를 사례로 하여 대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 구체적인 제휴전략을 제

시할 것이다. 

2. 동반성장

 SK, 포스코, 신세계, 효성, 네이버, 교보 등 한

국의 대기업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

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대기업이 각종 지원

을 하고, 파트너쉽 관계를 맺음으로써 대기업은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고,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지원 및 홍보효과 등 다양한 혜

택을 누릴 수 있기에 서로에게 좋은 방향임 될 

수 있음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동반성장은 상당히 매력적인 전략이다. 

 2.1 문제점

 현재 사회적 기업이 지닌 문제점은 가장 큰 문

제점은 경영 노하우 부족 그리고 일반 기업 및 

다른 사회적 기업들과의 차별적인 경쟁력, 마케

팅 능력, 생산 효율성 등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기업은 그들의 재정 및 수익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자립성 역시 부족하

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사회적 기업

들은 그들 자신의 경쟁력만으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시장 내에 다른 여타의 기업들과의 경쟁

에서 살아남기 힘든 처지에 있다. 사회적 기업

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자체로 시장 내에서 

차별성을 지닐 수는 있으나, 아직 국내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에 치중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매력이 그다지 크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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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경우에는 CSR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사고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적 요구에 따라 무수한 사회공헌활동들과 또 이

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공헌부서를 급하게 만들

어 왔으나, 실적부진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전

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대기업의 사회공헌 지출 

비용이 2013년 전년대비 13.6%, 14년 전년대

비 3.7%로 감소하여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

이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사회공헌은 대기업

의 CEO 개인의 의지와 양심에 좌우되는 측면

이 있다. 즉 경영진의 교체나 기업 사정의 변화

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공헌 활동의 대표 주자 

격이었던 포스코의 비리의혹과 폭스바겐의 배

기가스 배출량 조작사건 등은 여전히 이윤을 추

구하는 대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진정한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협력관계에서의 문

제점 또한 많다. 지난 SR보고서에서 인터뷰

한 브링 유어 컵(Bring your cup)과 락앤락

(Lock&Lock)의 협력 사례, 네이버의 검색광고 

서포터즈를 통해서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협

력 관계가 수평적이지 못하거나 1~2년 단위의 

매우 일시적인 관계로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

들을 발견했다. 또한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사회

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 합병함으로써 오히

려 대기업이 사회적 기업의 영역으로 자신의 세

력을 확장하는 모습 역시 볼 수 있었다. 

 사회적 기업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흘렀다. 

사회적 기업과 대기업의 협력관계　또한 초기

의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서 사업 위탁이나 파트

너십을 통해 다양해지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은 

질적인 부문의 성장에 있어 여전히 제한을 보이

고 있고 대기업이 사회적 기업과의 관계를 단순

히 자사의 사회공헌 활동 전략으로 한정하고 있

다는 점이 아쉽다.

 2.2 호혜적 역량

 ‘호혜적 역량’이란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동

반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으로서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 

동반성장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그들이 궁극

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특성을 지닌 역량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규

모의 측면과 운영의 측면에서도 서로 다른 차이

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가 잘 어우러질 경우 

기존의 일반 기업의 구조와 사회적 기업 구조 

각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대기업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 비해 기존의 시

장에 대한 막강한 지배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지 못

하는 거대한 자본력과 유통망, 그리고 시장 내 

네트워크 역량을 지니고 있다. 이 부분은 역사

가 짧은 사회적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

량이라고 하겠다. 또한 대기업은 수 십여 년간 

기업을 지속시켜온 경영 능력이 축적되어 있고, 

높은 봉급으로 인해 사원들의 개인 역량 또한 

사회적 기업에 비해 우수하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 창출을 궁극

적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지

니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애초에 사회적 가치

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이 사회공헌을 하는데 있어서 결여되었다고 지

적받는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 기업이 해

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은 일반

적으로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어 사업 활동을 

하거나 특정한 대상을 타겟으로 하여 사업 활동

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하여 훨씬 소비자들

에게 세분화된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강

점을 가지고 있다. 

 성공 사례로 프랑스의 마르세유 지역에 ‘라 프

리쉬 라 벨 드 메’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마

르세유의 방치된 담배 제조공장을 예술 공간으

로 바꾸어 2007년 사회적 기업형태로 재탄생

한 라 프리쉬 라 벨 드 메는 가난한 예술인들에

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마르세유를 문화예술 

도시로서 발돋움하게 하였다. 2013 유럽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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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로 선정되었으며, 연평균 120여만 명의 관

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라 프리쉬 라 벨 드 메의 

사례는 도시의 재탄생 및 새로운 가치창출에 앞

서 제조업 쇠퇴로 인한 마르세유 지역의 버려진 

공장에 대한 적절한 니즈를 파악했기에 나올 수 

있는 성공사례이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은 대기

업이 보지 못하는 여러 크고 작은 사회적 니즈

를 잘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

량을 지니고 있다.

3. 전략적 제휴

 3.1 왜 전략적 제휴인가?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는 두 개 이

상의 기업이 서로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으면

서 일부 사업 또는 기능별 활동부문에서 일시

적인 협조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

으로 전략적 제휴는 Win-Win game을 추구해

야 하며 파트너와의 제휴를 통해 자신의 약점

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강점을 십분 발

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전략적 제휴

는 5년 이내의 비교적 단기적인 제휴관계를 맺

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략적 제휴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3C)은 양립

성(Compatibility), 능력(Capability), 몰입성

(Commitment)이다. 양립성은 파트너 기업의 

전략이나 문화 혹은 시스템이 자신의 그것과 상

반되어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능력은 파트너 

기업의 핵심역량이 자신의 약점을 충분히 보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몰입성은 파트

너가 이 전략적 제휴관계 상황에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3.2 3C의 측면에서의 분석 

 3.2.1 양립성 

 포화된 국내 시장에서 대기업은 폭발적인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보다 현 상황을 유지하기를 바

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선

도적인 전략 채택보다 현 사회가 요구하는 것 

혹은 트렌드를 따라가며 자신의 영향력을 꾸준

히 유지해나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리고 현

재 대기업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책

임’이다. 이는 기존에 대기업이 누려왔던 커다

란 매출과 성장에 대한 사회에의 의무적 환원이

고, 앞으로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발적

인 전략이기도 하다.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클수록 사람들은 기업이 사회에 져야 할 책임

이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기업이 지고 있

는 사회적 책임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략적 순위는 중

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

적 기업의 문화 및 시스템이 대기업이 갖고 있

는 사회적 책임 요구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

기 때문에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전략적 제휴

가 양립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3.2.2 능력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한국은 소수의 대기업

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

다. 이 점에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

배력과 네트워크 망은 사회적 기업에게 자사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거대한 발판이 될 것임

은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가지고 있

는 기업 생존에 대한 노하우와 경영방식들은 현

재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역

량 중의 하나이다. 반면에 사회적 기업의 경우, 

최근 들어 지역 단위 별로 사회적 기업을 위한 

기반구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

다 지역 내 이해관계를 잘 알고 반영할 수 잇다

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예를 들어 지역 공공

기관에서 각 지역의 사회적 기업의 제품의 구매 

비중을 평가함으로써 지역단체와 사회적 기업 

간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주시 청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를 위한 양해각서(MOU)' 2015년 12월에 체결

되고, 대구시는 '대구 사회적 경제 5개년 종합

발전계획'을 계획하면서 지역 단위 별로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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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지역성장 목표와 맞물려 사회적 기업

이 추후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귀추를 주

목해야 하겠지만, 지역 단위 내에서 사회적 기

업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기업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3.2.3 몰입성

 사회적 기업은 제대로 된 매출을 내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당장의 기업의 유지와 생존을 위해

서 자신보다 거대한 기업의 도움이 절실하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국가나 대기업의 지원 혹은 

대기업의 M&A를 통해 기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사회적 기업의 독립성을 온

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전략적 제휴는 사회적 기업의 경

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전략적 제휴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대기업이 이 전략적 제휴에 얼

마나 몰입할 수 있을 것이냐이다. 대기업은 충

분히 혼자 사회적 책임을 할 역량을 가지고 있

음에도 굳이 사회적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

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대기업

의 국내적 입지가 이전과 달리 안정적이지 못하

다는 점이다. 예전에 우리는 자동차를 살 때, 현

대와 기아, 쌍용 등 몇 개의 한정된 국내 기업을 

고려했지만 오늘 날 우리는 BMW, 쉐보레, 폭

스바겐 등 여러 초국적 기업들 까지 고려 대상

으로 삼는다. 

<그림 1> 국내 수입차 판매 비율 (출처: 뉴스토마토, 자료: KAIDA)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기업이 국내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으나, 이와 같이 정

보가 발달하고 소비자들이 국경을 넘어 전보다 

많은 회사의 제품을 고려하게 되면서 국내의 대

기업들은 초국적인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물론 초국적 경쟁을 통해 기업들이 해외시장으

로 진출하는 장점도 있지만, 국내 대기업은 대

부분 국내 시장과 국내의 근로자, 제도에 기반

을 두어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내수시장

의 지배력을 잃는다면 실제적인 매출 타격 이상

의 상징적인 손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즉,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맞는 국내

시장 전략을 내세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3.3 세분화 전략(Segmentation)

 3.3.1 이론

 1956년 Wendell R.Smith는 시장 세분화란 

이질적인 시장(Heterogeneous Market)을 상

이한 선호에 반응하는 다수의 작은 동질적 시장

(Sub-Homogeneous Market)으로 구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장희정, 1996). 세분화 

기준에는 시, 도, 군과 같은 지역으로 나누는 지

리적 세분화와 연령, 성별, 가족구성, 소득, 주

거, 인종 등으로 나눈 인구 통계적 세분화, 그리

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계층이나 생활방식, 

성격 등에 따라 나눈 심리 묘사적 세분화 총 3

가지가 있다. 

 기업은 시장 세분화를 통해 기업이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비자층을 발견하거나 특정 소

비자층에 적합한 마케팅을 제공함으로써 마케

팅 노력을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사람들의 개성과 다양성

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시장 세분화는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분화의 성공사례로는 미국의 P&G를 이야

기할 수 있다. 미국에서 세제 부문 50%의 점유

율을 차지하고 있는 P&G는 10가지의 다른 상

표 세제(Tide, Cheer, Gain, Dash, Bol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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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ft, Ivory, Snow, Oxydol, Solo)를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시장 내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와 

선호를 충족시키고 있다. 미국이라는 성숙된 시

장 내에서 세분화 전략을 통해 높은 시장 점유

율을 차지하고 있는 P&G의 세분화 전략은 앞

으로의 국내 대기업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

는 전략일 것이다. 이 외에도 카멜 담배로 유명

한 R.J. Reynolds 담배회사는 시카고 지역을 3

개로 나누어 담배를 팔고 있다. 북쪽 지역은 높

은 교육수준으로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타르가 적은 담배에 주력하고, 남동

쪽 지역은 공장 근로자들이 많아 보수적이기 때

문에 Winston을 집중적으로 판매한다. 한편 흑

인이 많이 사는 남쪽지역은 흑인용 신문 등에 

Salem을 광고를 하는 세분화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3.3.2 적용

 앞 장에서는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

다. 그러나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전략적 제

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의 논의 역시 필요하

다. 앞서 말했듯 대기업은 사회적 기업에게, 사

회적 기업은 대기업에게 줄 수 있는 호혜적 역

량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전략적 제휴를 맺을 

시, 이러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역

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전략

적 제휴에 따른 전략은 세분화 전략이 가장 적

합하다. 대기업 입장에서 국내 시장은 이미 포

화상태로 분류될 수 있으나, 여전히 일정 수준 

꾸준한 매출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국내 

대기업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높다. 뿐만 아

니라 본사와 수많은 지부들과 공장이 한국에 있

다는 점에서 한국은 주요 거점으로서의 상징성

도 지닌다. 그런데 정보통신의 발달로 소비자들

의 니즈와 수요가 세분화되고 트렌드가 빠르게 

바뀐다는 점에서 거대한 몸집을 지닌 대기업 역

시 세분화 전략을 통해 민첩하게 대처해야할 필

요가 있다. 

 여기서 사회적 기업이 이런 역할을 해 줄 것으

로 기대한다. 사회적 기업 혼자로서는 큰 역할

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대기업과의 전략적 제

휴를 통해 홍보효과와 판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한다면 상황은 다르다. 사회적 기업이 특정 지

역이나 인구학적 계층에 대하여 지닌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기업에게 힘든 세분화된 접근을 해

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이 대

부분 해당 지역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에서 사회적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대기업

의 브랜드 이미지를 지역민들에게 개선할 수 있

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

이 지닌 사회적 공헌에 대한 진정성, 전문적 지

식과 역량으로 소비자들에게 ‘착한 기업’으로서 

이 전략적 제휴관계를 인식하게끔 하고, 더 나

아가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관의 동반성장을 통

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3~5년간의 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통해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보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기업의 경영 능력 

및 노하우를 전수받아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적

용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능력이 높은 대기

업의 근로자들의 능력이 사회적 기업의 근로자

들에게 전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적 기업이 일방적인 지원금을 통한 생존이 아닌 

자립적인 역량을 기르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

업의 지속가능성과 동시에 자력을 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4. 협력 모델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보고

서에서 추구하는 목표인 ‘동반성장’을 위해 필

요한 것은 기존의 M&A가 아닌, 전략적 제휴

(strategic alliance, S.A)이다. 전략적 제휴는 

상호 호혜성을 기반으로 하는 동등한 지위에서

의 제휴 방식이다. 대기업은 경영실적 저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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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사회공헌이 축소되는 실정 속에서, 사회적 

책임활동의 효율을 유지하려 하고, 사회적 기업

은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의존적인 상

황에서 독립성을 가지면서 경제적으로 생산적

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한다. 둘 간의 전략적 

제휴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더 큰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인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를 위해서 ‘시장 세분화 전

략(Market segmentation strategy)’이 필요

하다. 시장 세분화 전략은 큰 시장을 각각의 소

비자의 니즈에 맞는 작은 단위로 잘라서 공략하

는 능동적인 마케팅 전략이다. 분류 기준은 지

역, 성별, 행동, 심리, 인구 특성 등 다양하며, 

각각의 세그멘테이션에 따라 브랜드나 제품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사회적 기

업은 대기업의 STP전략 속에서 표적 시장 마케

팅의 일환으로 인구 통계학적 요소와 심리도식

적 변수를 활용해 시장을 창출하고, 지역 재생

형 사회적 기업 유형과 결합하여 제품 충성도를 

고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지역적 세

분화 전략의 기대효과는 집중화 마케팅과 차별

화 마케팅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 중 

집중화는 특정 시장을 타겟으로 삼아 비용·시간

의 소모를 최대한 줄이고 시장을 공략하는 마케

팅이다. 

 차별화는 시장 영역을 지역으로 세분화해 각각

의 시장에 각각의 다른 전략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  관계

 <그림 2>는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제휴에 어

떤 환경이 필요한지, 서로에게 요구되는 조건에

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제휴가 어떤 결과

물을 낳는지 그린 모식도이다. 전략적 제휴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강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

는 대기업의 독점적 우위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의 마련으로 전

략적 제휴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런 기반 위에서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서로

의 요구조건을 나누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

회적 기업에게 세분화된 시장을 맡긴다. 한편 

사회적 기업은 맡은 바에 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쌍생 전략이다. 서로의 이익 나눔을 통해 ‘동반

성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 사회적 기업과 대기업의 강점 비교  

 

 이러한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큰 

틀에서 그린 것이 <그림3>이다. <그림3>은 사

회적 기업과 대기업 각각의 강점을 비교한 것이

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

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심리학적·인구통계

학적·지리적으로 세분화된 시장의 니즈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역량으로 꼽힌다. 그에 반해 대

기업은 자금력, 경영 능력, 기술적인 측면에서 

규모가 비교적 작은 사회적 기업보다 강세를 보

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균형 있게 연합하자는 

것이 두 주체 간의 전략적 제휴의 동기이자 목

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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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역량 균형 

 <그림 4>는 전략적 제휴가 일어나기 위한 또 

다른 조건, 역량 균형에 대해 그린 표이다. 대기

업은 각각의 세분화된 시장에 사회적 기업과 전

략적 제휴를 맺는다. 다만 여기서는 일대일 또

는 일대다 등 형식에는 제한이 없지만, 어느 하

나가 우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득을 

취하는 관계가 된다.

<그림 5> 전략적 제휴 라이프 사이클

 <그림 5>는 전략적 제휴의 라이프 사이클의 흐

름이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대기업-사회적 

기업의 제휴 관계에서 바라볼 때, 첫 번째 흐름

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부문과 기능’은 세분

화된 시장을 말한다. 각각의 시장의 특성에 적

합한 사회적 기업을 파트너로 선정하면 본격적

인 제휴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의 제휴

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5장에서 다룬다. 

5. 전략적 제휴의 구체적 방안

 앞서 4장에서 사회적 기업과 대기업 간의 전략

적 제휴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5장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특정 사회적 

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어떠한 형태의 전략

적 제휴가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

의해보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으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화진테크-

화진택시라는 기업을 살펴볼 것이다. 대기업으

로는 현대자동차를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 기업과 대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방안

을 논의하기에 앞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경제적

으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가를 구체적인 수

치로 나타낼 수 있는 평가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이 정부부문이나 경

제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사

회적 기업의 존재 당위성에 대한 학계의 보고는 

많이 있어왔으나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사

회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에 대한 학계의 보고는 흔하지 않다고 할 수 있

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구체적

인 수치로 제시될 수 있어야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제고될 수 있다. 그동안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취지는 좋지

만 경제적으로는 무능한 기업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사회경제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과의 동등

한 입장에서의 전략적 제휴가 용이해질 것이다. 

5.1 사회적 기업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평가

 5.1.1 사회적 투자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이하 SROI)

 사회적 투자수익률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첫째, 경제적 가치의 현금흐름을 계

산한다. 경제적 가치의 현금흐름은 경제적 편익

(현금유입)에서 경제적 비용(현금유출)을 차감

한 값으로 조직의 경제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

는 순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합산한다. 둘째, 사

회적 가치의 현금흐름을 계산한다. 사회적 가치

의 현금흐름은 사회적 편익에서 사회적 비용을 

차감한 값으로 조직의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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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순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합산한다. 사

회적 편익에는 취약계층의 고용으로 인한 공공

부문 지출감소나 세수 및 실질소득 증가분 등

이 포함되며, 사회적 비용에는 사회적 기업 자

원봉사자들의 기회비용,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

금 등이 포함된다. 셋째, 각각의 현금흐름을 순

투자액으로 나눠, 경제적 ROI(=경제적 가치의 

현금 흐름/순투자액)와 사회적 ROI(=사회적 가

치의 현금흐름/순투자액)을 계산한다. 넷째, 경

제적 ROI와 사회적 ROI를 더해 사회적기업의 

SROI를 계산한다(사회적 기업의 SROI=경제적 

ROI+사회적 ROI).

 5.1.2 화진테크-화진택시의 사회적 투자수익률

 사회적 투자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경제

적 가치의 현금흐름과 사회적 가치의 현금흐름, 

영향력기간, 할인율, 사중(desdweight loss), 

순투자액 등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 경제

적 가치의 현금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경제

적 편익과 비용의 자료가 필요하고 사회적 가치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자

료가 필요하다. 화진테크-화진택시(주)의 경제

적 편익과 비용은 당해 연도 기업의 경제적 활동

에 따른 현금유입액(=매출액+영업외수익)과 현

금유출액(=매출원가+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판매

비와 관리비+영업외비용+법인세)으로 추정하였

다. 그리고 화진테크-화진택시(주)의 사회적 편

익은 당해 연도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따른 현금

유입액으로 사회적기업 취업 후 가계수입의 변

화액(=정부보조금 절감액+실질소득 증가액+소

득세 증가액)과 자동차 보험료 절감액의 합으로 

추정하고, 사회적 비용은 당해 연도 기업의 사회

적 활동에 따른 현금유출액으로 정부와 지방자

치단체의 손실보전형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사

회적기업 지원금+4대보험 지원액)으로 추정하

였다. 

· 경제적 편익: 297,649만원(=269,443만원

+28,206만원) 

· 경제적 비용 : 296,987만원(=265,153만원

+26,462만원+4,408만원+964만원) 

· 경제적 가치의 현금흐름 : 662만원(=297,649

만원-296,987만원) 

· 사회적 편익 : 39,120만원 (=정부보조금 절감

액+실질소득 증가액+소득세 증가액+자동차 

보험료 절감액)

· 사회적 비용 : 38,800만원(=사회적기업 지원

금+4대보험 지원액)

· 사회적 가치의 현금흐름 : 320만원(=39,120

만원-38,800만원) 

 한편, 화진테크-화진택시(주)의 사회적 투자수

익률을 계산에 필요한 영향력기간은 2년, 할인

율은 3.5%, 사중은 8.6%로 가정하였으며, 순투

자액은 증분 자산총계 (=당기의 자산총계-전기

의 자산총계)를 이용하였다. 

·영향력기간 : 2년

·할인율 : 3.5%

·사중 : 8.6%

· 순 투 자 액 : 9 , 0 6 2 만 원 ( = 1 7 4 , 4 6 5 만 원 - 

165,403만원) 

 이를 근거로 화진테크 화진택시(주)의 경제적 

ROI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금흐

름 662만원에 사중 8.6%를 고려하여 영향력기

간 2년 동안의 할인율 3.5%를 적용하여 현재가

치를 계산한 후, 순투자액으로 나누어 주면 경

제적 ROI는 다음과 같이 12.9%를 얻을 수 있

다. 단, 2차년도의 경제적 가치의 현금흐름은 삼

성경제연구소에서 추정한 예상 인플레이션율 

2.8%를 적용한 금액이다. 

 화진테크-화진택시(주)의 사회적 ROI는 사회

적 가치의 현금흐름 320만원에 사중 8.6%, 영

향력기간 2년, 할인율 3.5%, 예상 인플레이션율 

2.8%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6.2%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화진테크 화진택시(주)의 SROI는 경제

적 ROI와 사회적 ROI의 합인 19.1%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화진테크-화진택시는 

자신이 받은 사회경제적 투자에 대해서 경제적으

로 12.9%의 수익률을 사회적으로는 6.2%의 수

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존재 

이유에 걸맞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뚜렷

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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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업분석

 5.2.1 화진테크-화진택시

 1981년 4월에 설립된 화진테크 화진택시(주)

는 1999년부터 장애인 근로자를 택시기사로 고

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다. 2003년에

는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

였고, 2007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

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 면장갑

과 반코딩 장갑을 생산하는 장갑 제조업을 추가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인력도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을 통해 해결하였다. 2008년 4월 에

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기업의 이익 중 70%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재투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고용률을 50% 이

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2009년 7월에는 사회

적일자리창출사업에도 선정되어 사무용품, 복

사기, 디지털 복합기, 컴퓨터 등을 생산하는 사

업과 택시회사 관리프로그램인 택시 ERP 프로

그램을 판매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화진테

크-화진택시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기

여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성과도 뚜렷하게 보

여주고 있다. 화진테크 화진택시(주)의 2009

년 매출액은 22억 5천여만원을 기록하면서 국

내 사회적기업 287곳 중 매출액 기준 전국 6위, 

대구경북지역 사회적기업 20곳 중 2위를 차지

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화진테크 화진택시

(주)의 경우에는 SROI계산에서 경제적 ROI값

이 사회적 ROI값이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화진테크 화진택시(주)에서 사회적기

업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여 높은 경제적 성과

를 달성한 것으로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의도

에도 잘 부합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본연

의 미션수행에도 충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화진테크-화진택시는 대구·경북 지역으로 기반

으로 성장한 기업으로써 기업의 이익 중 대부분

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거나 재투자해왔기 때문

에 지역에서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취

약계층을 고용해왔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화진테

크-화진택시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일종의 브랜

<그림 6> 경제적 ROI 계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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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파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이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꾸준히 경제적 성과

를 보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과 전

략적 제휴를 맺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회에

서의 기업의 평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이득 이외의 사회적 이득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2.2 현대자동차

<그림 7> 자동차 내수 점유율

 

 현대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와 인수합병을 통해

서 공히 대한민국 자동차업계에서 1위 기업이 

되었다. 대한민국 자동차 내수시장에서 70%이

상의 점유율을 웃도는 소위 ‘불패신화’를 만들

어 냈다. 그러나 내수시장과 해외시장 간의 품

질 및 가격차별 논란, 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 해외 자동차 회사의 적극적

인 한국 시장 진출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내

수시장 장악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듯이 2014년 들어서면서 내수 점유

율 70%대도 무너졌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것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해외 자동차 회사들의 국내진출이 활발해지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침으로써 많은 국내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가 아닌 다른 기업의 자

동차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기아차의 

입장에서는 무너진 내수점유율을 올리고 최소

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5.2 두 기업 간 전략적 제휴 가능성 

 4장에서 사회적 기업과 대기업 간의 전략적 제

휴가 이루어졌을 때 사회적 기업은 대기업에게 

지역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고 그 대신 대기업은 사회적 기

업에게 대규모의 투자, 경영능력, 기술적 지원

을 해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위에서 행해

진 기업분석을 토대로 봤을 때 화진테크-화진택

시와 현대·기아차는 전략적 제휴를 실행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화

진테크-화진택시의 경우 대구·경북이라는 공고

한 지역적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적 기업

은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거

나 재투자하고 있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일

자리를 줌으로써 지역에서 강력한 브랜드파워

를 가지고 있다. SROI가 20%에 달한 정도로 투

자대비 수익률도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

다. 대규모의 투자를 받는다고 한다면 지역사회

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업과 제휴를 맺게 된다면 그 지

역에서의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얻게 될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수익률만 보더라도 높은 수준

으로 경제적인 이익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가 화진택시와 전략적 제휴를 맺

기에 적절한 이유는 이 사회적 기업이 운수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내수시

장에서 그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때 운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화진택시와 전략

적 제휴를 맺으면서 택시회사에 정기적으로 현

대·기아차 모델의 택시를 공급하는 조항을 삽입

한다면 양측 기업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다. 사회

적 기업 입장에서는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

로 택시의 교환이 가능하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시중가보다는 저렴하게 판매하지만 이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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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받는 한도 내에서 택시가 될 차량을 공급한다

면 지속적인 거래처를 확보하는 셈이 되므로 이

득이 될 수 있다.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와 같은 각론적인 방안은 

차치하더라도 현대차가 화진택시와 같은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는 지역 사

회의 부의 크기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대기업에

게 의미가 있다. 현재 한국의 내수시장 정체는 

대기업의 성장에 있어 부정적인 환경요인이 되

고 있다. 한국의 내수시장이 정체되고 있는 이

유는 시장의 소비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부

를 늘려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소비력이 

되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진기업은 

20%에 가까운 SROI를 가지고 있다. 이 기업에 

투자하면 지역의 부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지역 부의 증가는 소비력의 증가

로 이어져 대기업 입장에서는 내수시장의 활성

화라는 호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기

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그 사회적 기업이 지역에

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공유한다는 의미

가 있고 지역 시장의 소비력이 증가하게 된다면 

공유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가장 먼

저 지역 시장의 소비력이 증가됨으로써 새로이 

생겨난 시장에 접근하기가 유리해짐을 의미한

다.

 결국 화진택시와 현대·기아차의 전략적 제휴

는 화진택시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투자, 기술지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기아차의 입

장에서는 브랜드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며 지역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

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과 그 시장에 대한 우선

적인 접근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다. 

6. 바람직한 전략적 제휴관계 구축을 

위한 법률 보완 

 
앞 서 4장과 5장에서 사회적 기업과 대기업 간

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전략적 제휴관계(SA)를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해보았다. 이러한 모델이 중·장기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에 통용되는 사

회적 기준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과 

대기업이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보완하는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6장에는 관련 법률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6.1. 사회적 기업 기본법  

 6.1.1 사회적 기업 기본법의 목적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사회적 가

치-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협력과 연대, 지역공

동체의 복원-들을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주체들이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를 해

소하는 데 기여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증

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비례하

여, 사회적 경제의 영역 속에서 사회적 기업, 협

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

사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출현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통합 생태계

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

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

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

계적인 사회적 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6.1.2 사회적 기업 기본법의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생태계와 통합적인 정책추진체

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경영

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양

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

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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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조).

나.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

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

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

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

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사

회적 경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모두 ‘사회적경제조

직’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라.  국가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

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지방자

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하여 사회적 경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

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

록 함(안 제5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

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6.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

과 배경 

기업간의 수직적·기능적 분업관계가 상당기

간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관계적 계약이 곧 

“하도급거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즉, 현

대에 이르러 점차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

구조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평적·수직

적 분업 활동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직

적 분 업활동이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1981

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에 따른 하

도급거래실태를 보면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교

부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하는 경우가 30%를 넘

고 있어 수급사업자는 불안정한 가운데 생산을 

하게 되며, 후일 발주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

는 경우에는 권익보호를 위한 주장을 할 수 없

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에도 그 내용이 대금지급방법 또는 검사방법 등

의 주요한 내용이 없거나 원사업자에게 일방적

으로 유리한 것이 많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

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

정되었다.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

업이 대기업과 수평적ㆍ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

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거래

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사회적)기

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

로써 중소(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

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

 가. 중소(사회적)기업 보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8%, 고용의 85.6%를 차지하는 등 우리경제

의 중추세력(약 290만개)으로 자리 잡고 있으

며,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력 향상은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위한 관건이며, 중소기업 매출액

의 약 절반 정도가 하도급거래에 의존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 등 대금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체결과

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건전

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

제이다. 물론, 하도급법이 직접 중소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은 일반적으

로 경제적인 약자로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법에 의하여 실

질적으로 보호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법의 시행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현행 소송제도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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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표로 사명

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업과 구분되는 특

징을 지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 

역시 경제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점

에서 하나의 기업조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성공한 일반 기업들이 합리적

이고 타당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 역시 안정적인 성장을 위

해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반드

시 필요하다. 사회적 목적의 타당성이 높고 기

업 운영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하다고 하

더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합

리적이고 타당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 필수

적인 것이다. 아무리 혁신적이 제품이라도 구체

적이고 합리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 상용

화에 실패해왔던 수많은 과거의 사례들과 마찬

가지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착한’ 아이디어

라도 현실성이 높고 자립이 가능한 모델로 구체

화 되어야 실제로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성공에서 구체적인 비즈

니스 모델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

나. 목적 및 적용 범위

<그림 8> 하도급법 적용 대상

다. 하도급법 체계도

하도급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의 정착에 있으며, 하도급법이 적용

되기 위하여 원사업자요건, 수급사업자 요건 및 

하도급거래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표 2> 하도급법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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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기업의 주요한 협력 파트너인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는 시혜적이고 일방적인 후원만이 이

루어져 왔다. 그래서 본 기사에서는 사회적 기

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기

업과 대기업 사이의 관계를 합리적이고 호혜적

인 전략적 제휴(SA)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

념적 틀을 제공하고, 이를 구체적인 기업의 사

례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

치를 창출하는 생산 조직임에 주목하여 사회적 

성과를 구체적 수치로서 측정하는 선행연구(안

영규 2011)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의 영향력

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

업 외부의 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관계 수립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자료로서 활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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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기업재단을 통한 사회공헌이 

본격화된 이래 2000년 이후에만 23개의 재단

이 설립되었다.1) 기업 내부에서도 사회공헌 사

업이 가능한데도 굳이 기업이 재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 가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여 아산나눔재단의 차선주 팀장

님을 만났다. 차선주 팀장님은 아산나눔재단 근

무 이전에 대기업의 사회공헌 팀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어, 팀장님께 기업 내부와 외부의 사회

공헌 사업 및 CSR에 대해 폭넓은 이야기를 들

을 수 있었다. 

  기업 내 사회공헌 팀과 재단 모두 똑같이 기업

의 이름을 달고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

에 그 목표나 운영방식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

라 생각했으나, 이것이 큰 착각이라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기업이 주체가 되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재단을 설립하여 운

영하는 것은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

는다. 

 재단의 운영은 예산의 측면에서도 기업과는 사

뭇 차이를 보였다. 매년 기업에서 출연하는 금

액으로 운영하는 재단도 있지만, 대부분의 재단

은 초기 출연금의 이자 등 과실소득으로 사업비 

1)	 	전국경제인연합회,	2015년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
헌백서,	2015년	11월.	

	 	ht tp://csr . fk i .or .k r/ issue/csr/data/L ist .
aspx?cPage=3&search_type=0&search_
keyword=

및 운영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 우려 

없이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

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최근에는 저금리로 많은 

재단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

다는 말이 흥미로웠다. 

  팀장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파트너십 온

(Partnership On)'의 목표와 진행 방향에 대해

서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파트너십 온은 

청소년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다른 재단이나 정부에서도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

하고 있지만 그저 지원금만 지급하고 끝난다든

지 서류 작성을 잘 하는 몇몇 단체에게만 계속 

자금이 몰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해 파트너십 온은 재무적인 지원

과 비재무적인 지원을 함께 실시하고 앞으로의 

가능성 위주로 지원 대상 단체를 선발하고 있

다. 한 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3년간 집중적

인 관리를 통한 지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1

년차에는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제대로 정립하

는 일, 2년차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단체, 

담당자, 후원자, 또는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형

성하는 일을 한다. 이와 함께 단체 운영에 필요

한 각종 법률이나 회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그저 돈만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

제로 프로그램 이후에 어떻게 해야 단체가 자립

에 성공할 수 있을지,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될

  기업과 재단의 사회공헌 

        : 아산나눔재단 차선주 팀장님을 만나다.

        18기 박지윤(decerca@snu.ac.kr)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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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많이 고민하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는 대학에서 CSR 영역에 관련된 강의

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기업에 대

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 CSR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부터 수업을 시작하신다고 하셨다. 우리

에게도 기업 내부에서 비윤리적인 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일부 기업의 보여주기 식 사회공헌 

사업 때문에 기업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

질 수 있지만 기업은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

다.

 마지막으로 CSR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업이든 재단

이든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이해하

는 능력,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편협한 시각을 지니는 것은 지

양해야 하며, 하나의 사건이라도 다양한 관점으

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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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 및 시장 분석
 

 ⅰ. PEST 분석

 거시환경분석(PES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은 전

략관리 구성 요소 중 환경 파악에 사용되는 거

시적 환경 요소를 묘사한다. 정치적(Political) 

요소는 정부가 경제에 간섭하는 정도이다. 특

별하게는 세금, 노동법, 무역 제재, 환경법, 관

세, 정치적 안정성 등을 포괄한다. 정치적 요소

는 정부 차원에서 진흥하거나 제재하고자 하

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를 포함하기도 한다. 국

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보건, 교육, 인프

라 구축 등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경제

적(Economic) 요소는 경제성장률, 금리, 환

율, 인플레이션 정도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Social) 요소는 문화적 요소와 보건 인지도, 인

구성장률, 연령대 분포, 직업 태도, 안전 관련 

요소 등이 포함된다. 기술적(Technological) 

요소는 R&D 활동, 자동화, 기술 관련 인센티

브, 기술혁신 등을 포함한다. 위 요소는 진입장

벽, 최소효용생산수중, 아웃소싱 등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적 요소는 기술 투자와 품질, 비용 

및 혁신에도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1)

  ⅰ-1) 정치(Political)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 공산당이 일

당 독재 집권당으로 5년마다 중국 정책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정단 간 의견대립이 없으며 일

당이 모든 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한다. 즉, 국가

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권력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중국은 정치 

특성 상 정부의 경제 개입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기존 산업구조를 자원절약

형, 환경친화형으로 개선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를 추진하는 한편, 신흥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녹색성

장정책 추진으로 중국 내 에너지 사용 및 환경

보호 측면에서 각종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

며, 이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

1)	 	“ 거시환경분석 " ,위키피디아 , 2 0 1 6 . 0 1 . 2 6 . ,		
< h t t p s : / / ko .w i k i ped i a . o rg /w i k i / PEST_	
%EB%B6%84%EC%84%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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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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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기 박민우(yaineminwoo@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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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기 이소영(reminiscent51@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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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

나 한 편 중국의 녹색성장 관련 분야의 발전은 

우리 기업에 새로운 대중국 진출 기회를 제공하

게 될 것임을 뜻하기도 한다.2)

  ⅰ-2) 경제(economic)

 중국은 강력한 정부의 권한이라는 정치적 특

성에 의해 특이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계

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병존하는 혼합형 경제체

제 하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

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여 서

구식 자본주의와는 달리 아직까지 정부의 역할

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운용

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WTO 가입 이후 가

격자율화 확대, 민영기업 증가 등 시장경제요소 

확대로 국제경제시스템에의 적응력이 제고하고 

있다. 

 Trading Economics에 의하면 2015년 중국

의 GDP 성장률 예측치는 7.32%이며, 2013

년 중국의 1인당 GDP는 6800불이다. 한국의 

2013년 1인당 GDP가 25980불임을 고려할 때 

중국의 1인당 GDP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수

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그 성장세는 매우 가파

르다.  <그림1>에 따르면, 30년 전인 1980년 1

인당 GDP가 2000불 미만이며 2000년대에 들

어와서야 2000불대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6800불을 달성한 것은 중국 GDP의 매

우 급격한 성장을 의미한다.

<그림 1> 중국의 1인당 GDP 변화 추이   출처: 세계은행 

2)　	나수엽,‘중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	현황	및	시사점’,대
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그림 2>3) 에 따르면, 중국시장의 GDP 대비 

민간소비비중은 30%대의 고전을 면하지 못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급격

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잠재적 수요가 

존재함을 뜻한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리스크

가 존재하긴 하나 그 잠재적 가능성을 무시해서

는 안 된다. 

<그림 2>중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최종소비/투자 비중 

  ⅰ-3) 사회(social)

 세계은행(2014)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인

구는 13.57 억으로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한다. 

소득분포는 매우 불균등하며, 교육수준에 있어 

교육에 대한 중국 정부나 일반 대중들의 투자와 

관심 정도가 고조됨에 따라 교육수준이 빠른 속

도로 향상되었다. 

 중국 소비자들은 다른 국가의 소비자들과 구별

되는 몇 가지 성향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과시소비성향이다. 중국인들은 남

에게 보이는 것, 체면을 위해서는 과소비도 불

사하는 특성이 있다. 

 두 번째, 브랜드 인지도를 매우 중시한다. 중국 

소비자들은 외제품 선호도가 높고 선택구매성

향이 강하며, 구매판단에 있어 브랜드 인지도가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소비 트렌드에서 가장 주

목할 만한 점은 원바오형 소비에서 샤오캉형 소

비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소비유형은 건

국 60년을 돌이켜볼 때 생존형인 원바오형(溫飽

3)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중
국	 2015년	양회	후	경제방향’,	 현대경제연구원,	
2015.02.27.,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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型)에서 향유형 소비인 샤오캉형(小康型)으로 대

전환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끌고 있다. 

원바오형 소비는 식품과 의류, 일상용품이 주요 

소비품이지만 샤오캉형 소비는 일상품과 주택, 

자동차가 핵심 품목이다.4) 요약하자면, 원바오

형 소비란 생계형 소비를 뜻하는 말로 주로 식

품, 의류, 일상용품 등의 구매에 집중된 소비패

턴을 뜻한다. 반면 샤오캉형 소비란 향유형 소

비로 아파트, 자동차, 컴퓨터 등 생계와 직접적

인 관련이 없으며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즐거

움’을 추구하는 소비라고 할 수 있다. 

  ⅰ-4) 기술(technological)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2005년 다

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R&D센터 개설 후

보지에서 중국이 1위에 올랐다. 외국기업들이 

설립한 중국 내 R&D센터는 이미 1,000개를 넘

어섰으며 2010년 11월말 기준으로 상하이에만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301개사, 지주회사 210

개사, R&D센터 317개사가 입주해 있다.

 중국이 세계의 R&D 거점으로 떠오를 수 있었

던 것은 저렴한 고급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며, 

중국은 매년 이공계 대학 졸업생을 100만 명, 

석·박사를 19만 명씩 배출하고 있고, 해외유학

에서 돌아오는 인재도 해마다 1만 명을 넘어 서

고 있는 상황이다.5) 

 중국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은 2005년 기준 12

억달러에서 2015년 현재 394억달러로 증가

했고 소프트웨어, 인터넷, 컴퓨터, 전자, 에너

지 등의 분야에서 투자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

났다. 그 결과 2015년 전세계 혁신창업 1000

대 기업에 123개의 중국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2008년에는 8개에 불과했었다.6)

 즉 현재 중국의 연구투자의 규모와 성장률로 

미루어보았을 때, 엄청난 기술적 잠재력이 존재

하므로 중국의 기술적 잠재력을 이용한 전략을 

4)　	김대호,“<中	소비	`생존형'에서	`향유형'으로>”,		연합뉴
스,	2009.10.04.

5)　kotra	국가정보,	2013.09.30.

6)　	김대웅,“'연구개발만이	살	길'	중국기업,	R&D	지출급
증”,	이데일리,	2015.11.04.

펼칠 필요성이 있다. 

 ⅱ. 5 forces model 적용 분석7)   

  ⅱ-1)  신규진입자의 위험: 샤오미, 하웨이 등 

로컬 브랜드의 급격한 성장

<표 1> 중국 스마트 폰 출하량 및 제조사별 시장점유율 

 

 샤오미는 창업 5년 만에 중국시장에서 삼성을 

누르고 2014년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바 있

다. <표 1>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샤오미의 

시장점유율은 2위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삼성

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1위와 미미한 

격차로 13.5%로 14.5%인 1위 애플을 바짝 추

격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2015년 1분기 시장점유율 4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샤오미와 화웨이에 뒤처

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규진입자의 위협

이 매우 크며 이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

이다. 

  ⅱ-2) 구매자의 협상력

 아래 제시된 <그림 3>에 따르면 중국시장에서 

저가 제품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프리미엄가격의 스마트폰보다

는 저가 제품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표 1>에 따르면 현재 중국 스마트 폰 시

장은 로컬브랜드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최상위

권을 달리고 있는 로컬 브랜드들이 대부분 저가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위

7)　	대체재의	위협과	공급자의	협상력은	미미하므로	그	영
향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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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넘지 않는 중저가 스마트 폰이 더욱 인기

를 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내용으로 종합해보건대, 중국인들

의 스마트폰에 대한 가격 인하 압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스마트폰 가격대별 점유율 변화 추이

(출처: Strategy Analytics, iMedia, 동부리서치)

<그림 4> 중국스마트폰 가격대별 판매량(2012E)

(출처: 각 사 종합, Barclays, 동부리서치) 

  ⅱ-3)기존 경쟁자들 간 경쟁 

 노키아, 블랙베리, 모토로라 등 피쳐 폰시장의 

선두주자들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애플 삼성

전자 로컬브랜드모두 시장점유율 1~5위를 내

주었다. 특히 2011년 로컬브랜드 등장 이전 애

플과 삼성의 과점체제로 인하여 기존경쟁자들

은 몰락하게 된다. 

 애플은 2011년 삼성과의 과점체제에 들어갔

다. 그러나 <그림 5>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삼

성은 중국시장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

고 있고 애플은 2015년 1-4분기 시장점유율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Apple을 기존경쟁

자로 보았을 때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다.

<그림 5>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ⅲ.  BCG의 시장점유율-성장률 모형 적용 

분석

<그림 6> 중국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

(출처: 동부리서치)

 

 <그림 5>에 따르면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에 상대적 시장점유율의 개념

을 도입해보면, RMS는 9.7/14.7=0.66이다. <

그림 6>에 따르면 스마트 폰 판매량에서 중국의 

비중은 크게 확대되어가고 있다. 즉, 중국에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

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BCG matrix를 작성하

면 <그림 7>과 같다.

 중국의 스마트 폰 시장은 계속 고성장을 이어

가고 있으며, 중국 스마트 폰 시장 내 상대적 시

장점유율은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상대적 점유율이 계

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는 ‘별’

의 영역에 있으나, 앞으로 ‘물음표’ 영역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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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삼성전자의 중국시장 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발 빠른 전략이 필요하다. 

<그림 7> BCG matrix 

 

 ⅳ.  Key Success Factor: ‘샤오황디’를 위

한 전략의 필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물음표 영역의 사업이 되어

가기 전에 시장 점유율 회복이 필수적이며, 이

를 위한 KSF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삼성전자는 중국의 소비 트렌드 중 가장 눈에 

띄는 샤오캉형 소비, 더 나아가 샤오황디의 등

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의 샤

오캉형 및 샤오황디 소비자를 위한 삼성전자 브

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샤오캉 

형 소비자들은 생존적인 소비가 아닌 풍요로운 

삶을 즐기고자 하는 향유형 소비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다. 샤오캉형 소비와 함께 등장한 ‘샤

오황디’란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과 함께 왕성한 

소비력을 가진 1980년 이후 소비자들을 지칭하

며, 이들의 소비력을 무시할 수 없다. 향유형 소

비의 대표격인 샤오황디는 애플, 삼성전자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표적 소비자들이다. 

특히 이들은 소비의 대상 자체를 보는 것이라, 

소비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투영된 이미지를 중시한다. 이는 중국인들의 체

면중시성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현재 왕성한 소비력을 보이는 이들을 사로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저가정책 급선회는 금물이

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함께 프리미엄 

스마트폰 브랜드의 전형이다.  중국시장에서 저

가 전략의 로컬브랜드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

이고 있으나 로컬 저가브랜드들과 같이 가격을 

저가로 책정하는 것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브랜

드의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오히려 잘

못된 포지셔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애플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시

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음에서부터 알 수 있

다. 따라서 가격을 대폭 낮춰 저가 전략을 취하

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Ⅱ. 기업분석

 ⅰ. 회사 소개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의 대표 기업으로 이동전

화기를 생산 판매하는 제조업체이다. 1969년 

1월 삼성전자공업으로 설립되어 1984년 2월

에 현재의 상호인 삼성전자로 변경되었다. 제품

의 특성에 따라 CE(Consumer Electronics), 

IM(Information technology & Mobile 

communication), DS(Device Solutions) 등 

3개 사업부문으로 나누어 독립 경영을 한다. 

CE사업부문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소비자가전 분야의 제품, IM사업부문은 휴대폰

과 PC, 카메라 등 정보 모바일 분야의 제품, DS

사업부문은 DRAM,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와 모

바일AP, 주문형 반도체 등을 제조하는 반도체 

사업, LCD패널, OLED패널 등 액정화면표시 

장치인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판매하는 디스

플레이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에 본사를 두고 IM, CE 부문이 전 

세계에 지역총괄 10개를, DS 부문이 지역총괄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법인, 판매법인, 연

구소 등 210여 개의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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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삼성전자 중국 진출 현황 

<그림 8> 삼성전자 중국 주요 거점 

  

 삼성은 한·중 양국이 수교하기 전인 1970년

대 중반부터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유지해왔다. 

1985년 9월 삼성물산이 베이징사무소를 개설

했으며, 1992년 한·중 수교 후에 본격적인 투

자가 이뤄졌다. 1995년에는 지주회사인 중국 

삼성을, 1996~1998년에는 톈진, 선전 등지에 

법인을 설립했다. 2001년부터는 휴대폰, LCD, 

노트북 시장에 진출했으며, 2005년부터는 중국

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개방한 금융·

보험 분야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삼성은 사업 전분야에 진출해 제 2의 삼성을 

중국에 건설한다는 각오로 투자하고 있다. 현재 

23개의 삼성 계열사가 중국에 투자해 39개 생

산법인, 39개 판매법인, 7개 R&D센터, 70개 

대표처 등 총 155개 기구를 설립했으며, 10만 

2천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삼성전자를 포함

한 삼성전기, SDI 등 전자·전기계열사가 많다. 

삼성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가전, 중공업, 건설, 

증권 등 전 분야에 진출해 제2의 삼성을 중국에 

건설한다는 각오로 투자해왔다. 그 결과 2011

년 삼성그룹의 중국 매출은 총 58조원(510억 

달러)으로 투자금액의 5배에 달했다. 그 중심에 

있는 삼성전자의 2011년 중국 매출액은 23조

원으로 동사가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거둔 총매

출액의 14%를 차지하며, 중국에서 4만 1,000

여명을 고용(전체 인력의 18.6%)하고 있다.8) 

8)　	김동하,	 ‘삼성전자,중국에서	미래를	찾다’,	Chindia	
Journal,	2012,	pg.50

 ⅲ. 경영 실적 

   중국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점점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다. 삼성전자

는 지난 2013년도까지 꾸준한 매출액 상승세

를 보이다 그 후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맞고 있

는 추세이다. 2013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는 점유율 19.7%를 기록했지만 불과 2년 만에 

7.2%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 스마트

폰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따른 시장 개편, 고가 

프리미엄 제품의 정체 등이 원인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선 2015년부터 애플의 아이폰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보급형 시장에서는 화

웨이를 중심으로 중국 저가업체들이 떠오르면

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TV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상

황이다. 삼성전자 제품의 가격에 절반에도 못미

치는 중국산 TV가 인기를 누리며 점차 점유율

을 늘려가고 있다. 

 ⅳ. 삼성전자 SWOT분석 

  삼 성 전 자 의  강 점 ( S t r e n g t h s ) ,  약 점

(Weakness),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 

(Threats) 요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삼성전자의 넓은 시장 점유율뿐과 경쟁

력 있는 높은 기술력을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삼

성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갖고 있으며 메모리 연구개발 및 제조는 스마트

폰 이전부터 글로벌 1위 자리를 고수해왔다. 디

스플레이 제조기술 역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을 자회사가 갖추고 있다. 세계최초의 플랙서블 

디스플레이 채택 스마트폰인 갤럭시 라운드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기어

를 선보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기술력이 뒷

받침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

를 충족시키기 위해 갤럭시S 시리즈, 갤럭시 노

트 시리즈, 갤럭시탭 시리즈 등 다양한 라인업

이라는 측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아직까지 

크게 부족해 보인다. 애플은 스마트폰을 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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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1등 공신이며 앱 생태계라는 완전히 새로

운 문화를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애플보다 훨씬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성은 아직까지 이러한 찬사를 듣지 못하고 있

다. 지난 2014년에는 삼성전자가 4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판매 점유율에서 현지 제조업체

인 샤오미와 애플에 밀려 3위로 내려앉은 것으

로 나타났다. 중국 소비자들이 비싸지만 프리미

엄 브랜드인 애플 아이폰을 선택하거나 차라리 

성능은 다소 떨어져도 값싼 중국산 스마트폰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독자 운영체제 플랫폼인 타

이젠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만일 타이젠 플랫

폼이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처럼 주

류 모바일 OS 위치까지 올라선다면 삼성전자는 

중국 중저가 스마트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

보하고, OS플랫폼 생태계 확대라는 두 마리 토

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뒤늦게 빠

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애플과 길고 긴 

특허 분쟁을 벌였던 삼성의 기업이미지가 저하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애플뿐만 아니

라 레노버나 샤오미, 화웨이와 같은 중국 스마

트폰 제조사의 약진도 중국시장과 더불어 글로

벌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

이다.9) 

 Strengths

▶ 글로벌 시장 선두주자 막강한 기술력

▶ 다양한 제품 라인업

Opportunities

▶ 타이젠으로 운영체제 독립

▶ 중국시장의 성장가능성

Weakness

▶ 새로운 문화 선도에 약함  (앱 생태계 구축 미약)

▶ 중국토종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 부족

9)　	원수연,	“4대	제조사	2014	SWOT	분석”,	앱스토리,	
2014.01.02.

Threats

▶ 특허 분쟁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저하

▶ 중국 다른 기업들의 폭발적 성장

<표 2> 삼성전자 중국 시장 SWOT분석

Ⅲ. 3C 분석
  

 지금까지 산업분석과 기업분석을 통해 본 연구

의 배경이 되는 중국시장과 삼성전자에 대해 살

펴보았다. 이하에서는 3C에 해당되는 경쟁자 

사회공헌 분석, 자사의 사회공헌 분석, 중국 소

비자 분석을 통해서 경영상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3자의 관점을 이해한 후 결론에서 사회공

헌 사업의 전략적 제안을 하려고 한다.

 

 ⅰ. 경쟁자(Competitor) 분석

  먼저, Competitor에 해당되는 경쟁자 분석이

다. 중국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는 현지 기업과 

한국에서 중국시장으로 진출한 기업 두 측면으

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분석 내용으로는 경

영자원, 강점과 약점, 차별화 우위 포인트 등이 

될 것이다. 현지 기업으로는 최근 샤오미와 함

께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 제조 회사 화웨이를 선정하였다. 화

웨이는 이미 중국시장 내에서는 스마트폰 점유

율 3위에 해당되어 4위인 삼성을 앞서고 있으

며 특히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

기에 평가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화웨이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교육지원 사

업, 사회복지 사업, 농촌지업 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지원 사업으로는 지역 ICT 전문가를 만들

기 위해 45개 글로벌 훈련 센터를 운영하고 있

다. IT 기업의 기술력이라는 핵심역량을 이용하

여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또한 위 사업은 전통적으로 화웨이 유니

버시티라는 화웨이의 내부 교육기관을 이용하

여 역량을 발전시켜왔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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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웨이의 두 번째 사회공헌 사업으로는 사회

복지 분야가 있는데, 재난복구 지원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드넓은 영토와 다양한 

기후대로 인해 지진, 홍수 등 다양한 자연재해

가 2000년대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를 재건하고 구호하는데 자사의 IT 경쟁력을 

이용하여 network망 복구, 모바일 폰 지급 등

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 특성

상 정부와 연계하여 에너지, 수송, 금융 산업에 

ICT 기술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 사업 분야에

서는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적

이며,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과도 연

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원 사업으로, 중국 북동부 

카라메이 지역과 같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

어지는 지역에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이러한 사업 역시 자사의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기타 사회공헌 사업으

로는 월드컵 중계시 이를 위한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는 등 전반적으로 화웨이는 자사의 핵심

역량인 IT 기술을 이용하여 일관된 사회공헌 사

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한국 기업으로서 중국에 진출하여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는 현대자동차, 포스

코, LG 전자, CJ의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 분석

해볼 것이다. 먼저 현대자동차의 경우, 최근 중

국 Best 50 공익 브랜드로 선정된 ‘현대 그린존

차이나’ 사업이 눈에 띈다. ‘현대 그린존차이나’ 

사업은 내몽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대규모 환경

보호 프로젝트인데, 중국내에서 사막화, 황사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슈 측면에서 시

의성 있는 접근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현대자동

차는 한국에서도 하고 있는 세이프무브, 해피무

브를 이용하여 중국 내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하

고 있다. 하지만, 가장 특징적인 점은 중국공청

단과 사회공헌 전문기금을 함께 운영하는 것인

데, 이로부터 현대자동차는 중국현지에 걸맞은 

그리고 보다 투명한 사회공헌 사업 운영이 가능

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살펴본 LG 전자는 교육지원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LG 전자는 텐진과 난

징, 친황다오, 청두를 중심으로 전국에 16개 희

망학교를 설립하여 자사 제품인 가전제품 기증

과 함께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LG 봉사단을 조

직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고, 재

난지역 복원 활동, 헌혈활동 등 기본적인 봉사

활동 중심의 사회공헌도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

한 LG 전자의 사회공헌은 추후 살펴볼 삼성전

자의 프로그램과도 큰 틀에서 가장 비슷한 구조

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포스코에서도 교육지원 사업

을 주로 하고 있다. 현지 인재육성을 위한 노력

으로 포스코 청암재단과 함께 ‘포스코 아시아 

펠로십’ 장학 사업에 공동 참여해 2003년 이후 

베이징대, 칭화대 등 현지 대학생 825명에게 장

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빈민층을 상대

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는데, 대표적으

로 지난해 베이징 방산지역에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이불보내기’ 운

동을 했으며 4월 쓰촨 성 대지진 의연금으로 중

국 적십자사에 300만 위안을 기부하는 등 적극

적인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포스코차이나는 중국기업사회책임연회

에서 선정한 ‘중국 사회공헌 우수 100대 외국기

업’으로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CJ의 사회공헌 사업은 계

열사별로 자사의 핵심역량을 이용한 생활밀착

형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계열사별로 보면 CJ CGV는 5년간 300만 위한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여 중국 내 CGV 극장 진

출 지역 중심으로 농민공 자녀학교를 선정해 문

화시설 체험 등을 확충하는 한편, 예술 특기생 

및 학업 우수생 등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한류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K-POP 한류스타 음악

교실’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

소외지역에서 개최하는 야외 상영회 ‘찾아가는 

영화관’ 영화창작교실 ‘토토의 작업실’ 등의 한·

중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농민공 자녀의 실

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 및 다각도의 학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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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고 있다.

  CJ 뚜레쥬르 역시 점포가 진출한 각 지역 복리

원의 아동에게 매일 간식을 지원하는 ‘CJ 사랑

의 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J 오쇼핑은 

자선 바자나, 특별 행사 등을 통해 기부금을 마

련, 적십자와 함께 재난 지역 초등학교 도서관 

짓기 후원 활동 등을 펼쳐가고 있다. CJ E&M의 

경우 중국 영화산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한·중 영화산업의 공동발전과 교류

를 위해 2008년부터 격년으로 중국과 한국에

서 번갈아가며 한·중 영화제를 개최하는 한편, 

2014년에는 ‘한·중청년꿈나눔단편영화제’를 

개최하여 한·중 양국 문화교류를 이끌어갈 영화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아시아 영화산업의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CJ 사회공헌활동들이 중국인들에게 외국 기업

에 대한 편견과 경계심을 풀어줌으로써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사회

공헌 사업을 정리해보면, 교육지원 사업을 중점

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고, CJ를 제외

하고는 큰 틀에서 교육지원 사업, 봉사활동 등

으로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CJ가 자사의 

핵심역량을 이용하여, 참신하면서도 잠재적 고

객층인 학생과 젊은 층을 겨냥한 사회공헌 사업

을 보이고 있다.

 

 ⅱ. 자사(Company) 분석

  다음으로 삼성전자의 사회공헌 사업 분석이

다. 삼성전자는 사회공익 사상의 3대축으로 첨

단과학기술과 우수제품으로 신뢰 획득, 재무적 

성과, 중국을 위한 사회공익을 제시하면서 정부

정책 관심분야, 인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야, 삼성 능력에 가능한 분야 등의 선정근거를 

바탕으로 교육지원, 사회복지, 농촌지원, 환경

보호 등 4대 핵심영역에 스포츠 및 문화예술지

원을 포함한 5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환경보호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분야를 사회공

헌 사업으로 보고 이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교육지원 사업으로, 삼성희망소학교 사

업이다. 공부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아이들

을 위해 학교 짓기 사업을 벌인 것으로 2010년

까지 ‘Anycall 희망 학교’라는 이름으로 100여

개의 학교가 지어졌으며, 또한 이들 학교의 교

사와 학생들을 초청하여 과학기술 여행의 기여

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삼성희

망소학교의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기

존 사업인 드림클래스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

하였다. 삼성 드림클래스는 사교육에 소외된 학

생들에게 방과 후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중국에도 도입되었

다.10) 다음으로 중점대학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성적우수자 뿐만 아니라 사

회봉사에 적극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되

는 장학금이며, 2002년부터 북경대학, 청화대

학, 복단대 등 우수 17개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

하고 있으며, 장학금 수여 학생들에게는 삼성 

Summer School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현지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도 내

포되어 있다. 삼성 측은 성적이 상위 10~20% 

내에 드는 학생들로 삼성에 입사하기를 원하거

나 삼성에 호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

로 뽑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11)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중국 CCTV의 ‘삼성지

식쾌속열차’ 프로그램을 협찬하며 교육지원과 

동시에 마케팅에도 힘쓰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권위 있고 상금도 큰 중국 TV 퀴즈 프로그

램으로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는 많은 상금과 함께 외국여행이나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중국의 CCTV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프로그램

에서 브랜드명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으로 이를 이용하면서 youth 마케팅과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사업이 중단

된 상태이다.

10)　	이효상,	“중국	삼성,	중국	낙후지역	어린이	100명	초
청	‘희망선물’”,	경향비즈,	2015.08.28.

11)　	표재용,	“삼성,	중국에	대규모	장학재단	만들어”,	중앙
일보,	20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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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이

다. 우선 크게 삼성 ‘애지광행동’이라는 시각장

애인 개안수술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는 중국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봉사

활동을 찾던 중에 간단한 수술로 빛을 찾을 수 

있는 백내장 환자가 중국에 많다는 점에 착안하

여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무료 개안수술을 해오

고 있다.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

며 수혜자만 10,000여명이 훌쩍 넘었다. 또한 

천진 지역의 삼성SDI는 2003년부터 천진시 맹

인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SDI 장학금 수여, 교

과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운동회 지원, 견학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삼성전자

가 2008년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의 공식 후원 

업체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올림

픽 후원을 계기로 관련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나

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12) 

  다음 사회복지 분야의 활동으로는 봉사활동 

및 재해지원활동이 있다. 기본적인 자원봉사활

동으로서 양로원 및 아동복지원을 방문하여 외

출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아들을 위한 봉사활동

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지역에 현금, 

식품 등을 지원하고 홍수로 인한 삼성전자 파손

제품의 무상 수리 제공 등 재해복구활동을 벌이

고 있다. 2008년 쓰촨성 대지진 참사시 3천만

위안을 기부한 것과, 헌혈 및 자원봉사활동 했

던 것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세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 분야

는 농촌지원 활동이다. 일심일촌(一心一村)을 모

토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중국 현지법인들이 인

근 농촌마을과 자매결연 하여 다양한 지원활동

을 펴고 있다. 따라서 교육 환경 및 교육 자재를 

제공하고, 빈곤 가정에 생활용품을 지원하며 농

촌 지역 및 촌민들을 위해 농업 수확을 지원하

고 있다. 이외에도 ‘서부양광 행동’이라고 하여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과 연계한 사업인

데, 북경지역 대학생 자원봉사대를 조직하여 낙

후된 서부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12)　	이명진,	“삼성전자,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공식후원	
계약”,	조선일보,	2007.11.28.

다. 이처럼 위 사업들은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

들의 농촌문제에 대한 관심도에 착안하여 진행

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지의 수요에 맞춘 현지

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13)

  마지막으로 체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인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맞이 마라톤대회를 개최

한다거나, 세계 피겨스케이팅 대회를 후원하는 

등 굵직한 스포츠대회 후원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문화 활동으로서 2006년부터 한중일 3국

이 합작하여 실크로드 문화 보호재를 위한 전문

가 양성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 

분야는 단발성에 그치는 사업들이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같은 해당 시기에 의해서도 영

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다.

 ⅲ. 소비자(Consumer) 분석

  3절에서는 3C 분석의 마지막 측면으로 소비

자 분석을 고객의 특성, 니즈, 행동특성, 기호 

등의 측면에서 다룰 것이다.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사회공헌 사

업의 소비자라 함은 사회공헌 사업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상자와 소비자를 동의

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하며 대상도 삼성전

자의 사회공헌 수혜자로 한정하였다. 사회공헌 

사업의 소비자는 사회공헌 사업이 크게 교육지

원, 사회복지, 농촌지원, 체육 및 문화 활동의 4

가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을 분류하여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교육지원 사업은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이 해당된다. 이들은 큰 범주 차원에서 

학생으로 묶이며, 이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 

및 학교와 제일 밀접하다. 또한 이들은 전자제

품의 주요 수요층이자, 잠재적 고객이다. 따라

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경쟁 기업들이 교육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지

속해오고 있다. 더불어 학생층은 경제적, 사회

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 계층이기 때

13)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2014),	「아국업체들의	해
외건설시장에서	사회공헌활동	강화방안	연구」,	SOC
건설경제센터,	90-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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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수요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사업에서의 대상자는 시각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계층인데, 이들은 앞선 

학생계층과 비교하여 더욱 사회공헌 지원에 대

한 수요가 높은 집단이다. 이들 집단 자체는 크

지 않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사회공헌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공헌 사업의 혜택이 제

일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기업의 이미지 효과는 

대상 집단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사회공헌 사업의 대상자는 농촌지원

을 받고 있는 농민 및 빈곤층이다. 해당 집단에 

대한 사업은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들의 관심으

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전 

중국에 걸쳐 넓은 지역적 거점과 인구를 차지하

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삼성전자의 잠재적 고객

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들은 직접 사

회공헌 지원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공헌 사업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 지원, 빈곤 지원, 서비스 지원 등 사회공헌 

사업의 범위도 다양하여 지속적인 대상 집단으

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체육 및 문화 활동의 대상층은 해

당 스포츠 및 문화 분야의 종사자이지만, 이 사

업은 상대적으로 마케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

하는 부분이 많아 특정 대상을 겨냥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이 단발성에 그치고, 다

양한 범주를 다루기 때문에 특정 대상을 타겟팅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Ⅳ. 전략제안 
 

 ⅰ. 기존 사업의 전반적인 한계

 앞서 실시한 3C분석을 통해 현재 삼성전자의 

중국 내 사회공헌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

들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현재 주요 소비층을 타겟팅한 활동이 부

족하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실제로 삼성전자의 물건을 구

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과 닿아있는 사업도 

기업 이미지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이벤트성, 보여 주기성의 사회공헌 항목

이 존재한다. 단순히 지역 빈민층에 대한 기부

나, 직원복지를 위한 이벤트성 사회공헌 활동이

나 복지프로그램은 현지 맞춤형 기업전략 차원

의 사회공헌 활동과는 거리가 있다.

 셋째, 전략적 목표나 구체적인 가치창출에 대

한 고려가 부족한, 무형성과를 목적으로 실시하

고 있는 사업이 존재한다. 사회공헌을 통해 얻

고자하는 목표가 추상적이고, 사업전략과 연계

하여 추진하는 경우도 드물다.

 ii. 개선방안

  위 한계점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차별화된 현지 맞춤형 사회공헌으로 지

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증대한다. 단순 기부

와 같이 현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보편적인 

형태의 공헌활동은 비용대비 효과가 반감된다

는 연구결과가 있다.14) 대조적으로 기업의 비전

과 이념에 맞으면서도 현지인의 주목과 관심을 

끌만한 사회공헌 사업은, 현지의 브랜드 충성도

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효과

적으로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성공적으

로 현지밀착형 지원을 했다고 평가받는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기존에 삼성이 실시했던 사회공

헌활동 중 하나인 일심일촌운동이 있다. 앞으로 

기획될 삼성의 사회공헌 사업도 단순 지원보다

는 이와 같은 현지 맞춤형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사회공헌 효과를 

증대한다. 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공헌사업

14)　	이연옥.	 ‘중국기업	사회공헌활동	현황	및	발전방안	
:	중국	동북3성	기업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2007.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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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지역사회, NGO, 현지정부, 국제기구 등

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커뮤니케

이션 채널을 확보할 수 있기에 단독 진행사업보

다 더 큰 기업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5) 사회공헌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

과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에 사업의 효과성

뿐만 아니라, 효율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

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성공적인 파트

너십 체결의 예로는 현대자동차가 중국 공청단

과 함께 운영한 사회공헌 전문기금이 있다. 이 

기금은 환경보호와 선진교통문화 정착 활동을 

위한 사업에 쓰였으며, 덕분에 현대는 중국 사

회의 가장 책임감 있는 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하였다.16) 

 셋째, 계열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수

립하여 사회공헌 효과를 증대한다.

각 계역사별로 사업단위 역량과 특성이 다 다

르다. 계열사의 역량과 특성에 맞게 사회공헌

의 전략을 세분화한다면 더 전문적인 공헌효과

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략과 비전

에 맞는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특히 기업의 하드웨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한다면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영역에서 해당 기업만의 밀착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의 ICT기업인 화웨이가 지역 ICT 전문가를 만

들기 위해 45개 글로벌 훈련센터를 운영한 것과 

CJ 뚜레쥬르가 점포가 진출한 각 지역 복리원의 

아동에게 매일 간식을 지원하는 ‘CJ 사랑의빵’ 

프로그램이 있다.

 iii. 새로운 사업 제안

 기존 사회공헌 사업의 한계와 앞으로 개선방안

을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로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구상해보았다.

15)　	상게논문.

16)　	“현대차그룹,	중국	사회공헌	기업상	6년	연속	수상”,
연합뉴스	,	2015.11.29.

  iii-1) 중국 쿠후아와 연계한 삼성&캐시슬라

이드 전략

  쿠후아는 NBT파트너스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현지 법인으로, 현재 중국 내에서 ‘캐시슬라이

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캐시슬라이드’는 

‘잠금 화면 리워드앱서비스’의 일종으로 스마트

폰 잠금을 풀 때 잠금 화면에서 광고 등의 콘텐

츠를 보면 캐시를 적립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서

비스인데, 현재 중국 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서비스는 2012년 

11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2015년 9월) 1400

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고, 올해 7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에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6억 명에 이르고 현재도 그 사

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에 , 쿠후아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 평가

받고 있다.

<그림 8> 쿠후아의 중국 내 누적다운로드 수와 월별 매출

 이에 따라 중국 삼성이 쿠후아와 연계하여 삼

성전자의 제품을 광고를 통해 노출시키는 동시

에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게 해주는 공헌 프로젝트를 제

안한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그림 9> 쿠후아 기존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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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를 살펴보면, 쿠후아는 기업에게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수익 

모델을 형성한다. 쿠후아는 제공받은 광고를 소

비자에게 시청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및 쿠

폰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적립한 현금과 

쿠폰을 ‘쿠후아 몰’이라는 쿠후아만의 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쿠후아와 삼성전자

가 함께하는 사회공헌 전략을 포함한 신사업모

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의 

광고를 시청하고, 본래 캐시슬라이드 서비스에

서 받던 현금 및 쿠폰에 더해 추가적인 기부전

용 적립금을 받는다. 이렇게 소비자가 받은 기

부전용 적립금은 기존에 존재하던 쿠후아 몰 플

랫폼과 연동된다. 쿠후아는 기존에 생필품 구매

만 가능했던 쿠후아몰 플랫폼에 기부기능을 추

가하고, 소비자들이 기부전용 적립금을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게 만든다. 삼성전자는 기부

코너에 삼성전자의 다른 공헌 사업이나 기업 내 

제품전략에 맞춰 삼성전자의 제품이나 서비스

를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 형식의 기부사업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림 11> 쿠후아&삼성전자 사회공헌 전략 모형 제안

 이와 같은 신 사회공헌 모형을 통하여 삼성의 

입장에서는 광고효과와 사회공헌 효과라는 일

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 캐시슬라

이드의 주이용 층은 젊은 층이다. 삼성전자는 

캐시슬라이드를 통해 광고로 지우링허우17) 라 

17)　	90년	이후에	태어난	중국	내	구매력이	높은	젊은	층을	
이르는	말

불리는 높은 소비력을 갖춘 주요 잠재고객층에

게 기업을 알릴 수 있다. 젊은 층을 공략하는 광

고 콘텐츠를 만들어 이들에게 자주 노출시킬 수 

있다면 유스마케팅(youth marketing)의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고

를 단순한 마케팅에 그치지 않고 사회공헌 활동

으로 연계함으로써 기업이미지의 긍정적 제고

를 노릴 수 있다. 소비자들은 삼성으로부터 받

은 기부금을 이용해 모바일에서 기부항목을 선

택만 하면 되기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하

는 곳에 기부를 하는 소소한 만족과 보람을 얻

을 수 있다. 이렇게 얻은 만족감은 향후 기업에 

대한 호감도 형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쿠후아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

하고 서비스의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쿠후아가 현재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장

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

보했다고 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삼성이

라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고,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 사업부와 연계해 ‘캐시슬라이드서

비스’에 대해 알릴 수 있다면 서비스 이용자 확

보에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2) ICT를 이용한 재난복구 시스템

  중국은 드넓은 국토면적과 많은 인구로 인해 

해마다 큰 자연재해와 인명피해를 겪고 있다. 

중국 삼성은 ICT서비스라는 핵심역량을 보유하

고 있기에, 이를 이용해 중국 내 위기상황을 예

방,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을 것

이라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① 클라우드 및 GPS시스템 지원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당시, 관련 당사자

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통신두절

로 인해 가족이나 지인의 위치정보나 안부가 확

인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를 고려해 삼성은 

재난의 상황에서, 기상청이 일정 강도 이상의 

지진속보를 발표함고 동시에 미리 등록해 둔 스

마트폰 또는 gps 단말기를 이용해 위치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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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후 이를 클라우드 서비스(데이터센터)에 

집계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이렇게 집계된 위치정보는 미

리 지정해 둔 가족이나, 소속 기업 혹은 단체에 

제공되어 향후 구조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ICT카 개발 및 지원

 재난 시 통신망이 손상되면 피해자의 통신기기

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 때 해당 무선네트워크 

안에 상대와 자유롭게 연락이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ICT카를 개발, 위기 상황에 이를 지원한

다면 재난 발생 지역에 단기간에 무선네트워크

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ICT는 기업의 핵심사업과 연관이 있

는 활동이기에, 삼성전자만의 전문성을 백분 발

휘할 수 있다. 재난복구시스템을 지원하는 기술 

제공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ICT분야에서 

삼성의 핵심 역량을 효과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기상황에 누

구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위기상황에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긍정적 이미

지 또한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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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7일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

센터(153동) 210호에서 안정권 Slowalk CSO

와 SNUCSR Network는 소박한 만남을 가졌

다. ‘도.대.체. CSR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CSR에 대한 공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서울대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학생들과 기

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의식과 미디어의 발달로 인

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기업은 불매운

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사회공헌 활동을 전략적으로 잘 수행하는 기업

은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었

다. 소위 ‘착한 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CSR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는 추세이다. 그렇다

면 CSR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CSR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사회공헌사업은 CSR의 한 측면일 뿐이

다. 이 외에도 고용, 윤리, 환경, 인권, 기후, 사

회, 생물의 다양성, 분쟁광물 그리고 공급업체

와의 관계까지 모두 CSR의 범위에 포함된다.

CSR이란 무엇인가
 ISO 26000에 따르면, 조직의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SR)은 ‘조직의 의사

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ISO 26000에서 이야기하

는 조직의 대표적인 예가 기업이다. 즉, 위의 정

의에서 ‘조직’자리에 ‘기업’을 대입하면 CSR에 

대한 정의를 얻을 수 있다. 유사한 개념으로 지

속가능경영, 사회 책임 경영, 이해관계자 경영, 

사랑 받는 기업 등 다양한 단어들이 존재한다. 

요컨대, CSR은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와 환경

적인 영향을 생각하고, 그 영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기업들이 CSR을 하는 주요 동기는 과연 무

엇일까? 주로 사회적 압력(Pressure), 전략

(Strategy), 가치(Value)의 원인에 의해 기업

이 CSR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사회적 압력을 

살펴보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을 만드는 애플은 CSR을 하지 않아 많은 비판

을 받았다. 특히 아이폰 생산과정에서 노동착

취가 문제가 되었다. 2~3년 전부터 애플은 이

러한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본격적으로 CSR을 

Lecture

              도.대.체 CSR이란 무엇인가?

: SNUCSR Network,

Slowalk 안정권 CSO를 만나다. 

 17기 최동용(dyttl0812@hanmail.net)

 17기 김성룡(ksr@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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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현재 애플은 노동착취가 있는 공

장으로부터 납품을 받지 않고 있으며, 관련 이

슈를 꾸준히 관리 하고 있다. 나이키는 CSR

을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다. 전사적인 전

략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가치에 중점을 두고 CSR을 하는 

대표적 기업은 파타고니아이다. 파타고니아는 

CPO(Chief Philosophy Officer)란 직책을 두

어 기업의 철학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은 사회적 압박에 의

해서 CSR에 접근하기 시작하기 하였다. 일부의 

대기업만이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

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회적 압박에 의해서 

CSR을 시작한다. 유념할 것은, 사회적 압박에 

의해서 CSR을 시작하였다고 하여 나쁜 것은 아

니라는 것이다. CSR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

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CSR은 두 가지 측

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하나는 Risk 

Management이고, 다른 하나는 Shared 

Value Creation 이다. Risk Management

는 CSR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아동노동 문제

에 소홀히 대응했던 나이키는 불매운동으로 인

해 심각한 경영상 위기를 겪은 바 있다. Shared 

Value Creation은 CSR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을 뜻한다.

 기업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우선, 기업

은 법에서 명시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윤리적 책임을 다해

야 한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윤리적 책임을 넘

어선 수준의 CSR 활동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으로 계산될 것이다. 다만, 법과 규제망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사람들이 요구하는 윤리

적 책임 또한 그럴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 수준은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CSR을 하게 되는 동기, CSR 영역, 그리고 

CSR 활동의 수준은 다양하다. 이 때문에, 사람

들은 ‘착한 기업’과 ‘나쁜 기업’에 대해 헷갈리

게 된다. 가령 노동착취나 경영자의 비윤리적

인 행위를 하는 동시에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어

마어마한 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

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다. ‘착한 기업’이

란 어느 한 영역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

적으로 고르게 역량을 발휘하는 기업이다. 기업

의 CSR은 사회적 압박에 의해서 외부의 요구를 

살피고 내부적으론 해당기업의 전략으로 잘 다

듬어 자신들만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최근의 CSR 동향
 최근 CSR의 동향은 어떠할까? 기업의 CSR은 

자선적 의미로 시작하였다. 점차 발전하면서 국

제 규범이나 표준 같은 자발적인 구속을 만들었

다. 이제는 CSR이 법과 규제를 통해서 강제적

이고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과거 우리는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라고 생

각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점점 줄어

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서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면, 기업의 

역할이 이윤추구라고 응답한 경우가 19%이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응답한 경우가 60%이다.

 CSR은 시적이고 감성적인 비전에 머무르지 않

는다.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기업의 행동을 직접 

판단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해당 기업운영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CSR은 매우 역동적이고 실

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CSR이 기업 내부에서

만 끝나는 것도 아니다. 과거에는 해당 기업만

의 관리하였다면 이제는 외주업체까지 잘 관리

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다.

 오늘날 시민사회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한

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구성원이 바로 기업이

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사회의 구성원으

로서 CSR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

도 우리나라의 CSR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만

큼 발전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만 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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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

여줄 뿐이다. 시민사회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사

회적 책임을 요구한다면 기업도 그 수준에 발맞

추게 될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면, 기업의 

CSR은 자연스레 발전할 것이다.

 CSR.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주제이다. 하지만 사회는 학계의 움직임보

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사회에선 CSR

을 무시하면 기업의 활동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

는 추세이다. 이미 사회에서는 CSR 활동을 하

는 것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CSR을 어떻게 

잘 수행해 내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기

업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의 요구가 무엇인

지 잘 생각해보고 이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준 Slowalk의 안정

권 CSO와 참가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도 CEO, CFO만 있는 것

이 아니라 CSO나 CPO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

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

※본 글은 2015년 9월 17일 안정권 CSO의 강연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다만, 글은 재구성

한 내용이므로 안정권 CSO의 강연 내용과 정확히 일

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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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본 연구는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가 장기적인 경

영 리스크일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기업 성과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

서 출발하여 최근 5년간의 비윤리 사건과 주가

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 그 관

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발생한 비윤리적 행위와 그 기간 

동안의 주가를 분석하고 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

별 분석과 비윤리 행위의 피해자 유형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연구에서 설정

한 사건기간(-10~+15일)에서는 기업의 단기

적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았으나 축소사건기간

(-2~+1일)에서는 기업가치가 단기적으로 하락

함을 알 수 있었다. 유형별 분석 결과, 납품비리 

피해자 유형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사건들과 

달리 해당 사건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들

의 비윤리적 행위를 단기적 기업가치의 측면에

서 그 상관관계를 재무적 측면에서 조명하고 영

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지고 있다.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는 기업 가치

를 한 순간에 평가 절하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경영 리스크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서론

 최근 국내외에서 윤리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으며, 윤리 경영의 필요성이 보다 더 

넓게 공감되고 있다. 폭스바겐 파문과 같은 사

례는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가 직접적으로 기업

의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

며, 더 이상 윤리 경영이 하나의 ‘이상적 구호’

가 아니라 기업의 실천 원리로 여겨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폭스바겐 외에도, 최근 부도덕하거

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타격을 입는 기업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기업이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윤리적인 경

영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윤리 경영과 관련된 논문들

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다수가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

해야 한다’는 당위적 수준의 논의에 머물러 있

었다. 이 때문에 윤리 경영은 하나의 이상적인 

구호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 왔고, 윤리 경영

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

로 연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둘째, 윤리 경

영과 기업 재무의 관계를 연구하더라도, 국내의 

많은 기업들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기보다 개별 

기업 사례의 case study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와 

단기 기업가치 사이의 연관관계 분석 

: 업종과 피해자 유형에 따라

 17기 김성룡(ksr@snu.ac.kr)

 17기 최예주(yeju2569@naver.com)

 18기 윤지수(jsjs950228@naver.com)

윤리경영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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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셋째, 윤리 경영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

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이지만, 

과연 단기적 수익률 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 결과 윤리 경

영은 ‘교과서적인’ 기업 운영 원리로 여겨지고, 

기업의 단기 수익과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선행 연구 조사를 하던 중, 우리와 같은 문제의

식을 갖고 연구를 진행한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현복(2015)은 <기업의 비윤리

적 행위와 주가 변화에 관한 연구>1) 라는 논문

에서 한국과 미국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가 주가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저자는 불법행위

와 분식회계 사건들에서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

다고 보고하였으며, 분식회계의 경우 한국에서

의 주가 하락폭이 미국에서의 주가 하락폭보다 

유의미하게 작았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사항에 대해 좀 더 알아

보고자 하였다. 첫째, 이현복(2015)의 연구에서

는 표본이 1998년부터 2013년의 사건으로 한

정되어 있었는데, 현재에도 연구 결과와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각 비윤리 행위가 갖는 특성(주체 유형 및 대상 

유형2) )에 따라 비윤리 행위가 주가변화에 미치

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과연 기업의 비윤리 

행위가 단기적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하여 1) 최근 사건들을 중심으로, 2) 비

윤리 행위 유형에 따라 연구하고자 하였다. 단

기적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기존의 연

구와 같이 기업의 주가를 선정하였다. 2010년

부터 2015년 동안의 국내 기업 사례를 수집하

여 최신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물론 기업의 비윤리 행위와 단기적 기업 가치

(주가)와의 연관성에 대해 확실한 답을 찾는 데

는 한계가 있다. 기업의 주가에는 보다 복합적

1)　	이현복,	2015,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와	주가변화에	관
한	연구,	기업경영연구	22권	제	4호,	한국기업경영학회.

2)　	여기에서는	각각	기업의	업종과	피해자	유형을	의미한
다.

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생

의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

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가며 의미 있는 결

과를 발견하고자 노력했다. 윤리경영의 가치와 

의의 그리고 영향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

해보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가설

연구가설1:	비윤리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사

건기간	동안	단기	기업	가치	단기	기업가치3)는	

하락한다.

연구가설2:	사건기간의	단기	기업	가치	변화량

에는	1)	기업의	업종과	2)	비윤리	행위의	피해

자	유형이	유의할	만큼의	영향을	미친다.

 2.2. 자료수집 및 용어 정의

 코스피 상위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비윤리 행

위를 조사하였다. 비윤리 행위는 ‘검찰’, ‘기소’, 

‘입건’, ‘사고’, ‘논란’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였

으며, 구글 뉴스를 검색엔진으로 활용하였다.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

일으로 한정하여 검색하였다. 사건일자(비윤리 

행위가 일어난 일자)는 최초보도 일자를 기준으

로 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가 여러 개

인 경우에는 검찰 기소 등 기업의 비윤리 행위

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날짜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

련기사도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기사의 수 또한 참고하여 사건일자를 정하

였다. 수집된 사건의 개수는 총 157개였다.

 기업의 단기 가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로는 기업의 주가를 활용하였다. 비윤리 행위가 

3)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	주가	수익률,	코스피로	조
정된	상태의	주가	수익률	등	복수의	지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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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간은 ‘사건일자로부터 10일전~사건일자로부

터 15일 후’로 설정하였으며4), 이 기간을 ‘사건

기간’이라고 정의하였다. 비윤리 행위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기간은 ‘사건일자로부터 300일전~사건일자로

부터 150일전’으로 설정하였으며5), 이 기간을 

‘비사건기간’이라고 정의하였다. 각 사건에 대

하여, 사건기간의 코스피 지수와 기업 주가 정

보, 비사건기간의 기업 주가 정보를 수집하였

다. 주가 정보는 일자별로 수집하였으며, 종가

를 기준으로 하였다.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단기 가치 변화 

이므로, 기업 주가의 절댓값 보다는 상대적인 

값을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각 

일자별로 수익률을 계산하였다. 

 사건기간의 기업 단기가치 변화를 측정하기 위

한 지표로는 누적수익률을 활용하였다. 누적수

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의 총 합으로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

 기업 별로 기저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점, 시장

조건이 기업의 단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누적수

익률을 보정하였다. 보정을 위해 누적초과수익

률(Cumulative Abnormal Return; CAR) 개

념을 사용하였다. 먼저 기업의 성장속도로 인한 

편차를 제거하기 위해 기업의 예상 누적수익률

은 비사건 기간 기업의 평균수익률에 사건기간

을 곱하여 구하였다. 또, 시장에 의한 주가 변화

를 보정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 누적수익률은 사

4)　이현복,	2015,	상게논문.

5)　상동.

건기간 코스피 평균수익률에 사건기간을 곱하

여 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누적초과수익률을 

계산하였다. 누적초과수익률은 사건기간의 누

적수익률에서 예상 누적수익률(시장 혹은 기업)

을 뺀 값이다. 

 

 2.3. 사건 분류

  2.3.1.업종 분류

 코스피 상위 80개 기업에 대하여, 기업분석을 

통해 해당 기업의 업종에 대한 1차 분류를 수행

하였다. 이후, 2차 분류를 통해 통합할 수 있는 

업종 분류는 서로 통합하였다. 15개 이상의 기

업이 속한 주요 업종으로는 IT통신, 건강, 금융, 

전자, 중공업, 중화학이 있다. 

  2.3.2.피해자 분류

 비윤리 행위로 인해 누가 피해를 보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사건을 분류하고자 하였

다. 피해자의 기준은 1차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

자 그룹으로 하였다. 주요 피해자 그룹으로는 

고객, 주주, 직원, 납품(공급사슬에서 해당 기업

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조직), 하청(공급사슬에

서 해당 기업보다 하위에 위치하는 조직) 등으

로 나누었으며, 기업의 활동 영역과 관련 없는 

비윤리 행위(일반 폭행 등)는 일반 항목으로 분

류하였다. 

3. 연구결과

 3.1.  사건기간동안 단기 기업 가치는 하락

하는가?

  3.1.1. 사건기간 수익률 분석

사건기간을 중심으로, -10일부터 +15일까지의 

누적수익률을 계산하였다. 사건기간의 누적수

익률이 0보다 작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

의확률(p-value)을 계산하였다. 각 사건에 대

한 기업의 비사건 기간 누적수익률과 사건기간 

코스피지수의 누적수익률을 각각 계산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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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마찬가지로 0보다 작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의확률을 계산하였다. 표본 크기가 157 

이므로, 누적수익률의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르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1에 정리되어 있다.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사건기간의 누적수익률은 모평균

이 0 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으며, 

각 사건에 대한 기업의 비사건 기간 누적수익률

은 모평균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5%의 유의수

준에서 기각6)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의 수익률과 시장의 수익률에 의한 효과를 

없애기 위하여, 사건기간의 누적수익률에서 기

업의 비사건 기간 누적수익률 혹은 사건기간의 

시장 누적수익률을 뺀 누적초과수익률(CAR)을 

계산하였다. 누적초과수익률에서는 기업과 시

장의 수익률로 조정한 두 경우 모두 모평균이 0

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1).

<표 1>  사건기간 누적수익률과 누적초과수익률.각각은 표에서 ‘수익

률’과 ‘조정수익률’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샘플 크기가 크므로

(n=157) 각각의 평균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검정 

통계량 Z를 구하였다. 유의 확률은 H0: m=0 vs H1: m<0 에 대

한 것이다(m은 각 집단의 모평균). 수익률을 보았을 때 기업 수익

률의 모평균은 0 보다 큰 것으로 보이지만, 조정수익률(기업)로 다

시 계산해보면, 이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상대일자 별 평균 초과수익률. 각 사건에서 사건일자의 일자를 

6)　H1:	모평균은	0	보다	작다.

0으로 설정하여 계산한 값이며, 초과수익률은 기업의 비사건 기

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즉, 사건기간의 누적수익률과 누적초과수익률

결과에서 사건기간의 수익률이 0보다 작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수치적 근거도 발

견할 수 없었다. 즉, 사건기간 기업의 단기적 가

치(주가)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25일 간의 사건 기간에서도 유의하게 주

가가 하락한 사건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약품 내부자거래 사건(2015)과 LG 디스플

레이의 기술유출 사건(2015)이다.

 한미약품의 경우, 신약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내부자가 빼돌려 애널리스트와 함께 부당이득

을 취한 사건이었다. 신약개발 자체가 정보에 

상당히 민감한 산업이라는 점과 당시 한미약품

이 주식시장에서 고평가 되었다는 분위기 때문

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삼성디스플레이 측으

로 직원이 기술을 유출한 사건이다. 부품산업은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므로, 회사 차원

에서는 피해자로 보이는 사건임에도, 소수 직원

의 비윤리 행위에 의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1.2. 상대일자 별 수익률 분석

 사건기간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현상의 

원인과 관련하여, 누적수익률의 분포, 조정누적

수익률의 분포에서는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그

림S17)). 한편, 이현복(2015)의 논문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수익률이 낮았던 날은 일반적으

로 사건 당일뿐 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상대

일자(사건일자를 0으로 놓았을 때의 날짜, 사건 

다음날은 +1일, 전날은 -1일)에 따라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는 

그림1과 같다. 

 그림1에서, 사건일자 이전에는 사건일자에 가

까워질수록 초과수익률이 감소하며, 사건일자 

7)　	S는	지면	상	본문에	싣지	못한	그림으로,	snucsr.com
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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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초과수익률이 증가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초과수익률의 경향뿐 아니라 초과수익률의 부

호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수익률 자체가 시

간에 따른 기업 주가의 기울기를 뜻하기 때문이

다 8). 그림1에서 -2~+1일까지 4일 간 초과수

익률은 모두 0 미만이었으며, +10~+14일까지 

5일간 초과수익률은 모두 0을 초과하였다. 이 

결과들은 각각 4일간 초과수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5일간 초과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용-반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 상승과 하락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주식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는 주목할 만한 현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구간을 제외

하면 어떠한 구간도 조정수익률이 3일 이상 같

은 부호를 유지하지 못했다. 

<표2>  축소기간의 수익률 결과. 표1에서 사용하였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

으로 분석하였다.

 3.1.2.의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는 3.1.1.에서 

얻었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었다. 

-10~+15일의 사건기간에서 기업의 누적수익

률이 0 미만이 되지 않은 이유는 사건기간을 너

무 짧게 설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

건일자 이전과 이후 약 나흘 동안 기업가치 하

락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이후 15일 동

안 이러한 단기적 타격이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사건기간 동안 기업의 단기적 가치가 

감소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던 이유를 사건기간

8)　	수익률이	0	보다	크면	주가가	증가했다는	것을,	0	보다	
작으면	주가가	감소했다는	것을	뜻한다.

을 너무 넓게 설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

다. 이후에는 사건기간을 사건일자를 기준으로 

-2일~+1일로 설정하였다. 코스피 시장이 열리

지 않은 날이 사건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일자는 전부 코스피 시장이 열린 날들을 기준으

로 계산하였다.

  3.1.3. 축소사건기간의 수익률 분석

 축소사건기간(-2~+1일)에서의 누적수익률과 

누적조정수익률을 계산한 결과는 표2와 같다. 

5%의 유의수준에서 축소사건기간에서의 누적

수익률과 누적조정수익률(기업)의 모평균이 0

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시장에 의한 누

적조정수익률은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

다. 

 누적수익률, 누적조정수익률(기업) 지표가 모

두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는 점과 누적조정수

익률(시장)에서의 유의 확률 또한 7%에 불과하

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축소사건기간에서 단

기적 기업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어떤 요인들이 사건기간9)의 단기 기업 가

치에 영향을 미치는가?

  3.2.1. 기업의 사업 분야(업종)

 기업의 업종을 크게 IT통신, 건강, 건설, 금융, 

에너지, 유통소매, 자동차, 전자, 중공업, 화학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각 업종에서 사건기

간 기업 누적수익률, 비사건 기간 기업 누적수

익률, 사건기간 시장 누적수익률, 누적조정수

익률(시장, 기업)의 평균을 각각 계산하였다(표

S1). 누적조정수익률에서 전체 평균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업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5%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유의할 만한 결과를 

나타낸 그룹은 식품, 제약, 생활건강을 포함하

는 건강 업종 그룹이었다. 해당 그룹에서 사건

기간 기업 누적수익률의 유의확률은 6.1%지

만, 누적조정수익률(시장)은 2.9%의 유의 확률

로 전체 평균과 그룹 평균이 같다는 귀무 가설

9)　	사건기간으로는	축소사건기간,	즉	사건일자를	기준으로	
-2~+1일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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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각하였다10). 한편, 동일 그룹에서 비사건 

기간 기업 누적수익률 평균 또한 전체 평균보다 

컸으며(유의 확률 1%), 기업으로 조정한 누적조

정수익률은 유의 확률이 27.7%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 업종에서 사건기간에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건

강 산업 자체가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르게 발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2.2. 비윤리 행위의 피해자 유형

 비윤리 행위의 피해자 유형은, 1차 피해자를 

중심으로 고객, 납품11), 정부, 주주, 직원, 하청, 

일반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각 유형에 대해 사

건기간 기업 누적수익률, 비사건 기간 기업 누

적수익률, 사건기간 시장 누적수익률, 누적조정

수익률(시장, 기업)의 평균을 각각 계산하였다

(표S2).

 5%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

낸 그룹은 납품비리 유형이었다. 해당 그룹에서 

누적조정수익률은 시장과 기업에서 각각 4.5%, 

3.8%의 유의 확률로 전체 평균과 그룹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납품비리에서

는 사건기간 동안 1%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였

다. 통계적으로, 이 값은 납품비리에서의 수익

률 모평균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유의 확률= 13.3%). 납품비리는 다른 비

윤리 행위들과는 유의미하게 다른 수익률 평균

을 가지며, 기업의 단기가치에 정적/부정적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3.  요인들이 사건기간 기업 수익률에 실

제로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3.3.1.  비사건 기간 기업 누적수익률과 사건기

간 시장 누적수익률

사건기간의 기업 수익률을 종속변수로 두고, 비

사건 기간 기업 누적수익률과 사건기간 시장 누

10)　H1:	그룹	평균	<	전체	평균

11)　	해당	기업이	납품을	하는	입장인	상황에서,	납품	받는	
대상(주로	공공기관)에	피해를	끼친	경우를	여기서는	
‘납품비리’	사건으로	통칭하여	부른다.	일반적으로,	입
찰	담합	사건들이	여기에	속한다.

적수익률에 대하여 각각 회귀모형을 구성해보

았다.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하여 회귀모형의 유

의성을 검정한 결과(표S3), 5%의 유의수준에서 

사건기간 시장 누적수익률 만이 사건기간 기업 

누적수익률과 유의한 선형관계를 가졌다. 비사

건 기간 기업 누적수익률과 사건 기간 기업 누

적수익률은 유의미한 비례 관계를 갖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3.3.2. 회귀모형

 앞의 결과를 토대로, 사건기간 기업 수익률에 

대한 회귀모형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업종과 피

해자 유형에 대하여, 사건기간 기업 수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요인을 찾

아보았다. 3.2.에서 살펴보았듯, 5% 유의수준

에서 사건기간 기업 수익률에 영향을 유의미하

게 미친 요인은 납품비리 여부였다. 3.3.1.에서 

사건기간 시장 수익률과 사건기간 기업 수익률 

사이에 유의미한 선형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기 때문에, 종속변수(사건기간 기업 수익

률)에 대해 두 개의 독립변수(사건기간 시장 수

익률, 납품비리 여부)로 회귀모형을 구성하였

다. 식은 다음과 같다.

cCR(-2,+1)=β0+β1kCR(-2,+1)+β2I+ε

 cCR(-2,+1)은 사건기간 기업 누적수익률, 

kCR(-2,+1)은 사건기간 시장 누적수익률, I는 

납품비리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납품비리일 경

우 1, 나머지 0)이다.

 회귀계수는 표3,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표4에 

정리되어 있다. 결정계수는 0.122, 조정결정계

수는 0.110이다. 5% 유의수준에서 회귀모형은 

유의하다. 결정계수가 0.122로 예측에는 상당

히 부적합하지만, 사건기간의 시장 수익률만을 

독립변수로 고려하였을 때보다는 결정계수가 

높다. 설명변수가 늘어날수록 결정계수는 커지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정결정계수도 구해보

았다. 조정결정계수에서도 사건기간 시장수익

률만을 설명변수로 하였을 때(0.096) 보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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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장수익률과 납품비리 여부를 함께 설명

변수로 설정하였을 때 조정결정계수가 높은 것

(0.110)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4.1. 결과해석

  4.1.1. 비윤리 행위와 기업 단기 가치

 이현복(2015)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에

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

다. 그러나 3.1.1.에서 알 수 있듯, 해당 선행연

구에서 설정한 사건기간(-10~+15일) 동안 기

업의 단기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인을 찾기 위해, 우리는 사건기간 동안 평균

적인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그 결과는 3.2.2.에 나타나 있으며, 

사건일 근처 4일 동안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를, 사건일 10일 이후 5일 동안은 지속적인 증

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윤

리 행위에 대한 영향이 빠르게 회복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비윤리 행위들에서 주가

가 빠르게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과 관련하

여, 그 원인으로 가능한 것들을 고려해 보았다. 

우선, 선행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 조사된 비

윤리 행위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유형의 비윤

리 행위들일 수 있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 불

법행위에 의한 25일 간의 주가 하락폭 평균은 

-1.6% 정도였다. 본 연구에서 사건기간 4일 간

의 주가 하락폭 평균은 약 -0.5% 이다. 사건기

간의 길이 차이를 고려하여 본다면, 선행 연구

에서 조사된 불법행위들이 본 연구에서 조사된 

사건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큰 주가 하락폭을 나

타낸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사건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가정 하

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빠르게 정보화가 이루어진 우리나

라 사회의 특성상, 기업 관련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에 의한 주가 변화 효과로 인해 비윤리적 

행위 정보에 의한 주가 변화 효과가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식 시장의 발달과 정보 

전달 속도의 발달로 인해 비윤리 행위가 주가로 

반영되는 속도가 월등히 빨라졌을 가능성이 있

다. 마지막으로, 매일같이 접하게 되는 비윤리

적인 행위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이 비윤리 행위

에 대해 둔감해졌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실

제로, 국내의 회계불투명성과 오너리스크 등은 

주가 기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

며,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한다. 

 비록 초기에 설정한 사건기간에서는 기업의 비

윤리적 행위와 단기적 기업가치에 대한 유의미

한 분석을 내릴 수 없었지만 축소사건기간에서

는 유의미하게 기업 주가가 하락한 점을 미루어

보아 윤리적 경영에 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4.1.2. 유형별 분석

 유형별 분석에서, 건강 업종 계열의 기업들은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

었다. 그러나 해당 업종에서의 비사건 기간 평

균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점, 비사건 기간 평균 

수익률로 보정을 하였을 경우 다른 업종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표3>   회귀모형의 계수. p-값은 각 회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

한 유의 확률이다. 표에서 2.5E-05는 2.5×10-5를 뜻한다.

<표4>  회귀모형의 유의성 검정. 유의 확률은 회귀모형의 유의성에 대한 

유의 확률을 뜻한다. 3.1E-05는 3.1×10-5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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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업종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은 단순히 

업종 자체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납품비리 유형은 시장과 기업 정보를 이

용하여 보정하였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

익률을 나타내었다. 사건기간 수익률의 절댓값

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납품비리 유형의 비윤리 

행위들은 기업의 단기 가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결과만을 가지고 납품비리 유형의 

사건이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

지 못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납품

비리 유형의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에 해당되는데, 이는 건설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현재까지는 묵인되어왔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이해관계자들의 

윤리경영과 공정거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련성이나 정성

적 측면에서의 영향까지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

해 짐작할 수 없다.

 

 4.2. 연구한계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157 개의 표본수를 확보하였으

나 조사 방법이 인터넷 검색을 기반으로 진행

되었기 때문에 기간 내의 모든 비윤리 행위를 

검토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사건 기준일의 경

우 최초 보도일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나 사

건 자체가 장기화된 비윤리사건의 경우 최초 보

도일자를 실제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큰 일자로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를 통해 비윤리 사건 표본 확

보 방법의 개선으로 연구기간을 확대하고 표본 

수를 확충한다면 본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기업의 주가뿐만 아니라 정성

적 측면과 장기적 관점의 기업 가치와의 상관관

계 분석읕 통해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비윤리 

사건의 영향을 조명할 수 있다면 기업의 비윤리 

행위와 기업 가치의 상관관계에 대해 더 유의미

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가 단기적으로 주

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윤리경영은 단순히 장

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권장의 

개념을 넘어서 기업가치의 보존과 관리에 필수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이를 인식하

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비윤리 행위의 리스크를 

감당하기보다 윤리경영의 실천을 통해 기업 가

치를 보전하고 극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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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오로지 자사의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

며 사회적 책무를 도외시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요즘과 같이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의 일거

수일투족이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지

는 시대에 사회에 대한 고려 없이 자사의 경제

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머지않아 소비자

들의 외면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다. 과거에 비해 현재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개인과 기업의 관계를 판매자-소비자 또는 

고용자-피고용자의 관계로만 한정짓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기업 역시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

로서 인식하고, 사회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인

정하며, 더 나아가 이를 상호 요구할 수 있게 되

었다. 이와 같은 기업에 대한 요구는 학계에서 

개념적 정제과정을 거치며 마침내 '기업의 사회

적 책임(CSR)'이라는 용어로 개념화되었다.

 학계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기

업이 경제적, 환경적,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

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김

성규, 2015: 4)으로 정의하며, 기업 활동에 있

어 CSR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장기

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CSR이 '기업과 사

회의 상호 이해, 신뢰 구축'(김성규, 2014: 4)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SR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

다. 먼저, 기업이 책임을 지는 대상에 따라 윤리

경영, 동반성장, 환경경영, 사회공헌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또, CSR의 단계와 형태에 근거

해 공익 캠페인, 공익연계마케팅, 지역사회 자

원봉사, 사회책임경영실천으로 구분할 수도 있

다(Kotler, 2004). 이와 같은 구분에 근거하면 

CSR에는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단순 기

부에서부터 마케팅 전략의 일환, 더 나아가 기

업의 경영 원리에의 적용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 기

업은 이와 같은 포괄적 관점에 근거해 CSR을 

실천하지 않았다. 기업은 CSR을 주로 단순기

부 혹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매우 소

극적인 활동만을 수행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앞

서 언급한 환경적 변화로 인해 CSR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극적 의미의 CSR에

서 나아가 기업 경영에 있어 사회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며 적극적 의미의 CSR로 

CSR의 개념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Global CSR

 이러한 CSR의 확대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또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CSR 전략으로서 

민관협력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진출 제안

 16기 김남이(violeni9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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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화는 바로 글로벌(Global) CSR에 대한 

관심 증가이다. 최근 세계화(Globalization)가 

진전됨에 따라 기업 활동은 국가 영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기업이 자국에서만 활동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CSR 역시 국내

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로 그 범위가 넓어지

게 되었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확대

되었다는 것은 기업이 진출한 국가에서로만 한

정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해당 기업

이 진출하지 않은 국가까지 포함하는, 말 그대

로 세계 전체에 대한 책임으로 개념이 확대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CSR의 개념적 확대는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세계시민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이 적극적 주체로 참여하

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화된 사회에서 기업이 CSR을 펼친다는 것은 어

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 CSR의 수행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자와 상황들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다. 타국에서의 CSR 실시

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

며, 해당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

니케이션 등이 필요하다. 이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다. 이런 이유에서 그간 기업이 글

로벌 CSR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개발도상국 대

상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전문성을 

크게 요하지 않는 분야가 많았다. 예를 들면 대

학생 봉사단을 파견하여 노력봉사를 수행하거

나, 단순 물품 기부는 전문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다. 기업은 대상 지역의 개발수요

(Needs) 파악과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물론 기

업이 전문성을 지니는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CSR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여전히 지역 전문성

은 요구된다. 만약 기업이 해당 지역에 대한 면

밀한 조사와 고려 없이 CSR 사업을 실시한다

면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

며, 어떤 경우에는 개도국의 개발전략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기업

이 선한 의도로 추진한 사업이 해당 지역 사회

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이러한 

사업 결과는 결국 기업에게도 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 CSR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의심

을 받아 오히려 이미지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

고, 해당 개발도상국으로의 진출에 어려움을 겪

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글로벌 CSR 프로그램

을 추진할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

야 한다는 것이다.

CSR과 ODA

 이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기업들은 CSR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NGO 등의 타 주체

들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진다. 기업에게 부족한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사업 추진의 전문

성 등을 갖춘 주체들과 협력하여 CSR 프로그램

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자금이 필요한 NGO 

입장에서도 매우 유용한 제안이기 때문에 기

업-NGO간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

근에는 이와 같은 민간주체 간의 협력뿐만 아니

라 기업 CSR과 공적개발원조(ODA)간의 협력

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란 “OECD/DAC(경제협력개발기구/개발원조

위원회)가 정한 수원국 목록에 있는 국가 및 지

역, 또는 다자간 개발협력기구에 제공되는 자금 

또는 기술협력”(KOICA, 2013: 28)을 의미하

며, 중앙 및 지방정부, 정부집행기관 등 공적 기

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원조를 말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사회공

헌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상당한 리스크를 감

수할 수밖에 없다. 전문성을 지닌 NGO와 협력

하여 사업을 수행하여도 기업-NGO 간 파트너

십 하에서는 주로 기업이 자금을 부담하기 때문

에 리스크는 기업 측에게 더 클 수밖에 없다. 기

업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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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체와 분담함으로서 프로그램의 리스크

를 줄이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에

도 타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적개발원조의 주체인 관(官)과의 협력이 전략

적으로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민관협력사업(PPP)

 일반적으로 민간 영역과 공적영역이 협력하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켜 '민관협력

사업(PPP)'이라고 칭한다. 민관협력은 비단 개

발협력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

업을 추진할 때 종종 채택되었던 사업 방식이

다. 그러나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 '민관협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전까지 개발협력 분야의 주체는 국가나 NGO에 

한정되어 있어 기업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

다. 그러나 CSR 개념이 등장하면서, 특히 글로

벌 CSR 개념이 제기되면서부터 개발협력의 새

로운 주체로서 기업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글

로벌 CSR이 개발협력분야의 새로운 재원 발굴 

토대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개발협력에 있어 민관협력(PPP)은 대체로 

KOICA(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추진된다. KOICA는 세 민간주체, 즉 기업, 학

계, 시민사회를 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로 삼

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기업과 파트너

십을 구축한 프로그램으로는 ‘기업협력프로그

램(BPP)'이 있다. 최근 민관협력의 유용성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KOICA 기업협력프로

그램(BPP)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총 23건의 기업협력사업(BPP)이 진행되

었고, 상당수의 사업들이 성공한 사업으로 긍정

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BPP 프로그램은 기업

의 사회공헌 활동 혹은 비즈니스 전략이 수원국

의 개발수요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있을 경우, 

KOICA와 해당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어 5:5 매

칭(중소기업 7:3)으로 사업비를 조성하는 프로

그램이다. 쉽게 말하자면, KOICA와 기업이 특

정 개발도상국의 빈곤해소나 경제사회적 개발

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절반씩 비용을 분

담한다는 것이다. KOICA 민관협력 프로그램

은 CSR 프로그램의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용

할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전담 기관인 KOICA

의 경험과 전문 지식들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유용하다. 

KOICA는 세계 각지에 44곳의 해외사무소를 

두고 현지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추진, 실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1991년 창

립된 이후 많은 개발협력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사업 노하우와 경험들을 축적해왔다. 이러한 전

문성을 갖춘 공적기관과 협력하여 CSR 프로그

램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에게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CSR은 더 이상 선택

이 아닌 필수이다. 세계적 빈곤과 개도국의 개

발 노력을 외면하는 기업은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을 것이며,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국제시장

에서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았

을 때, 글로벌 CSR은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라

고 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

와 같이 기업 활동에 있어 글로벌 CSR이 중요

시되는 사회적 변화에 주목하여 글로벌 CSR 수

행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또한, 글로벌 CSR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기업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

을 발견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민관협력방식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분야로의 진출가능성을 살

펴보았다. 사회적 변화로 인해 기업에게 글로벌 

CSR의 수행이 필수적이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

한다면, 기업은 더 이상 글로벌 CSR을 할지 말

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돈을 투자하

여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고민은 기존 개발협력 분야의 주체들

이 고민했던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 사업 대상

이 되는 수원국의 빈곤감소와 경제사회적 개발

을 공통의 목표로 두는 이상 기업과 개발협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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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주체들이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민

관협력(PPP) 방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위험의 효과적 분담과 각자의 능력 극대화이다. 

개발협력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기업과 관

(官)이 각각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비용을 

분담한다면, 기업, 관(官), 도움이 긴요한 개발

대상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의 개발협력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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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E (Sustainability Report Evaluation) 

Index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평가 지표입니

다. 대학생의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과 절차를 

통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평가 지표를 구성하

고자 하였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본 글의 목적

입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하면서 학

회원들이 각자 느꼈던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

며, 지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던 학

회원들의 노력 또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

여 보고서와 후기의 중간 형태로 글을 구성하

였습니다. 

1. 총론
 

 1.1. 서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에

서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7대 원칙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각각 설명 책

임 원칙과 투명성 원칙입니다. 각 조직은 사회적 

책임에 대해 투명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

무가 있습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

볼 때,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 투명하고 상

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

보아야 합니다. 

 기업이 발간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1)는 기업이 

1)　	Sustainability	Report.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속가

사회적 책임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매

체입니다. 본 학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연구

하는 학회로서 꾸준히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읽

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기업마다 상당히 다르게 구성되어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보

고서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정

보를 일관성 있게 얻어내기가 어렵다는 사실 또

한 알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은 최근 2개 호(23호, 24호)의 

Sustainability Review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기업들이 발간하는 대부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는 GRI G4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이

에 대한 제3자 검증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거의 모든 경우에서 제3자 

검증은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가 GRI G4 가

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별로 지속가능성보

고서의 구성이 다르며, 얻을 수 있는 정보 또한 

분명히 보고서마다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 

체계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

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검증이 항목

에 따라 단순하게 Yes/No 형태로 이루어져 있

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그림1).

 따라서 본 학회에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

한 정량 평가 지표를 만들어보고자 시도하였습

능성보고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발간된다.

SRE Index 2015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평가 지표 구성에 관하여

 SRE Index Project Team

Projec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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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지표는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국제표

준인 GRI G4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구성하였

습니다. 지표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의 품질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기업의 실제 지

속가능경영 활동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1.2. 평가 의의

 평가 지표 구성의 의의를 당위성, 적시성, 적합

성의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지속가

능성보고서가 사회적 책임 이행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점과 GRI G4 가이드라인이 평가의 

기능에서는 큰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점을 고려

해 보았을 때, 본 지표를 구성하는 일은 필요하

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혹은 기업의 사회적 

파급력 자체에 대한 평가 지표들의 개발과 관련

하여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2), 현재까지 비교 

가능한 지표 개발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

니다. 따라서 비교 가능한 형태로 보고서만을 우

선 평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

는 일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표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서울

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회 SNUCSR은 좋은 조

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보

고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매체입니

다. 이해관계자에는 기업경영에 관한 전문가들 

뿐 아니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일반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포함됩니다. 본 학회의 구

2)　Sustainability	Review	24호	참조.

성원들은 전부 대학교 학부생들이기 때문에, 일

반인의 시각과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고서를 평

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1.3. 평가 원칙

 GRI G4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보고서의 품질

을 결정하는 것은 다음의 6개 원칙입니다: 균

형, 비교가능성, 정확성, 적시성, 명확성, 신뢰

성. 균형 원칙은 기업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측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원

칙을 뜻하며, 신뢰성 원칙은 공개된 정보의 품

질을 확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두 원

칙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고서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본 

평가 지표에서는 균형과 신뢰성 원칙은 평가 원

칙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적시성 원칙은 적절

한 시기에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보고서 

자체의 품질만을 평가하고자 하는 본 평가 지표

에서는 마찬가지로 평가 원칙에 포함하지 않았

습니다. 

 본 지표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원칙은 비교가능

성, 정확성, 명확성입니다. 비교가능성은 시간

에 따라, 혹은 기업 간 평가가 가능하도록 일관

성 있게 정보를 나열해야 한다는 원칙, 정확성

은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

록 정보가 정확하고 상세해야 한다는 원칙, 명

확성은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

보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비교가능

성, 정확성, 명확성을 위해서는 공개가 요구되

는 정보가 상세히 제시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

그림 1. GRI G4 Index 예시.



Winter 2016 vol.25    67

에 이해관계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구

성되어야 합니다. 

 

 1.4. 평가 진행

 서울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회 SNUCSR 구성

원 7명이 평가 과정에 동등한 비중으로 참여하

였습니다. 이슈를 총 7개(경영일반, 경제, 환경

1, 환경2, 노동인권, 사회, 소비자)로 나누었으

며(그림2),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평가 원칙은 

공유하되, 평가는 파트별로 나누어 진행하였습

니다.

 1.5. 평가 방법

 평가 대상은 코스피 상위 20개 기업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우선주를 제외한 후, 2015년 지속

가능성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과 GRI G4 

가이드라인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

업을 배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RI G4 가

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특수 산업군3)을 제

외하여 총 11개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평

3)　www.globalreporting.org/reporting/
sector-guidance

가하였습니다. 

 지표는 총 200점 만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00점은 항목 평가로 구성하였습니다. 항목 평

가는 보고서를 GRI G4 가이드라인에 얼마나 

맞게 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GRI G4 가이드라인은 개별 항목에 대한 

작성 기준을 제공합니다. 즉, GRI G4 가이드라

인은 작성자를 위한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품질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독자의 

입장에서도 보고서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단

했기 때문에, 나머지 100점은 주관적인 평가로 

구성하였습니다. 70점은 각 범주(경영일반, 경

제, 환경, 노동, 인권, 지역사회, 소비자)에 대한 

평가의 합산으로 구성하였고, 30점은 보고서 

전반에 대한 평가로 구성하였습니다.

  1.5.1. 항목 평가

 항목 평가의 기본적인 목적은 그림1에 제시되

어 있는 부분 중 검증 부분(Assurance)을 정량

화 하는 것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10점 만점

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은 GRI 

G4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그림3).

그림 2. GRI G4 가이드라인의 평가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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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측면에서 GRI G4 가이드라인을 수정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첫째, GRI G4 가이드라

인이 요구하는 것이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경

우에는 회의에서 합의 하에 평가 기준을 조정하

였습니다. 둘째, GRI G4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항목들 간 비중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가 있었습니다. 그림3에서도, EN32 항목과 

EN33 항목의 비중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똑같이 10점이 할당되기 때문에, 평

가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였

습니다. 본 지표에서는 몇몇 항목 간 병합을 통

해 항목들의 비중을 균일화하고자 하였습니다.   

  1.5.2. 범주 평가

 범주 평가는 각 범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범주별로 평가자가 한 

명씩 배분되며, 각 평가자는 각 범주에 대해 모

든 보고서를 평가합니다. 기업의 접근 방식이 

공개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항목이 보고서에 

포함되었는지, 시각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는지, 

각 범주에 해당되는 내용이 보고서 내에서 얼마

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하였

습니다.

  1.5.3. 전체 평가

 전체 평가는 각 보고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에는 평가자 7명 모

두가 참여하였으며, 점수의 평균을 반영하였습

니다. 보고서가 일관성 있게 구성되었는지, 목

차와 내용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디자인은 어떠

한지, 가독성은 좋은지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1.6. 평가 결과

 평가 결과, 항목 평가에서는 SK 텔레콤(71.5

점/100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범

주 평가 결과, 경영일반에서는 LG 생활건강과 

SK 텔레콤(이상 8.0점/10점)이, 경제에서는 현

대자동차(8.8점), 환경에서는 포스코(9.4점), 노

동에서는 SK 하이닉스(9.3점), 인권에서는 삼

성전자(8.3점), 지역사회에서는 현대모비스(8.4

점), 소비자에서는 기아자동차(7.3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체 평가 결과에서는 

현대모비스(8.4점/10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점수를 합산하였을 때, 삼성전자(143.6점/200

점), SK 텔레콤(141.8점), SK 하이닉스(135.1

점) 세 기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항목, 범주, 전체 세 가지 측면 간 유의미

한 선형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

그림 3. GRI G4 가이드라인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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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각각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유의

미한 선형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항목-범주 

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는데, 이 경우 결정계

수(R2)는 0.141 이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평

가 측면은 독립적으로 보고서의 서로 다른 측면

을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각론

 2.1. 경영일반

17기 최예주(yeju2569@naver.com)

 일반표준공개 평가는 크게 전략, 기업과 보고

서의 프로필, 중대측면,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와 윤리성으로 분과를 나누어 세부 항목들이 

GRI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와 범주의 전체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어

떠한지를 기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세부 항목 평가에서는 일반표준공개에 해당하

는 항목이 전체 보고서의 핵심 사항을 결정하

는 만큼, 1) 기업들이 처한 내외부의 위험을 얼

마나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였

는지와 2) 거버넌스 구조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

로 평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략과 프로필 부분은 일목요연하

게 잘 전달하고 있었으나 중대측면 부분에서는 

보고서들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중대측

면은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의 관점에서 어떤 이

슈들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반영한 보

고서의 지침과 같은 파트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중대측면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를 

투명하게 밝혀 객관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직관

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고서에 중대측면 항목

을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를 초반에 제

시하여 파악된 중대측면과 기업의 지속가능경

영의 실제 활동을 비교할 수 있게 작성하고 우

선순위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이해하

기 쉽게 정리한 보고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고서들이 파악한 중대측면을 부

록에 제시하거나 우선순위를 모호하게 제시한 

점은 추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범주 평가에서는 글뿐만 아니라 인포그래픽과 

그래프 등을 제시하여 독자를 배려한 점은 좋았

으나 핵심 내용의 이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림들을 첨부한 보고서들이 있어 아쉬웠

습니다. 

 2.2. 경제

17기 최동용(dyttl0812@hanmail.net)

  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속가능성경영보고

서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가 다른 보고서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했

습니다. 이에 따라,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한 평

가를 좀 더 중요시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분

배적 측면에 대한 평가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

었습니다. 

 GRI G4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평가를 하려

고 시도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GRI 

G4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대로 지속가능경

영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GRI G4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맞게 판단 기준을 살짝 수정하였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이나 기업의 착한 일을 홍

보하기 좋은 소재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상세하게 잘 다루어져 있었습니다. 기업의 장기

적인 비전과 목표를 통해서 기업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GRI G4 가

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많은 것이 다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의 생산적 측면이 아닌 분배적 측면

에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

된 내용,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기업의 제품 생

산량과 판매량, 매출액, 이익금 등에 비해서 상

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SRE Index를 만드는 과정은 SNUCSR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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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 기업의 지

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서 기업이 CSR에 신

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기업이 원하는 것만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

니다. 하지만 이번에 SRE Index를 만들면서 기

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었고, 기업이 나름의 

체계에 맞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쓰고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3. 환경(1)

18기 송하진(durant35@snu.ac.kr)

 해당 기업을 잘 모르는 이해관계자라고 가정한 

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읽었고, 실제 인쇄된 

보고서보다 훨씬 접근하기 편한 인터넷 다운로

드 방식으로 읽는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그렇

게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로 보

기 편하게 도표나 그래프를 적극 활용하고, 낱

장이 한 페이지로 설정되어 상하 스크롤링만으

로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보고서

에 전체평가에서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또한 환

경경영 부분에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

는지 여부를 살펴, 해당 보고서가 단순히 GRI 

G4 기준에 부합하려 환경경영 파트를 추가했는

지 아니면 실제로 기업이 환경경영에 관심이 있

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환경경영 문제

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실제 기업의 활동에서 환

경 문제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

나,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입한 기업에게는 범

주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마지막

으로 쓸모없는 사진이나 그림이 들어가고, 해당 

기업의 분야와 별 관련이 없음에도 부가 설명이 

없이 기술된 활동이 있을 경우 전체평가에서 감

점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환경에 지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

니다. 특히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직접적으

로 환경 파괴와 맞닿아 있는 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관심이 없음에도 GRI G4 기준에 부합

하고자 억지로 환경경영 부문을 추가한 모습이 

역력한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기업의 업종

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게 환경경

영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KOSPI 시가총액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는 기업

들인 만큼, 환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사회

적 책임은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 환경(2)

18기 박지윤(decerca@snu.ac.kr)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읽어본 적은 많지만, 이

렇게 하나하나 요소를 분석해본 적은 처음이었

습니다. 직접 분석해보니 엄청난 분량과 내용에 

놀랐습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우리나라의 대

기업들이 매년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이 정말 반가

웠습니다. 분석 대상 기업 대부분이 제조업이므

로 기업들이 환경 부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야별로 그 관심 정

도는 달랐는데, 에너지와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절약 및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기타 오

염물이나 생태계에는 아직까지 관심이 부족하

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에너지와 온실가스의 경

우 직접적으로 사용요금이나 탄소배출권 등으

로 경제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있지만 생태계는 

아직 그러한 연결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

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생태계서비스

와 이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머지

않아 생태계 또한 기업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경과 기업경영이 좀 더 유

기적으로 연결되어 친환경 기술 및 운영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의 성장이 다시 환경 보호

로 이어지는 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2.5. 노동, 인권

17기 김성룡(ksr@snu.ac.kr)

 노동, 인권 부분에서는 GRI G4 가이드라인에

서 제시된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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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은 GRI G4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측

면’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노동의 경우에

는 고용현황, 산업안전, 고용다양성, 인권의 경

우에는 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 원주민 문제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 되었습니다. 평가 기준

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해당 

항목에 대해 적절히 인지하고 있는가. 둘째, 해

당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 과정에서, 고용 부분에서의 정보 공개는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

권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정보 공개는 상당히 제

한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해당 없음’ 이라고 기

재된 보고서도 많았습니다. 관련된 문제가 발견

되지 않았더라도, 인권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공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6. 지역사회

17기 박민우(yaineminwoo@snu.ac.kr)

 지역사회 파트는 기존에 총 11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었는데, 세부적인 측면에서 현실성이 결

여되거나 형식적인 문항은 일부 삭제하거나 변

경하였으며, 겹치는 문항은 통합하여 크게 6문

항으로 항목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

로 기업이 지역사회과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사실대로 서술하였는지와 연관성 측면

에서 세부 평가 항목을 마련하여 이 부분에 중

점을 두고 평가 하였습니다.

  범주 평가에서는, 해당 기업의 업종을 고려하

여 지역사회 파트에 필요할 것으로 기대되는 항

목의 유무 여부와 구성에 대해 평가를 하였습니

다. 많은 기업들이 지역사회 파트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여 문항이 요구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

른 내용을 기술하거나, 내용을 서로 다른 영역

들에 서술하고 있어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지 못

하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보고서 전체 평가에서는, 전체적인 목차 구성

과 디자인 가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관

심을 많이 쏟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으

며 큰 틀에서 목차 구성도 비슷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일

부 기업의 경우, 과도한 디자인이나 자사 제품 

홍보 이미지가 강한 모습이 눈에 띄어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로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7. 소비자

18기 윤지수(jsjs950228@naver.com)

 다양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읽으

면서 한국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CSR 분야에

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

야, 특히 고객 개인 정보 관리 분야에서는 아직

도 많은 기업이 정보의 수집/이용/폐기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특히, 요즘 개인 정보에 대한 관심과 그 위험성

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업에서도 개인정보 측면에서 고객들에게 신

뢰를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기준 표 중에서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

한 뚜렷한 처벌이나 규제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단

순히 ‘기업의 선행 자랑’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

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입장

에서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읽고, 분

석하고, 나름의 채점 기준과 개선 방안을 고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만큼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참고문헌

GRI G4 가이드라인, 2013, Global Reporting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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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잠, 산타되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는 서울

대 학생들로부터 학교 마크와 학과, 학번, 이름 

등이 적힌 과잠을 받아 세탁 및 수선과정을 거

친 다음, 관악구에 소재하는 독거노인들에게 기

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회공헌’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유로 방치된 채 입지 않는 과잠을 거두어 추

운 겨울 혹은 간절기에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들에게 다시 나누어 준다는 점에서, 즉 사회적

으로 낭비되고 있는 일부 과잠에 다시금 새로운 

가치를 찾아주어 궁극적으로 사회적 공익에 기

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것에는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타

인’, ‘함께’, ‘공존’ 등의 일상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한다면 기부나 봉사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적 행위나 개인의 윤리적인 행

위 역시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잠, 산타되다’라는 프로젝트

를 통해 사람들이 잊혀진 과잠의 존재를 인식하

게 하고, 이를 받아 세탁 및 수선을 맡긴 다음, 

다시 박스에 포장하여 상록 재가 노인지원센터

를 통해 독거노인들이 과잠을 잘 전달받게끔 하

는 일이 저희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서울대 학생들의 과잠을 독거노

인들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한 것에 불과하지만, 

저희 이끌림 팀이 사회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

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저희는 

기꺼이 만족할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과잠을 기부한 학생들과 과잠을 기부 받은 독거

노인들 모두에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만족

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금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자면 지난 1년 동

안 제가 속해있었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CSR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것

은 동아리 이름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궁금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영리적 기업을 사

회라는 큰 집단의 한 구성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다루어야 할 연구 범위는 기업을 포함

한 사회 전체로 확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공헌 활동들을 접하

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에

게 CSR 동아리의 일원으로서 지난 1년은 대학

생으로서 참 뜻 깊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다

만, 실제로 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일

은 많지 않았던 점이 개인적인 아쉬움으로 남

아있었는데, 때마침 서울대 글로벌 사회공헌단

(IGSR)의 사회공헌 공모전(응답하라 서울대)은 

저에게 지난 1년을 마무리하는 시험이자, 또 머

릿속의 있는 생각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절호

의 기회였습니다.   

   모든 팀 프로젝트가 그렇듯이, ‘과잠, 산타되

과잠, 산타되다 

: 글로벌사회공헌단 ‘응답하라 서울대’

참가 후기

 17기 이창윤(su3945@nate.com)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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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진행했던 이끌림 팀 역시프로젝트가 완

성되기까지의 팀원들과의 협력과 분업, 세부사

항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점에서 

기꺼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준 팀원들에게 감사

를 드리고, 팀원 각각의 도움이 있었기에 무사

히 64벌의 과잠이 관악구의 독거노인들에게 전

달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경험부족

으로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공모전 일정상 프로젝트가 겨울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면서 계절 학기를 듣지 않

는 학우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

다는 점, 서울대입구역과 녹두거리에서 방문수

거를 실시했지만 그 외 지역의 수거가 이루어지

지 못했다는 점 등 미흡했던 부분이 여전히 마

음에 걸립니다. 

   

서울대 글로벌 사회공헌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

되었던 ‘과잠, 산타되다’라는 프로젝트가 내년

에도 지원을 받아 진행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

습니다. 하지만 지난 크리스마스 첫 홍보부터 1

월 27일 관악구 상록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진

행된 기부식 및 기부봉사까지의 진행과정에서 

과잠을 기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수요와 과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에 ‘과잠, 산타되다’라는 프로

젝트가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로서 내년에도 진

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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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활동후기♥

“일 년 동안 정말 재밌었구,

 그동안 고생하신 학회원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파이팅!”

“글로벌환경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환경경영에 관심

을 가지고 SNU CSR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환경경영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실제 사례에서 어

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재미있었고 다음 학기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들 이번에도 고생 많았고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

다! 지난학기동안 찔찔대던 이 취준생 나부랭이에게 아낌

없는 응원과 칭찬 보내준 모든 분들 짱짱 고맙구 사랑해

유♥”

“한 학기 가까이 한 주제를 깊이 파고들면서 환경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와 환경 경영을 위한 많은 노력들

에 대해 알게 되었다. SR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팜유 또

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삼림과 동식물을 보호하려

는 뜻으로 시작되었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점 입지를 넓

히는 중이다. 환경 단체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들이 지

속 가능한 팜유에 더욱 관심과 책임을 가져서, 진정한 환  

경 경영이 실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17기 김성룡

18기 송하진

17기 정예지

18기 최수완

“지난 1년은 꿈속에서 지낸 것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습니

다.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해주었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

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준 SNUCSR Network 멤버들에

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내년엔 새로운 기수와 함께 

더 재밌고 풍성한 학회가 되길 바랍니다.” 17기 최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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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좋은 팀원들을 만난 것이 행운이었다고 말하고 싶

습니다. 좋은 팀원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함께 자료를 조

사하고 기사를 작성해보는 과정들이 즐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사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동반성장의 

사례들을 알게 되고 부족하게나마 동반성장의 모델을 제

언해보는 과정을 통해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동안 SNU CSR 활동을 하면서 매주 금요일이 즐겁

고 보람찼다. 기업의 영리활동에 따르는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었다. 모두들 수고 많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16년 1학

기 SNU CSR  번창하세요~★”

18기 차희재

17기 이창윤

“1년 동안 SNUCSR에서 활동하면서 지속가능경영에 대

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

습니다. 특히 다양한 주제와 사례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

어서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를 마

지막으로 동아리 활동은 끝났지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17기, 18기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SNUCSR 흥하길 바랍니당!!”

“한 학기동안 열정적인 팀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잡지

를 준비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밤샘작업도 있

고 하나하나 자료를 직접 조사하면서 쉽지 않은 순간도 있

었지만 이번 잡지로 그 결실이 맺어지게 된 것 같아서 뿌

듯합니다. 서울대학교 CSR 파이팅!!”

17기 최예주

18기 윤지수

17기 박민우

“벌써 2015년 2학기도 다 지나가서 이렇게 1년 동안의 

학회 활동이 끝났네요. 매주 세션을 하고, 또 조모임을 하

면서 일주일에 가장 많이 본 학회원들인데 이제 학회에서 

못 보게 되니 아쉬운 마음이 벌써부터 듭니다. 학회를 하

면서 관심있던 분야에 대해 다양한 전공의 학회원들과 생

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PPT 만드는 

방법 등도 어깨너머로 배워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년 

동안 함께했던 17기 친구들! 앞으로도 홈커밍데이나 세션

들을 통해 또 만났으면 좋겠고, 2016년 1학기에 새로 들

어오는 19기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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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동안 학회 활동을 하며 여러가지 CSR의 이슈에 대

해 배울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CSR은 무엇이다라고 한마

디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더욱 더 체감하게 된 것 만으로

도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18기 이소영

“우연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CSR을 더 알아보고 싶어서 SNUCSR에 들어오게 되

었는데, 처음 하는 학회인 만큼 서툴고 모르는 것 투성이었

지만 정말 잘 배려해주시고 또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했습니

다-! CSR 말고도 많은 것을 배워간 것 같아요*-*”

“경영학, 경제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기업과 사회적 책임’

이라는 수업에 대한 흥미만 믿고 동아리에 들어왔다. ‘당연히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

었는데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것도 많고, 고

려해야 할 사항도 많았다. 그래도 매주 세션을 하고, 흥미로운 

주제들에 대해 학회원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나름대로 생

각을 정리해볼 수 있었던 한 학기였다. 다음 학기에도 SNUCSR

이, 우리 학회원 모두가 더욱 발전하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

다. 18기 여러분 다음 학기도 잘 해봐요!!”

18기 정지영

18기 박지윤

“SNUCSR과 함께 지냈던 1년은 대학생활에서 잊지 못할 시간

일 겁니다. 1년 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부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학회 활동 후 가장 크게 남은 것

이 무엇이냐 물으면 ‘사람’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람’들

과 함께 만들어간 인연, 추억 모두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SNUCSR 여러분!! 1년 동안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

서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거에요! SNUCSR 계속 흥해라!!!!><” 17기 김민수

“지난 2학기 활동을 되돌아보면, 아쉬움만 남은 것이 후회가 된

다. 조금 더 시간을 내거나, 조금만 더 열심히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만 머릿속에 맴도는 걸 보면, 순간순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위로하던 내가 얄밉고 후회가 된다. 학기가 시작

할 때, 1학기의 활동의 아쉬움을 씻을 만큼 더 열심히 해야지 생

각했지만, 2학기가 끝나면 어쩐지 적당하게-평균만큼만의 노력

만 했던 것 같아 항상 고생한 옆 사람들에게 폐만 끼쳤던 것 같

아 미안함만 든다. 그래도, 지난 1년간 함께한 SNUCSR 사람

들을-특히나 언제나 고생하던 성룡이- 만날 수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 내가 행복했던 만큼, 모두가 어

디서나 그리고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17기 장두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