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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tainability Review

    안녕하세요. WISH 11기 회장 김은영입니다.

오랜만에 Sustainability Review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WISH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Sustainability Review 를 통해 

다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반가운 마음을 전합니다. 

    WISH는 우리 사회의 조화롭고 따뜻한 변화를 꿈꾸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전략을 연구하는 동아리로 2008년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5년 간 WISH는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며 사회적 기업과 생태계 연구, 

컨설팅, 프로젝트, 컨퍼런스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3년 가을과 겨울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 아래 소그룹 주제 연구와  

사회적 기업가 초청 강연, 사회적 기업 홍보 전시 등의 활동을 하였고 그 소식들을 바로 여기, 

Sustainability Review에 담아 내었습니다.  잡지라는 이름을 내걸기엔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 믿고 실천 의지를 가진 WISHer들의 진심을 담고자 노력하

였습니다.  

    WISH는 사회와 인류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을 가진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이 잡지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과 WISH의 가치와 꿈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WISH는 생

생한 현장에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겠

습니다.  WISH를 관심과 애정으로 계속 지켜봐주세요.  Sustainability Review 를 손에 펼쳐

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What is Strategy for Humanity?” 
    

    WISH 는 “What is Strategy for Humanity?” 의 약자로 인류를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고

민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모여 만든 학생조직입니다. 특히 저희 WISH는 Social Impact 

창출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 관련 연구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

다. 

    이번 학기에는 조별로 나누어 사회적 기업법, 환경 마케팅,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사회적 

기업 관련 소주제를 탐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번 '사회적 기업 컨퍼런스'에서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의 성공적인 모

델을 제시하고, 국내의 Micro Finance 분야에 대한 분석과 성공모델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학기 저희 WISH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사회적 경제 학

습동아리 운영지원사업 『모임』의 지원동아리로 선정되어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WISH는 딜라이트 김정현 대표, 사회적 기업 전문 컨설팅 기관 Impact Square의 박

동천 대표, 어둠 속의 대화 송영희 대표 등 여러 사회적 기업가들을 초청하여 창업배경 및 사

회적 기업 창업 현장의 체험을 생생하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저희 활동 내용은 저희 블로그 http://blog.naver.com/strat4human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

WISH 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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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13년 2학기 동안 SNUCSR을 이끌었던 13기 회

장 김성진입니다. 표현은 이끌었다고 썼지만 모든  학회원이 주체

적으로 참여하였기에 어쩌면 적합하지 않은 표현인지도 모르겠습

니다. 잡지에 인사말을 남기는 것도 저뿐만이 아니라 학회원 모두

가 되어야겠지만, 지면 제약으로 인해 제가 대표해 글을 남깁니다. 

 CSR은 불과 5~6년 전만 하더라도 생소한 개념이었으나 근래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의 

등장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CSR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

적 책임)의 약어임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만,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에도 일련

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분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합니다. 특히 파문을 일으켰던 '남양유업 사

태'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이슈화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습

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CSR활동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방향

성과 지속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기업이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서 정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답이 없

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행위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며, 끊임없는 마찰이 발생하

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SNUCSR은 이와 같은 우려와 비판, 마찰과 갈등에 참여하는 학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는 '어떠한 CSR이 행해져야 기업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기업이 책임져야 하

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등의 질문을 던지고, 비록 정답은 아닐지라도 나름의 답을 제시하고, 

더 나은 CSR활동을 위한 초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

한 대학생의 노력이지만 CSR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나아가 많은 독자들이 Sustainability Review 21호를 좀 더 아껴주시고, 이를 바탕으

로 CSR에 관하여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SNUCSR Network 회장의 인사말

동 아 리

등록사항

연구분야

참여인원

활동시간

소 속 학 교

소 속 학 과

소 속 형 태

동 아 리 명

창 립 연 도

대 표 학 생

대표연락처

지 도 교 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술연구동아리

SNUCSR Network

2006년 3월

13기 김성진(10 교육학과)

010-2779-0251/snucsr@gmail.com

조동성 교수님(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지속가능경영/환경경영/기업의 사회공헌/윤리경영/사회책임투자

현재 활동인원: 13명(13&14기)(누적 계 144명)

학기 중 매주 금요일 오후 6-8시 학술토론 진행(개인적인 학습시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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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tainability Review

연구의 배경

  환경문제는 2010년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더 이상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와

이의 마우나로아(Mauna Loa) 관측소에 따르

면, 2013년 5월 이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가  400ppm을 돌파했다. 400ppm은 학계가 정

의하는 기후변화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생태

계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최대 이산화탄소 

농도는 350ppm으로1)   여겨지며, “이산화탄소 

농도 마지노선 넘었다”. 한국일보. 2013. 5. 12. 

기사.

 이미 지구의 환경이 이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은 특히 오늘날 환경 문제의 주범이 되고 있

는 인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현대인들의 경

각심은 현저히 부족한 편이다. 환경오염을 생각

하면서 녹아내리는 빙하, 북극곰 등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환경문제가 

이제는 인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

도의 파괴력을 지닌다는 것을 간과한 인식의 결

과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근, 질병 등에 시달리는 

1)“이산화탄소 농도 마지노선 넘었다”. 한국일보.        
     2013. 5. 12. 기사.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급격한 기후의 변화는 

선진국에도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

다. 특히 환경문제는 사회문제와 결합하여 더욱 

다양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비할 필요성이 절실

하다.

  심각한 환경문제와 이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빚어낸 비극이 더 큰 파괴력을 지니기 전에 사

회에서 가장 심각하지만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터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환

경문제와 더불어 이와 결합할 수 있는 사회문

제까지 해결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아래와 같은 사

회적 기업의 모델을 구상해 보게 되었다.

연구의 범위

  첫 번째로 연구의 범위로 삼은 곳은 도시이다. 

지금껏 환경문제나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주

체는 다름 아닌 국가였다. 세계의 회의나 협약 

등은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채택되었으며, 

국가를 중심으로 모든 질서들이 형성되어왔다. 

그러나 국가중심 체제의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바, 이는 ‘정치적 논리의 개입’

WISH Topic 1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G-ITS  기반 

네트워크형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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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양한 특성이 포섭되기 힘들다’는 점이었

다. 

  강대국들은 산업화, 개발 등 역사적으로 환경

문제에 져야 할 책임이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

로 각종 환경에 관한 협약 등이 강대국(혹은 선

진국)의 책임있는 실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국가들은 현 시점의 경제상황 등을 

들어 이러한 제재를 받기를 거부하였고, 종국적

으로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교토의정서를 탈퇴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이는 국가 중심

의 시스템이 강대국(혹은 선진국)들의 정치논

리에 휘둘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또한 국가중심의 체제는 한 국가 내부의 다양

한 도시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

계도 가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이라 할지라도 배

출하는 환경오염 물질의 양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발전된 대도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거의 오염물질을 배출하

지 않는 도시도 있을 수 있다. 국가중심으로 포

섭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도

시의 특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도시는 지구 전체 지표면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의 69%를 차지하며, 

온실가스 배출의 70%가 도시에서 발생한다. 

이는 도시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지

만, 이는 역으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가

장 효과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

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보다는 도시를 중심

으로 연구의 범위를 좁히고, 더 다양한 특성과 

효율적인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 보려 하는 것이

다.

  두 번째 연구 범위로 설정한 것은 ‘교통문제’

이다. 도시의 교통문제는 후술하겠지만, 환경

적, 사회 · 경제적, 삶의 질적 측면의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도로이동원에 의한 대

기의 오염비율이 도시에서는 매우 큰 비율을 차

지하고 있고, 교통체증 등은 사회 경제적 비용

을 초래하며 이는 도시 거주자의 삶의 질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도시 교통문제는 해외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분야이며, 이글은 

이를 해결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환경과 도시의 

사회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

는 바이다.

  아래에서는 도시의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심층

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

로서의 지능형 교통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

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교통체계의 심화 · 발전된 

형태를 추구하고, 그것의 사회적 영향력을 알아

보는 것으로써 글을 마무리 해 보도록 한다. 

교통문제의 심각성

 “전체적인 이동성은 가장 매력적인 혁신요인

입니다. 도시와 그 시민 - 도시 거주자이든 방

문객이든 - 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교통 결과

물을 획득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by. 호주 Queensland Motorways Ltd.의 CEO Phil 

Mumford

  세계경제에서 도시 성장이 갖는 의미가 커지

고 있는 상황에서 각 도시들은 상업적인 기회

와 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



   Sustainability Review

다. 이러한 경쟁 상황에서, 도시 교통 체계의 효

과성은 투자자들과 피고용자들 양 측 모두가 느

끼는 도시에 대한 매력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

다. 이는 도시 기반 시설 중 교통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수치를 통해 확인해 봄으

로써 실감할 수 있다. “Megacity challenges: A 

stakeholder perspective.”의 조사에 의하면 도

시의 성장 단계로 그 성숙도를 측정해 보았을 

때, 성숙한 도시들은 45%가, 이행 중에 있는 도

시들은 43%가, 미성숙한 도시들은 18%가 교

통 분야를 도시 기반 시설 중 가장 우선으로 파

악하였다.2)

  이러한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생긴 것

은 교통문제가 현재 도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3) 라는 점과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에 

상관없이 도시의 가장 큰 기반 시설에 관한 문

제4) 로 거주자들에 의해 선정되었다는 점을 통

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환경적 측면에서 도로 이동 오염원에 의

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은 엄청나다. 우리나

라의 총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중 도로 이동 오

염원에 의한 배출량 비율은 61%로 에너지 산

업 연소, 비산업 연소, 제조업 연소, 생산공정, 

비도로 이동오염원, 폐기물 처리등과 같은 다

른 오염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5)  국

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기 오

염 물질 배출량을 오염 물질 별로 분류해 보았

을 때 CO(일산화탄소)와 NOx(질소 산화물)

2) “ Megac i t y  cha l l enges :  A  s takeho lde r 
perspective.”A research project conducted by 
GlobeScan and MRC McLean Hazel, sponsored 
by Siemens and written by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6. p.26-31　

3) “ Megac i t y  cha l l enges :  A  s takeho lde r 
perspective.”A research project conducted by 
GlobeScan and MRC McLean Hazel, sponsored 
by Siemens and written by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6.p.2

4)“Megacity Challenges, A stakeholder perspective

5)　 조혜진·최동용, 〈도로환경요인이 도로변 대기
오염에 미치는 영향분석〉, 《대한교통학회지》
Vol.27 No.6, 대한교통학회, 2009, p.2

의 경우 도로 이동 오염원에 의한 배출량이 일

순위를 차지한다. 배출량으로 산정하여 보면 

CO 73%(618천톤), NOx 37%(389천톤), HC 

10%(85천톤), PM10 13%(17천톤)를 배출하여 

그 양이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

다.6)  <Fig.1> 이러한 오염물질은 인간에게 직

접적인 피해를 가져온다. 기관지염, 폐기종 및 

폐렴, 천식 ,폐쇠 기관지 성염 등의 질병을 유발

하여7)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돌입했음을 인지할 

수 있다.

  

그림_도로 이동 오염원에 의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도시의 도로교통 문제로 인해 빚어지고 있

는 사회적 비용 또한 엄청나다. 우리나라에서

는 매년 교통 혼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

이 1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손실비

용이 전체GNP의 3.16%에 해당하는 22조8천

억 원에 이른다.8)  이는 세계적으로 모두 해당

6)　 김지영 외 13, 〈수송부문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연구(V)- 자동차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Bottom-
up 배출계수 산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
연구소, 2012, p.2

7)　 김태근,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대기오염과 
자동차 배기가스의 공해〉, 《전남타임스》, 
2011.03.22,       http://www.jntimes.kr/news/
articleView.html?idxno=2449

8)　 홍두표, 〈중소도시 ITS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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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항으로 미국에서의 경우를 텍사스 교

통 연구소가 2007년 조사하여 내놓은 보고서인 

‘Urban Mobility Report’에 따르면9) 교통 혼잡

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치르게 되는 

비용은 42억 시간, 29억 갤런의 연료와 그에 따

른 연료비는  78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

러한 수치가 2004년과 비교해 2억 2천 시간, 1

억4천 갤런, 50억 달러에 달하는 증가한 것임을 

감안할 때 교통체증이 빚어내는 문제의 심각성

과 그 심화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림_도로 교통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거주자들의 측면에서 교통은 거의 모든 도시 

거주자들이 공유하는 경험으로서 시민들의 삶

의 질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는 거주자들이 도시를 평가할 때 우선적으로 고

려하는 가치로 도로 교통와 안전이 각각 뽑혔음

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 IBM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도시에 대한 고려에서 도로 교통

이 27%로 1위, 안전이 9%로 2위를 차지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9)　 Texas Transportation Institute’s 2007 Urban 
Mobility Report

해결방안으로서의 ITS
(지능형 교통체계)와 G-ITS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

할 수 있는 것이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이지

만 IBM이 전 세계 50여 개 선진국과 개발도상

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현

재 대부분의 도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ITS

를 도입하고 있지만 일부만이 성공 사례가 되

고 대다수가 단계적 측면에서 초기에 그치고 있

다. 또한 러시아와 같이 기존에 ITS를 적극적으

로 도입하지 않던 국가들이 낙후된 교통시스템

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ITS 프로젝트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의 전

망이 밝다.10)  

   이처럼 도시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서 많

은 국가들이 ITS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에 환경

을 한층 더 고려하여 나온 개념이 G-ITS이다. 

G-ITS란 Green Intelligent Travel Society로 

기존의 교통 운영 패러다임을 녹색 교통으로 전

환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복합교통수단의 실시간 

운영관리는 물론, 개별 이용자의 통행관리가 가

능하다. 이러한 G-ITS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

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의 구축에 따라 도

로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 개념에서 벗어나 전자

적인 정보화 도로 개념으로 전이되고 유비쿼터

스 교통 환경으로 진화됨과 동시에 저탄소 첨단

녹색통행 사회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발전하게 된 G-ITS는 교통 환

경에서 가장 똑똑한 녹색통행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　 Sergey Bannykh(모스크바무역관), 〈러시아 교
통 인프라 개선위한 ITS 분야, 한국기업 투자진출 
유망 - 모스크바 시, 2011년 1차 발주이어 2012
년 6억달러 규모 발주 예정 -〉, 《해외투자속
보》, 2012.06.15, http://www.globalwindow.org/
gw/overinvest/GWOIFS020M.html?ARTICLE_
ID=2152061&BBS_I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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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S의 효과

  G-ITS 구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

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환경적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기대

할 수 있는 효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교통

수요관리의 최적화이다. G-ITS를 통해 이용자 

측면과 운영자 측면 모두에서 탄소배출을 감소

시킬 수 있다. 예컨대 이용자 측면에서는 녹색

교통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개인별 녹색교통 이

용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시켜 녹색교통 마일

리지 이용실적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공영 주

차장 이용요금 할인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

시할 수 있다. 운영자 측면에서도 탄소배출량

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면 차

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탄력적 교통관리를 

통해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

고할 수 있다. G-ITS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

로 혼잡한 지역의 통행료나 주차료를 탄력적으

로 부과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복합환승연

계서비스를 활용함으로서 기존 교통체계가 가

지고 있던 비효율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

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의 삶의 질 및 안전 측면에

서도 G-ITS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충돌예방서비스, 차로이탈예방서비스, 안

전운행지원서비스, 차량간격자동제어서비스, 

도로안전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

으로 기대된다.

G-ITS와 소셜임팩트

  G-ITS 시스템은 환경, 사회적, 그리고 개인

(거주자)의 측면에 있어서 소셜임팩트를 지닌

다고 볼 수 있다. 

  환경적 측면에 있어 G-ITS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각 나라가 기후협약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준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

량의 약 20%는 교통분야가 차지하고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G-ITS를 통한 교통관리 시스템

을 체계적으로 접목시킨다면 현재 온실가스 배

출량의 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들의 의견이다. 또한, 교통수단에 의한 대기오

염물질,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제반 관리비용을 절약하는 효

과까지 누릴 수 있다.

  사회적 비용 측면에 있어 이 시스템은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텔레매틱스

(telematics11)) 서비스를 이용한 첨단 자동차의 

개발이 가속화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비쿼

터스나 ICT등의 관련기술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교통체계 구

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

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적 측면에 있어 도로 내 안전성이 제고되

고, 교통체계의 효율성이 제고됨으로 인한 운전 

상의 불쾌감 감소 등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삶

의 질 향상 역시 G-ITS를 구축한 사회적 기업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G-ITS를 중심으로하는 사회적 기업

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으며, 교통난, 대기오

염등을 해결하기 위하여라도 고도화된 G-ITS

가 생겨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11)　 텔레매틱스(telematics)는 무선통신과 GPS 기술이 
결합되어 자동차에서 위치 정보, 안전운전, 오락, 
금융서비스, 예약 및 상품 구매 등의 다양한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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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Special 1 : 사회적기업가와의 만남

사회적기업 엔비전스의 성공스토리
사회적기업가 초청 강연 및 질의응답

WISH의 7번째 모임은 세미나가 아닌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에 대해 세미나를 통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가를 만나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강연이었습니다. ‘어둠 

속의 대화’ 라는 독특한 전시를 통해 소셜 임팩

트를 추구하고 있는 엔비전스의 송영희 대표를 

만나 그가 키워낸 ‘엔비전스’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어둠 속의 대화’라는 굉장히 독특한 전시

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우선 이 전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어둠 속의 대화’는 일상에서 느끼고 만지는 

것들을 단지 어둠 속에서 전시합니다. 어둠은 

평상시에는 사람에게 무서움을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어둠 속의 대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

이 불편한 것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체

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가이드인 로드마스터

의 안내를 받아 어둠 속에 들어갔다 오면 색다

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

이의 물리적인 관계를 단절시키는 ‘어둠’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시각 이외의 다양한 감각

들을 활용한 익숙하지만 낯선 진정한 소통의 발

견이라는 발상에서 본 전시는 시작 됩니다. ‘어

둠 속의 대화’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며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익

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서 워크샵을 저희 쪽에 의뢰해오기도 하고, 어

둠 속 여행을 완수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의

지하고 배려하는 과정을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

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입장이 다른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통해 가장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리

면 스포일러가 될테니 직접 체험해보시라고 말

씀드리고 싶네요.

그림_어둠속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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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 ‘엔비전스’를 키워내기까지 그 과정

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텐데요, 그 성장과정과 

향후 계획을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A  현재의 엔비전스(N-visions)는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둠 속의 대화’라

는 전시 자체는 2007년 외국계 전시 기획사가 

단기로 운영하던 것인데 제가 이 전시가 너무 

좋아서 인턴처럼 가서 일을 배우면서 접하게 되

었습니다. 중간에 전시가 말 그대로 망해서 어

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NHN의 출자를 받아 

2009년 3월에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직후에는 

이 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2010년 10

월 첫 사업 게시 전까지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 

전시 기획에 힘썼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1

년 말에는 서울시에서 ‘더착한 기업’으로 선정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35명의 직원들과 

상설 전시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 중으로 신촌으

로 전시장을 옮길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뿐 아

니라 지방에서도 상설 전시장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업 분야를 ‘어

둠 속의 대화’에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

장해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 사업을 준

비 중입니다.

Q   사회적 기업을 세우려는 기업가가 기업

의 미션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사회적 기업의 미션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

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 아래 운

영되고 있는 곳 중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미

션을 내세우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만 이러한 미션들이 사회적 기업가 자신의 문제

와 교집합이 없을 경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을 세워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자신의 문제일 경우 기업 운영에서 어려

움을 겪게 되더라도 잘 인내할 수 있고 쉽게 포

기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많은 기

업들이 현재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의 후원 아래

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미션이 자신의문

제와 관련이 없는 추상적인 미션일 경우 지원제

도 없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기란 쉽지 않습니

다. 저의 경우에는 저 스스로가 시각장애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위험에 봉착하고 실

패하였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

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한 미션을 세워 포장하려 들지 말고 자신이 

꼭 해결하고 싶고 절박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미션을 설정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문제에서 

파생된 아이디어에서 기존의 방식들과 색다른 

시도와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사회적 기업의 미션에 관하여서, 현재 강

연 참가자의 대부분이 특별히 어려움을 겪어

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해결하고 싶

은 절박한 사회문제라는 게 인생의 굴곡이 있

어야만 가능한 것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말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할 때, 자기 스스로의 문제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스

스로에게 가까운 것부터 발견하고 시작해보시

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현재 

사회적 기업가 중에 OB나 은퇴자들의 경우엔 

자기에게 가까운 문제와 미션 보다는 현재 사회

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 하나를 중심으로 기업

을 꾸려가려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업 내용의 

진정성도 없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미션의 수행

도 제대로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여서입니다. 

또한 사회적 미션에 대한 관심보다 회사가 어

렵다 보니 지원제도를 이용할 요량으로 ‘사회적 

기업’의 타이틀을 따는 경우에는 대개 일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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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에 단순히 취약계층 몇 명 고용하는 방

식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이 이

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저희는 현행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대해

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에 명시된 

사회적기업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사

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인건비지원 

등의 금전적인 측면의 지원이 주로 실시되고 

있던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개인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접 금전

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엔비전스의 경우에

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지만 

대표적인 지원제도인 인건비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 분들이 현행의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형태

를 바꾸는 방식을 제안하셨지만 그렇게 될 경우 

기업들 스스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모습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필요할 땐 

사회적기업이라 지칭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

회적기업이란 탈을 벗어버릴 수 도 있는 게 문

제입니다. 

그렇지만 현행 인증제가 파생하는 문제들이 많

기에 의미있는 지적입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생겨나며 정부 부처 별로 사회적기업 

인증 할당량이 떨어졌습니다. 일례로 문화예술

부처에서는 ‘문화예술 단체가 국가지원을 받으

려면 사회적기업 형태로 거듭나야 된다.’며 기

존 단체를 설득해서 사회적기업 할당량을 채우

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체(사회적기

업)들  대부분이 국가 대상의 수익사업을 대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을 대상으로 수익사

업을 펼치고 시장에서 히트를 치고 인정받는 기

업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송영희 대표님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 

WISHer들에게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많은 질문에 

솔직하고 자세히 응답해주신 송영희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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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Topic 2

연구배경

  독자들은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지? 제목이 Sustainability Review인 이 잡지

를 펼쳐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러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들어는 봤던 것 같은

데..’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설명을 

해보기로 하자. 구체적인 사례로. TOMS는 알

고 계시는지? 패션이나 악세서리에 관심이 많

은 분이라면 KRAVITZ는? FREITAG은? 이쯤

하면 아하 하는 분들이 좀 생길 것 같다. 아름

다운가게? 여기까지 왔다면 웬만한 분들은 이

제 고개를 끄덕일 것 같다. 사실 사회적 기업

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TOMS는 굉장히 익숙한 기업이다. KRAVITZ

나 FREITAG은 그보단 덜 하지만 역시 낯설지

는 않다. 아름다운가게의 경우는 아예 고용노동

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고용

노동부 인증?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대체 저 

기업들은 무엇이며 사회적 기업이란 또 무엇인

지? 

  죄송하지만 조금 딱딱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직역된 이 단어의 본 모습

은 Social Enterprise다. 정말 글자 그대로 ‘사회

적 기업’이다. Social Enterprise는 유럽과 미국

에서 비슷한 시기에 탄생했는데 1970년대 오일 

쇼크와 이에 수반된 경제 불황이 배경이 되었

다. 세계적 불황으로 각국의 재정은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달 능력이 떨어

지게 되었으며 비영리 시민단체 등에 지원되던 

재원 또한 삭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비영리조직(NGO)이나 협동조합 등을 중심

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의 노동시장 참여나 국가, 지방정부 혹은 일반

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

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활동들이 확산되

기 시작했다. 이를 위한 재원을 독자적으로 마

련할 필요가 있었던 비영리조직들은 부분적으

로, 혹은 전면적으로 영리활동을 시작하였다.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영리활동을 벌이

던 조직들은 점차 사회적 경제조직 또는 사회적 

기업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이렇듯 전형적 기업

의 섹터와 비영리 섹터 사이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Social Enterprise였다.

  그렇다면 앞서 말했던 기업들은 Social 

Enterprise인가? TOMS의 경우 소비자가 신발

을 한 켤레 구매하면 아프리카에 한 켤레의 신

발을 기부한다. KRAVITZ는 버려진 천 조각들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해서 보는 

사회적기업육성제도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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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사용해 상품을 만들어 낸다. FREITAG은 

폐 소방호스, 폐 천막 등을 이용해 가방을 만들

어내며 아름다운가게는 물건들의 재사용과 순

환을 통해 환경을 지키려 한다. 독자들의 생각

은 어떠하신지? 현행법에 따른 정답부터 이야

기하자면 위 기업들은 Social Enterprise 일지는 

몰라도 아름다운가게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

적기업’이 아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

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앞서 장황하게 이야기

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다소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사회적 기업을 이야기 할 때 등장하는 ‘사회

적 목적’이 무엇인가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사회

적 기업인가 아닌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

미하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이라는 법률로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나누고 각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이 무엇인지 정의해 

놓고 있다. 그러한 목적을 충족하고 다른 몇 가

지의 요건을 구비하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

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심사에서 통과

한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증과 함께 사회적기

업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대단한 

권리이냐고? 물론 대단치는 않다. 대신 이 권리

가 없는 기업은 고유명사화 된 이 다섯 글자 – 

사회적기업 - 를 사용할 수 없다. 위반에 따른 

제재 역시 존재한다. 그래서 몇몇 인증 받지 못

한 기업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회적(띄고)기업이라는 다소 교묘한 표기를 

쓰게 되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기업이라 쓰지 못해 사회적 

기업이라고 쓴다?

  본 조의 연구는 이러한 몇 가지 간단하지만 간

단하지 못한 물음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사회

적 기업으로 깨나 유명한 줄 알았던 TOMS나 

FREITAG이 ‘사회적기업’이 아니라는 의외의 

사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다른 것

이라는 이상한 사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만

들어낸 것이 바로 법률이라는 놀라운 사실까지. 

이에 우리는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를 골자로 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해 이러한 현실이 나타

나게 된 원인을 진단해보고 우리의 생각을 이야

기해보려 한다. 이미 만들어 진 법에 대해서 대

학생 몇 명이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

냐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가 지

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사회적 기업과 

이를 위한 제도에 대하여 잠시라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다.

그림_지속가능성을 생각하는 사회적기업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 상의 
「사회적기업」

  현행법상의 사회적기업은 그 요건으로서 ①해

당 조직이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

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것과 ②재화와 서비스

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는 것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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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③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

다. 법률이 정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다양

한 형태의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지원적격대상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을 정부 주

도 하에 선별해내겠다는 것이다. 즉, 법에 의해 

인증 받은 기업만이 비로소 법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적기업’이 된다.

그림_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인증받은 기업을 상징하는 로고

무엇이 문제인가?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증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비록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며 영업

활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법률상의 사회적기업

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기업’이

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로 인하여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

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기업들이지만 어떠한 이

유로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회적기업’

이라 칭할 수 없게 되며, 애초에 사회적기업 인

증 취득을 시도도 하지 않고 제도 밖에 머물며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들마저 등장하게 되었다. 

반면 사회적인 가치의 지향성이 미약한 기업들

이 육성제도 상의 각종 혜택만을 누리고자 형식

적인 요건을 구비하여 인증을 받고 사회적기업

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기업들 중 일

부는 재정지원 연한이 지나고 나면 기업을 매각

하거나 경영을 포기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법의 본래 취지

를 몰각시키고 있다.

양분되어가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

  육성법이 정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명칭 

독점이라는 형식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기업

군의 양분화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초래하

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제도 외곽

에 있는 기업들은 ‘소셜 벤처’, ‘사회 혁신적 기

업’ 등으로 불리며 육성법상으로 인증 된 ‘사회

적기업’들과는 별도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살

펴보자. 먼저 현행법상의 인증요건으로는 유수

의 해외 사회적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더라도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포섭시킬 수 없다. 자연스

럽게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

업군의 밖에 머물게 된다.(TOMS12)의 사례) 또

한 기업 초기 단계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출발

하더라도 성장, 안착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에

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Delight

12)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
적기업의 유형은 크게 4가지다. 첫 번째는 일자리 
제공형으로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할 것
을 요건으로 한다.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형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자가 일정비율 이
상 취약계층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세 번째는 앞
의 두 유형의 혼합형이며 네 번째는 지역사회공
헌형으로 지역사회의 고용이나 사회문제 해결 등
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직된 분류로
는 TOMS와 같은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정의할 
수 없는데, TOMS는 취약계층을 고용하지 않으며 
TOMS가 판매하는 신발은 일반 소비자가 구매한
다. TOMS가 국내의 특정지역을 위한 기업도 아니
므로 TOMS는 현행법상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다. 
물론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TOMS가 굳이 
‘사회적기업’이 되려하지도 않을 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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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의 사례)13) 정부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자

유롭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경우 애초에 제도 

내로 진입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미인증 

사회적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포기하는 대신 

혁신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인증 사회적기업’

들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

고 그들만의 고유한 기업 문화를 향유해나가게 

된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본래 그 기원에 

있어서 민간 영역에서의 자율성으로부터 탄생

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주도로 사

회적 기업을 도입하고자 채택한 제도가 맞닥뜨

리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사회적기업’의 현주소

  두 번째 문제로, 인증 사회적기업군 안에는 사

회적 목적이 불분명하고 경쟁력이 미약한 기업

들이 진입하여 이름만 ‘사회적기업’인 기업들

이 존재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기업들

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겨냥하여 일시적으로 사

회적기업의 모습을 갖추어 인증을 받아낸다. 그

러나 이들 일부 기업은 약 3년의 재정지원 기간

이 만료되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서 이탈하는 등 자생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

해내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 정반대의 행보를 걷

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문제는 또 있다.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사회적기업 

실태조사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인증 된 사

회적기업의 유형 중 일자리 제공형 기업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약

13) 　‘서울형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시
작해 유수의 사회적 기업이 된 「Delight보청기」가 
대표적이다. Delight보청기는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 
상의 사회적기업이 아닌데 미국 사회적기업 평가기
관인 B-Lab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동북아시아 기업으로는 최초로 B-corp 인증을 받는 
아이러니가 -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 발생하
였다. Delight보청기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사
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B-corp 인증을 적극 홍
보하고 있다.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역시 사회적기업이 지

향할 수 있는 사회적 목적 중 하나임은 분명하

나,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가치의 다양성 확보

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또한 일

자리 제공형에 대한 편중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기적인 지원을 겨냥한 기업들이 비교적 

인증을 받아내기 용이한 유형이라는 점과 정부

가 수 년 간 고용률 증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

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이 그저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

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 때문이

다.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기업에게

는 이마저도 ‘지속가능한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

회 일반의 인식에 물음표가 붙는 것은 어찌 보

면 당연하다. 세금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

업, 공공구매에만 의존하는 기업, 온정의 손길

이 필요한 기업 등 우려 섞인 시선이 쏟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사회적기업’이라 쓸 수 

없는 미인증 사회적기업들이 혁신성, 자율성, 

창의성을 모토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선

점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소셜벤처 기업가들

이 ‘인증 사회적기업’이 지닌 이미지가 기업 활

동에 있어서 부정적인 낙인처럼 작용할 것이 우

려되어 사회적기업 인증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법을 통하여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사회적기업’의 명칭이 우수함을 증명

하는 훈장이아니라 열악함을 대변하는 주홍글

씨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슬픈 방증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의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는 재정지원이라는 직접적인 혜

택으로 인해 그것이 절실한 초기 사회적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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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이고 지원만을 겨냥한 ‘부진정’ 사회적

기업들에게도 강력한 유인을 제공해왔다. 그러

나 경직된 인증요건과 지원에 수반되는 관리·감

독은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한 기업들에게 오히

려 진입장벽 혹은 장애가 되어 이들을 제도 밖

에 머무르게 만들었다.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데 이들과 제도 밖의 

‘사회적 기업’ 간의 분화는 더욱 뚜렷해져간다. 

이는 결국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이 시장에서 

구매와 투자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

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부의 입장에서

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육성, 지원정

책을 수립함에 있어 효율성 저하라는 부담을 안

게 된다. 사회적기업이 단순히 일자리창출의 수

단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민간의 영역에

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역할자로

서 기능하도록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면 현행 인증제도와 같이 인증이 곧 지원이 되

는 제도, 형식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적기업’ 선

별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가 요구된다.

대안에 대하여

  앞서 이야기했듯이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현행 인증제도가 사회적 기업의 외연 확

장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인

증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즉 인증과 지원

의 일원화에 의해 일어나는 사회적 기업 섹터의 

질적 하락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원인으로 지

목받는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전면적으로 철

폐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인증제가 야기

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고 민간

영역의 자율성에 맡기자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의 불모지였던 우

리나라를 현재의 수준까지 끌어올린 인증제의 

성과는 무시할 수 없다. 국내 사회적 기업이 일

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고용노동부 산하

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진두지휘 하에 사

회적기업의 육성 체제가 확립되었다는 점은 현 

인증제도의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님을 의미한다. 

현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되 

이를 부분적으로 개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업 육성제도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인

증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외연의 확장

  먼저 사회적 기업의 외연 확장 방해라는 첫 번

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경직된 인증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다양한 성격의 기업들이 

제도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현행 

인증의 요건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치화 된 사회적 목적’을 보다 유연하게 바꾸

어 실제로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기업

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

론 최근에 개정 된 ‘사회적 목적의 실현 판단기

준’에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혼합

형, 지역사회 공헌형에 기타형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

회적 기업을 제도 내로 포섭하겠다는 고용노동

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기타형의 경

우도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와 관련한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인증이 자의적으로 이루

어지며 그 범위도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목적 판단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목적을 고려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의 심사 기

준을 최소한으로 낮추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

는 사회적 기업의 진입을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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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된 심사제도

  한편 위와 같이 인증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기업들을 제도 내로 끌어들인다 하여도 인증과 

지원이 일원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증 사회적

기업군의 체질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

증 요건이 완화된 상태에서도 인증이 지원으로 

직결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오히려 지원을 노

린 반쪽짜리 사회적기업만을 늘려줄 뿐이다. 따

라서 사회적기업을 가려서 선별해내는 절차(기

존의 ‘인증’에 해당한다.)는 완화하되 지원과 혜

택을 위한 별도의 심사 제도를 확립해야한다. 

유의해야할 점은 지원을 위한 심사 제도의 경우 

현 인증제도의 요건과는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

는 것이다. 현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지원 요건의 

경우 기업의 정량화된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를 

그 기준으로 한다. 사업장 내에 고용된 취약계

층이 전 근로자의 몇% 이상인가와 같은. 하지

만 이는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목적, 사회적 가치창출, 

기업가의 비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이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한정된 재원을 분배

하기 위하여 이러한 심사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며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게 맞

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SRI14)지수나 SRO15)I지수 등의 사회

적 가치 평가지표가 존재하긴 하지만 적용하는 

사람이나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달라 객

14)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의 약자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평가하여 반영한 지
수다. 2009년부터 한국거래소(KRX)에서 우수기
업 70여 개를 선정하고 있다

15)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의 약자로 사회적투
자수익률 또는 사회적 가치측정모델이라고도 한
다. SROI는 기업 경제활동의 사회적 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의 평가지표로 활
용된다.

관적인 가치를 담보한다고 보기에는 약간의 무

리가 있다. 따라서 가시적인 경쟁력 뿐 아니라 

비가시적인 경쟁력 역시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

여 적용하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대하는 바

  우리는 먼저 사회적기업군의 양분화에 따른 

이미지 역전 현상을 해결하고 사회적기업의 외

연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증과 지원이 직결되어 생기

는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인증과 지원을 분리해 지원을 위한 심사를 새로 

도입하는 이원심사제도에 대하여 또 이야기 해

보았다. 이러한 것들이 기대하는 바는 제도 밖

에 머무는 기업 중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충분한 

것은 제도내로 수용하고 법령상 인증 사회적기

업이라도 그 사회적 목적과 비전이 불분명한 것

은 지원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제도 내로 받아들여 사

회적기업의 생태계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좋지

만은 않았던 ‘사회적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개

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원화된 심사를 통해 정

부의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

며 사회적 가치와 잠재력을 토대로 기업을 선별

하고 이들을 맞춤 지원한다면 기존의 현금 지원 

형태에 치우친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의 한계 

역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행 제도의 

경우 초기 사업 정착을 촉진하는 노동 자금 지

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업 구상 단계, 

인큐베이팅 단계 및 초기 성장 이후 기업 유지 

단계에서의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지원 

대상을 별도로 뽑아 이들을 관리한다면 각 회사 

별로 어느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데 용이하여 현 지원의 문제로 지적되는 노동력 

일부 지원 및 일괄적 지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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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기업의 수용

과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사회적 기

업 섹터 자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도 내에서 사

회경제적 주체간의 연대의식을 고취시키며 보

다 나은 사회적 섹터의 미래라는 공동목표의식

을 함양함으로써 기업 간 긍정적인 자극제 혹은 

동반자로 선의의 경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수

혜 대상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이미지를 극복하

고 현실적인 사회적기업과 제도가 포섭하는 사

회적 기업 간의 인식적 괴리를 좁혀 소비에 있

어서 신뢰를 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그림_사회적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

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글을 마치며

  인증제의 형태를 바꾸고 개선하는 방안만으

로 사회적 기업 섹터에서 제기되는 현재의 문제

를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프라 부족, 소비자와 기업의 직접적인 

연결 및 소통 기회 부족 등의 지원 외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생각에도 물

론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주축이 

되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이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이바

지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면 국가가 바라는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어떠한 체계를 갖고 

육성해 나아갈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한 일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기반을 확장하고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그 내실을 다지는 단계

가 선행된 후에야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개혁이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로운 형식의 글을 싣는다는 미명 하에 전

문적이지 못한 내용과 짧디 짧은 지식으로 점철 

된 글을 힘겹게 마쳐본다. 이 글은 사회적 기업

을 연구하는 동아리의 일원들로서 한 학기동안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

에 답해보기 위한 작은 시도였다. 부족한 점이 

많은 글이지만 우리의 숱한 고민과 고뇌의 산물

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야기가 이 글

을 읽는 누군가에게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울림이 되기를 희망해본

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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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Special 2 :　학습동아리의 모임, 학습동아리에 의한 모임, 학습동아리를 위한 모임

WISH도 ‘모임’했습니다!
2013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운영지원사업 참가 후기

그림_moim 사업 소개

대학 생활 말미에 늦깎이로 시작한 WISH에서

의 첫 학기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

니다. 우리보다는 나를 챙기기에도 버거운 각박

한 대학 생활 속에서, 우리도 아닌 ‘인류’를 위

한 전략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WISH의 거창한 

포부 덕분에 ‘취업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학에서 그래도 대학생다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민과 활동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다는 것! 대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동아리 활동에서 

필요한 돈을 과외와 알바로 마련하여 충당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아왔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함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세미

나 진행, 공개 세미나 진행, 외부 행사 참여, 홍

보 켐페인, 잡지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왕성하

게 진행하는 WISH이기에, 시간은 물론이고 제 

지갑마저 아낌없이 열 준비가 되어야겠다고 각

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운동 선수들처럼 유니폼을 입고 걸어다니는 광

고판이 되어 스폰서를 구할 수 있으면 좋

겠다는 망상(?)을 하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유니폼까지 입을 일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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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이미 사회적경제는 사회적으로도 Hot한 분야

이고 정부와 지자체 또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

이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시도해왔으며, 그 결과 사회적경제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모임’사업은 그러

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구성

된 착한 학습동아리들의 운영을 지원하는 착한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인류를 위한 전략으로써 

‘사회적기업’을 연구하는 WISH와 같은 연구동

아리가 마음껏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사업이었던 것이죠. WISH는 동아리의 

질적인 성장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

한 인식의 확산을 장려한다는 목적 아래 위 사

업에 지원을 신청하였고, WISH의 진정성을 인

정해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안목 덕분에 지

원 대상 동아리로 선정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지

속가능한 동아리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세금으로 

다행스럽게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철저한 

심사와 감독 아래 WISH는 어느 때보다

도 윤택하면서도 진지한 활동에 임할 수 있었

습니다.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

으로 지원을 받는 만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서도 저희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였고, 저희 또

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일하시

는 분들께서도 멀리 불광동에서부터 관악산까

지 찾아와 방문하시며 WISH의 세미나를 매의 

눈(?)으로 직접 참관시기도 하였으며, WISH는 

최종 발표였던 공개 세미나를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에서 진행하며 한 학기 동안의 활동을 의

미 있는 공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

히 두 차례나 세미나를 참관해주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오동(엄동환 사원)님께서는 해박한 

부연 설명과 날카로운 질문도 해주시며 WISH

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모임 사업을 통해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받은 덕

분에 학내 홍보캠페인, 초빙강연, 공개세미나,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잡지 발행까지 재정적인 고

충을 덜어내고 연구와 활동에 매진하며 뜻 깊은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미흡한 부

분도 많았으나 WISH를 믿고 물심양면으로 아

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WISH의 고민은 앞

으로도 계속될 것인 만큼,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첨병을 자처하는 WISH와 든든한 후원자인 서

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좋은 인연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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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영화 ‘26년’과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영화 ‘26년’과 박원순,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연

관성이 있을까?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다. 영화 

26년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7억 4천만원

을, 박원순 시장은 후보 시절에 크라우드 펀딩

을 통해 38억 8631만원을 모았다. 이러한 비요

을 마련해 낸 크라우드 펀딩은 무엇일까?

  크라우드 펀딩이란 단어 뜻 그대로 ‘불특정 다

수(crowd)로부터 돈을 모은다(fund)’라는 의미

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의 발달 덕분에 

가능해진 자금 조달 방식이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웹 사이트나 SNS에 자신의 사연과 필요

한 금액을 올리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

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을 다른 말로 소셜펀딩이라고도 부른다. 크

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면 기존 금융에서 돈을 빌

릴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

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

익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돈을 빌리거

나 후원받아서 가치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능

해졌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안 금융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가치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고 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2010년에는 8.3억 달러, 

2011년에는 14.7억 달러, 2012년에는 50억 달

럴로 자금조달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크라우드이

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JOBS법이 발효

되면서 자금신생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정

식으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Why: 왜 크라우드펀딩인가

  우리는 앞에서 크라우드 펀딩의 정의와 크라

우드 펀딩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는 

크라우드 펀딩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며, 그 것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크라우드 펀딩은 한 마디로 '금융계의 슈

퍼스타 K'라고 할 수 있다. 유명한 케이블 TV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

아,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못했던 숨은 노래 인

WISH Topic 3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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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대중에게 인정받는 화

려한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

을 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알

려지지 못했던 여러 뛰어난 인재들이 슈퍼스타

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들의 스타로서의 꿈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다. 이와 똑같은 역할을 

금융 분야에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이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기존의 재무적 가치에 가려

져, 빛을 발하지 못하고 묻혀져 있던 여러 창의

적인 아이디어들이 대중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

감과 지지를 얻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기

존의 재무적 차원에 국한되었던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자체의 참신성, 독창성에 관련

된 다양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이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열어준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현실에 실현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오픈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

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금융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은 신생 벤처 기업들이 자

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 대안으로서 

활용도가 높다. 한국 사회는 현재 벤처 중소 기

업들이 창업을 도전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자금

을 조달하는 방법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한국

의 벤처 캐피탈 혹은 은행들은 벤처 기업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전제 조건으로 재무적 기준의 

충족 혹은 과거 재무적 성과의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생 벤처들로 하여금 자

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초기 창업 단계에 있어서의 신생 벤처들이 종자

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벤처 창업가들은 SNS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대중들에

게 자신의 사업 요소를 홍보하고 성공 가능성을 

어필함으로써 초기 창업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종자금을 모을 수 있다. 즉,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지만 현실적 자금이 없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금 물꼬를 틔어주는 바람직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또한 기존의 금융 조달 방식

과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기존의 은행을 통한 대출, 증자를 통

한 주식, 또는 엔젤 투자자들을 통한 기부와는 

달리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

고 그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면 기존에 목

표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모금할 수 있는 확

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금하려 한 목표 금액이 1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들

의 공감을 얻고 그들로부터 더욱 큰 지지를 얻

을 수만 있다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은행 대

출, 주식, 기부를 통한 자금 조달방안은 약정되

어 있는 금액 혹은 목표한 금액 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정해진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모은 사례들이 많다. 이

런 확장 가능성 차원에서의 이점은 자금 수요자

들로 하여금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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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더욱 높일 것이며, 이를 활용하기 위하

여 아이디어 개발자들은 더욱 독창적이고 공감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힘쓰게 될 

것이다.

  즉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크라우드 펀딩은 

기존의 재무적 가치에 가려 발현되지 못했던 여

러 아이디어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용문으로써, 신생 벤처 기업들이 스토리텔링

을 통하여 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

어주는 새로운 자금 통로로써, 공감 및 독창성 

정도에 따라 유동적이며 확장 가능성이 있는 금

융 조달방법으로써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은 기존의 금융 방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한 장점으로 이는 곧 크라우드 펀

딩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로 볼 수 있

다. 다시 말해, 다양한 아이디어 평가 기준을 제

시하고, 이에 공감하는 대중들의 지지와 유대를 

얻어냄으로써 다양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금융 장치, 바로 크라우드 

펀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이자 크라우드 펀

딩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는 표

현일 것이다.

How: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은행 참여 모델"

  그러나 이러한 여러 장점에도 불구,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적인 자금 유통 경로로는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 2007년에 시작되어 역사가 그리 

길지 않으며, 2013년 4월을 기준으로 17개 플

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840억 조달

에 성공했다. 그러나 영화, 음악 등 엔터테인먼

트 분야에 펀딩이 치우쳐 있다. 이에는 자금수

요자 측면에서는 아직 크라우드펀딩이 널리 알

려져 있지 않으며, SNS에 대한 활용이 부족하

고, 자금공급자 측면에서는 투자가 안정적일지, 

수익이 높을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 

에서도 은행이 참여하는 모델을 개발해보았다. 

먼저, 아직 크라우드 펀딩은 국내에서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

다. 그러므로 대중에게 친숙한 은행이 크라우드 

펀딩과 제휴를 맺는다면, 크라우드 펀딩의 인

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은행을 

통해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신뢰성 또한 확보 가

능하다. 크라우드 펀딩은 법이 만들어지고 있지

만 아직 법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리

고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기존 금융을 이용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에 따라 생기는 낮은 신뢰성 및 높은 리스크로 

인하여 생각보다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

한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은행이 

크라우드 펀딩 투자 과정에 참여해 신뢰성을 높

여주고 리스크를 관리 해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행 대출에서 얻는 신

뢰성과 인지도를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 발전 가

능성 또한 함께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이 

리스크를 관리해주고 재무자문을 해준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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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될 때 보다 더 성공 확

률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장점은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관이 

되어있다. 인지도를 통해서 신뢰성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신뢰성이 존재해야 인지도가 상

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톱니바퀴들은 서로 시

너지 효과를 내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시

킬 것이다.

그림_크라우드펀딩이 은행과 연계하여 얻는 이점

 은행과 크라우드 펀딩이 연결된 사례로는 벨

기에의 벨피어스 은행과 크라우드 펀딩 중개회

사 엔젤미의 제휴를 들 수 있다. 벨피어스 은행

은 자신의 고객 중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고객을 선별한

다. 그리고 그 고객과 함께 리워드 및 지분투자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

원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듦으로써 은행, 고

객, 크라우드 펀딩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

벨피어스 은행의 입장에서는 모든 돈을 다 빌려

주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과 나눠서 빌려주기 때

문에 리스크 비용이 감소하고, 크라우드 펀딩과 

연결되면서 은행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

는다. 또한 고객이 자본이 더 필요한 경우 은행

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고객 창출 효과에서

도 이득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재무자문도 해주고 필요시 은행에

서 자금을 대출해주는 등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보다 더 좋다. 크라

우드 펀딩 중개회사 입장에서도 기존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의 인지도와 신뢰도

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얻게 된다.

  이런 해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기

존 은행과 크라우드 펀딩을 연결시킨다면   행

과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고객에게 모두 이익

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라우드 펀딩

을 활성화시키려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은행과 크라우드 펀

딩을 연결시키는 방법은 조금 우리나라에 맞게, 

또 은행의 CSR 측면을 고려해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은행의 주 업무라고 한다면 재무적 가치를 기

준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 즉 재무적 가치를 기준

으로 하는 행위들을 하는 부서를 쉽게 A부서라

고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제시하는 모델은 A부

서 말고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돈을 빌려주는 B부서를 만드는 것이다.

  B부서에서 측정하는 사회적 가치는 전적으로 

각 은행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이다. 각 은행

들은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가치있다고 생각하

거나 공헌하고자 하는 분야를 정하고 사람들에

게 알린다. 가령 예를 들면 'ㄱ'은행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는 B부서를 만들고, 'ㄴ'은

행은 환경을 중시하는 B부서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각 은행이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따

져보고 자신에게 제일 잘 맞는 은행에 가서 자

신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돈을 빌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은행이 가난한 사람에게 



Winter 2013 vol.21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에서의 사회적 가치도 포

함하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수술을 해야 하

는데 돈이 없는 경우 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 있

는데, 이러한 경우는 그 은행이 크게 '사회적 약

자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B부서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해

서 무조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니다. 은행도 

사업을 하는 곳이고, 돈이라는 재화 또한 한정

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의 신뢰성

을 생각해봤을 때, 성공 가치가 없고 사회적 가

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숫자의 면에서 커

지게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은 자체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평

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은행은 B

부서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시

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잘 부합해 

고객이 필요한 돈을 전부 다 빌려줄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은행이 기준으로 하는 가치에 영 

맞지 않으면 돈을 전혀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

다. 은행은 자신들 내부의 기준에 100% 부합

하는 경우 돈을 다 빌려주지만, 그렇지 못하고 

90% 부합하면 90%를 빌려주고, 70%부합하

면 70%를 빌려주는 것이다. 0%인 경우에는 은

행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와 맞지 않는 경우

이므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100%를 빌려주

는 것을 제외하면 고객들은 필요한 돈이 부족하

다. 이 경우 은행은 부족한 부분을 크라우드 펀

딩을 통해서 돈을 구하라고 고객에게 조건을 단

다. 고객이 이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은행

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이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100%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최소 몇 %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사회적 가치가 적

은 것들만 주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훌륭한 계획들이 크라

우드 펀딩을 통해서 달성될 때 크라우드 펀딩의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그림_크라우드펀딩 자금유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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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이상은 크라

우드 펀딩을 사용하라고 제시하기 보다는, 각 

은행이 자신들의 리스크와 크라우드 펀딩의 활

성화, 그리고 마케팅 측면을 고려해서 스스로 

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각 은행

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분야를 스

스로 정했듯이, 크라우드 펀딩과 연결되는 비율 

또한 스스로 정하게 하는 것이다. CSR은 강제

로 행해질 때 보다, 스스로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발적으로 이뤄질 때 은행이나 사

회 전체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은행과 크라우드 펀딩이 연결된다면 

크라우드 펀딩 입장에서는 인지도와 신뢰성, 발

전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생각된

다. 그리고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은행 참

여 모델은 은행 자체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

져다 준다. 은행은 창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크라우

드 펀딩이 활성화 될 경우 이를 이용해서 자체 

수익 창출 또한 기대할 수 있으며, 크라우드 펀

딩을 이용한 창업자가 성공한 경우 은행에서 추

가 대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은행은 크라

우드 펀딩에 참여함으로써 은행이 부담해해야 

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은행이 크라우드 펀

딩에 참여하는 창업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과

정에서 일부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분산 투자

를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자금 융통성을 

높이고 보상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마지

막으로 크라우드 펀딩 참여 모델을 마케팅 전

략으로 활용해서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 공헌 활동과 연계 시킬 수 있다. 즉, CSR 

차원에서의 이미지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은행은 크라우

드 펀딩과 연결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금융 시장을 개척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의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은 재무 수치와 같은 숫자가 아

닌,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이야기로써 투자가 이

루어지는 자금 조달 방식으로,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크라우드 펀

딩은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아직 믿음직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써 자리 잡고 홍보되지 못했음을 의미

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사실 은행의 대출이 어려운 

사업가들을 위한 자금 조달 방식이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은행이 크라우드 펀딩을 강화, 

지지하는 모델을 세워 보았다. 이는 크라우드펀

딩과 은행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크라우드 펀딩이 안정

적인 구조를 갖추어,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을 세

상에 등장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림_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금융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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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부터 설득을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소홀히 해서 대학교를 떨

어졌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1년 더 공부

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대학교에 왔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

다. 그래서 이것저것 기웃기웃 거려봤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반 대표도 해보고, 겉멋이 들었

는지 피아노를 배우려고 동아리에 가입하고, 수

화를 배우겠다며 손가락을 이리저리 움직여보

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쫓기듯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한 것들이라 그랬는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만 어영부영 보냈

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서도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버릇은 버리

지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사회적 기

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

지게 되었습니다. 군대 휴가 나와서 가끔씩 사

회적 기업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회적 기업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실제로 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 이것저것 여쭙기

도 했습니다.

  복학을 하고 나서 사회복지로 전과를 하려

고 관련 수업을 듣고, 군필자의 패기로 더 여기

저기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잠깐, 

어느 순간부터 다시 나태해졌습니다. ‘이게 될

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안 될 

거야’ 1학기가 가고 2학기가 되어서 사회적 기

업 연구하는 WISH에 들어왔지만, 딱히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학교에서는 그저 수업 듣고, 그

래도 스스로 무엇인가는 하고 있다는 위로를 하

기 위해서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지도 모릅

니다. ‘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잊은 채. 

  

그림_지구인 프로젝트 론칭 컨퍼런스

WISH
Special

3
WISH Special 3 : 세상에 지지않는, 세상을 구하는, 세상에게 인정받는 청년들의 프로젝트!

세상을 바꾸는 히든카드 지구인 프로젝트
청년 사회 혁신가들의 경험 공유의 장 참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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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부터 설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자 하는 일을 엄마한테도 설득 못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림_지구인 프로젝트

  그러다가 지구인 프로젝트에 가서 김경현 쏠

레블즈 공동창업자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

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부모

님이 반대하셔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대학생

에게 조언해준 내용이었습니다. ‘엄마부터 설득

해야 한다. 부모님은 나를 가장 오랫동안 봐오

신 분이시고, 나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라시

는 분이다. 그런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는 이유에

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부

모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내 편인 부모

님께조차 설득하지 못하면, 다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

는 일을 부모님께 잘 말할 수 있을까? 그 전에, 

나는 왜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 

사회복지? 사회적 기업? 나는 왜 많은 분야 중

에서 굳이 이 길로 가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

에 이르자, 잊고 있던 ‘왜’가 생각났었습니다. 

왜 전과를 해서 사회복지로 가려고 했고 왜 사

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물론, ‘왜’를 다시 떠올렸다고 해서 제가 하고

자 하는 분야에서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

니다. 그리고 다시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

가 다른 분야로 방향을 틀수도 있습니다. 그래

도, 웬만하면 겁은 덜 먹기로 했습니다. 망할 땐 

망하더라도, 실패할 땐 실패하더라도 이왕 하고

자 하는 분야면 좀 나태해지지 말고 한 번 무엇

이라도 해보자고. 지구인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

한 동아리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다음 학기에는 재미있는 거 해보자. 재

미있고 뭔가 의미 있는 것들. 망하더라도 그냥 

해보자.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무엇보다 우리

가 무엇인가를 해본다는 것이 재미있잖아?”

 

 다음 학기 때는 WISH의 친구들과 선배님들을 

믿고, 재미있는 것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대학

생활의 ‘자유’를 제대로 활용해서 성공한 또 다

른 선배의 말처럼, 저에게 주어진 ‘자유’를 실패

하더라도 즐기고 싶습니다. 의미 있고 재미있

는 일들을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

에 이렇게나 많은데, 뭐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나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2014년은 2013년보

다 더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Winter 2013 vol.21    

  세상에 지지 않는 세상을 구하는 세상에게 인

정받는 청년들의 프로젝트인 지구인 프로젝

트는 공감 능력(Empathy)과 사회변화에 대

한 열정(Passion for change)을 바탕으로 사

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잠재적 사회혁신가

(Earthling)를 발굴 및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적 기업인 루트임팩트가 잠재적 사회혁신

가로서의 자질을 갖춘 청년들을 선발, 창의적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비즈

니스모델 수립까지 전 단계에 걸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

다. 프로그램 운영 첫 해인 2014년에는 총 50명 

규모로 진행되고, 매해 점차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한 선배 멘토

들로부터 밀착 지도를 받으며 초기 단계의 아이

디어를 현실화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 8개월 동

안의 교육 이후 마지막 심사에서 선발된 최종 우

승팀에게는 사업초기자금으로 최대 3000만원의 

지원금 및 경영전략 자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루트임팩트는 더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적기

업 창업과 사회혁신 부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별도의 장학 사업을 병행할 예

정이다.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도전을 응원하는 

딴 짓 장학금(가제)과 프로토타입 기금 지원(가

제) 및 사회혁신 동아리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

다. 아울러 소셜섹터에 대한 인지도 향상 캠페

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과 같은 사회적 생태

계 구축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경선 루트임팩트 대표는 "한국의 잠재적 사

회혁신가들은 사회의 차가운 선입견과 실질적

인 지원 부재라는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적 사회혁신가에 대한 발굴 및 육성이 필요

하다고 판단해 지구인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위의 ‘지구인 프로젝트’관련 내용은「루트임

팩트 "청년 사회혁신 리더 키웁니다."」라는 제

목의 머니투데이 뉴스 기사를 인용한 것임을 밝

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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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홍대 앞’ 전유물로 여겨지던 인디음악이 

TV 방송, 음원 사이트 등 대중매체에도 등장하

기 시작했다. MBC의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의 ‘2013 자유로 가요제’에서 ‘장기하와 얼굴

들’이 큰 이슈가 되었다. 또한 케이블 채널 tvN

의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서 ‘데이브레이

크’의 ‘고백’이 메인 테마곡으로 쓰여 주목을 받

았다. 그런데 ‘장기하와 얼굴들’과 ‘데이브레이

크’가 인디밴드 지원 사업인 EBS의 <헬로루키

>을 통해 음악 활동을 시작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근 대기업 CSR 활동의 일환으로 

인디음악 지원 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 

기사는 문화 콘텐츠 산업계의 강자인 CJ그룹의 

튠업을 중심으로 인디밴드 지원 프로그램의 현

황, 한계 및 개선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림_장기하와 얼굴들

그림_데이브레이크

1. 인디음악의 현재 그리고 지원 현황

  인디음악에 대한 논의는 약 10년 전부터 있었

지만 아직 정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 그 범주도 모호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인디

음악은 상업 자본이나 유통 시스템에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음악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인디음악인들은 스

스로 제작비를 조달하거나 시장지배적인 매니

지먼트사가 아닌 소자본의 투자를 받는다. 음악

적 측면에서 인디음악은 특정 장르를 일컫는 것

으로 알려진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다양한 장르

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16) 본 기사에서는 

포괄적 개념의 인디음악의 관점에서 논의를 진

행할 것임을 밝혀둔다.  

 <홍대 앞 인디문화에 대한 연구>(성완경, 

2005)에서 2003년 인디음악 창작 활동의 종사

자는 약 380단체, 2,000여명이었고, 이들이 매

년 약 100여 종의 음반을 제작하고 6,800여회

의 공연을 열었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인디음

악가 수는 정확히 집계된 적이 없다. 서교음악

자치회 최원민 이사는 2013년 홍대 앞에서 약 

500~600팀이 활동 중이고, 그들이 공연을 펼치

는 홍대 앞 라이브클럽은 약 20여개 정도라고 

추측했다. 

16)　�박준흠:�“대한인디만세,�한국�인디음악� 10년
사”,�세미콜론�2006.�10~20쪽�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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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음악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청년유

니온에서 2011년 실시한 <청년 뮤지션 생활환

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디음악인의 고정수입

은 매달 평균 69만원에 그쳤으며, 월수입이 50

만원을 넘지 못하는 비율도 38%에 달했다. 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5만 3,354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디음악인의 77%는 음악활

동 외에도 강습,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으며, 

22%는 주당 40시간이 넘는 음악 외 노동에 시

달리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65%의 인디음악

인은 음악을 주업으로 삼고 있지만 이들이 음악

을 통해서 얻는 수입은 전체 수입의 10% 미만

에 불과했다. 최근에 인디밴드 음악인들이 열악

한 생활상이 알려지면서 정부, 기업, 방송사에서 

지원이 시작되었다. 다음은 그 지원 현황이다.

2. CJ문화재단의 인디음악 지원 사업, 튠업

17)

그림_CJ그룹의 음악사업 관련 부문

  CJ그룹의 자회사인 CJ E&M은 방송, 음악, 공

연 등의 부문 국내 최대 콘텐츠 사업자이다.18) 

  음악·공연사업부문에서 뮤직포털사이트 엠넷

닷컴을 통해 연간 400타이틀을 제작ㆍ유통하

고, 국내외 콘서트, 록페스티벌을 개최하는 한

17)　�유니온프레스,�2011-01-14,�“인디음악의�대중화�
=�인디음악의�실종?”,

� �http://www.unionpress.co.kr/news/articleView.�
html?idxno=91740

18)　�이데일리,�2013-10-07,�“콘텐츠�한류�이끈다'..
CJ�E&M에�주목하는�증권가”,�http://www.edaily�
.co.kr/news/NewsRead.edy?SCD=JB11&newsid=0
1203766602970624&DCD=A10101&OutLnkChk=Y

편 일본 도쿄에 ‘아뮤즈시어터’를 개관하는 등 

국내외에 걸쳐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다.19) 

 CJ는 케이블 채널 M.net을 통해 매년 신인 음

악인을 발굴하고자 <슈퍼스타 K>를 방영 중임

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을 통한 튠업이라는 별

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CJ문화재단은 “<슈

퍼스타 K>는 신인 가수를 배출하기 위한 대국

민 스타 발굴 오디션이고 <튠업>은 젊은 창작 

뮤지션들을 지원하여 음악 산업에서 문화적 다

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밝

히고 있다. CJ는 KT, 삼성 등 다른 기업들보다 

인디음악과 많은 접점을 형성하고 있다. CJ는 

‘문화는 자신이 가장 잘 하는 일’이고 ‘대한민국

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사업자’아는 자

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CJ가 ‘문화 

다양성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시행하고 있는 

19)　�헤럴드경제,�2013-12-26,�““콘텐츠가�브랜
드”� tvN�대반란…그�뒤엔�‘문화�지휘자’�
있었다”,� http://biz.heraldcorp.com/view.
php?ud=20131226000476

정부
- 인디 음악 보호 및 지원 법안 제정
- 지방자치단체의 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인디레이블 육성 지원사업’

민간 - 서울소닉

기업

인큐베이팅 방식
- CJ문화재단 <튠업>
- KT 올레 <인디어워드>
- KT&G <밴드 인큐베이팅>
- 프레드페리 <GIGS>
포털사이트 이용
- 네이버 뮤직 <네이버 온 스테이지>
- 싸이월드 뮤직 <인디투고>
- 다음 뮤직 <인디의 발>

공연 장소 및 기회 제공
- KT&G 상상마당
- 삼성 딜라이트 스테이지
- KB 국민카드 락 페스티벌
- 진에어 Save the Air
음원 유통 지원
- 현대카드 <음원프리마켓>

방송
- EBS 스페이스 공감
- KBS 2TV 밴드 서바이벌 TOP 밴드, 유희열의 스케치북
- KBS 1TV 이한철의 올댓뮤직 

- Mnet 윤도현의 MUST
- 광주 MBC 문화콘서트 난장
- MBC MUSIC 루시드폴의 리모콘

17)

표1  정부, 민간, 기업, 방송 분야 인디음악 지원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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튠업에 대한 고찰은 현재 진행 중인 인디음악 

지원 프로그램들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요한 시

사점을 던져 줄 것이다. 

  튠업의 선발 및 심사는 기존 뮤지션, 교수, 음

악 평론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뮤지션의 가

능성, 곡의 창의성, 연주자의 실력, 팀워크 및 

무대매너를 통해 점수 및 순위를 정해 합산하는 

3단계로 진행된다. 심사 대상은 앨범을 발매하

지 않았거나, 유통된 정규 1집 앨범이 1년을 경

과하지 않은 신인으로 한정된다.

단계 내용 선정 팀 비고

1차
온라인심사 

(음원 및 동영상)
11팀

7~9월 지원 
9월 말 발표

2차
예선

쇼케이스
6팀 10월 초

3차
결선

쇼케이스
2팀 10월 중순

표 2 튠업의 선발 및 심사 단계 (13기 기준)

  2010-2013년까지 누적 지원팀은 총 935팀이

며, 2013년의 2회에 걸친 공모에는 총 256팀이 

지원하였다. 튠업의 지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지

만 한국메세나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CJ문화재단의 기업문화지원 규모는 5위를 차

지했다. 튠업은 선배 뮤지션과의 합동 공연 프

로그램(1~2개월), 음반제작지원, 홍보 및 마케

팅 등의 세 분야를 지원한다. 

그림_튠업의 진행 프로세스

 선배 뮤지션과의 합동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튠업에 선정된 뮤지션들은 자신의 음악 활동에 

영향을 주었거나, 함께 공연하고 싶은 선배 뮤

지션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다. 제작된 음반은 CJ의 페이스북, 블

로그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홍보가 이루어진

다. CJ E&M은 공연 영상을 제작하여 Mnet.

com 채널을 통해 약 1년간 이것을 노출하는 홍

보와 마케팅을 돕는다. 

3. 기업의 CSR 활동으로서의 튠업
  

  영리기업인 CJ의 튠업은 사회공헌을 통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기업들은 이익극대화라는 경

제적인 목표를 넘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CSR 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CJ의 CSR 활동은 상생, 교육, 문화로 구성되

어 있다. ‘상생’은 CJ의 전 계열사, ‘교육’은 CJ

나눔재단, ‘문화’는 CJ문화재단에서 독립적으

로 담당한다.20)  CJ 문화재단은 2006년에 설립

되어 문화 예술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

을 수행해오고 있다.21)  음악 분야에 속하는 튠

업 담당자는 “인디밴드의 근본적인 문제는 문

화 산업에서 다양한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류의 문화만이 향유되고 있다는 것.”임

을 지적하고 “CJ 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 창작

자들을 지원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CJ의 ‘문화 분야’에 CSR 활동은 최근에 대두

되고 있는 ‘문화마케팅’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

인다.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과 문화예술의 만

남은 기업의 이미지와 평판의 제고, 마케팅 효

과, 조직문화 개선 등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

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기업의 인디

밴드 지원은 아이돌 그룹이 점령한 음악 분야에

서 음악적 다양성의 확보와 다른 음악 사이트와

의 차별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22) 

20)　CJ�지속가능경영보고서�참조.

21)� �이러한�활동에�해당되는�주요�사업으로는�CJ�
Azit,�Project�S,�Creative�Minds,�CJ애니메이션�지
원사업,�CJ대중음악장학사업,�그리고�튠업이�있
다.<CJ�Azit>는�2009년�개설된�공연장을�일컫는
데,�음악,�영화,�뮤지컬,�연극�인재들에게�공연�기
회를�제공하고�있다.�<Project�S>는�신인�영화�제
작자들을,�<Creative�Minds>는�연극·뮤지컬�창작
자들을,�<CJ애니메이션�지원사업>은�애니메이션�
창작자들을�각각�지원하는�프로그램이며,�<CJ대
중음악장학사업>은�대중음악�분야의�해외유학생
들을�위한�생활비�지원�사업이다.

22)　�김미나:�한국�인디음악과�인디뮤지션�지원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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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이 CSR의 차

원을 넘어서서, 사회와 기업의 공유가치를 창

출, CSV(Creating Social Value)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J는 “문화산업이야말로 글

로벌생활문화기업 CJ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

야이며, 문화 산업 안에서 CJ의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음악 분야다.”라고 

답한 바 있다. CJ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4.  SWOT 분석을 통해 살펴본 튠업
의 한계 

23)

램의예산�규모�및�집행현황�연구�-�최근�3년간의�
데이터를�바탕으로�-,�상명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3.�32쪽�참고.

23)　�유니온프레스,�2011-01-19,�“인디�신은�제�2의�
이문세가�나올�수�있는�유일한�곳”�중�박준흠�인
터뷰�참고

  SWOT 분석은 경쟁자와 비교한 내부환경을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외부환경을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s) 요인으

로 나누어 파악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전략을 도출하는 경영 분석법이다. SWOT 분

석을 토대로 ‘튠업의 한계’와 ‘튠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튠업에 

대한 SWOT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SWOT 분석을 보면 튠업은 타 프로그램들에 

비해 다양한 ‘강점(S)’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다는 두드러진 

‘약점(W)’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기사에서 

70여팀의 인디밴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

사 중 ‘음악 지원프로그램 중 알고 있는 것을 고 

르라(복수응답 가능)’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중 

13%만이 튠업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Strength Weakness

•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운영 :
    타 음악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 관련 고민 
     이 적음
•  CJ가 가진 ‘문화’에 대한 전문성
    문화컨텐츠에 강한 CJ가 직접 운영하는 문화재단이므로 전문 
     성 담보
• 일회성 이벤트가 아님 :
    음반 제작, 마케팅 지원 등을 포함하는 1년간의 지속적인 지 
     원체계 형성
• 선배 뮤지션과의 콜라보레이션 제공 :
    상금 및 단순 공연기회 제공 및 음반제작 지원만이 이루어지 
     는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갖춤

•  타 지원프로그램에 비해 인지도가 약한 편 :
    인디밴드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음악 지원 프 
    로그램 중 알고 있는 것을 고르라는 질문에 ‘튠업’은 참여자 중 
    13%. ‘헬로루키’는 35%가 알고 있다고 답함.
•특정 프로그램 출신 뮤지션이라는 이미지가 뮤지션의 음악활 
   동에 있어 이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때문에 프로그램 
    의 인지도는 선발된 뮤지션들의 ‘자립’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짐

Opportunities Threats

•  CJ가 가진 다양한 음악채널 인프라 :
   방송콘테츠 부문 국내 1위 시청점유율 및 18개 케이블  
    및 위성방송, IPTV, 인터넷, 모바일 채널 등 보유. 인디 전문 
     음악 채널은 존재하지 않지만 활용 가능 통로가 다양
• 사회 전반적으로 인디전문 유통 채널의 부족
• 인디 음악에 대한 사회의 관심 증대 :
    슈퍼스타 K 등과 같은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인디 음 
     악에 대한 관심 증대
• 정부의 인디음악에 대한 관심 증대
•  문화마케팅의 중요성 증대 :
    대기업을 선두로 한 문화 부문에서의 CSR활동의 증대, 지원 
     형에서 자립형으로의 사회공헌 방식의 전환
•  인디 장르 확장에 따른 산업적 가능성 증대    :
    90년대 후반 특정 장르에 치우쳐 있던 인디 신이 다양한 레이 
   블의 생성으로 다양한 장르로 확장됨.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하는 유통채널의 확장의 측면에서 ‘인디’의 산업적 활용 가 
    능성을 증대시킴

•  다른 음악 지원프로그램의 등장 :
   문화예술이 매력적인 CSR의 분야로 떠오르면서 비슷한 형식 
   의 지원프로그램들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짐. 이러한 유사 프 
    로그램들과의 차별성을 담보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의 확장
•  기존 미디어 채널의 엔터테인먼트적 분위기 :
   인디음악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으나, 실제 방송에서 ‘인디’가 
   다루어지는 방식은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의 끼워 넣기 식의 
    활용. 아이돌그룹 등과 같이 음악 외적 요소가 중시되기 때문 
    에 인디는 주목받지 못하며 메인으로 활용되는 경우 또한 드 
    묾. 때문에 방송에서 다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는 튠업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으로 파악되는 ‘뮤지션의 자립’과 관 
    련한 위협요인임
•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
   문화 부문의 지원 사업의 계속적 증가는 사실이나, 기존의 프로 
    그램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음. (ex.2013년도 이래로 KT&G 
    상상마당 ‘밴드 인큐베이팅’의 폐지) 이와 같이 중단되는 유사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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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의 헬로루키(35%)이나 KT&G 밴드 인큐

베이팅(18%)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로 인지

도 측면에서 튠업이 상당히 뒤쳐져 있음을 보

여준다. 이는 타 프로그램에 비해 튠업의 출발

이 늦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

다. 헬로루키의 경우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 

2007년 시작된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이

며, 2013년 6월까지 40회가 진행되었으며 그 

간 연평균 600팀, 누적 5,000팀이 참가했을 정

도로 오래된 프로그램이다.24)   KT&G 밴드 인

큐베이팅의 경우도 2008년 시작되어 2013년 2

월까지를 기준을 총 180여개 밴드팀이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비해 튠업의 경우는 연수로 채 3

년이 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인지도의 

차이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인지도’는 선발된 뮤지션

들의 ‘자립’에 양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 음악지원 프로그램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헬로루키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해당 프

로그램은 ‘장기하와 얼굴들’, ‘국카스텐’, ‘데이

브레이크’ 등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뮤지션을 

배출해온 바 있다. 이에 비해 튠업은 아직 인지

도 높은 뮤지션을 배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차

이는 두 프로그램의상이한 지원 방식에서 기인

한다고 판단된다. 인큐베이팅 방식의 튠업과 달

리 헬로루키는 뮤지션들에게 방송에서의 ‘공연’

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헬로루

키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꿈에 카메라를 가

져올걸’ 밴드는 “다양한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

이 방송에 자신을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데, 헬로루키는 그 기회를 꾸준히 "잘" 제공하며 

이는 밴드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방송을 

통해 대중들에게 노출된 헬로루키 출신은 보다 

친숙한 이미지 구축이 가능하고 쉽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튠업의 인지도가 낮다는 ‘약점’은 프로그램이 

지속된 기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선정된 인디밴

드가 고정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채널이 부재하

는 데에서 오는 현상일 수 있다. 

24)　�헬로루키�관계자와의�서면�인터뷰�중.�

5.  현행 인디음악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튠업을 위한 제언

  이러한 구조적 채널 구축의 문제는 비단 튠업

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박준흠씨

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인디음악이 처한 근본적

인 문제는 ‘인디’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 채널의 

부재, 유통 시장의 부재다.”라고 말한다. ‘인디’만

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은 홍대의 공연

에 한정되며, 방송, 라디오와 같은 미디어를 통한 

유통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인디 

음악인들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

을 정도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거두는 것은 앞선 

청년유니온 설문에서도 드러나듯이 거의 불가능

에 가깝다.

  그렇다면 현행 인디음악 지원사업들은 인디 밴

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일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음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68명 중 22명(34%)이 ‘만족하지 않는다.’, 

35명(54%)이 ‘그저 그렇다’고 답하였다. ‘만족하

지 않는다.’의 이유로는 ‘인디음악의 근본적인 문

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를 16명(49%), ‘지원 내

용 및 서비스가 미흡하다’를 9명(27%)이 꼽았

다. 현행 인디밴드 지원사업들이 ‘합목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림_‘현행 인디음악 지원사업들이 인디밴드의 근본적인 문제 해
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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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설문조사 결과 인디 음악인들이 원하는 인디음악 프로그램 형
식 (%로 표현)

  그렇다면 튠업은 어떨까? 튠업의 지원 형태는 

‘공연 기회 제공’나 ‘유통채널 구축’보다는 ‘밴

드 인큐베이팅’ 위주이며, 이는 박준흠씨가 지

적한 인디음악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도달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또 

2013년까지 튠업에서 지원받은 팀은 총 26팀

으로, 전체 인디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선발된 26팀이 고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채널도 부족하다. 튠업의 문제는 현행 

인디음악 지원사업들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

제점과 다르지 않은데, 이는 다시 말해 튠업이 

위 문제를 해결해낸다면 타 지원사업들과의 차

별화를 꾀하면서도 인디음악의 근본적인 문제

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인디음악인들의 어려움은 제대로 된 유

통채널이 없는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

한다. ‘인디’ 또한 한국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문화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음악과 동

등한 위치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광범위

한 음악 유통 채널을 보유한 독일과 비교해보

면 더욱 두드러진다. 독일은 59개 이상의 음악 

전문 FM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2개

는 특정 장르 전문 채널로 인디음악을 포함하고 

있다.25)  반면, 한국의 라디오 채널 중 음악 전

25)　�이는�음악관련�라디오�프로그램이�정리되어�있는�
독일의�사이트에서�제공된�정보를�근거로�한다.�
이들�중에는�인터넷�라디오와�공중파�라디오가�
섞여�있는데,�59개라는�수치는�FM이라고�명시된�

문 채널은 ‘국악’, ‘클래식’ 2개가 전부이며, 인

디를 포함한 채널은 전무하다. 현재 포항·광주·

여수·목포 MBC에서 방영되는 <박근홍의 인디

월드>, 마포FM의 <게릴라디오>, 광주 MBC의 

<문화콘서트 난장> 등과 같이 인디음악을 소개

하는 라디오, 케이블 방송이 존재하지만, 이들

은 지역방송국 차원에서 방영되는 소규모의 비

인기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뮤지션들의 실질적

인 인지도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유통 채널의 부재로 인디음악이 

폄하되거나 묻히는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방

법은 없는 것일까? 정부의 인디음악 지원이 부

족한 상황에서 CJ는 인디음악계에 체계적 지원

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을 보유한 것으

로 판단된다. 본 기사에서는 인디음악이 일반대

중음악과 동등한 조건에서 그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방안을 CJ의 튠업을 모델로 제시하고

자 한다. 

  CJ는 방송 콘텐츠 부문 국내 1위를 점유하고 

있다. CJ는 18개의 케이블 채널과 위성방송, 

IPTV, 인터넷, 모바일 채널을 통해 대중에게 음

악을 공급한다. 26)

  CJ가 다양한 인프라와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디음악 전문 채널은 아직 없다. 90년

대 후반 포크, 모던 락에 치우쳐 있던 인디 신은 

모던포크, 재즈, 블루스, 레게, 힙합, 일렉트로

니카 등의 다양한 레이블로 확장되었다.27) 이러

한 인디의 장르 확장은 기존의 ‘지원’을 넘어서 

일반인 대상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 주

었다. 대표적인 예로 ‘슈퍼스타 K’와 유사한 오

디션 프로그램이다. 최근에 인디음악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고 정부의 인디음악 관련 정책도 활

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28)  튠업이 인디음

채널들만�집계한�결과다.�(http://www.surfmusic.
de/internetradio/germany.html)

26)　www.cjenm.com�참조.

27)　�유니온프레스,�2011-01-19,�“인디�신은�제�2의�
이문세가�나올�수�있는�유일한�곳”�중�박준흠�인
터뷰�참고.

28)　�문광부�관계자는�인디음악�지원에�약�3억5천만원
이�2011년�예산으로�책정됐으며,�한국콘텐츠진흥
원에서�진행하는�인디음악인�발굴사업�및�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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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전문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인디음악인들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많

은 공연 기회를 얻고 싶다.’ 가 40%, ‘밴드 홍보 기

회를 얻어 인지도를 높이고 싶다.’가 34%로 나타

났다. 이것은 인디음악인들이 음악 활동을 통해 고

정적인 수입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고정적인 유통 

채널을 요구함을 의미한다. 박준흠씨는 튠업과 같

은 지원프로그램은 “기업의 자본이 인디신으로 유

입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나, 방송에서 인디를 다

루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대부분 ‘지원성격’을 띄

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 나라의 FM라디오

는 음악 전문 방송이며, 인디를 중심으로 하는 음

악 방송 채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인

디밴드의 새로운 신을 창출하는 일이 될 것이며, 

이제까지 있었던 그 어떤 지원보다도 더 큰 도움

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본 기사는 튠

업의 ‘약점’을 보완해서 인디음악인들에게 음악 활

동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여 ‘뮤지션

의 자립’이 가능한 실제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다. 그 방안은 1) CJ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역량, 

인프라, 채널의 활용 2) M wave (mwave.interest.

me)를 통한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이다. 이외에

도 튠업 최종 선발팀에 국한된 지원 대상의 확대와 

Social Funding의 기회 제공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방안들의 실천으로 CJ는 튠업의 한계를 극복하

고 진정한 CSR의 모델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Pub과 튠업의 연계
  CJ가 보유한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으

로 튠업을 M-Pub과 연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CJ E&M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라

이브클럽 <M-Pub>에서 인디 음악인들에게 공

연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 실력을 인정받은 음

악인에게는 M.net의 <M.GIGS>에 출연 기회를 

부여한다. M-Pub은 영국의 'Pub' 풍으로 디자

인된 술집으로 매달 인디 음악인들이 정해진 스

광고�등�인디음악의�홍보에�쓰일�것이라�밝힌�바�
있다.

케줄에 따라 공연을 펼친다. 공간이 깔끔하고 음

식의 질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튠

업 선발팀에게 M-Pub에서 공연 기회를 제공한

다면 이들에게 고정적인 채널이 될 것이다. 또한 

선배 뮤지션과의 콜라보레이션, 음반제작 지원

의 혜택은 최종 선발팀에게 제한하되, 2차 심사

까지 진출한 6팀에게도 M-Pub에서의 공연 기

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음악 활동을 도울 수 있

을 것이다. 

M wave(mwave.interest.me)의 교두보 역할 
  CJ의 자회사 CJ E&M은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M wave (mwave.interest.me)를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M wave는 K-Pop, K-culture를 해외

에 홍보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CJ는 튠업 출신 뮤지션들의 음악을 

M wave에 노출시킴으로써 한국 인디음악의 해

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다. 한국 음악시장은 일본의 1/17, 글로벌 시장의 

1.6%에 불과하다.29) 인디음악도 궁극적인 목표 

시장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의 확장이다. 실제로 

한국 인디밴드들이 영국 인디밴드 페스티벌에 초

청되어 현지 프로듀서들에게 러브콜을 받은 적이 

있다.30) M wave는 인디 음악인들의 해외 진출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CJ가 보유하고 있는 채널의 활용 외에도 튠업 

출신 뮤지션들의 음악을 대중과 직접적으로 연결

하기 위해 Social Funding31) 을 활용할 수도 있다. 

Social Funding은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

29)　�김미나:�한국�인디음악과�인디뮤지션�지원프로그
램의예산�규모�및�집행현황�연구�-�최근�3년간의�
데이터를�바탕으로�-,�상명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3.�16쪽�참고.

30)� �스포츠월드,�2013-05-06,�“한국의�인디밴드,�비
틀즈의�고향을�뒤흔들다”,

� �ht tp://www.spor tsworldi .com/Ar t ic les/
EntCulture/Article.asp?aid=20130506004315

31)　�트위터,�페이스북과�같은�SNS(Social�Network�
Service)를�활용하기�때문에�‘소셜�펀딩(Social�
Funding)’이라고�불리며,�다른�이름으로는�‘크
라우드�펀딩(Crowd�Funding)’,�‘마이크로�펀딩
(Micro�Funding)’,�‘커뮤니티�펀딩(Community�
Funding)’이라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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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등이 창작 아이디어를 공개해서 대중으

로부터 제작에 필요한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이

다. Social Funding은 목표액과 모금기간이 정

해져 있고, 기간 내에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

면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는다. 튠업은 이미 제

작된 음반을 CJ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뮤지션들의 공

연 영상을 제작하여 CJ E&M의 M.net 채널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음반이나 공연 영상

을 Social Funding 시장에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면, 뮤지션이 앨범 제작에 필요한 자금

을 공급받거나 대중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노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펀딩의 성

공 여부에 관계없이 창작자와 후원자는 프로젝

트 홍보 및 대중과의 소통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튠업 관계자는 “튠업은 기업의 수익 사업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CJ가 문화산

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이다. 넥스트 소사이어티 재단의 김성택 이사

장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기업이 추구하

는 가치와 동일하다는 '가치의 공유'가 이뤄졌

을 때 올바른 CSR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고 언급한 바 있다. CJ문화재단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의 번영’을 가치로 삼고 있으

며, 이는 문화 예술에 몸담고 있는 많은 행위자

들의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한다. CJ는 이미 사

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러한 가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현하느냐’

이다. CJ는 문화산업계에서 인디음악의 근본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유일한 행

위자이다. CJ가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다면 인디음악 한류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CJ가 추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상생’의 미래가 가까워질 것이다.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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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1월 25일 서울에 추위가 찾아들 무

렵, 바쁘신 와중에도 초청에 응해주신 김성택 

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 이사장을 찾아뵈었다. 

김성택 이사장은 ‘CSR 5.0, 기업의 사회적 책

임과 역할’ 등의 책을 출판하였고, 특히 CSR측

정모형과 평가방법에 대한 국내에서 유일한 발

명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CSR전문가이

다. 그와 나눈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CSR의 사례와 궁극적인 목표였다. 

  김성택 이사장은 기업들이 CSR활동을 할 때 

마케팅에만 신경쓰고 정작 활동의 본질적인 의

미와 수혜자 입장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퍼주는 Water Project의 방

식을 비판하였다. 그는 아프리카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펌프의 관리가 부실하고, 부족이 광물이 

많이 녹아있는 아프리카 지하수를 마시고 붕소 

중독이 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도움이 필

요한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해주

어야지,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정류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택 이사장은 CSR이 사회발전 유지를 위

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임을 언급하며 좋은 사례

로 매일유업을 들었다. 매일유업은 분유를 생산

하는 회사인데,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영유아를 

위한 분유도 개발한다. 그러나 그 수가 적어 한 

해에 5천 통 밖에 소비가 안된다. 매일유업은 

이를 제조하는데 매년 14억 정도를 소비하지만 

수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고 있다. 매일유업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다. 그는 “이것이 사

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다. 주주로서는 필요없는 

노력이지만 기업가만이 할 수 있는 행동, 그것

이 사회가 원하는 기업의 CSR활동인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김성택 이사장은 우리가 과거에 산업혁명, IT 

혁명을 거쳐 오늘날 많은 것이 실현 가능한 세

계 속에 살고 있지만 그만큼 환경의 피해는 컸

다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과 사회

를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이라고 말하였다. 즉, 매일유업

처럼 기업의 경제적 발전을 넘어선 사람과 자

연의 공존이 지속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CSR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이는 CSR의 본질

을 깨닫지 못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CSR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방향 설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CSR활동을 하기에 앞서 수

혜자가 원하는 것인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

는지 미리 살펴본다면 더욱 뜻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CSR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SNU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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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매일유업이 소화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위해 생산하는 분유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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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1 CSR 열풍 

  CSR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많은 기업들

이 대외적으로 CSR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실천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양상도 다양해져서 최

근의 경우 대기업 하나와 사회적기업 하나를 연

결하는 '1사1사회적기업'과 같은 CSR 프로젝트

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경련의 연구에 따르면 설문응답 기업 88개 

중 97%가 CSR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86%

의 기업이 전사적인 차원에서 CSR을 진행한다

고 대답하였다.(139개 사 중 88개 사 응답) 또

한 2009년 기준으로 CSR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응답기업의 70%에 달하였으

며, 이는 2005년에 전담부서 운영하는 기업의 

수가 31%였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

이다.32) 

  위와 같은 자료만 살펴보면 기업들이 정말 

CSR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CSR의 미

래는 밝아 보인다. 그러나 LG경제연구원이 전

경련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

면 CSR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25.3%에 불

과하다고 한다.33) 만약 응답한 것처럼 기업들이 

CSR에 진정성을 갖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

32)　�이준섭(2009),�윤리경영현황�및�CSR�추진실태�조
사결과,�전국경제인연합회,�FKI미디어

33)　�정지혜(2006),�사회적책임활동의�생산성을�높여
라,�LG�경제연구원

다면 수혜자로도 볼 수 있는 국민들의 만족도는 

왜 높지 않을까?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바

탕으로 현재의 CSR 열풍이 한 순간의 바람으

로 끝나지는 않을지, 그리고 기업들이 진정으로 

CSR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필수적 요소로서 실

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그림_CSR 열풍의 일환으로 출판된 CSR 관련 서적들

 1.2 CSR 열풍에 대한 문제제기

  전경련 '윤리경영 및 CSR 추진실태 조사'에 따

르면 기업들은 CSR추진과 관련하여 ‘노하우 및 

정보부족, 추진성과에 대한 확신 부족, 영업성

과와의 갈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선정하였

다.34) 

 이러한 내용은 몇 가지 의문을 갖게 한다. 만약 

기업이 전사적인 차원에서 CSR에 집중투자를 

한다면 노하우 및 정보부족 문제는 금세 해결되

어야하는데, 왜 큰 문제로 남아있는 것일까? 또

한 추진성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영업성

과와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CSR에 집중 

34)　이준섭(2009),�위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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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지속가능하기

도 어렵다. 

  실제로 LG 경제연구원에서도 기존의 CSR 활

동이 다소 명성관리를 위한 포장측면이 강하다

고 비판하였으며, 손동영 한국SR전략연구소장

도 한국의 기업들이 CSR이 절대명제인 듯 말

하지만 실제의 결과물은 초라하다고 말하였

다.35)36) 

 전술하였던 국민만족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한국의 CSR 결과물은 상대적으로 뒤처지

는 편이다. 이는 기업들이 CSR을 잘하는 방법

을 몰라서일 수도 있고, CSR을 잘하는 척만 해

서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건 기업들이 대외적 발표와는 달리 CSR을 필수

적인 요소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현상이 다수의 기업에서 보여 지고 

있지만 몇몇 기업에서는 CSR이 필수적인 요소

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례로 현대자동차를 선정하였고, 현대자동차

의 사례를 통해 무엇이 CSR을 회사경영의 필수

적인 요소로 만들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를 바

탕으로 향후 CSR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다. 

2. 본론
 2.1 현대자동차의 사례 

  현대자동차는 매출액 84조, 영업이익 8조

(2012년 기준)의 수익을 올리며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12년 기준 

현대자동차는 440여 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

였으며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70만대를 

해외에서 판매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

으로 자리 잡았다.

  

35)� 신원무(2010),�CSR과�기업경쟁력,�LG�경제연구원

36)� �손동영(2013),�결산할�것도�없는�우리�기업의�
CSR,�이투데이,�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
newsview.php?idxno=844056(2013/12/30)

그림_현대 자동차 국내 생산분 연간 판매량

  현대자동차의 환경경영 활동을 살펴보면 현

대자동차가 CSR을 필수적인 영역으로 인식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2003년 업계 최초 

‘글로벌 환경경영 방식’을 선포하며 전사적 차

원에서 환경경영을 강조했다.37) 현대자동차는 

세계 TOP5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글로

벌 환경경영’을 내세우며 친환경 제품 개발, 오

염물질 배출 저감, 친환경적 생산 체계 구축 등

을 위해 2010년까지 총 1조 3천 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38) 2005년에는 환경기술연구소

를 설립하여 제품개발, 환경관리 기술 등을 집

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2009년에는 현대자동차의 ‘차량 고효율화·차량 

경량화·국가별 고연비 모델 출시·바이오 등 대

체 연료 개발’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브랜드인 

‘블루 드라이브’를 개발하여 저탄소 녹색기술 

전략에 앞장섰다. 이와 같은 현대자동차의 친환

경경영의 성과는 ‘친환경 제품 개발과 친환경 

생산 체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case1 하이브리드 엔진과 프레임 차체 개발>

  먼저 친환경 제품의 개발이다. 현대자동차는 

2009년 LPi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고

성능 전기모터를 장착한 ‘아반떼 하이브리드’

를 출시하여 국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

였으며, 양산형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인 ‘쏘

나타 하이브리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전기차 

개발을 통해 블루온 전기차를 출시하였으며, 배

37)　�현대자동차(2005),�현대자동차�2005�지속가능성
보고서(좌측�그림도�보고서�인용)

38)‘�현대·기아차,�자동차업계�최초�글로벌�환경경영�
공식�선포�조회�’,�CAD&Graphics�2003년�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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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스가 아닌 물이 배출되는 완전 무공해 차량

인 ‘투싼ix 수소연료전지차’를 개발함으로써 차

세대 친환경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다. 차량 경량

화를 위해서는 알루미늄 부품 개발·고강도 경량

철강차체를 개발하여 연비효율을 높였다.

그림_현대의 전사적 환경경영 체제 

  흥미로운 점은 2013년 대학생 자동차인식조

사에 따르면 이후 자동차 구매 시 가장 중요시

할 요소로 ‘디자인’을 선정한 수가 34%에 달했

다는 것이다.39) 이를 볼 때 하이브리드 모델 개

발에 대한 투자가 미래 시장에 대비하여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학적 논리로 따져본다면 

여기에 전사적 역량을 모두 집중시키기는 것은 

부적절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현대자동차

의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하이브리드 엔 

39)　현대모비스(2013),�2013년�대학생�자동차�인식조사

진을 개발하는 것보다 디자인에 최우선 선결과

제로 두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유리했

을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가 20여년에 걸쳐 친환경부문 R&D에 적극 투

자해 온 것은 그만큼 환경경영이 자사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결부 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

는 것이다.

<case2 자동차 재자원화 시스템 구축 및 유해 

화학물질 규제> 

  현대자동차는 환경경영을 단지 친환경 모델 

개발에 국한시키지 않고, 자동차의 생산, 판매,

폐기단계에서 자원의 재활용이 가능하고 용이

하도록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3년 폐자동차 

재활용율 95%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기

존에 재활용 되지 않던 부품까지 재활용 범위를 

넓히고 재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재활용할 계획

에 있다. 한편 2006년 ‘4대 중금속 글로벌 스탠

더드’를 제정하여 국내외 전 생산차량의 부품과 

재료에 4대 중금속 사용 금지를 자율적으로 실

천하고 있으며 유해물질의 대체물질 개발을 진

행하고 있다. 또한 모든 화학 물질 정보를 데이

터베이스화 시키며 감축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이 또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친환경 모

델 개발 케이스보다 더욱 의아할 수 있다. 자동

차가 야기하는 환경문제를 고려한다면 자동차 

회사가 생산 과정에서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자

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환경에 대한 책임이기

그림_자동차 자원순환 개념도 (현대자동차(2013), 현대자동차 2013 지속가능성 보고서)



   Sustainability Review

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거금의 투자와 기술개발

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

나 투입된 비용 대비 현대차가 얻는 이익은 크

지 않다. 자동차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의 과정

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확률이 낮으며, 이를 인지하였

다 해도 친환경 자동차조차 상용화되지 않은 상

태에서 자동차의 생산·폐기 과정상의 환경적 측

면을 비판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자동차가 소비자들과 직접

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제품의 개발 이외에 생산

과정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재자원화 과정까

지 환경경영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그만

큼 현대자동차가 동종업계에서 선도적인 역할

을 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는 주어진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환

경경영을 통해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

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R&D 분야의 투자를 꾸준히 늘려 2012년 5조 

1000억 원에서 2013년 7조원 규모로 확대했

다. 이 가운데 특히 친환경차 R&D에만 3조원

이 넘는 비용을 투자했다는 점은 현대자동차가 

환경경영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한 2013년 상반기에는 연비 향상에 가장 중요

한 경량화를 최우선 연구개발 과제로 두고 1조 

1천 200만원을 투입해 충남 당진에 신소재공장 

신축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40) 이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는 ‘2014년 연구개발에 14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할 것’41) 이라고 밝혀 투자비용

과 인력을 대규모 확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자동차는 세계 환경규제에 대응

하고 친환경 제품 시장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40)‘가벼워야�팔린다,�신소재�찾아라’,� �
�� �http://www.yonhapmidas.com/issue/bigiss

ue/2013-12/131214134531_356615,�마이더스,�
2013년�12월호.

41)‘불황속�기업�생존�전략-현대차,�친환경차�선점’,��
�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

html?idxno=89371,�연합인포멕스,�2013.12.16.

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

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글로벌 규제

  전술한 것처럼 현대자동차가 환경경영 부분 

CSR에 전사적인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단순

히 현대자동차가 착한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해

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대자동차가 환

경 관련 기술 개발에 전력을 쏟는 상황은 나날

이 강화되어가는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에 기인

한다. 승승장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현대자

동차에게 국내의 판매 관련 환경 규제뿐만 아니

라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환경 규제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무사

항이 되었다. 점점 환경 문제가 글로벌 문제로

서 그 심각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국의 환경규제

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현대 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기

업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예고된 환경 규제

에 걸맞은 환경경영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펼

치고 있다. 각국들이 자신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품 판매를 금지하거나 강력

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규제 기준에 맞는 

환경 기술 개발은 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

인 것이다.   

  자동차 기업들이 눈여겨 봐야할 각국의 환경 

규제로 크게 ‘연비 및 대기환경, 자원순환, 그리

고 유해물질 규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

록 하겠다<표 1>. 각 항목에 관련한 규제는 갈

수록 세분화되고 기준이 엄격해져 왔으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의 처벌사항도 강화되어 왔다. 

예를 들어 연비 및 대기환경과 관련하여 유럽지

역의 나라들은 EU EURO라는 협약을 통해 유

럽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의 가솔린과 디젤 등의 

배기가스 규제를 시행하고 계획해왔다. EURO

Ⅰ은 1992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6년 도입

된 EURO Ⅳ보다 각종 기준치가 20%정도 강

화된 EURO Ⅴ가 2009년 9월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지고 있다. 오는 2014년 9월

에는 EUROⅥ가 시행되어 CO2 배출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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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화될 예정이다.42) 

  미국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로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다른 주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연방법과캘리포니아의 독자적인 배기가스 규

제법(Low-Emission Vehicle Regulations)을 

가지고 있다. 연방법이 정한 기준과 캘리포니

아 주의 기준은 1994년 처음 적용되었고, 2004

년부터 증발가스 기준치도 절반가량 수준으로 

강화 되는 등 규제가 더욱 엄격해졌다. 이와 함

께 제조업자들은 일정비율의 무공해차량을 의

무적으로 판매해야 하는데 2003년부터 2008년

까지는 10%, 2009년부터는 11%, 2012년부터 

12% 등으로 그 비율이 확대된다. 미준수시 캘

리포니아 주에서는 차량의 판매가 금지되며, 연

방법으로, “배출기준을 만족시키려 노력하였으

나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위반 행위 당 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여야 한다.43) 연비와 관

련해서도 미국은 미국에서 1만 대 이상을 판매

하는 제조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기업 평균연비 

42)　국제환경규제�종합정보망�EU�EURO
� �http://www.compass.or.kr/know/eu_01_view.as

p?idx=62&page=1&div1=EU&div2=%C0%DA%B
5%BF%C

43)　�국제�환경�규제�종합�정보망,�자동차�배기가
스�규제(LEV,�Tier),�연방법�:�Clean�Air�Act[40�
CFR�PArt�85(Control�of�air�pollution�from�mobile�
sources),�Part�86(Control�of�emission�from�new�
and�in-use�highway�vehicles�and�engines)],�캘
리포니아�주법�:�California�Low-Emissio�Vehicle�
Regulations[13�CCR�Section�1900~1978]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44) 중국 또한 

2005년부터 연비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해

오고 있다.45)  

  자원순환, 즉 폐자동차 처리와 유해물질 사용 

또한 자동차 회사가 생산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EU가 자원순환과 유해물질과 관

련하여 EU 폐자동차 처리 지침을, 일본이 폐자

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고 각

각 2002년, 2005년부터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

행해왔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폐자동차 처리 

지침에 있어 자동차 제조업자와 협력업체를 구

별하고 생산자와 수입업자 모두 의무를 이행하

도록 정하고 있다. 생산자 또는 수업업자는 소

비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회수하고 재활용

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하며 폐자동

차 처리 과정에서의 의무 재활용 및 재생 비율

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제 미준시에는 

회원국 자체적으로 정한 벌금을 부과하여야 한

44)　�자동차�기업�평균연비�규제(CAFE:Corporate�
Average�Fuel�Economy)�Energy�Policy�and�
Conservation�Act� of� 1975�&�Motor�Vehicle�
Information� and�Cost� Savings�Act[49�USC�
Chapter�329,�29CFR�Part�531�&�533,�40�CFR�
Part�600]

45)　중국�연비�규제�승용차�연료�소비제한
� �http://www.compass.or.kr/know/eu_01_view.as

p?idx=486&page=1&div1=%C1%DF%B1%B9&di
v2=%C0%DA%B5%BF%C2%F7

대기환경 자원순환 유해물질

• EU 2009년 EURO Ⅴ 적용, 2014

년부터 EURO Ⅵ 적용

• 미국 배기가스규제법, 무공해차 의

무 판매 비율 증대 및 자동차 기업 

평균 연비 규제

•EU 2002년 폐자동차 처리지침 발표

• 일본 2005년 폐자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 발표

• EU 신화학물질 관리 규제 연간 1톤 

이상 사용하는 화학 물질 사전 등록

제 실시 

• 미국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 금지 

정책 실시

표1  자동차에 대한 각국의 환경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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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유해 물질 규정 위반 시에는 역내 판매

가 금지되고 이미 판매된 차량을 회수해야 하

며, EU 회원국 간 그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가 

공유된다.46) 일본의 폐자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적용대상이 자동차 제조업

체, 해체업자, 그리고 소유자로 구분되며 특히 

제조업자의 경우 재활용 품목에 대해 구체적 인

수기준, 장소, 적정 처리정보를 제공하고 처리 

비용을 설정하고 공표해야하는 의무 등이 있다. 
47) 현대자동차가 재자원화를 주도하는 정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자원 분리와 재활용에 참

여한 것이나, 앞서 밝힌 자동차 재자원화 시스

템 구축 및 유해 화학물질 규제들은 모두 이러

한 각국의 규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대

비한 결과라 볼 수 있다. 

 2.3 향후 규제의 추이

  위에서 소개된 규제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산업 부문 환경규

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이 경향은 향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 세계적

으로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등의 키워드에 대

한 사회적 공감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동

시에, 기후 변화 등의 환경 문제로 인한 경제 손

실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산하 기구인 재해감소를 위한 국제전략

기구(UNISDR)는 2013년 9월, 세계가 단합해 

기후 변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없으면 

21세기에 자연재해로 입는 경제적 손실이 최소 

25조 달러(약 2경 6천8844조원)에 달할 것이라

고 경고했다. 마가리타 월스트롬 UNISDR 사무

총장은 극단적인 기후변화를 막도록 자원 배분 

등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유엔 정

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제5차 평가보고서

를 기초로 세계 경제에 미칠 손실을 계산한 결

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상

당하는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46)　�EU,� ELV� EU�폐자동차�처리�지침(DIrective�
2000/53/EC�on�end-of-life�vehicles)

47)　ELV,�폐자동차의�재자원화�등에�관한�법률

2013년 지구 곳곳에서 엄청난 홍수가 발생하였

고, 가뭄은 사하라 사막 주변지대의 대초원과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대륙 북

동부의 식량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려는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하더라도 이미 축적된 탄소 

등 온실가스 영향으로 상당기간 자연재해를 감

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8) 

 이처럼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

며, 이 피해의 상당 부분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기인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운송 부분인 자동차 부문의 

규제는 변화 속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결과적으

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2.4 이론적 근거

 한편 규제에 대한 업계의 입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환경규제는 기본적으로 대상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인식이 만연해 왔다. 

이는 규제의 도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환경규제에 의해 

생산비용 증가하면 생산과 고용이 감소되고, 제

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국내외 경

쟁기업에 대한 경쟁력 약화가 동반된다는 것이

다. 때문에 기존에는 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생

48)　�류현성�특파원.�기후변화로�자연재해와�경제손실�
급증.�2013-10-01.�연합뉴스,

�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
html?idxno=6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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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규제에 반발하는 것

이 가능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환경규제의 ‘경제적 

효과’는 규제의 도입이 환경적 편익과 함께 경

제적 편익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환경규제는 오염 저감이나 방지노력

을 의무화하거나 관련 기술의 사용을 유인함으

로써 대상 경제활동이 유발하는 환경적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유발한다. 동시에 기업의 기술, 

경영, 제품, 시장 등과 관련된 혁신을 유인하고 

다양한 유형의 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는 것이다. 

 이와 연관된 가설이 바로 마이클 포터가 주장

한 ‘포터가설’이다. 포터가설에 따르면 환경규제

의 도입은 규제대상 기업이나 국가의 경제적 성

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물론 규제로 인

해 이윤이 단기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으나 경쟁

력 제고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이윤이 증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충분한 경험과 정보가 없

어서 단기간에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환경규제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여 환경문제 해결 위한 노

력을 유인하고, 경영효율화나 신제품 개발 등의 

혁신 유도할 수 있다. 실제로 포터가설이 예시로 

삼고 있는 1970년대 일본 자동차 배기가스 규

제는 미국의 규제에 비해 매우 엄격한 수준이었

다. 규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 혁신에 투자

한 결과 자동차의 품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

고, 결과적으로 환경규제의 강화를 연기했던 미

국의 것보다 우수한 자동차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포터가설이외에도 Brunnermeier and 

Cohen(2003)이나 Kerr and Newell(2003)의 연

구처럼 환경규제가 기술의 혁신에 실증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이 이

전처럼 규제에 대해 제 3자에게 관대함을 요구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 49)

49)　�김호석(2009),�환경규제로�인한�경제적�효과�사례�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결론
  이상을 통해 살펴볼 때, 현대자동차는 전사적

인 차원에서 CSR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이유

는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여 생존하기 위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이때의 CSR은 기업의 생존과 연

결되는 것이기에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기업의 영업이익과도 배치되지 않는

다. 

  기존에는 CSR을 비즈니스 환경 형성의 관점

에서 많이 접근하였다. 점차 착한 기업에 호감

을 갖고 그들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때문에 기업이 착한 행위를 

하면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다는 식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코즈 마케팅

이나 필립 코틀러가 주장하는 마케팅 3.0과 같

은 마케팅적 접근이 그 대표라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것들은 추진성과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이 부분만 강조해서는 기업들이 

CSR을 단기간에만 집중하여 시행하거나 혹은 

본 CSR활동보다 홍보를 더 중시하는 등의 행위

를 할 부작용이 있다. 

  때문에 우리는 제도적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

을 해야 한다. 현대자동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단 제도가 형성되고 나면 기업은 이

를 준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한

다. 물론 자발성이 부가될 때, CSR은 그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성에만 

CSR을 의지하기에는 변수가 지나치게 클 것이

다.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 CSR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합의된 영역에

서는 제도를 통해 기업의 CSR 활동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환경 분야, 더 나

아가 CSR의 전 영역에서의 제도적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제도는 시민들의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압력 행사를 바탕으로 형성

된다. 즉, 개인이 제도형성에 사회적 압력을 행

사하게 되면 이에 따라 기업이 CSR을 필수적

인 영역으로 느끼게 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CSR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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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다. 개인이 환경에 관심이 

없다면 환경관련 규제가 이처럼 생성되지 않았

을 것이고, 현대자동차도 오늘날처럼 환경관련 

CSR 활동에 집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회와 

개인이 기업의 자발성에만 기대하였을 경우 기

업의 입장에서는 굳이 CSR에 집중할 유인이 없

다. 특히나 그러한 활동이 추진성과가 명확하지 

않고, 영업이익과 상충할 경우는 더더욱 유인

이 적어지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이 

CSR을 필수영역으로 느끼고 사회에 좀 더 기

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위 개인들의 책임과 노

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단위 개인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이에 책임지려할 때, 이것

이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에게도 좀 

더 강화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_제도와 기업의 CSR활동 사이의 흐름도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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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1월 25일 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 방문

  CSR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하면 인류가 지속가

능성(Sustainability)을 제고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

을까?’란 질문에 도달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김 이사장은 기업이 그다지 유쾌하게 받아들이기 

힘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넘어 새로

운 차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정립될 필요성

을 시사하였다.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발전상 치우

침이 없는 상태, 곧 인류 발전의 균형점(Equilibrium)

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 이행의 몫 또한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

든 이해관계자들이 나누어갖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시 말해, CSR의 진정한 구현은 ‘개인’의 사회적 책

임(ISR: Individual 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

는 단계로부터 출발하여, ‘기업’을 거쳐, 그 최종 종

착지는 ‘전지구’의 사회적 책임(GSR: Global Social 

Responsibility)에 도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ISR-CSR-GSR’의 유기적 연결고리 하에

서는 개인-기업-전지구의 세 주체 모두 막중한 역할

을 갖는다. 개인은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

력을 고려하여 지각력 있는 행동을 몸소 실천하고 공

유하고자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잠재적 소비

자층인 개인 간 공유된 가치를 기업의 경제적·환경적 

역량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한 나

라의 국경을 넘어 인류라는 공통분모로서 전 사회의 

세계시민적 역량이 성숙하는 경험을 발휘할 수 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최근 CSR과 대비되어 주목받는 

개념인 ‘CSV(Creating Shared Value)’에 대하여 날카

로운 지적을 내리기도 하였다. 공유 가치의 창출을 의

미하는 CSV 개념에 따르면 공유 가치란 이 순간 부

모와 자식 간, CEO와 종업원 간, 대통령과 국민 간에

서와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나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공유 가치는 진보된 개념

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존재하던 개념일 뿐

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CSR은 단순히 CSV를 좇아

가기보다는 진정한 인류의 번영을 추구하는 궁극의 

‘CSP(Creating Shared Prosperity)’로 나아가는 것이 

인류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

한 결과라는 데 이견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SNUCSR
Special

2
SNUCSR Special 2 :
                         Next Society Forum 방문

진정한 CSR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SNUCSR NETWORK가 만난 그 사람, 김성택 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 이사장

2013-12-31 작성
글·사진 윤혜정 dbsq0401@snu.ac.kr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에게 모든 책임
을 돌리고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개념일까?
  모든 사회문제의 책임은 기업 행위에 기인한
다는 단편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CSR을 재정
의해보자. 협력(Collaboration), 공유(Share), 
존중(Respect)의 CSR, 이것이 김성택 이사장
이 우리에게 건네는 새로운 제안이다.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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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게임산업
의 사회공헌활동과 그 효과성에 대
한 의문

1. 창조경제의 핵심 게임산업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창조경제다. 창조경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각기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동력을 만

들어내는 경제, 국민의 창조성과 과학기

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

는 경제”

로 정의하고 있다.50)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매

체에서 쉽게 접하는 K-POP이나 영화산업을 

창조경제의 하나로 떠올릴 것이다. 한국에서 창

조경제는 곧 한류와 연결된다. 최근 한국의 음

악과 영화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콘텐

츠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에서도 ‘창조산업과 콘텐츠’라는 월

50)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

간지를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음악과 영화와 

같은 문화산업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산업시장

이 있는데 바로 게임산업이다. 문화컨텐츠산업

에 있어서 게임산업이 차지하는 크기는 실로 어

마어마하다.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음악, 영화, 

책의 수출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게임산업의 수

출액이 훨씬 더 많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

에 의하면 2012년 기준 게임산업의 수출액은 2

조 5547억으로 책의 3572억, 음악 2040억, 영

화 322억을 합친 것의 4배를 넘는다. 사실상 게

임산업은 문화컨텐츠산업 전반과 더 나아가 박

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핵심부분이지만 그 규

모에 비해서 한국 사회에서 게임산업의 이미지

나 위상은 그리 높지 못하다.

그림_게임산업과 기타 문화 컨텐츠 산업 매출액 비교 

(출처 : 게임메카)

SNUCSR Topic 3

주홍빛 글씨는 지워지는가?
  : 이미지제고 측면에서 살펴본
                                    게임산업의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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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최근 게임산업에 대한 한국 사회 전반적인 인

식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위해산업

에 더 가깝게 여겨진다. 현재 시행 중인 게임산

업에 대한 규제나 게임산업규제에 관한 발의안

들의 도입취지를 보면 게임은 명백한 위해물질

로 사실상 담배, 술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의 시작은 소위 ‘셧다운

제(Shut-down)’로 알려진 청소년보호법 제23

조, 즉 심야 온라인 게임 차단 조치이다. 여성가

족부는 2011년,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

간에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차단하

는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

운제 도입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게임업계

의 반발과 실효성 논란 등으로 모바일에 있어서

는 무효화되었다. ‘셧다운제’ 외에도 게임산업

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존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의안 ‘쿨링오프제

(Cooling-off)’는 2시간 동안 온라인 게임을 하

면 자동으로 접속을 종료시키고 10분 경과 후 1

회에 한해 재접속을 허용하는 것이다. 2012년 

1월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부로 

제기된 위 제도는 게임을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

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사실상 하루 4시간으로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법안에

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

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지

칭하는 ‘손인춘법’도 있다. 이 법안 게임 산업 

매출의 1%를 징수해서 중독예방센터를 운영하

는 것과 셧다운제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

지 확대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게임산업 규제 법안은 ‘게

임중독법’이다.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정식명칭이며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이름을 따서 ‘신의진법’으로 언

론에서 불리곤 한다.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있

으며 도입 목적은 중독자 본인의 피해와 가족들

의 피해를 막는 것이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제

13조와 제14조에 있다. 제13조는 ‘중독물질 등

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이며 제14조는 ‘중독

물질 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

요한 시책을 강구’이다. 게임업계는 대한민국 

형법 하에서 마약류와 음란물 정도만 이와 같은 

강한 제한을 받고 있음을 들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게임중독법은 정치계, 게임산업계를 넘어서 의

학계, 심리학계, 교육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논

의되고 있다.

3. 게임산업의 피해

  앞서 논의된 일련의 규제 법안들은 게임산업 

전반에 지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추후 

한국 게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

성이 농후하다. 특히 일련의 규제 법안들이 국

내 게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의 게임업체

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

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게임산업의 규제 

움직임에 따라 게임업체의 주가는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게임산업에 규제 법안들

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

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게임

업체인 넥슨은 일본으로 본사를 옮겼다. 넥슨 

한국본사는 넥슨 일본법인으로 본사의 지위를 

넘겼고 넥슨 한국법인은 이에 따라 넥슨 코리아

로 변경되었다.

4. 게임산업계의 사회공헌활동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최근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게임중독법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

이 감내해야할 정부의 규제는 이후에도 점차 늘

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규제 법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근본적으로 게임에 대한 대중

들을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게임

업체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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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의 사회공헌활동 전반을 규제에 대한 대

책의 일환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정

황상 게임업체들의 사회공헌활동의 확대는 규

제법안 도입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

고 있다. 필립 코틀러는 “마케팅 기반이든 기업 

중심이든 사회참여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의 관계자가 비슷한 잠재적 혜택이 있다고 주장

한다. 잠재 고객, 투자자, 금융 애널리스트, 사

업적 파트너 등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뿐 

아니라 연례 보고서와 뉴스, 심지어 의회나 법

정에도 좋은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사회는 물론이고 브랜드와 재무재표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발표되

고 있다.”51) 고 주장했다. 필립 코틀러의 주장에 

따르면 게임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성공적으

로 대중에게 다가갈 경우 게임산업에 직접적인 

위기로 작용하고 있는 의회나 법정에서의 규제 

움직임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_게임업체의 사회공헌재단 설립 시기와 규제 법안 도입 시기

51)　�필립코틀러,�김정혜�역(2013),『굿워크전략』,�미
래엔,�p.23.

  실제로 게임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대중들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게 알기 어

렵다. 규제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으로 확대 중

인 사회공헌활동들이 대중에게 아무런 영향력

을 주지 못한다면 위기관리 측면에서 게임업체

들의 사회공헌활동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게임업체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사회적 효과

를 낳고, 대중들의 인식 변화에 영향력을 가지

고 있고 더 나아가 정치적인 힘을 얻어야 위기

관리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게임업체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이 일반 대중의 ‘게임 산업에 대한 규

제 찬성 정도’를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

은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이미지 제고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Ⅱ.조사방법 및 결과분석
 1.조사방법

  게임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대중의 인식 변화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법

을 사용하였다. 설문 대상으로는 게임산업에 대

한 규제에 적극 찬성할 것으로 여겨지는 학부모

와 교직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

되는 대학생을 선택했다. 조사는 11월 17일부

터 30일까지 자기보고식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설문문항구성

  설문문항은 ‘연령과 성별’과 같은 인적정보

로 시작해서, ‘사회공헌에 대해 평소에 알고 있

는 바가 있었는지’, ‘게임회사의 사회공헌 정보 

제공 전과 후 게임산업 규제에 찬성하는 정도’, 

‘게임회사의 사회공헌사업이 지향해야하는 방

향52)’에 물은 뒤, ‘평소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여부’와 ‘게임 자체에 대한 인식’을 묻는 방식으

로 구성되었다.

52)　�사회공헌활동의�유형에�대해서는�김봉철(2006),
「AHP를�이용한�기업의�사회공헌활동�우선순위�
분석」,『광고연구』를�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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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석대상

 대학생 120명, 교직원 30명, 학부모 31명을 대

상으로 위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유효한 응답을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효응답
평균연령

(세)
성별

성별
비율(%)

대학생 119 22.39
여성 49.6

남성 50.4

교직원 30 43.93
여성 83.3

남성 16.7

학부모 29 46.66
여성 65.5

남성 34.5

 4.분석방법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등을 활용하였다.53) 

 5.분석결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

하나 여기서는 1)교직원, 학부모 집단과 대학생 

집단이 차이가 있는지, 2)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제공의 효과 여부와 어느 집단의 인식제고

에 효과적이었지, 3)어떤 사회공헌유형을 사람

들은 게임산업에 더 기대하는지, 4)사회공헌활

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사회공

헌활동을 한다는 정보제공의 효과 여부에 대해

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5.1.대학생은 교직원, 학부모보다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낮았다.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학생, 교

직원, 학부모 세 집단별로 다른지 확인하기 위

해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3)　�지면의�한계�상�분석방법에�대한�논의는�간략하
게�한다.�분석방법은�사회과학�통계분석(채구묵,�
2010)을�참고하였다.　

집단 분석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학생 119 17.38 3.173

교직원 30 21.53 4.100

학부모 29 20.79 4.021

합계 178 18.63 3.908

   위의 표는 세 집단별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

적 인식’ 정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

생의 평균은 17.38이며 표준편차는 3.173, 교

직원의 평균은 21.53이며 표준편차는 4.1, 학부

모의 평균은 20.79이며 표준편차는 4.021임을 

알 수 있다.

 집단에 따른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집단-간 575.056 2 287.528 23.643 .000

집단-내 2128.208 175 12.161

합계 2703.264 177

 분석결과, 세 집단의 평균 간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F(2, 

175)=23.643, p<.05).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

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

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이 교직원, 학부

모에 비해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

가 낮으며,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간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는 ‘게임’에 대

해서는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집단으로 구별하

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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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회공헌에 대한 정보제공은 ‘게임 산업 관

련 규제에 대한 찬성 정도’를 낮추었다.

  게임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정보제공의 효과

성을 살펴보기 위해 정보제공 전 ‘규제 찬성 정

도’와 정보제공 후 ‘규제 찬성 정도’의 평균 간 

차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와 같

다.

사
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자
유
도

t값

유의

확률

(양쪽)

정보

제공

이전

178 9.55 3.815

177 2.646 0.009
정보

제공

이후

178 9.31 3.887

  정보 제공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검

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간 차의 통계

적 유의미성을 살펴본 결과, t값이 2.646이며, 

p<.05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제공 이전의 ‘규

제 찬성 정도’와 정보제공 이후의 ‘규제 찬성 정

도’의 평균 간 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정보제공은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공헌에 대한 정보제공의 효과는 

대학생 집단에게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

다. 사회공헌에 대한 정보제공의 효과가 교직

원, 학부모와 같이 처음부터 ‘게임 산업 관련 규

제에 대한 찬성 정도’가 높았던 집단에게 나타

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사회공헌활동에 변화

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3.게임회사에서 가장 해주었으면 하는 사회공

헌사업의 유형으로는 ‘지역사회개발’, ‘교육/학

술지원’, ‘전문서비스’로 나타났다.

  현재 게임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변화가 필요

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 ‘게임산업에 대한 각

종 규제에 대한 동의 정도에 변화를 주려면 어

떤 사회공헌활동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라는 질문의 답을 살펴보았다. 질문은 사회

공헌의 사례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필

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공헌활동에 중복응답

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대학생의 절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

여 퍼센트의 평균을 취하는 방식으로 사람들

이 많이 원하는 사회공헌의 방향에 대해 살펴

본 결과, 교육/학술지원(53.2%), 지역사회개발

(53.1%), 전문서비스(49%), 자선구호(38%), 

기부금/성금(33%), 프로그램지원(31.6%), 문

화예술지원(30%), 사회봉사(27%), 운영비지원

(26%), 체육진흥(21.9%) 순으로 나타났다.

 4.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사회공헌에 대한 정보제공 이후 ‘게임 산업 관

련 규제에 대한 찬성 정도’가 낮아졌다.

  위에서 대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집단을 나누

(I)신분 (J)신분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대학생
교직원 -4.155 .712 .000 -5.56 -2.75

학부모 -3.415 .722 .000 -4.84 -1.99

교직원
대학생  4.155 .712 .000  2.75  5.56

학부모     .740 .908 .416 -1.05  2.53

학부모
대학생  3.415 .722 .000  1.99  4.84

교직원  -.740 .908 .416 -2.53  1.05

 
표 1 대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세 집단 간 사후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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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분석한 것은 별개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집단과 ‘모르고 있었다’

고 집단 사이에 사회공헌에 대한 정보제공 이후 

‘게임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찬성정도’가 변화

하였는지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사전에 사회공헌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각 집단별로 정보제공 이

전과 이후의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한 찬성 정도’ 

평균 간 차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던 집단에서 

정보제공이전과 이후의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한 

찬성 정도’가 유의미하게 변한 것에 반해, 모르

고 있었던 집단에서의 ‘게입 산업 규제에 대한 

찬성 정도’의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공헌활동이 지속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실행되어야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장기적으로 실행될수록 사회공헌활

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질 것이고, 이

는 사회공헌활동 자체에 대한 인식 재고뿐만이 

아니라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식 재고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Ⅱ.연구요약 및 제언
 1.연구요약

  창조경제의 핵심부를 담당하고 있는 게임 산

업은 현재 신의진법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게임

산업 규제법안 하에 타격을 입고 있다. 실제로 

게임산업 규제 움직임에 게임업체의 주가는 요

동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게

임업체들은 국민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

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이 

국민들의 게임 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또한 사회공헌 활동이 국

민들에게 더 많은 공감을 받기 위한 방향성은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게임에 대한 인식변화가 유의미하기 위해서

는 게임규제에 찬성하거나 중립적인 집단의 인

식이 변화해야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게

임규제에 찬성하는 학부모집단과 교직원 집단, 

게임규제에 중립적인 입장이라 생각되는 대학

생 집단을 설문조사의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의 통계분석 결과 먼저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에 대하여 학부모 집단과 

교직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 둘에 비해 대학생 집단의 게임에 대한 부정

적 인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모집

단으로 설정한 게임규제 찬성측(학부모와 교직

원 집단)과 중립측(대학생 집단)의 구분이 유의

미하였음을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게임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긍정

적 인식변화 유무는 게임회사의 사회공헌 활동

에 대한 정보 제공 전과 후 ‘게임산업 규제에 대

한 찬성정도’의 차이를 통해 도출하였는데, 분

석 결과 오직 게임에 대해 중립적인 대학생 집

단에게만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집단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게임회사의 사회공헌 활

동을 사전에 알고 있던 집단에서 사회공헌 활동 

정보제공이 긍정적 인식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유의미 하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국민 전반

적으로 게임회사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알고 있었다
정보제공이전 31 9.32 4.126

30 2.775 0.009
정보제공이후 31 8.71 4.236

모르고 있었다
정보제공이전 144 9.61 3.781

140 1.643 0.103
정보제공이후 144 9.44 3.835

 
표 2 정보제공 이전과 이후의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한 찬성 정도’ 평균 간 차의 통계적 유의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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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대됨에 따라 게임 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긍정적 인식변화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게임회사의 사회공헌활

동이 정부의 게임규제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2.사회공헌의 방향성 제안

  게임人재단 남궁훈 대표는 현 게임업계가 직

면한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면서 ‘국민에게 존

경받는 게임인을 꿈꾼다’는 목표 하에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54) 게임산업 내 여타 업

체들도 후발주자가 되어 재단을 설립하거나 사

회공헌 브랜드를 만드는 등 ‘일반인의 게임업

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게임업체들의 희망

과는 다르게 게임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중·장

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공헌활동’ 자체에 대한 대중들의 인

식 정립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에 첨언한 바와 같이, 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저

명한 경영학자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가 사

회공헌활동의 잠재적 혜택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언한 바를 참고할 만하다.

  기업이 공익성이 강한 새로운 경영 활

동을 실천하려고 하면 대중은 숨은 속내

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고, 

그 성과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싶어한

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따라서 기업

의 사회공헌 담당자들은 그러한 의심과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즉 기업과 사회

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문

제를 선택해 장기적으로 실천하며, 직원

54)　�안정빈(2013),「남궁훈,�“게임반대는�교육논리.�
다르게�접근해야�한다.」,디스이즈게임.�2013-
11-29.

�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
nboard/5/?n=51559

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기업의 약속

을 지원할 인프라 구조를 구축하고, 솔직

하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는 

것이 그것이다.55)  

  한편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

르면, 응답자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치 등과 

같은 ‘지역사회개발’, ‘교육지원 사업’, 게임을 

이용해 법 교육에 활용하는 등과 같은 ‘전문서

비스’ 유형의 사회공헌활동을 게임업체들이 실

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다수

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포괄

하는 방향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고 실행

해나간다면 게임업체가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 

혜택은 더 커질 수 있으리라 본다.

  지금까지 법적 규제에 대한 게임산업의 대응

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이 지닌 잠재적 혜택에 대

해 살펴보았다. 사회공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효과를 고민하는 것이 이미지 제고 측면

에서 기업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음을 본 설문조

사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미지 제고 효과는 사회

공헌활동이 ‘더 많이’ 그리고 ‘오래’ 이루어질수

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사회각계 다양

한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표본의 대표성을 제

고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가 시도한 설

문조사의 결과가 좀 더 세밀히 분석 및 보완되

기를 기대해본다. 

55)　�필립�코틀러,�남문희�역(2006),『착한기업이�성공
한다』,�리더스북,�p.359.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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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 몇 부는 WISH가 참석하지 않은 채 

SR이 만들어 졌습니다. WISH가 이번부터 

새롭게 참여하게 

된 거죠. 동아리원

들의 반응도 뜨거

웠습니다. 새로 시

작하는 만큼 더 잘 

해야 하지 않겠냐

는 거죠. 그만큼 감

회도 새로웠고, 다시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

야 한다는 책임감도 막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지

원을 받아서 환경, 법(제도), 금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기업을 탐구하는 기회를 가

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은 지

구인 프로젝트, 허

브서울의 행사들, 

사회적기업가 초청 

강연에까지 확장되

었고 이것이 동아

리원들의 열의와 만나 이렇게 다양한 글들을 

엮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참가하여 뿌듯합니다. 

편집은 힘들다?!
  

  저는 이번 잡지 편집에서 동아리원들

이 써 온 글들을 바탕으로 수정 및 편집 

작업을 맡아서 했는데, 편집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네요. 글자크기를 맞추어 두면, 

다시 또 각주가 제멋대로, 각주를 맞추어 두면 이번엔 이미지가 제멋대로. 비록 변화는 미미

해 보일지라도 여러 번 수정을 거쳤다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생색내기입니다. 

WISH SR
편집  
후기

기대
  
  새로 시작인 만큼 앞으로 SR의 발전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열심히 만든만큼 앞으로도 계

속 SR을 통해 WISH와 SNUCSR의 교류가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WISH SR 공동편집인 11기_김태현/김영현/송유나

  12기_황현정/박다겸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감회,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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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 14기 정상호

  SR 21호는 설문지 돌리고, 인터뷰 

요청하고, 자료 분석해가면서 고생한 

SNUCSR 학회원들의 노고가 담긴 결과

물이다. 편집을 맡게 되었을 때 이런 결

과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

담감이 엄습했다. 가독성을 높이고, 동

시에 본래 글쓴이들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는 편집 과정은 한편으로 부담도 되

고,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마무리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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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호를 보고 있자니 은근 뿌듯한 건 어쩔 수 없다. 

  CSR이라는 용어를 접한 지 한 학기가 지났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이

며, 올바른 CSR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수백억,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CSR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세상은 보다 더 밝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SNUCSR에서

의 작은 움직임들이 이러한 ‘밝음’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SR 21호가 많은 이들

에게 CSR 분야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SNUCSR 14기 이정진

  지난해에 서울에서 열렸던 글로벌 CSR 컨퍼런스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

떤 분이 저에게 ‘SNUCSR Network 학회를 왜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공대생인데다 

교수를 꿈꾸는 제가 기업의 CSR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아해 하신 모양이셨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동창 성진(13기 회장)군의 소개로 이 학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CSR을 

공부하고 여러 기업들의 CSR활동들을 살펴보면서 흥미가 생겼습니다. 어떤 흥미가 생겼냐

구요? 이 잡지를 읽어보시면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음악이라면 아이돌밖에 모르는 제가 인디음악에 대한 글을 쓸 수 있게 도

와준 상호형(14기 회장), 다예(14기 부회장), 가영(13기 부회장)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디밴드와 관련된 설문조사에 기꺼이 참여해주신 이상정 기타선생님, 튠

업에 대해 서면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튠업 담당자님, 글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친절하

게 도와주신 EBS의 헬로루키 담당자님, 이메일을 통해 깨알같이 답변해주신 인디밴드 꿈카

(꿈에서 카메라를 가져올걸)의 미장씨 등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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