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itors’Note

푸르른6월을맞아SNUCSR NETWORK와WISH가공동발간하는Sustainability Review vol.11이나왔습니다. 이번호는학기중알

차게진행된팀별프로젝트의성과물이실려더욱뜻깊고의미가있습니다. SNUCSR NETWORK는전략적CSR팀에서기업의커뮤니케

이션전략에대해기사를집필했고기후변화팀에서는항만산업의기후변화대응방안에대해알아보았습니다. 기업과인권팀에서는인권통

합경 을위한길을생각해보았고탄소금융팀에서는최근이슈가되고있는탄소금융의득과실에대해알아보았습니다. 그외에도B4E참

여수기, 새로운형태의법인자본주의를다룬내부칼럼, Book Review를보실수있습니다. WISH에서는앞선호와마찬가지로국내및

해외사회적기업소개, WISH리포트, Book Review를실었고, WISH 기획코너를새로마련하여The HUB를소개하 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Sustainability Review vol.11을 위해 인터뷰에 응해주신 공부의 신 대표 강성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Sustainability에대한관심과애정으로학기중에바쁘게활동하며기사집필에노력해주신필진여러분께다시한번깊이감사드립니다.

SSNNUUCCSSRR과 WWIISSHH는여러분의의견을기다리고있습니다. 

기사나 동아리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E-mail 주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

니다. 그 외의 동아리 일반적 사항이나 리크루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홈

페이지를방문해주시기바랍니다.

WWIISSHH
www.wishgroup.or.kr
wishsnu@gmail.com

SSNNUUCCSSRR NNeettwwoorrkk
www.snucsr.com
snucs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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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 

전략적CSR Team
CSR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와의전략적대화

기후변화Team
항항만만산산업업의의 기기후후변변화화 대대응응전전략략

기업과인권Team
비비즈즈니니스스와와 인인권권의의 현현명명한한 통통합합,, 인인권권통통합합경경 으으로로 가가는는 길길

탄소금융Team
‘‘탄탄소소배배출출권권 펀펀드드’’를를 통통해해 본본 탄탄소소금금융융시시장장

CSR 기획특집
BB44EE,, 그그 뜨뜨거거운운 현현장장에에 가가다다

내부칼럼
이이해해관관계계자자 이이익익을을 모모두두 극극대대화화할할 수수 있있는는 새새로로운운 형형태태의의
법법인인 자자본본주주의의의의 탄탄생생

Book Review
HHeerree CCoommeess EEvveerryybbooddyy,, 끌끌리리고고 쏠쏠리리고고 들들끓끓다다

[WISH]

국내 사회적 기업
디디자자인인으으로로 아아름름다다움움을을 만만드드는는 사사람람들들
기부용품 디자인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내 사회적기업 얼스
(Earth)소개

해외 사회적 기업
MMaakkee BBeelliieevvee AArrttss -- 국국의의 연연극극 및및교교육육 프프로로그그램램
국의 연극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 기업 Make Believe

Arts(MBA)소개

WISH 기획
혁혁신신의의 네네트트워워크크 -- TThhee HHUUBB
사회혁신아이디어가모이는네트워크조직 The HUB 소개

WISH 리포트
해해외외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의의 브브랜랜드드 전전략략과과 그그시시사사점점
해외사회적기업의브랜드전략에대해알아보고그것이시사하는
바를살펴본다

SR People
공공부부의의 신신 -- 강강성성태태

Book Review
세세상상을을 바바꾼꾼 비비이이성성적적인인 사사람람들들의의 힘힘

[Introduction Section]
SNUCSR NETWORK
WISH 

성공적인 CSR을 위한 기업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대해알아본다.

Sustainability Review Vol.11 

기부용품디자인사회적기업얼스소개

OMS를 중점으로 해외 사회적기업 브랜
드전략을알아보고시사점을살펴본다.

SR People - 소셜 벤처 공부의 신 강
성태대표의인터뷰

0044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내외 항만산업
을 살펴보고 진정한 친환경 항만산업으
로나아가기위한방법을제언한다. 

0099

인권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논한
다.

1133

‘탄소배출권 펀드’에 대해 알아보고 탄
소금융시장의성과와한계를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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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해해관관계계자자와와의의 전전략략적적 대대화화

이제기업은이해관계자별로전략적인대화를계획하고실시해

야한다. 즉첫째, 자사의 CSR 커뮤니케이션대상을명확히정의

하고둘째, 각대상별로명확한커뮤니케이션목표을설정하며마

지막으로각각의대상에맞는채널과컨텐츠를통하여보다효율

적이고접근성높은커뮤니케이션을실행하는것이다. 본 기사에

서는이에대한기초적인프레임을제공하고자한다.

주주요요 이이해해관관계계자자 정정의의

1990년대이후, 주요국가를대상으로조사한홍보대상중요도

의결과를살펴보면 국은주주>고객>사원, 일본은고객>사원>주

주, 프랑스는사원>고객>주주순으로나타났다. 각국가의사회문

화적특성에따라순서는조금씩다르게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고객, 피고용자, 주주가 가장 중요한 홍보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들어 기업에 대한 기대가 리주의로부터 사회적 책임으로

옮겨가는 맥락에서 고객, 피고용자, 주주가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대상으로특히중요하게대두된것이다. 따라서본기사에서는기

업의핵심이해관계자를소비자, 종업원, 투자자(주주)로설정하고

논의를전개하도록하겠다.

커커뮤뮤니니케케이이션션 목목표표 설설정정

그렇다면기업이각주체로부터기대하는명확한커뮤니케이션

의목표와기대결과는무엇인가? 

1) 소비자와의커뮤니케이션목표

소비자커뮤니케이션의목적은명성(Reputation), 제품차별화,

그리고 소비자 충성도 확보의 세가지로 나타난다. 2002년, 국

정보통신기업BT에서실시한연구결과CSR은기업의명성자산

(Reputation Asset)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4년 APCO의발표에따르면 CSR 커뮤니케이션은보다효과

적인제품차별화와, 프리미엄가격설정에도움을준다. 마지막으

로 Jacob & Kyner(1973)와 Keller(1993)는 소비자와의 CSR 커

뮤니케이션을통해소비자의의견에더주의를기울이고, 발빠르

게대응함으로써소비자의충성도를높일수있다고주장하 다.

2) 종업원과의커뮤니케이션목표

종업원대상커뮤니케이션은조직내의의사소통은물론이고종

업원들이조직의CSR활동에지지와신뢰를형성하면서지역사회

에서 기업의 홍보대사나 친선사절로서 기능하기 위한 초석이 된

다. 이러한맥락하에서종업원과의 CSR 커뮤니케이션은크게 4

가지목적을갖고있다. 

‘첫째는 구전(word-of-mouth)효과를 통해 긍정적 여론과 명

성을쌓는것이다. 종업원은해당기업의긍정적여론을형성하는

데 있어 강력한 채널이 된다. CSR에 직접 참여하 을 경우엔

85%, CSR 정보에대해안내받았을경우엔65%의종업원이자발

적으로 자사의 CSR 이니셔티브에 대해 긍정적으로 구전 프로모

션을실행하는것으로밝혀졌다.2

두 번째 목표는 종업원의 만족과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윤리적이고사회적책임을수행하는기업의종업원들은직장을더

욱즐거운곳으로인식하고보다헌신한다.3 만족도와헌신이높

은경우기업에대한긍정적구전효과가증가한다는점에서이는

첫번째목표와도연결되어있다.

셋째는구직자에게더욱매력적으로다가가기위함이다. 구직활

동과 CSR의상관관계에대해서는많은연구가진행되었는데, 구

직자는윤리적이고사회적인책임활동을수행한기업에더욱매력

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 목표는 종업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종

업원들이자신이속한조직이사회적으로책임을수행하고있다고

인식할경우, 자신과조직의가치가부합한다고여기게되어회사

를떠날확률이줄어든다.4 

3) 투자자(주주)와의커뮤니케이션목표

현대의주주들은지역, 직업, 계급, 성별등에따라분산되어있

고대부분은기업활동에직접적으로참여할수없다. 따라서기업

은주주들에게그들이회사와 접한연관이있고그들의발언이

향력이 있으며, 회사의 정책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투자자와의CSR 커뮤니케이션목표는명료하고단순하다. 일반

적인재무적커뮤니케이션목표를달성하는데도움을주는것이다.

CSR커뮤니케이션은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누누구구도도 알알아아주주지지 않않는는 그그들들만만의의 CCSSRR 열열풍풍

전국경제인연합회의자료에따르면한국기업이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매출액 대비 2.83%로 미국(0.12%), 일본

(0.12%)과비교했을때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투자는제

3자의긍정적평가도이끌어내어, 기업의지속가능성평가지수인

DJSI(Dow-Jones Sustainability Index) Pacific에 13개, DJSI

World 지수에는6개나국내기업이당당히그이름을올렸다.1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과 성과를 과연 많은 이들이 인

식하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CSR이‘지출’이 아닌

‘투자’가 되려면, 반드시 소비자와 투자자의 긍정적 반응이 뒤따

라야한다.  같은자료에따르면약 80%의소비자는국내기업의

사회공헌 정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CSR이

기업들만의잔치가 되어가는것은, 분명히커뮤니케이션상의 문

제가있음을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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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략략적적 CCSSRR

CCSSRR 커커뮤뮤니니케케이이션션,, 이이해해관관계계자자와와의의 전전략략적적 대대화화
권기연, 박서윤, 반성희, 조은혜, 진정한

1.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활동 국내외 추이와 시사점-한·미·일 사례를
중심으로-, 2008, FIK Issue Paper 통권 제122호, p.5

2. the MORI study; Dawkins and Lewis, 2003
3. Joyner and Payne, 2002 & Mowday et al., 1979
4. Bevan and Wilmott 2002 & Maignan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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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유치를통해긍정적인재무환경을구축할수있다.

또한 CSR 우수기업의경우주가와거래물량이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이해해관관계계자자 별별 접접근근 채채널널

이상으로 핵심 이해관계자를 소비자, 종업원, 투자자로 설정하

고그에따른핵심목표를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기업이각주체

로부터원하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단계를살펴보겠다. 이단계

에서는 첫째, 그들이 각각 어떠한 채널을 통해 CSR 정보를 수집

하는지알아야하며둘째, 그들이어떠한내용에관심을갖고듣고

싶어하는지파악하여야하고마지막으로각주체와의대화에서주

의사항을유의하여야한다.

1) 소비자와의커뮤니케이션채널

소비자와의 CSR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는대중매체, 지속가능

보고서, 종업원에의한접촉등을들수있다. 이중에서대중매체

가그전파력과 향력이가장강력한것은명백한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여러 매체를 함께 사용하는 미디어 믹스를

활용하는데이때, 적절한매체를선택하기위해대상소비자를구

체적으로설정할 필요가있다. 소비자 집단을세분화하는기준은

성별, 소득, 직업등다양한변수가있겠으나, 이러한다양한분류

들을어느정도포괄할수있는기준으로소비자의관여정도를선

택하 다. 즉소비자의관여정도에따라능동적소비자와수동적

소비자로분류하 다. 각 소비자가제품, 이슈, 상황등에부여하

는 중요성, 기업의 경 , 활동에 대한 관심, 정보 탐색 의지 등에

따라 기업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가 앞으로의 논의를 전개하는데 적절할 것이

다.

능동적소비자들은기업홈페이지를통해서의사결정을충분히

할수있기때문에기업웹사이트에빈번하게접속한다. 오늘날기

업의 웹사이트는 일방적 메시지 전달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브랜드체험을공유하고전자구전효과를노리

는 다양한캠페인들이전개되고있다. 또한 능동적소비자일수록

잡지, 신문, 브로슈어, 팜플렛과같은인쇄매체에서정보를얻는

경향을보인다. 인쇄매체는기업의메시지를많은내용을집중적

으로정확하게전달할수있으며, 관심독자들이자발적으로노출

되며표적소비자의선별능력이뛰어나다. 따라서많은정보를알

고싶어하며이를위해일정한주의와노력을기울일의사가있는

능동적소비자들을설득하기에적합한것이다. 즉 기업의홈페이

지를 통한 CSR 홍보와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능동적 소비자에게

적합한매체라고할수있다.

한편 수동적 소비자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몇 가지 중요한 점에

초점을맞추어야하며, 짧은메시지를반복적으로사용하는게중

요하다. 또한그림요소및비(非)메시지요소를중시해야한다. 수

동적소비자와의커뮤니케이션에서광고는경쟁사와차별화를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며 이때 인쇄매체보다는 TV등

의시각광고가주매체가되어야한다.  

2) 종업원과의커뮤니케이션채널

커뮤니케이션채널의차원에서종업원들의 CSR활동이해도및

참여도를높이기위한방안은‘내부적커뮤니케이션프로그램’이

가장빠르고유효한것으로나타났다. 종업원에게 CSR정보를제

공할수있는다양한커뮤니케이션전달매체에는뉴스레터, 포스

터, 브로슈어, 메모, 타운홀미팅등이있는데각각의접근성, 순

환성, 시기적절성, 효율성, 투자대비이익등이다르기때문에효과

를 극대화하고 종업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선택적 활용이

중요하다. 특히오늘날은네트워크화된사무실이늘어가는추세에

따라신속성, 용이성, 시기적절성, 비용대비효율성등의특징을

가진인트라넷커뮤니케이션이매우효율적이며, 종업원들에게광

범위하게접근할수있는도구라는측면에서선호되고있다. 

한편 잠재적종업원인구직자의구직의도에 CSR이 미치는

향을살펴본연구5 에의하면대중은기업의이윤과관계있는활

동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CSR활동 동기의 순수성을 강

조하는경우긍정적이미지를형성하게된다. 순수성의판단기준

으로는기업이윤의가시성, CSR 활동투자비대비그활동에대

한광고비용의비율, CSR활동인지의통로등이있다. 따라서기

업은언론등의공신력있는제3자를통해자사의활동을소개해

야하며, 자사에게돌아오는이익이명확하게보이는 CSR활동은

자제하고CSR활동에대한광고및PR비용의비율이CSR활동투

자비보다높게책정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3) 투자자(주주)와의커뮤니케이션채널

주주대상의커뮤니케이션은퍼스널미디어와활자미디어를활

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다. 퍼스널 미디어는 기업설명

회, 결산설명회등으로 도 높은 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지만그

전파범위가좁다는한계점이있다. 한편활자미디어는 업보고

서및사업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등이있는데정보를장기간보

존하며대상주주들에게직접어필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지속

가능보고서는 기업의 경 노력과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코멘

트, 연구개발상황, 공해·지역사회·소비자·문화활동·노사등

사회적 역에서의활동상항에대한내용을담고있기때문에주

주들에게 기업의 CSR활동을 이해시키는 수단으로 가장 적합할

것이다.

이이해해관관계계자자 별별 컨컨텐텐츠츠 구구성성

1) 소비자가원하는 CSR 컨텐츠

위자료에따르면소비자들은인권문제개선이나빈부격차개선

등큰규모의사회적문제보다는친환경생산이나좋은제품생산,

공정한 종업원 처우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대기업의 제

품이나 생산공정이 환경에 나쁜 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에게좋은 제품을값싸게제공해야한다’‘종업원들을공

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등의 이슈가 소비자들에게서 높은 선호도

를보이고있다.

자선및기부활동이나지역사회에서의교육사업등현재기업들

이부분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회공헌활동에대해서도그필요성

을인식하고있었다. 그러나기후변화 향감소, 빈부격차개선,

인권개선과같이국가적차원의과제의경우엔기업의사회적책

임 역으로적절치않다는판단이많았다.   

물론산업분야와기업환경에따라최우선시되어야할사회적

이슈는달라질수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해당기업에게바라는

책임과이슈가무엇인지파악하여그에합당한CSR전략수립, 실

행과커뮤니케이션을실행할때보다효과적인목표달성이가능

할것이다.

2) 종업원이원하는 CSR 컨텐츠

종업원들이 CSR에 대해 인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절차

(procedural), 분배(distribution), 상호작용(interactional)의 단

계를거치며 CSR을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종업원들은기업

의행동과연관된사회적문제와, 그 행동으로나타난결과, 그리

고그결과에의해조직내·외부의개인이어떻게대우받는지의

세 측면에서 CSR을 평가한다.7 종업원들의 CSR에 대한 관심은

CSR활동을 통해 형성된 기업의 긍정적이며 성공적인 이미지를

자신과연관시키고자하는심리욕구에기반한것이다. 따라서고

용자들은CSR에대한노력이그조직의최상의이익을위한것임

을종업원들에게전달하는게중요하며, 그결과종업원들을공정

하게대우하는데기여하고있음을보여주어야한다. 실제노동관

련CSR수행에대한연구를살펴보면여러가지노동관련이슈중

‘차별없는직장, 건강하고안전한직장’이라는개별지표의실행

수준과종업원의조직몰입에대한기대수준간에유의한관계가있

음이확인되었다.8

한편 종업원의 CSR에 대한태도유형별로접근법을달리하는

것이 좋다. 자사의 CSR에 대해 얼마나 친숙하게 느끼고 참여 의

도가 있는지에 따라 종업원의 유형은 The believers, The

skeptics, The Uninformed, The Disconnected의 네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각각은 CSR활동에대한관심도와그효과성에

대해느끼는정도가모두다르기때문에각각의특성에맞는커뮤

니케이션 채널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컨텐츠로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들어‘The Skeptics’그룹은다양한CSR활동에대해

일정수준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가치에 대해

의심을갖는그룹이다. 따라서이들에게는질적, 양적인측면에서

5.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on
companies with bad reputations, 2006, Yoon, Y., Gurhan-Canli, Z.,
& Schwarz,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pp.377-390.

기업의사회적책임활동범위 : 로브스캔 13개 척도별동의비율(%)6

6. 장진호 외, CSR국제여론조사 2007 한국CSR의 현황 : 인식과 실천,
2007, GlobeScan·EAI·매일경제, p.6

7.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2006, D. E. Rupp,
www.interscience.wiley.com
8. 권순원, 김소 , 이호선, 노동관련 CSR수행이 종업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기업의기대수준에미치는 향, 한국콘텐츠학회, 2009



기기후후변변화화와와 한한국국의의 위위치치

21세기들어유행처럼퍼져나가는‘기후변화’는이제익숙한이

슈가되었다. 기후변화과학자들의국제단체인‘기후변화에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는 그동안 4차례의 보고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특히 최근의 4차 보고서는 인간의 활동이 기

후변화의원인이며이로인해인간사회가자멸할수있음을경고

했다. 지구재난 화의소재로나나올법한일이일어나고있다는

과학적근거에, 그간미온적태도를보 던각국수장들도눈을번

쩍떴다.

2009년 12월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의 기후변화회의의 열기

가그를증명했다. 다소의기후변화회의론에도불구하고, 세계과

학계의 주류와 정치계가 기후변화 현상이 위기임을 인식했고, 이

미많은정부및산업계가기후변화대응에나서고있다. 

이러한국제적노력속에한국정부는매우선도적입장을취하

고있다. 신정부들어꾸준히녹색뉴딜원칙을제시해오다가, 작

년 11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발표하고,

코펜하겐 합의문에 반 된 중재안인, NAMA ministry를 제안했

다. 또한올해4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발효되었다.

왜왜 항항만만산산업업인인가가

이러한분위기속에서우리나라각경제부처는온실가스저감대

책을마련하고있다. 그러나해운, 하역, 운송등복합적행위가일

어나는항만의녹색화에대한논의는부족한실정이다. 국내전체

수출입화물의 99.8%를항만에서처리하는실정에서1 , 항만의탄

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우리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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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과성과 성공의 가치가 증명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The

believers 그룹으로 이끌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목표이자방향이된다고볼수있으며이러한점을유의하여커뮤

니케이션컨텐츠를구성해야한다.

3) 투자자(주주)가원하는 CSR 컨텐츠

SRI 투자자들은 기업의 CSR 성과를 ESG 프레임으로 분석한

다. 이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

(Governance)의세축을의미한다. 환경측면에서는제품자체의

환경적 향및기업의생산과정및공정상의 향, 그리고이러

한노력과결과를얼마나적극적으로외부와커뮤니케이션하는지

평가한다. 사회 측면에서는 가치사슬에 따라 지속가능경 체계,

인적자원, 혁신활동, 협력업체, 노사관계, 고객관리등이평가요소

가 된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주주권리, 투명성, 이사회 구조와

운 등을평가하게된다. 따라서기업은지속가능보고서와Web

IR 공시를통해자사의CSR내용을홍보하는경우이러한프레임

으로노력과결과를분석하여제공하여야투자자들의이해도를높

이고최대의긍정적반응을이끌어낼수있다.

맺맺음음말말

기업의CSR활동이사회적공헌을달성하는‘선행’인것은분명

하다. 그리고 우리는 선행은 남 몰래 베풀어야 한다고 배워왔다.

그래서인지기업과대중은CSR활동을대놓고‘홍보’하는것에거

부감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CSR

활동이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제대로된커뮤니케이션이이루어지는것은 CSR의지

속적인발전을가능하게하며이는기업뿐만아니라사회전체에

긍정적인이익을가져다줄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이연구는기업이수행한CSR 활동들중무엇

을, 누구에게, 어떻게효과적으로알리고의미를창출할수있는지

를 실리를 추구하는전략적관점에서살펴보았다. 기업은자사가

수행하고 있는 CSR활동에 대해 주요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정보

를알맞은채널을통해선택적으로제공하고, 그에따른반응을얻

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의

‘전략적 대화’의 노력은 기업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상호 이해의

기반을확립하고기업에대한신뢰감을형성하는등성공적인기

업경 의초석을마련할수있도록도와줄것이다. 

[SNUCSR]  항만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Sustainability Review Vol. 11

기기후후변변화화

항항만만산산업업의의 기기후후변변화화 대대응응전전략략
박윤 , 이민주, 정현아, 조은애, 한민선

1. 방희석 외, 친환경 항만접근과 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2009, 전자무역연구
제7권제4호,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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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에서는이미저탄소항만구축을위해GREEN Port

정책이마련되어있으나 2020년기준저감목표치대비 30% 달성

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저감대안이 필요하다.2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기존의국내친환경항만구축노력을해외사례와비

교해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국내 친환경 항만산업의 도약을 위해

정부및항만공사에제언하고자한다.  

국국내내 항항만만산산업업의의 이이산산화화탄탄소소 발발생생 현현황황과과 대대응응

우리나라는2009년기준세계수출9위에이르는주요무역국으

로, 항만에서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8%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다량의 온실가스가항만에서발생함을 의미한다.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12월에 전국 28개 항만, 257개 부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저탄소항만구축방안에관한연구’결과에따르면, 우리나라항

만의 2007년이산화탄소배출량은총 282만 2,148톤CO2로산정

되었다. 

국내항만은주로공사를통해경 되는, 주요한국가기반시설

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항만을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포함한

저탄소, 친환경항만으로전환하기위해GREEN Port 구축을위

한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다. 

‘‘GGRREEEENN PPoorrtt 구구축축 종종합합계계획획’’이이란란 ?? 

GREEN Port란 Gas Reducing, Energy Efficiencing &

Nature-friendly Port의 약자로, 항만 개발과 운 전반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을 위한 저탄소를 지향하는 항만을 의미한다. 국토해양부에서 추

진하는‘GREEN Port 구축종합계획’은기후변화에대응한저탄

소·고효율 항만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저탄소 항

만배후수송체계확립, 자원순환형항만시스템구축, 항만공간의

활용도재고, 기후변화·재해에안전한항만구축, 녹색기술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항만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대응방안을담고있다. 이계획은2009년에수립되어현

재체계적인추진을위한action plan을마련하고있으며, 광역권

화물을처리하는부산신항·광양항을우선적으로일부사업이진

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 계획은 이제 막 시작한 걸음마

단계로, 해외의주요항만에비해매우늦은대응이라는비판도있

다.

이외에도‘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국토해양분야기후변

화대응종합대책’등이마련되어있지만, 항만분야의온실가스배

출저감을위한대응방안수립은미흡한실정이다.

국국내내 항항만만공공사사들들의의 대대응응현현황황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등은온실가스및탄소배출저감노

력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 때문에 다른 사회공헌 활동에 비해

온실가스감축을위한구체적경 공시, 규제가아직미비한실정

이다. 2009년 인천항만공사의 지속가능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및탄소배출저감노력항목에대해, ‘점차이부문경 체계구축

을위해준비중 3 ’이라고밝혔다. 부산항만공사의경우에도친환

경사업이라는이름하에항만및연안청소와같은기초적인수준

에집중하는형편이다.

한편 여수·광양항만은‘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여수광

양항만공사’로 운 체제를 전환하려는 시도가 이에 대한 시의회

등의반대에부딪혀, 온실가스저감노력에집중조차못하고있다.

전반적으로국내항만공사들의온실가스저감에대한인식이낮은

편이며, 이들의시급한경 혁신이요구됨을알수있다. 

온온실실가가스스 감감축축에에 성성공공한한 해해외외 항항만만 사사례례

①EU

EU는지역차원에서2000년대초반부터다양한기후변화대응전

략을제시해왔다. 그중대표적인전략이선박배출가스저감전략

이다. 2005년 7월부터시행된이전략은 EU 내를운항하는모든

선박에대하여벙커의유황함유량을0.2%로제한한다. 2006년부

터는발틱해와북해지역을통과하는선박에대해서 1.5% 이상의

유황함유량을갖는 연료유의사용을금지하고있다.4 더불어선

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를 해

운부문에도입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다.5 

EU의 최대 터미널인 로테르담 항만은 대표적인 친환경 항만으

로 손꼽힌다. 로테르담 항만은 탄소 절감 목표를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50% 절감하기로 설정하고 탄소발자국 측정 등을 통

해 실행 중이다.6 여기서 탄소발자국이란 항만에서 컨테이너

1TEU를처리할때발생되는탄소양을표시하고배출원별로탄

소배출량을추적관리하는시스템이다.

②일본

일본은 친환경 물류정책인‘해운 그린화’정책을 추진하면서,

2007년에 발표한‘21세기 환경 입국전략’에 따라 2050년까지

2007년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

다. 이에따라도쿄항만의경우, 2004년부터항만및선박으로부

터발생하는배기가스저감대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다.  

첫째로수퍼에코선박을건조하는데공을들이고있다. 수퍼에

코선박은연비를20% 개선하여CO2는20%, NOx는40% 절감할

수있는청정선박이며, 2009년까지6척이건조되었다.

이뿐아니라온실가스배출량이많은항만하역장비를개선하고

있다. 나고야컨테이너터미널의경우, 하이브리드형크레인을도

입하는등의노력을보이고있다. 

③미국

미국 로스엔젤레스 항만과 롱비치 항만은 2007년부터 청정 대

기실천계획(Clean Air Action Plan)을실시하여, 정량적인배출

량저감을목표로선박의운항속도감소, 주엔진및보조엔진의오

염원방출감소등을실천하고있다. 또한대체연료및청정연료

사용을 추진하는 Clean Trucks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AMP(Alternative Maritime Power)시설을 구축해 육상

전력공급을시행중이다.

④UAE

로벌터미널업체인DPW(Dubai Port World)는 2008년부터

‘그린건축규제(Green Building Regulation)’를 실시하고 있으

며, 대체에너지 사용과 조명시설 관리를 통하여 탄소배출량을 감

축하고에너지절감효과를얻고있다. 실례로인도첸나이컨테이

너터미널과 문드라 국제컨테이너터미널은 야드크레인의 연료로

대체에너지인 바이오연료를 사용하여 연료소비량을 약 7.4%,

CO2배출을약1,000만톤줄일수있었다.7

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EU, 일본, 미국,

UAE 등해외항만에서시행중인성공적인대응방안을살펴보았

다. 전반적으로한국에비해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한다양하고

도 구체적인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국내의

GREEN Port 구축 방안에원용될수 있다. 선박, 하역 장비에서

의탄소배출저감방안을이상의사례에서벤치마킹할수있을것

이다. 또한 대체 에너지 사용 등의 전략은 여러 항만에서 실효를

거두고있는만큼우리도눈여겨볼만하다. 

국국내내 GGRREEEENN PPoorrtt 정정책책의의 성성공공을을 위위한한 제제언언

제반선진국들의항만정책과마찬가지로우리도GREEN Port

정책을위시로친환경항만구축의노력을시도하고있다. 그러나

아직시작단계이므로지금이정확한방향의정립이필요한시점

이다. 국내 항만구조의 특성상, 이를 위해서는 크게 정부 차원의

노력과항만공사차원의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 

①정부의구체적인가이드라인및규제제시

공사운 에 있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규제 역할이 이들 항

만의 온실가스 저감에 직간접적 향을 미친다. 때문에 정부는

GREEN Port 구축을위한명확하고세부적인가이드라인과정부

의의지를이들공사에정확히전달해야한다. 정부의저탄소녹색

성장기본법의 일환으로써 그동안 미비했던 항만분야에서의 온실

가스절감을위해특별한노력을꾀해야한다. 앞서말했듯이, 한

국수출입물류의 99.8%가항만을이용하는상황에서, 항만을개

선하지 않는다면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의 가능성이 높

지않기때문이다. 또한매년각항만의온실가스감축현황을명

확히산정하고즉각적으로피드백할수있는효율적인검사시스

템을구축해야할것이다.

②항만공사의경 혁신

보다중요한것은GREEN Port 구축의주행위자가될항만공사

이다. 이들에게가장시급한일은기존의경 마인드를혁신하는

것이다. 현재국내항만공사들은항만청결유지및나무심기, 소

외계층지원과같이산업의정체성과구체적관련이없는CSR 활

동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이야말로 항만산업의 정

체성에맞는CSR을구현할수있는길임을인식해야한다. 국가정

책인온실가스저감함으로항만공사는공사로서의정체성도공고

히할수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해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

를제안한다. 먼저, 항만의현재탄소배출량을바탕으로달성가능

한감축목표치를설정해야한다. 이를위해항만의구역및업무

별로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각 행위자들에게 차등적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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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량감축량을부과해야한다.

둘째, 항만은 여러 행위자들간의 집합적 운송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므로, 각행위자에게여러유인을부여해탄소감축에참여

를 이끌어야 한다. 일례로 일련의 환경 기준을 부여해 그 기준을

달성한선박및설비에대해서는입항료나시설료등을면제하는

경제적인센티브가필요하다.

셋째, 이미네덜란드의로테르담항만에서시행하고있듯이, 이

산화탄소발생의주범인선박연료내의유황함유량을제한하고

이를어길시입항을거부하는규제정책을마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항만을 이루고 있는 기존 설비를 친환경적 설비로

교체해야 한다. 일례로 일본처럼 하이브리드 크레인을 도입하는

방안, UAE처럼 항만에 설치된 조명 기기를 LED로 교체하는 방

안이있다. 장기적으로는우리도신재생에너지의사용을확대하는

방향을취할필요도있다. 

항만은복합적인산업공간으로써선박, 하역, 운송 등여러부

문에서의공동 노력이필요하다. 이를 총괄하기위해서는정부의

효율적인규제정책과항만산업내의자체적노력이필요함을인

식해야할것이다.

20세기들어기업의역할과 향력이급속히증대되었고기업의

인권문제 역시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하 다. 이에 따라

UN을비롯한국제사회는인권경 에관한국제규범과기준을발

전시켜왔다. 그 예로 ILO 삼자선언, OECD 다국적기업관련가

이드라인, UN 로벌콤팩트의인권부분등다양한인권관련지

침이존재한다. 

또한점점더많은회사들이인권증진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

모색하고있으며그것이그들의사업에미칠수있는이점에눈을

뜨고있다. 회사들은자신이처한환경내에서그들의사업맥락과

맞게인권준수를지지하고존중하는많은역할을할수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권은 기업책임의 가장 어려운 역 중 하나이

기도하다. 따라서현재에도새로운인권도구와안내서개발이진

행되고있으며기업의경 시스템에적합한보다효율적인인권

경 안내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SNUCSR NETWORK의‘기업과 인권’팀은 유엔 로벌 콤팩

트와기업리더이니셔티브그리고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이 발간한‘기업의 인권통합 경 을 위한 안

내서’가이러한기업의요구에부합한다고판단하여이를소개하

고몇가지제안을하고자한다. 먼저, 안내서를저작한세조직을

소개한뒤안내서의주요내용인인권통합경 수행모델과경

요소를사례를들어설명하겠다.  

‘‘기기업업의의 인인권권통통합합 경경 을을 위위한한 안안내내서서’’제제작작 조조직직

‘기업의 인권통합 경 을 위한 안내서’는 기업 리더 인권 이니

셔티브와 유엔 로벌 콤팩트 사무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공동제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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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업업과과 인인권권

비비즈즈니니스스와와 인인권권의의 현현명명한한 통통합합,, 인인권권통통합합 경경 으으로로 가가는는 길길
박경호 신혜은 연지현 이상준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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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리더이니셔티브란? 

기업 리더 인권 이니셔티브(Business Leaders Initiative on

Human Rights: BLIHR)는 가입한기업들이주도하는프로그램

으로써기업경 에있어서인권원칙과기준을주요이슈, 지정학

적위치, 기업부서등의다양한조건과 역에맞게적용하기위

한실용적인도구와방법론을개발한다. 기업리더인권이니셔티브

의10개멤버회사들1 이‘기업의인권통합경 을위한안내서’개

발에앞장섰고안내서를통해자신들의경험과교훈을공유했다.

2)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은 유엔 내 주요 인권 조직이다. 인권고등판무

관실은모든이의인권을보호하고인권에대한존중을증진하기

위해사적부문을포함한광범위한범위의다양한참여자들과함

께일하고있다. 

3) 유엔 로벌콤팩트사무소란? 

유엔 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는 인권, 노

동, 환경과반부패분야에관한 10가지보편적원칙에기반을둔

유엔의 자발적 기업 시민의식(citizenship) 이니셔티브이다. 191

개 유엔회원국정부대표들이서명했으며유엔총회에서결의안

이만장일치로채택되었다. 

로벌콤팩트인권분야의두가지대원칙들은국제인권시스템

의기본토대인세계인권선언에서유래하 으며다음과같다. 

● 기업은국제인권보호를지지하고존중해야한다.

● 기업은인권유린의공범이되어서는아니된다.

로벌 콤팩트 사무소는 로벌 콤팩트 이니셔 티브 및 원칙에

관련된지원, 소통, 거버넌스, 프로그램을제공하고, 이를위해참

여자및다른관계자들과협력관계에있다. 

인인권권통통합합 경경 을을 위위한한 수수행행모모델델

안내서에서제시한수행모델은실제로기업들이 로벌콤팩트

의원칙을기업경 과활동에적용해온방식을보여주는실질적

경험을바탕으로만들어졌다.

안내서의목적이기업의기존경 시스템내의인권기준에부

합되는실천을통합시키고자하는것이기때문에이에도움이될

실질적도구인수행모델을제공하 다. 수행모델은대부분의경

시스템에공통적으로등장하는일곱가지요소- 전략, 정책, 과정

과 절차, 소통, 교육, 향 평가와 감사, 그리고 보고라는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수수행행모모델델에에 사사용용된된 77가가지지 경경 요요소소 및및 관관련련 사사례례22

1) 전략에있어서의인권

먼저기업은이미확립된법적, 정책적제도를통해관리되어온

인권을이해해야한다. 그다음에기존의정책에서인권현안이얼

마나잘다루어지고있는지, 그리고추가적으로어떤정책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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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를살펴야한다. 또한비즈니스를위한인권전략을개발해야

하고적절한경 책임을규정, 정착시켜야한다. 기업고위지도자

가인권에대해적극적인열의를보임으로써기업은인권현안을

진지하게 다룰 수 있게 된다. 기업활동에 인권을 통합하고 계획,

활동, 확인, 행동의 고리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에 도움을

얻을수있어야한다.  

2) 정책에있어서의인권

기존정책들에인권을포함해야한다. 점차기업들은기업의방

향과 전반적 목표를 제시하는 정책 선언에 인권을 포함시키거나

다른 정책들의 일부로써 인권을 포함시키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

다. 예를들어휴렛팩커드(Hewlett-Packard)는자사의세계시민

정책에세계인권선언준수를명시하고인권과노동에관한구체적

정책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바람직한 인권정책을 위해서는

‘정책이 UN의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선언과같은현행국

제인권협약과기준들을준수하는가?’와같은질문에대한고려가

있어야한다. 다음으로지역상황에부응하는지역정책을개발해야

한다. 세멕스 멕시코(CEMEX Mexico)는 멕시코에 기반을 둔 콘

그루엔시아(Congruencia)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에게 고용기회

를 제공하고 사회평등을 위해 공동체의식 향상을 모색하기도 했

다. 마지막으로정책이확실히이행될수있도록하고결과를재검

토하는과정이필요하다.  

3) 과정과절차에있어서의인권

먼저비즈니스의활동과기능의전체범위를고려해야한다. 정

책을 현실화시키도록 과정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된다. 두번째로는인권관련위험과기회를파악하기위한

절차를구축해야한다. 또한기업내인권관리통제시스템을확

립해야 한다. 그리고 전 분야별비즈니스이니셔티브에서배움을

얻을수있다. 즉, 이미인권중심경 에대해지식과경험을가진

비즈니스분야로부터자신의사업에적용할수있는유용한도구

들을살펴볼수있다. 마지막으로지속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 가

끔예기치못한일들로인권문제가발생할경우신속하고바람직

하게해결할수있도록지식이나자질을갖추어야할것이다.

4) 소통에있어서의인권

소통은 인권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이며, 기업의 인권에 대하

여사내, 사외소통모두에집중해야한다. 사내소통의경우기업

의 인권관리지표와그 결과인경 위험, 성장가능성에대해 직원

들에게정보를제공하고인권이보장된쌍방향소통을보장해야한

다. 사외소통역시기업의인권정보에대하여이해관계자에게투

명하게공개해야하며이들의인권을존중해야한다. Gap은세계

주요유통업체로다국적협력업체들의인권환경개선을위하여

‘외부업체 행동강령’으로 인권사항을 평가하고 웹사이트와 사회

적책임보고서에그결과를공개하 다. 부족한인권사항을인정

하며 개선의지를보이자 소비자들에게신뢰를얻게 되었고, 협력

업체들과의인권소통의결과이들의인권환경이발달해효율성이

향상되었다. Gap의 인권에 대한 소통 노력은 기업활동에긍정적

향을미쳤고, 이는인권이반 된경 이기업이익의증대에기

여한다는사실을보여주었다.

5) 교육에있어서의인권

인권교육은직원들에게인권과비즈니스와의관계에대한인식

을심어줄수있다. 업무의특색에따라사내인권교육을수행하

며인터넷, 문서, 외부교육등다양한교육형태를활용한다. 교육

대상집단에게가장적합한프로그램선택시NGO, 지역사회집

단의도움을받을수있다.

6) 향평가와감사에있어서의인권

인권 향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행지표를 설정하고 정

기적으로결과를평가한다. 기회와위험에대한정보를직원, 이해

관계자과공유하는것과더불어사외인권전문가에의한감사를

수행하고이결과를공개한다. 인권 향평가와감사로신뢰성을

담보할수있고결과분석을기업의활동에적용해지속적인개선

을추구한다.

7) 보고에있어서의인권

기업 활동에서 인권 보고는 필수적인 역으로 사내 인권 현안

뿐만아니라지역, 고객등사외인권현안도다루어야한다. 인권

보고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보고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인권 향의범주와우선순위에대해고려해야한다. 이를아

울러 로벌콤팩트에기업과인권에대하여링크및설명서를제

출하여이해관계자와소통해야한다.

1. ABB, Barclays, Gap Inc., Hewlett Packard, MTV Networks Europe,
National Grid, Novartis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ovo Nordisk, Statoil, The Body Shop International
2.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A Guide for Integrating Human Rights into
Business Management’가 소개된
http://www.integrating-humanrights.org/ 에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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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향권을분명히인식할것

앞에서살펴봤듯이 로벌콤팩트인권분야의두가지대원칙들

은기업이‘ 향권’내에서국제인권의보호를지지하고존중할것

과조금이라도인권유린의공범이되지않을것을촉구한다. 인권

통합경 을통해이두가지원칙을지키기위해서는먼저 향권

의분명한파악이전제로되어야한다.

기업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포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초국가적인활동을펼치기도하기때문에사업분야및활

동지역에따라그 향권이달라지고범위측정이모호할수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향권 파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향권에 대한 신중한 파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실제 향권에

비해너무광범위하거나또는너무협소한집단을고려대상으로삼

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인권통합 경 이

실천될수없다는것은자명하다.

● 7가지경 요소중집중할요소를찾을것

‘기업의인권통합경 을위한안내서’에는7가지요소를전부포

괄하는 수행 모델이 제시되어 있다. 물론 7가지 요소 모두 고려한

인권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중에서도 기업의 가치사슬과 사

업맥락에맞는특정요소가있다면, 이에집중하는것이효율적이

다.

예를들어, MTV의 경우방송이라는그들의활동분야특성상인

권에대한사회의인식증진등과같이사외소통을위해적합한사

업맥락을가지고있다. MTV는‘소통’이라는요소를집중활용하

여HIV/AIDS 캠페인과같은다양한캠페인을진행했고그결과사

회의인권증진과이해에크게이바지했다.

기업의 경 에 인권을 통합하기는 분명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기업이인권을효율적으로바람직하게관리하기위한보다정교한

시스템이필요하다. 하지만완벽하게정교한시스템을개발하고난

뒤에 비지니스와 인권의 통합을 실천하는 것은 늦다. 또한 시스템

의정교화는, 미비하나마인권통합경 을실천해본기업들의경험

을통해주도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경험과교훈을통해체계적

이고정교한인권관리시스템이거듭나기를바라며이는쉽지않지

만분명노력할가치가있다는것을잊지말아야할것이다.

탄탄소소금금융융

‘‘탄탄소소배배출출권권 펀펀드드’’를를 통통해해 본본 탄탄소소금금융융시시장장
문경국, 윤새 , 윤성원, 정광호, 조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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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소소배배출출권권 시시장장의의 도도입입

산업화 진행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평

균기온이증가하고해수면이상승하는등의기후변화가관측되었

다. 이에따라각국에서는이산화탄소를포함한온실가스배출량

의 증가가 전지구적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

게되었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 각나라에서는1992년기

후변화협약을시작으로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등이산화탄소배

출감소를위한논의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리고이러한논의를통해기후변화의위기를시장기구의힘으

로조절해보자는아이디어가지지를받게된다. 이에유럽선진국

을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규제하자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교토의정서이다. 본 의정서는

2008~2012년 동안 BAU(Business As Usual: 특별조치를 취하

지않을경우배출될것으로예상되는미래전망치)대비 30~40%

감축을목표로, 공동의차별화된책임및능력에입각한저감의무

부담을원칙으로 38개유럽중심의국가들이의무적으로이산화탄

소를감축하겠다는내용을담고있다.

탄탄소소배배출출권권 시시장장의의 메메커커니니즘즘

교토의정서는시장원리에입각한최초의온실가스감축수단으로

2종류의시장을지정하여, 3가지메커니즘(Kyoto Mechanism)을

가지고 있다. 국가별 탄소감축목표가 코펜하겐 합의서에 의해 조

정된점을제외하면, 현재의탄소배출권시장또한이를바탕으로

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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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에따르면, 탄소시장은의무감축국과비의무감축국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크게 두 종류의 탄소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탄소시장은 의무 감축국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인

‘할당베이스시장(Cap& Trade)’이다. 우선의무감축을위한온

실가스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설정된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배출

권을기업들에할당한다. 그후, 기업이사업을 위하면서초기에

받은할당량과실제배출량의차이가발생하게되는데, 이차이를

경제적인가치로매수, 매도하는구조이다. 이는의무할당이주어

져있는의무감축국가(Annex I)에해당되며, ‘Emission Trading

메커니즘(ET)’이라볼수있다.

두 번째 탄소시장은‘프로젝트 베이스 시장 (Baseline &

Credit)’이다. 이 시장은 특정 프로젝트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감축실적을제 3자로부터인증을받아의무부담이있는구매자에

게판매하는시장을의미한다. 즉, 신규이산화탄소감축프로젝트

를통해서발생된이산화탄소감축분을경제적인가치로인정해주

는시장이라고할수있다. 감축실적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유엔

에서인정하는실질적이며측정가능하고장기적인효과유발이이

루어져야하며탄소배출권(CER: Carbon Emission Rights)으로

인정받은이후에는거래소와Off Market에서판매가가능하다. 

프로젝트 베이스 시장에서는, 의무감축국간 진행한 프로젝트의

경우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이하 JI)라 하며, 비

의무감축국과 의무감축국간 프로젝트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하CDM)라한다. CDM 사업은지

구온난화에직접적인 향을주는가스를‘온실가스’로지정하

으며지정된온실가스에한해서만감축사업을실행하고있다.

이러한메커니즘을통해전세계적으로온실가스의배출을어떻

게조절할수있는가? 그물음에대한답은다음과같다. 할당량보

다배출량이많은기업의경우부족량을채우기위해두가지방법

을선택할수있다. 첫 번째방법은프로젝트베이스시장을통해

CDM이나 JI 크레딧을 획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베이스

시장을통해배출권을직접구입하는것이다. 

이러한시장기구모델을도입함으로써온실가스배출을효과적

으로조절하고자하는것이바로탄소배출권제도의목적이다. 

탄탄소소배배출출권권과과 탄탄소소금금융융시시장장

탄소금융은기후변화에대응하여탄소사용을제한하는경제로

이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재무적인위험을회피하고기회를획

득하기위한재무활동을의미한다. 즉, 탄소금융은위에서언급한

CDM사업을 위하는 특정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및 탄소배출권

거래활동을포함하는넓은개념이라할수있다. 특히배출권거래

의경우현물거래뿐만아니라, 선물, 옵션, 스왑등탄소배출권을

기초상품으로 하는 다양한 파생상품 또한 거래대상이다. 본 기사

에서는이러한탄소배출권을대상으로하는펀드에대해살펴보고

자한다.

국국내내 탄탄소소배배출출권권 펀펀드드 사사례례

현재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펀드로는 크게 두 가

지가있다. 하나는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운 하는‘한국투자사

모탄소배출권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이고, 다른하나는동양자

산운용에서운 하는‘동양탄소배출권특별자산투자신탁1호탄

소배출권-파생형(이하동양펀드)’이있다. 특히‘동양펀드’는탄

소배출권에대한직접적인투자를시행한다는점에서녹색성장을

테마로하는수많은다른펀드와큰차이가있다.

‘동양펀드’는유럽기후변화거래소에서CDM을통해획득한탄

소배출권의거래를통하여탄소배출권선물, 현물탄소배출권관

련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탄소배출권을기초로하는파생

상품등에투자하여수익을추구한다.

본 펀드는 코펜하겐 합의서에 의거하여 제출된 각 국가들의 탄

소중기감축목표를 바탕으로 투자가 진행된다. 이 펀드의 주요 투

자대상이 되는 유럽기후변화거래소(ECX)의 상품은 CER과 EUA

이다. CER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 부속서 국가에서 발행되

는 탄소배출 인증서를 부속서 국가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EUA는 11,000개 유럽기업이의무적으로탄소감축에참여함으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이다. 동양 펀드는 ECX 상품과 더불어

KCER에도투자할계획을가지고있다. KCER은정부가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향후 녹색금융이 활성화되면 큰 수혜

를받을것으로예상된다.

탄탄소소금금융융 펀펀드드의의 성성과과 및및 한한계계

이펀드는주로유럽기후변화거래소(ECX)에서거래되는탄소배

출권에투자하기때문에수익성에대한평가가쉽지않다. 이펀드

자체가 국내의 실정을 반 하고 있기 보다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 실정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동양 펀드는 이를 평가하기 위해‘BGCI’(Barclays

Capital Global Carbon CER ER EUR Index, 이하바클레이지

수)를이용하고있다.

바클레이지수(BGCI)는 유럽기후변화거래소(ECX) 에서 거래되

는 탄소금융상품을 총괄하여 가중 평균해 나타낸 지수의 일종이

다. 자산관리자, 민간은행, 기업의투자자들에게급격히성장하고

있는탄소배출시장에대한포괄적인기준을제시하기위한지표로

써 세계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거래와 관련된 탄소 크레딧의 성과

를 측정한다. 바클레이 지수는 탄소기업들의 대표들과 투자은행

종사자들로새로구성된바클레이지수위원회‘Barclays Capital

Environmental Markets Index Committee’의 관리를받고있

다.

탄소펀드의초기에있었던많은전문가들의긍정적인평가와전

망에도 불구하고, 동양 펀드의 수익성은 2009년 10월 이후 현재

하락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는동양펀드가투자하고있는탄소배출권의가격이하락함으

로써발생하는연쇄적인결과로볼수있다. 2008년 유가급등과

함께 30유로가까이상승했던탄소배출권가격은 2008년 리먼사

태로불거진금융위기이후유가급락과함께급락하여8유로수준

까지 하락하 다. 최근에는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CER현물 가

격은약 11.9유로, 2012년 만기선물가격은 11.95 유로수준으로

평가되고있다.

탄소배출권가격하락의주요원인은 로벌경기침체의 향으

로 2009년미국을비롯한세계의탄소배출량이감소한것과더불

어 예상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력생산에

사용되는연료가화석연료중심에서탄소배출량이적은핵연료와

천연가스등으로전환되면서탄소배출권에대한수요의감소하면

서발생한것으로보인다.

탄탄소소금금융융자자산산의의 리리스스크크

이처럼 탄소금융자산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속 가능

한 발전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는 양면성

을지니고있다. 탄소금융자산은기본적으로 <표1-1>에나타난것

과같이다양한리스크가존재한다.

탄소금융자산은크게네가지의리스크를안고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리스크(Process risk)다. CDM 사업의경우 UN의하위

부서로부터엄격한심사를거쳐승인이된사업만CDM사업을

위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했던 사업이 CDM사업으로 승인을 받

지못할위험이존재한다.

두 번째 리스크는 프로젝트 리스크(Project Risk)다. 투자한 사

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과대 평가하거나 과소평가 한 경우

<<그그림림11>> 탄탄소소배배출출권권 거거래래 메메커커니니즘즘

<<그그림림 22>> BBaarrccllaayyss CCaappiittaall GGlloobbaall CCaarrbboonn CCEERR EERR EEUURR IInnddeexx

<<그그림림33>> 동동양양탄탄소소배배출출권권특특별별자자산산 수수익익률률 차차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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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금융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다. 탄소금융 산업은 에너지

소비량이증대될수록, 탄소의배출량이증가할수록호황세를보인

다. 탄소금융산업이최근수익률이하락한이유중하나는2008년

에 있었던 로벌금융위기로인한전반적인산업의침체로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었다는데 있다. 최근 대량 항공기 결항사태를 일

으킨유럽의아이슬란드화산분출과같은자연재해또한프로젝

트평가시사용되는가정에중대한변화를일으킬수있다. 이경

우탄소배출권의전체적인수요가크게감소하여탄소금융자산의

가치가변동될위험이존재한다.

세 번째 리스크는 시장 리스크(Market Risk)이다. 사업단위가

아닌시장전체에불확실성을가져다주는위험을의미한다. 특히

코펜하겐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포스트교토(Post Kyoto)체제에

대한구체적인논의가이루어지지못함에따라, 이에대한불확실

성이시장에부담을주며시장위험을잠재우지못하게하는주원

인이되고있다.

네번째리스크는국가리스크(Country Risk)이다. 현재대부분

의 CDM 프로젝트는 중국과 인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CDM 산업은 개도국과 선진국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개도국

의정치적, 경제적인불안정성은계약의신뢰성에있어서많은위

험을내재하고있다. 

탄탄소소금금융융투투자자에에 대대한한 제제언언

요즈음 녹색성장 저탄소 개발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

다. 이에따라사업의수익성에대한진지한고민없이탄소배출권

거래 사업이나 탄소금융산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탄

소금융산업은앞서언급하 듯많은리스크가존재하는고위험고

수익상품임을잊어서는안된다. 따라서탄소금융자산에대한투

자또한투자자의신중하고냉철한판단이요구된다. 단순히유행

에따라자신의사업이나시너지를고려하지않고무분별한CDM

사업투자나탄소펀드를운용하는것은오히려투자자들에게재

앙이될수도있다. 다양한리스크로인해불안정하 던탄소금융

시장이이러한문제를해결하여보다매력적인투자상품으로거듭

나기를기대해본다.

<<표표11>> 탄탄소소금금융융자자산산의의 리리스스크크 종종류류

PPRROOCCEESSSS RRIISSKK

-DNA의프로젝트승인

여부의불확실성

- DNA의정책변경

PPRROOJJEECCTT RRIISSKK

-프로젝트배출감축량오산

-프로젝트에대한중요한가정의변동

-이자율및환율변동

CCOOUUNNTTRRYY RRIISSKK

-관련법률/규제변화

-배출권에대한당사국권리주장

-불안정한경제상황

-계약조건강요

MMAARRKKEETT RRIISSKK

-수요및가격변동

-참여자간협상실패

-배출권계약파기위험

-Post Kyoto 리스크

CCSSRR 기기획획특특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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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애, 윤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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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환경을 위한 로벌 기업 정상회의(Business for the

Environment Global Summit : B4E)가4월21일부터23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UNEP, UN Global

Compact, WWF 등의국제기구와환경부, 지식경제부, 녹생성장

위원회가 4월 22일지구의날을맞이하여공동주최한이번정상

회의는올해로 4회를맞는국제회의다. 세계의정부및기업들이

예전에등한시했던환경이슈와지속가능한발전방안에대해토

론하고해결책을모색하는자리 다. 이명박대통령, 아킴슈타이

너UNEP 사무총장, 모하메드나쉬드몰디브대통령등세계정치

리더들과 Siemens, Dow 등 세계적 기업의 대표들이 참여한 이

회의에SNUCSR NETWORK 4기황정아씨는Youth 토론패널

로, 7기인조은애, 윤새 씨는자원봉사자로참여했다. 회의는낮

시간에진행된B4E 정상회의와22일저녁에진행된COE로구성

되었다. 어떤이야기가오갔는지알아보자. 

BBuussiinneessss ffoorr tthhee EEnnvviirroonnmmeenntt SSuummmmiitt ((BB44EE)) 

77기기 조조은은애애

10여년전까지만해도환경이슈는소수녹색주의들의외침이나

정부가해결할문제라고여겨졌고, 이익추구를목적으로하는기

업들에게는뒷전일수밖에없었다. 그러나이회의에참석한세계

기업계의대표들에게선정부및국제기구대표자들못지않게환경

이슈에깊은열정을느껴졌다. 바야흐로기후변화등환경이슈가

기업의경 환경에거대한변화를야기하고있어, 기업경 도그

에맞게변화해야하는시대적상황을느낄수있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상 메시지와 함께 시작된 본 회의는,

녹색성장의 비전을 21세기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는 이명박 대통

령의축하사로이어졌다. 22일프로그램의절반정도는거대홀에

서모든참여자들이한데모여정부및기업계대표들의기조연설

을들으며, 환경이슈의심각성에대해공동인식을마련하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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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친환경관광상품을개발한가이아나의자그데오대통령, 유

엔개발계획의 명예대사로 환경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중국여배우저우쉰, 옛왕실사냥터를자연보존공원으로전환하

고 환경보전 의무를 법제환 한 아프카니스탄의 모스타파 자헤르

왕자, 30여년간 지구의 탄소 순환 과정을 연구한 다카하시 다로

박사가 참석했고, 개인적으로 참석할 수 없었지만 110만여 달러

규모의‘그린펀드’를조성하여신재생에너지, 청정기술발전에사

용하도록 적극 장려한 비노드 코슬라 전 썬마이크로시스템즈 회

장또한이 예로운상의주인공이었다. 

패패널널,, 수수상상자자들들과과의의 만만남남

자원봉사자들이 앉은 테이블에는‘네이쳐노믹스’를 연구하는

인도의 Globally Managed Services 회장인 란지트 바르타쿠르

가앉았다. 다른패널들, 정부인사들과앉을수도있었지만, 우리

옆에앉겠다고고집한그는그가연구하는네이쳐노믹스에대해

서이야기하며환경이경제와더이상동떨어진개념이아님을설

명했다. 기존의경제개발모델은우리들에게개발혹은천연자원

의보존중에선택을하라고가정을했다면네이쳐노믹스는천연

자원의보존을통해서경제개발을할수있다는믿음을바탕으로

발전된개념이다. 기존에는한기업의성과가대개토지, 자본, 노

동, 천연자원들을얼마나최적으로활용하여이익을볼수있는가

에 의해 평가되어 GDP로 반 되었었다면, 네이쳐노믹스는 기존

의평가방법에그기업으로인해파괴된생태계의가치까지도포

함되어야한다고믿고있으며, 이를가치화하는방법을제시한다

고 이야기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린 나이부터 환경이슈에

관심을가지고이런자리에서봉사를하는것을기특하게여기는

듯했다. 앞으로사회에나가서도환경을생각해달라는당부의말

도잊지않았다.

시상식이끝나기가무섭게많은사람들이네트워킹을위해여기

저기로자리를이동했다. 매스컴을통해서만볼수있었던수상자

들, 또패널참석자들을직접만나볼수있는기회는흔치않기때

문에이를놓치고싶지않아서우리자원봉사자들도발빠르게움

직 다. 그들은 모두 어린 학생들의 갑작스런 출연에 큰 관심을

가지는듯했다. 계속그들이어떤일을하는지눈여겨봐달라는

패널들과경호원들의저지를막고우리와대화를나눈두대통령

들등모두지금기업과정부들의활발한참여도중요하지만다음

세대인 우리들의 관심의 중요성을 크게 여기는 듯 했다. 기업인

들, UNEP 관계자들등과더불어환경이슈를논하면서이것이더

이상비주류의외침이아닌주류로자리잡은문제이며동시에몇

사람의노력으로해결될문제가아닌, 모두자신의위치에서자신

이가장잘할수있는방법으로참여할때가장효과적인결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래에 나도 저 시상대에 서봤으면

하는생각을가지며하루를마쳤다. 

이었다. 환경운동가이자미국전부통령인앨고어가홀로그램

상을통해다시금기후변화의심각성을강조했다. 그는인간의기

술 및 능력을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인간의

역사발전에서자신감을얻으며, 기후변화라는난제는인류의공

동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 국제회

의에빼곡히자리한공공및민간전문가, 언론인, 일반시민들의

눈빛들을살펴보며, 나는정말그것이가능할것이란생각이들었

다.  

그의바람대로, 뒤이은세부토론에서는구체적기술및정책을

마련하려는, 이슈별논의가진행됐다. 이제정치적, 관념적인탁

상공론을벗어나, 구체적으로어떻게환경을더이상파괴하지않

으면서기업을경 할것인지, 기술을어떻게적용할것인지가논

의되었다. 세부주제는소비자인식의전환방안, 기후변화로부터

식량지속가능성을보호하는방안, 스마트그리드기술의확립방

안등이었다. 마지막으로이날의회의는세계가저탄소형미래로

탈바꿈하기위한공동의식을마련하면서막을내렸다.

23일에는 메인 홀에서도 난상토론이 열렸다. 아침에는 개발도

상국에서의 그린 기업가 정신 및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열렸

다. 이어서는다시세부주제를둘러싼개별토론이이뤄졌고, 주

제로는경 혁신, 저탄소스마트도시구축방안, 환경을위한금

융및투자방안, 재생가능한에너지확산방안, 지속가능한수자

원관리방안등과같이대단히구체적인이슈에관해논의가이

루어졌다. 나의자원봉사주요업무 던, 통역기배분및회수일

때문에모든토론실을들어가지못해서애석했지만,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부 토론에서 분명히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나왔으리라믿는다.

이어서는한국대학생및대학원생들로구성된 Youth 토론 패

널들과자원봉사자들이, 정규토론패널들인정부및기업계대표

자들과문답을나누는세션이이어졌다. 이세션에서는환경문제

에관심이많은한국의학생들이, 환경교육의확대등과같이젊

은세대의목소리를직접토론패널들에게전달하 다. 

가장 열정적인패널중하나 던나쉬드몰디브대통령은우리

에게명확한메시지를전달했다. 기후변화문제로고통받는것은

단기적으로는 몰디브 같은 도서 국가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

국 세계 시민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점이다. 토 없는 국가는 존

재할수없고, 국민들의삶도존재할수없음을감안하면, 그의메

시지는 이번 회의에서 가장 안타까운,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큰

울림을가지는메시지 다. 어찌가라앉고있는몰디브만이기후

변화의피해자일까. 오늘날우리의방만한물자사용과환경파괴

로인해우리의뒷세대들이겪을불확실한미래를생각한다면…

이로써 B4E 정상회의는정부, 국제기구, 기업, 다양한민간

역, 그리고젊은학생들의의견을아우르는결론을마련하고막을

내렸다. 정부가실직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동안, 기업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하며, 그 바탕에는

경 마인드 혁신, 즉 CSR의 필요성을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 다. SNUCSR NETWORK의 일원으로서, 실제로 기

업들의 활동 역이 더 이상 이윤 추구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까지 확장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뿌듯하

다.     

CChhaammppiioonnss ooff tthhee EEaarrtthh

77기기 윤윤새새

B4E 정상회의의 22일 일정이 끝난 후 별개로 행해진 행사인

COE는‘지구환경대상’의 수상자들을 위한 시상식으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이루어졌다. 올해로 6번째를맞는지구환

경대상의2010년수상자는대통령에서배우에이르기까지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에 기여한 인물이 선정되었는데, 100명이 넘는 후

보자중기업가적비전, 정책과리더십, 과학과혁신, 감과행동

등기준의심사를거쳐수상자를선발했다. 

1000명이넘는B4E의참석자들중에서도초청을받은500여명

만이입장할수있는행사 기때문에나와다른 6명의자원봉사

자들은오후5시부터등록데스크를지키며명단을숙지했다. 정말

많은 기업들과정부기관, 국제기구, 그리고기업들에서사람들이

초청을받았다. 기사로혹은텔레비전을통해서접했던리더들의

이름과평소관심을가지고찾아보던회사의경 진의이름도눈

에띠었다. 짧게나마자신들의분야에서리더라고불리는이들과

이야기할수있는기회가생기지않을까막연한기대에부풀어있

을무렵, 6시부터사람들이몰려들어오기시작했다. 총괄자옆에

서통역을하여매끄러운진행이가능하도록돕고모두의등록을

마치는 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서둘러 시상식 디너 행

사로들어갔을때이미시상식은한창진행되고있었다. 

2010년도의 수상자들은 총 6명이었다. 2009년 수중 내각회의

를열어화제가된바있는몰디브의나쉬드대통령, 자국광업계

의반발을무릅쓰고탄소배출권판매등을통해천연우림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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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책임 있는 경 을 실천하는 리 기업들이 현실에

많이존재하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이러한약속들이회사의정

관에명시되지않는다면소비자로서우리는기업들의의무이행에

대해아무런약속을받지못하게되는것과같다. 이렇게이사회에

회사의 책임을 명시한 기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면 Seventh

Generation과 같은 가정 용품 회사의 사례를 보면 좋을 것이다.

이 사례는 수백개의 다양한 B Corp들 중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이들 회사들은 회사에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업을

유지하며, 이익을내겠다는약속을이미명문화하고있다.

당신의경 진들과이사회에지금바로달려가서이러한새로운

법안이 생겼음을 알리고, 당신의 회사도 B Corp이 될 수 있도록

시작해보라. 우리는 코카콜라나 펩시 같은 일반적인 회사를 이야

기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에는 가슴과 머리를 하나로 연결해야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지금 실천할

때이다.

[[TTwwiitttteerr:: @@BBCCoorrppoorraattiioonn]] 구구 을을 통통해해 검검색색된된 매매릴릴랜랜

드드주주 BBeenneeffiitt CCoorrppoorraattiioonn 법법안안 통통과과 업업데데이이트트 검검색색 결결과과

[[WWeebb:: BBlloooommbbeerrgg BBuussiinneesssswweeeekk]]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가가를를

보보호호하하는는 새새로로운운 법법

몇년전두창업주 Ben Cohen과 Jerry Greenfield가 Ben &

Jerry's를유니레버에3억2천6백만달러에매각할때, 아마도둘

은크게내켜하지않았을것이다. 유니레버의지불금액은괜찮았

지만, 회사의새주인이이아이스크림회사가가진사회적목적을

무시할수있었기때문이다. 그래도Ben & Jerry's의이사회는유

니레버의인수조건을받아들이지않을수는없었다. Greenfield

가말하길, "법률자문회사에서경 진은주주의재무적이익을가

장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라고했다.

기업가들이기업의이익이전에어떤원칙을내세울땐, 특히회

사가상장될때에도, 법적인울타리에둘러싸이게된다. 2010년 4

월 13일, 매릴랜드 주의 Martin O'Malley 주지사는 "Benefit

Corporation"으로 명명된 새로운 형태의 법인체 설립과 이러한

법인체가받게될주주들의민사상공격들로부터보호할수받을

수있는새법안을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와버몬트주역시이

와유사한법안을논의중에있으며, 뉴욕을포함해적어도3개이

상의주에서법안작성을고려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많은기업

가들은 찬사를 보내지만, 한편으로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주

주권리에대한침해를우려하고있다.

최근몇년사이, 사회적으로책임있는비즈니스에대한투자자

와기업가들의관심이증대되어왔다. 블룸버그의리서치데이터에

의하면, 전문기관에의해운용되는자산규모의 11%에해당하는

27억달러이상의자산이사회책임투자 (SRI)라는이름으로2007

년한해운용되었다고한다. 또한 B Lab에의하면, 3만개이상의

기업들이사회적책임경 이나지속가능비즈니스에관계된기관

또는이니셔티브에멤버십을가지고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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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loogg:: TThhee HHuuffffiinnggttoonn PPoosstt]] 미미래래형형 비비즈즈니니스스의의 등등장장

자본주의는 인류에 더이상 희망을 줄 수 없을까? 최근 수년간

자본주의는시스템탄생이후전대미문의충격파로흔들리는모습

을보여왔다. 우리는이러한현상앞에서그리고이시스템안에서

어떻게살아야하는지에대한깊은물음을다시하지않을수없게

되었다. 이시스템은앞으로도돈을벌기위해미래의우리아이들

과지구를계속해서희생시켜야하는가? 정말진정성있게책임을

다하는기업과그저멋진광고로만책임을가장하는기업을어떻

게구분해야하는가?

최근까지는위물음에대한답이어찌되었든, 이갈등을해결하

는방식은그저내가 '비 리' 기관에서일을하거나 ' 리' 기업에

고용되는두가지옵션중에하나를선택해야만했다. 그런데최근,

매릴랜드 주에서는 'Benefit Corporation(B Corp.)'라는 이름의

새로운 형태의 조직체를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B

Corp라는컨셉은회사들로하여금명확하게인류와지구에기여

할수있는사회적/환경적가치를만들어낼수있게함으로써, 위

기에빠진자본주의를구해낼희망의빛을비춰주었다. 물론이러

한가치창출은일반산업과마찬가지로법인의주인인주주들로

부터투자를받기때문에가능하다.

B Corp가생기기이전의기업은, 주주가치를극대화하기위해

서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제1의 우선순위 다. 하지

만B Corp는회사와관계맺고있는모든이해관계자들의이익을

극대화하는것이 1차목표가된다. 그것은 1차원재료를생산하는

농부에서부터, 생산과정의최종지점인폐기물을처리하는단계

까지를포괄한다. 나아가 B Corp는 이러한전과정에서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에대한가치를, 외부자들이봤을때제대로경 을

하고있는지신뢰할수있도록측정도하고, 보고를해야할의무를

지게된다. 그결과사회와환경적가치를창출하면서도 리적목

적을달성할수있는거대한기회가생기게되는것이다.

예를들어보자. 만약당신이신발을만드는Nike라는회사를다

닌다면,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많은 돈을 버는

것이주어지는일이될것이다. 길거리에서우연히시간당50센트

의임금을받고공장에서일을하겠다는근로자가나타난다면당

신은그를당장고용하려고할것이다. 만약그를고용하지않는다

면 회사는 나를 해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짤리게 될 것이

다. 왜냐면이렇게하는것이궁극적으로주주가치를극대화하는

방식이되기때문이고, 현재자본주의시스템속에서통용되는게

임의법칙이기때문이다. 돈을벌기위한이러한편협한접근만가

지고는궁극에가서모든이들이바닥을향한경주를벌이는꼴이

될것이다. 한푼돈을벌기위해사회에서그어떤무서운짓도서

슴지않는상황으로치닫게될것이다.

같은예이지만, Nike가 B Corporation이었다고한다면결과가

달라진다. 길거리에서똑같이시간당 50센트의돈을받고일하겠

다는근로자를만났다고하자. 그러나이제당신의목적은단순히

돈만벌기위함이아니라회사에관계된모든이해관계자들에게

더나은세상을만드는것이다. 이것은더욱어려운일임엔틀림없

다. 지역사회의일자리가없어지는것이나이로인해브랜드이미

지에타격을받는것, 50센트만받고일하는노동자의낮은근로

조건등모든것이신발생산원가를낮추는것이상으로고려해야

하는것들이된다. 게다가이런것들을모두정확하게보고를해야

하기때문에사회는이모든상황들을지켜보게될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B

Corporation이만드는상품만구매한다면세상은좀더빨리변하

지않을까?

내내부부칼칼럼럼

이이해해관관계계자자 이이익익을을 모모두두 극극대대화화할할 수수 있있는는 새새로로운운 형형태태의의 법법인인 자자본본주주의의의의 탄탄생생
박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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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11.. BB CCoorrppoorraattiioonn으으로로 인인증증된된 회회사사들들의의 로로고고>>

<<그그림림22.. BBeenn && JJeerrrryy''ss 타타이이틀틀 이이미미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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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릴랜드주의 새 법안이 발효되면, Benefit Corporation으로

등록된기업은회사의가치를성문화해야함은물론, 매년정기적

으로회사경 , 특히공공적이익창출에대해보고하고, 이를제

3자 감사를 받아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Benefit Corporation이

되기위해서는이사회의2/3 이상찬성을얻어야가능하다.

캘리포니아주도 "유연한 목적 회사"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규정

을준비하고있다. 버몬트주에서는이미해당법안이주상원을통

과했으며, 하원의절차만을기다리고있다. "이러한법안들은상장

시장을지배하는단기주의적압박으로부터대상기업들을구분해

낼수있다."고B Lab의공동창립자Jay Coen Gilbert가얘기했

다. (B Lab은이러한법안이생기기이전부터B Corporations라

는이름으로인증사업을펼쳐왔고, 현재296개가인증되어있다.)

수많은사기업들이Benefit Corporation의지위를얻으려고하

는중이다. Small Dog 전자는40명정도고용된작은회사로, 버

몬트 주에 두 개 업점을 통해 애플(Apple)사의 제품을 판매하

고, 매년 2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CEO인 Don

Mayer는 버몬트주에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신의 회사를

Benefit Corporation으로 전환하여 회사의 지분을 매각해 자본

확충에 나서려고 하는 중이다. Small Dog 전자는 15년 간 수백

톤의전자폐기물들을재활용하여왔다. 또한고객들의폐기물기

부를 자선 단체에 기부하여 근로자의 보건안전에 관계된 비용의

90%를충당해왔다. 심지어어느정도의동물보호에까지손을뻗

쳐왔다. 이에Mayer(61세)는, "이러한방법은우리가원하는투자

자를새로운방식으로끌어들이는것이다."라며평가했으며, 그는

자신이 은퇴한 미래에도 회사의 이러한 미션이 보존되길 희망했

다. 

주주들은오로지이익구축에만몰두하지않는기업에대해서도

투자를하려할까? 이에대해볼티모어의법인전문변호사James

J. Hanks Jr.는, "대부분은주주들은자신에게수익을돌려줄수

있는기업에투자하려하지, 다른 이들에게이익이돌아가는회사

에는투자하려하지않을것이다."라고잘라말했다. 또 다른이들

은 경 진이 자신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당화 수단으로써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델라웨어 대학의 Charles Elson

기업지배구조프로그램이사는, "지구환경을좋게만들기위함이

회사의목표라고한다면, 차라리자선사업을하라."고비판하기도

했다.

벌링턴을 기반으로 친환경 가정용 위생 상품을 생산하는 1억 5

천만 달러짜리의 회사 Seventh Generation의 공동 창업자

Jeffrey Hollender의 생각은 위 생각들과는 조금 다르다. 그는

2000년회사를창업하여7년뒤주식시장에상장하고, 최근회사

의정관에환경적가치에대한내용을첨가하여작성했다. 그래도

그에의하면, 이회사가상장할당시증권사들은회사의재무적가

치에기반해서회사주식의매입을추천했다고한다.

Hollender(55세)는, Seventh Generation의 이사회는 버몬트

주에서 새 법안이 통과된다면 회사를 Benefit Corporation으로

전환하는것에대해고려중이라고한다. 그는이법안은더욱공

정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거대한 전환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FFaacceebbooookk 팬팬페페이이지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부동산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촛불집회를금지하는경찰앞에서아이폰촛불을켜든다. 기업들

은소셜미디어를통한마케팅으로고객과소비자와의접점을넓

힌다. 루저녀, 패륜녀등의가십은인터넷커뮤니티를통해삽시간

에사회적이슈로떠올랐다. 현재우리주변에서벌어지고있는이

러한일들의기저에는새로운커뮤니티와새로운대중의등장이라

는 본질적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 ( 어

원제: Here Comes Everybody)는 이러한변화의특성을분석하

고이를통해사회가어떻게변해가고있는지진단한다.

새새로로운운 조조직직 도도구구는는 우우리리 삶삶에에 혁혁명명적적인인 변변화화를를 가가져져왔왔다다..

‘확실히우리는현재유례가없는변화를겪고있다.’는이책을

이끄는대전제이다. 저자는이러한변화를불러오는가장큰원인

은사회적도구의발전으로조직을구성하는데드는비용이낮아

졌다는데에있다고한다. 인터넷과휴대폰같은새로운커뮤니케

이션네트워크는새로운대중과새로운조직을탄생시키는플랫폼

이되었다. 이런플랫폼을통하여전문가와대중의경계가차츰사

라지고 있다. 파워 블로거와 같은 일인 미디어가 기존 매체 못지

않은신뢰도를확보하는일이나아이스톡포토(iStockPhoto.com)
1의 성공이 이야기해주는 교훈은‘선여과 후출판’이었던 기존의

매스미디어의공식은이제는더이상절대적이지않다는점이다.

전문가들이 독점하던 편집권은 개인 미디어의 출현으로‘선출판

후여과’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소비와 생산과

공유가유기적으로이루어지는조직의수가늘어났고그중몇몇

은세계적규모의 향을미칠정도로대성공을거두었다. 위키피

디아가바로그중하나다.

위키피디아는 지미웨일스와 래리생거에 의해 2001년 탄생하

다. 두 사람은원래‘누피디아 (Nupedia)’라는무료온라인백과

사전을편찬할계획을세웠고, 전세계전문가들에게웹으로모일

것을 제안하 다. 그러나 작업은 너무나 더뎠고, 이 둘은 전략을

수정한다. 위키(wiki)라는툴을도입하여위키피디아를시작한것

이다. 위키피디아는누피디아와달리일반인들에게 작성, 편집

권을모두일임했다. 이처럼개방된사회시스템은관리에드는비

용과 참여의욕을 꺾는 요소 두 가지 모두를 크게 줄여주었고, 곧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위키피디아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지식커뮤니티로자리잡았다. 

위키피디아의성공은누구나자유롭게시작할수있는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이단순한시스템덕

분에모두가참여할수있는동기를부여하고, 공유와조율을통해

[SNUCSR] Here Comes Everybody,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

CCSSRR BBooookk RReevviieeww

HHeerree CCoommeess EEvveerryybbooddyy,, 끌끌리리고고 쏠쏠리리고고 들들끓끓다다
심창현

1.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전문가들의 작품에 비해
훨씬낮은가격으로판매하는웹사이트

<끌리고쏠리고들끓다>, 클레이서키, 송연석옮김, 갤리온, 2008

Sustainability Review Vol.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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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각항목을완성해간다. 그런데여기서사용자들의참여하는형

태에주목할필요가있다. 누구나참여할수있더라도이들간에는

참여횟수와빈도, 기여도의심각한불균형이존재하고있다. 위키

피디아유저중 을쓰고편집하는데참여하는사람은 2%도안

되지만이들만으로도수백만유저들에게엄청난가치가창출된다.

반면대부분의참여자가평균이하의기여를하며실제로평균과

중간값은현저히차이가난다. 이런분포를그래프로나타내면멱

함수(power law)로나타난다. 이런형식의분포는단순한변수의

모음보다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구축되었음을 의미

한다. 개별 유저보다는집단의행동을중점적으로살펴야한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키피디아는비금전적인동기에의

존하여유저들사이에다양한수준의참여를이끌어내는데성공

을했다. 

그러나오해를해서는안될부분이있다. 위키피디아의성공이

단순히개방에만의존하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위키피디아에게

개방은이론적원칙이아니라, 위키피디아와같은방식의조직혹

은서비스를작동시킬수있는실질적전략이었다. 

<로스엔젤레스타임스>의 위키토리얼(Wikitorial)2이 실패했던

점을반추해볼때위키피디아는유저들이자발적으로잘못된내용

을수정하고악의적장난에대한방어를하게할만큼관심과애정

을갖게하 다. 그러므로위키피디아의컨텐츠가지속적으로유

지될 수 있었고 악의적 파괴 행위에 대한 방어력을 갖출 수 있었

다. 새로운기술이나도구는그자체로빛을발하지않는다. 위키

라는도구와개방을통한커뮤니티형성이라는사회전략이결합

했을때비로소위키피디아가완성이되는것이다.

어어떻떻게게 변변하하고고 있있는는가가??

위키피디아의예에서보았듯이사회적도구로인한변화양상은

복합적이다. 책에서는이양상을세가지로설명하고있다. 첫째로

좁은규모의네트워크간에관계의수가증가하고, 둘째로실패의

비용이현저하게낮은, 유연한플랫폼속에서강력한조직이등장

한다는것이다. 그리고셋째, 그룹을성공적으로이끌기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참여 욕구를 일으키기 위한 약속이 필요하며 약속을

실현시키기위한도구와그도구사용방식에대한합의가있어야

한다는점이다. 특히 사람들간에상호작용이증가할수록합의가

복잡성을띠기때문에이를조율하는것이그룹의성공에매우중

요한요소이다.

지지속속가가능능성성에에 대대한한 합합의의

사회적 도구와 조직 방식의 변화는 기업의 경 에도 중요한

향을미친다. 새로운대중과조직이등장하면서기업들이맺어야

하는관계의수와폭이증가하 다. 이러한요구에대응하기위해

서 기업들은 기존의 홍보활동의 대상을 일반 대중이나 주주에서

이해관계자로점차넓혀나가고있다. 그리고환경, 문화, 건강(웰

빙) 등의다양한이슈를중심으로그룹을구성하기가쉬워짐에따

라기업이느끼는외부압력의강도와 도가높아져경 가치사

슬전반에걸쳐서CSR이포함되는계기가되었다. 

또하나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등장과이로인한갈등이다.

트위터와페이스북, 싸이월드과같은소셜미디어는기존의사회

적네트워크와새로운전자네트워크가서로맞닿아예전에는없

던수익모델을창출했다. 반대로리눅스와같이오픈소스를지향

하는새로운형태의조직및전략이등장하면서기존의비즈니스

모델과충돌하는경우도생기게되었다. 따라서기업들은새로운

시장에대응하고갈등을피하기위한전략을모색해야하는상황

에직면하 다. 

합의가변하면그룹성격이변한다고저자가주장하 듯이지속

가능성에대한합의가새롭게등장하면서기업정체성에도변화가

불가피하다. 즉, 기업은경 활동의지속가능을원하고대중은본

인들의공동체의지속가능을원한다는점에서지속가능성에대한

합의라는공통분모를발견할수있다. 기업과사회모두지속가능

성에대한합의에도달했다면기업은재무적이익극대화라는좁은

범위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재무적, 비재무적 가치의 극대화라는

넓은범위의정체성을획득하게될것이다. 변화한다는사실을아

는것과변화를이해하는것은다르다. 변화를이해하는기업만이

새로운사회와대중속에서살아남을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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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문의사설페이지콘텐츠를일반대중도접근할수있게공개한시도

11.. 디디자자인인과과 CCSSRR이이 만만나나다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이 강조되면서 SK, 포스코

등을비롯한많은기업들이적극적으로이를실시하고있다. CSR

은환경, 의료, 교육, 문화등광범위하게적용될수있는데, 여러

분야에서기업은자신들의사회적공헌활동을통해사회적선을

극대화하고동시에소비자층에게좋은이미지를각인시키려는노

력을보이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사회공헌활동들이그기업의주된 업활동이

아니라, 그연장선상에서시행되고있기때문에자신의특징을대

변할 수 있는 고유한 CSR활동이 특성화 되어 있는 기업은 매우

소수이다. 그렇기때문에2008년7월, 출생단계부터뚜렷한목적

을갖고설립된‘얼스’가중요하고의미있는기업이라생각한다.

더욱이‘얼스’는 디자이너 인력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소셜 벤처(Social Venture)이기 때문에 제품의

‘질’역시우수할것으로예상된다. 

시각적인아름다움을제공하는디자인의경우오늘날현대사회

에서CSR 못지않게강조되고있는산업이다. 단순히심미적인즐

거움과만족감을위한디자인을뛰어넘어사회전체적으로긍정적

인 향을미칠수있는방법을생각하면서탄생한‘얼스’, 그 귀

추가주목된다.

22.. 얼얼스스((EEaarrtthh))!! 속속속속 파파헤헤치치기기

얼스(Earth)는 나눔, 자연, 소통의키워드를 가지고기업, 관공

서, 학교등의사회책임(CSR)활동이사람들과효과적으로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는 회사이다. 모든 제품에

대한매출의 10%를사회복지법인‘아이들과미래’를통해취약계

층의어린이들에게전달하는역할을수행한다. 특히얼스(Earth)

는 CSR활동의나눔, 친환경적의미가사람들(고객, 시민)에게원

활히전달, 소통될수있도록하는것에목적을두고있다. 이과정

에서필요한CSR 전용단체제품을통해사람들이진정으로나눔

과자연의중요성에대해인식할수있도록기획, 디자인, 생산, 판

매하고있다. 

이러한목적을갖고설립된얼스(Earth)의또하나주목할점은

설립자가 디자인을 전공한 대학생이었다는 것에 있다. 얼스

(Earth)의설립자‘조진현’씨는한양대학교에서산업디자인을전

공했고MSP(microsoft student partners) 등에서인턴등의활

동을통해다양한경험을축적하 으나보다의미있는사회를만

들고 싶다는 열정으로‘얼스(Earth)’를 설립하 다. 특히 한국에

서의미약한기부문화와환경문제에대한낮은실천이라는사회적

문제해결과사업성, 이두가지의유기적인조화를성공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소셜벤쳐(Social Venture) 얼스(Earth)를 시작하

다고한다.

‘얼스(Earth)’는 포스코, Microsoft, 아름다운재단, 아이들과

미래, 굿네이버스등다양한단체들과파트너관계를맺고있고언

론에서도여러번비춰진것으로보아상당히주목할만한소셜벤

쳐(Social Venture)라고생각된다.

국국내내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

디디자자인인으으로로 아아름름다다운운 세세상상을을 만만드드는는 사사람람들들 -- 얼얼스스((EEaarrtthh))
송지연



이렇게꿈과열정그리고디자인을사랑하는사람들이모여있는

곳‘얼스’에서주로하고있는사업은친환경의복제작과의복디

자인이다. 친환경소재로제작된티셔츠는실속단체티셔츠와고

급단체티셔츠로나뉘어판매되고있고두티셔츠모두일차적인

목적은기업이나단체에서수행하고있는CSR이보다효과적으로

사람들(고객, 수요자등)에게전달될수있도록돕는데있다.

실속단체티셔츠의경우저렴한가격(6000원)에단체별예쁜일

러스트까지포함하여제작되기때문에제품의질이타제품과차

별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실속티셔츠의 경우 행사내용이나 단체

의특성에맞추어디자인된일러스트와저렴한가격을갖춘일석

이조의매력을가진단체티셔츠이다. 고급단체티셔츠의경우맞

춤 디자인 단체 티셔츠로 고급원단을 사용하고 있고 맞춤패키지

와택부분의행사메세지디자인이제작된다는점, 누구에게나어

울리는슬림한핏으로디자인된다는점을특징으로지적할수있

다. 단가격의경우실속가단체티셔츠보다는조금더부담해야

한다(11000원+1000원) 색상은소비자가주문시직접선택할수

있고그종류역시다양하다.

이기업의‘꽃’이라할수있을일러스트디자인은기업관공서,

학교, 커뮤니티)의 행사의미가 행사참여자, 고객에게 잘 전달 될

수있도록전문디자이너가일러스트와패키지, tag(고급티셔츠의

경우만)을디자인한다.

얼스(Earth)는 의복을 디자인하는 판매 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여러단체들과관계를맺어그들과함께사회적공헌활동

을수행하기도한다. 2009년 10월포스코예술마루공공미술프로

젝트인 함께 그리는 세상에 참여, 폐교의 외벽에 예쁜 그림들을

아이들과함께그리는작업을했었고, 작년가을에는서울대학교

나눔동아리프로네시스와함께나눔콘서트를진행하면서, 콘서

트장앞에서가방과후드티를판매하고그수익금의 10%는어린

이한뼘도서관을만드는데기부하 다. 

또한 굿네이버스와함께 하는얼스의첫 번째프로젝트인아이

티어린이돕기‘스마일프로젝트’가현재진행되고있다. 스마일

프로젝트티셔츠를사면수익의 50%가아이티레오간지역어린

이들의 정신적 심리적 교육을 위해 기부된다. ‘기부는 무언가를

희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즐겁게 입고 뿌듯하게 나누는 것이라는

걸소통하고싶었다.’는설립자의바람이프로젝트에고스란히담

긴듯하다.

33 을을 마마치치며며

사람들에게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재고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경 에대한관심이강조되고있는오늘날친환경적소재

의 의복디자인이라는 상품을 토대로 설립된 얼스(Earth)는 상당

히많은시사점과의미를가지고있다. ‘디자인’을통해사람들의

인식, 더 나아가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얼스

(Earth)의다양한사업들이시너지효과를발생시켜그꿈을이루

길기대해보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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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사회의구성원을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국가의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의교육과정은사교육에지나치게의존하고있는

비정상적인모습을띠고있는데, 이러한상황에서 국의교육현

황과교육프로그램은국내에서는찾기힘든새로운가능성을보

여준다. 그렇기때문에많은이들에게의미를가질것이라고생각

하면서해외사회적기업으로 국의Make Believe Arts를소개

해본다.

국국의의 교교육육 상상황황 및및 문문화화예예술술 교교육육 현현황황

--국국가가 중중심심의의 국국 교교육육제제도도

만5세부터 16세까지의아이들은의무적으로학교를다니고, 만

3세부터4세의아이들의3분의2이상이유치원에다닌다. 그리고

유치원등록비율은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공립학교의학생수

가전체의92.7%이고, 사립학교의학생수가7.3%이다. 공립은무

료이고, 사립은다소비싼수업료를지불해야한다. (수업료는연

평균500만~ 2000만원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공립학교의 수업과정은 National Curriculum에 따라 진행된

다.

National Curriculum은4가지로교육과정을분류하고있다.

Key Stage 1 : Ages 5-7 (Years 1-2)

Key Stage 2 : Ages 7-11 (Years 3-6)

Key Stage 3 : Ages 11-14 (Years 7-9)

Key Stage 4 : Ages 14-16 (Years 10-11)

공립학교는 National Curriculum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사립학교는어느정도의자율적제도를유지하고있지만, 정부가

일정 부분 간섭을 한다. 80년대 이후 신 자유주의 교육개혁으로

사립학교진학률이증가하고있다. 2006년을기준으로한가정의

교육비지출은수입의5% 내외이다.

-- 국국의의 문문화화예예술술 교교육육

국립학교에서는 National Curriculum의 지침에 따라 문화예

술교육을실행하고있다.

Key Stage1부터 4에 걸쳐 Arts and design, Music, Design

and technology가 필수과목이다.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각

Key Stage의나이대에맞추어개발되어운 되고있다.

신 자유주의 교육개혁으로 어, 수학 중심으로 교육제도가 개

편되면서문화예술교육이위축되기도했지만, 국 왕자가총리

를비판하는등이에대한반대의견이커지면서예술교육을되살

리기위한움직임이힘을얻고있다.

2008년 6월부터 Key Stage 1-2에서는 주 5시간 이상의 예술

교육이의무적으로실행된다. 뿐만 아니라교육과정이외에방과

후활동에대한지원이활발하다. 

-- 국국의의 문문화화예예술술 현현황황

CCrreeaattiivvee PPaarrttnneerrsshhiipp PPrrooggrraamm

““WWee bbeelliieevvee tthhaatt tthhee bbeesstt eedduuccaattiioonn hhaass ccrreeaattiivviittyy aatt

iittss hheeaarrtt..””

국의 Arts Council에서는 2002년 Creative Partnership

Program을 만들어서 예술가들과 학교, 커뮤니티를 연결해주는

전국적인네트워크망을형성하 다. 이 프로그램이크게성공하

자, 2008년 11월에는 새로운 독립기구인 Creativity, Culture

[WISH] Make Believe Arts- 국의 연극 및 교육 프로그램

해해외외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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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것을 토대로 공연을 하는 Storytelling and Story Acting

(2006-2007학기 7개교 학생 582명 참가), ② Creative

Approaches (2006-2007학기 36개교학생 1,800명참가), ②수

학과 읽고 쓰기를 드라마를 통해 배우는 Creative Approaches

(2006-2007학기36개교학생 1,800명참가), ③ 6, 7학년학생들

이함께모여서전환기(중학교진학기)에겪는문제들을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며 친구, 가족, 5학년 학생들 앞에서 공연하는

Moving on Up (2006-2007학기 27개교 학생 800명 참가), ④

커뮤니티드라마활동에참가하여참가자들이지역성에자부심을

갖게하는Making Theatre Accessible 프로그램의 4가지로구

성된다. 그리고위의모든과정에서교사들을훈련하는⑤ INSET

프로그램진행하여MBA 팀이학교를떠난이후에도계속프로그

램이진행될수있도록돕고있다.

FFiinnaannccee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일정한 수업료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Fit for Life라는프로그램은한세션에￡5, Fighting Form은12

주에￡72 이다.  다양한교재, 연극무대, 리허설룸, 마스터클래스

등을제공하여사업수입을올리고있으며, 커뮤니티기금등으로부

터자금지원을받는다. 그외에Easyfundrasing이라는온라인쇼

핑몰에서MBA의물건을구입하면구입금액의 15%까지가기부금

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 연결되는

쇼핑몰로는 Amazon, NEXT, Debenhamms, John Lewis,

Toys'R'Us, HMV 등 500여개가있으며, 구매자는추가비용을지

불할필요가없다. 

VVaalluuee CChhaaiinn분분석석

자본획득은 Easyfundraising, 지역기금, 제품 판매, 임대수익

을통해서이루어지고, 예술가를고용해서직원교육으로인적자원

개발 및 지원을 하고, 최신교육이론과 구체적인 target을 설정해

서 부모와 교사를 교육하는 제품서비스개발을 한다. Amazon에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지역순회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정

보시스템으로Data를누적시킨다.

마케팅과정보시스템(기업의 infrastructure) 체인은아웃소싱

(Out-sourcing)하고 있다. 즉, 컨설팅 업체에서 맡고 있는데, 마

케팅은웹사이트업데이트와Publicity leaflet 작성이있다.

이러한 MBA는 다양한 가치창출을 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적극적으로 기업들과 사회 커뮤니티를 활용한

다는점이다. 기금모음은지역기금을이용하고, 기존기업들과연

계해서제품을판매하고, 마케팅과정보시스템은외부업체에맡기

는등사회적기업혼자만이아닌공동관계를통해서지속가능성

을확보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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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ducation (CCE)를설립해서사업확대에더욱힘쓰고있다.

이프로그램의목적은아이들과젊은사람들을창조적인학습에

참여시킴으로써리더십을향상시키고사회에서더주도적인역할

을할수있도록하는데있다. 전국에있는 Key Stage 1-4의 공

립학교를대상으로프로그램을운 하고있다.

학교가자신들의수요(needs)에맞는프로그램을선택하면그에

적합한예술가들을연결하고재정적인지원을해준다. 

Nugent Education Limited는 국에서 유명하고 재능 있는

예술가들과워크샵전문가를고용한다.

그들이 제공하는 Youth activities와 After school activities

는 어린이들에게자신감과예술적능력을배양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다양한교육활동을통해서다국적문화, 인종문제, 건강과

마약같은민감하지만중요한이슈들이재미있고즐길수있는개

방적인환경속에서어린이들에게교육될수있도록노력한다.

기기업업 개개괄괄

Make Believe Arts(이하 MBA)는 런던 Lewisham에 위치한

연극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기관이다. 2002년에 설립되어 국

국내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인정받고있다. MBA의 예술감독인

Trisha Lee는2007년에사회적기업사절로임명되었으며, 2008

년 9월에는 MBA는 Best New Social Enterprise 부문으로

National Enterprising Solution Awards를수상하 다.

MBA는아주어릴때부터시작하여모든사람들이예술을향유

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는신념을가지고유치원생과초

중등학생들이 수준 높은 참여드라마와 연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MMiissssiioonn

MBA의힘과혁신은최신교육이론을학습하고이이론을교실

에서직접적용하려고노력하는데서나온다. 모든어린이의창의

적 잠재력을 개발할 혁신적인 연극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MBA는①3세-13세를대상으로한수준높은참여연극프로그램

을개발하고전파한다. ②교육의질을높이고, 프로그램에참여하

는어린이들의개인적성장을촉진한다. ③교사와부모들이어린

이들에게 연극과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한다. ④최신연극및교육철학에 향을주고, 그에관한공

공토론에기여한다. ⑤ 어린이와부모, 교사가가진참가자, 학습

자, 교육자로서의잠재력을개발할수있는학습모델을만든다는

목표를세우고실천하고있다. 

PPrrooggrraamm

MBA의프로그램은크게① 3세이상의아이들의말을받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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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gent Education limited

목표: 최상의창조적인워크샵과교육활동제공

대상: 학교, 일반단체, 정부단체

프로그램

Creative Art Workshops, Activities, and Events 

Drama, Animation, Dance, Singing, Drumming, Film

Production, Craft, Art, Music Production, Kids Parties

& Events, Disco, Japanese culture class, Healthy

eating, Pottery Painting etc. 

DJ, Rap & Urban Arts Workshops 

Rapping / MC-ing, DJ Workshops, Breaking dance,

Music production, Band develop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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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추구가기본적인주제이다. 새로가입한멤버들은기존에허브

에서논의되고있는주제중관심있는것을선택하여참여하게되

는데이과정에서각지역허브의호스트들이중간에서개입하여

원활하게네트워킹이가능하도록도와준다.

더허브(The HUB)는 기본적으로낮에는카페로이용되고저

녁에는회의의공간으로사용되는구조로운 되고있다. 그러나

카페는운 하지않고오로지공간을렌트해주는사업만하고있

는허브도있다. 단순히공간제공의역할이외에도와인파티나간

단한식사를위한공간등으로도활용되고있는데, 딱딱한공간이

아닌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관심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도라 할

수있다. 정리해본다면허브는지역에따라약간씩차이가있으나

주된사업은세미나와강의등을위한장소의제공이다. 그러나그

것에그치지않고, 각종전시나파티, 모임을위한장소등다양하

게활용되고있다..

허브의 이러한 사업들은 다른 지점에 있는 허브와도 소통이 가

능할수있도록네트워크가구축되어있다. 자료의공유뿐만아니

라무선인터넷이연결되어있어연결망이비교적잘확충되어있

으며, 무선인터넷이나프린트등세미나를진행하며사용하는것

들에대한비용은기본요금에포함되어있기때문에따로요금이

부과되지않는다. 

HHUUBB LLoonnddoonn

허브가처음만들어진곳, 허브런던지부를살펴보자. 현재런던

에는 1호점인 Hub Islington를 포함하여 Kings Cross,

Southbank 세 개의지점이있다. 허브런던 (Islington)은 2005

년 1월에 개점하 다. 이곳은음식을 먹고, 책을 읽고, 사람을 만

나는것을포함하는광의의개념으로서의일을할수있는공간을

제공한다. 따라서허브런던에는개방된공간과함께최대 12명을

수용할수있는회의실, 회의외에도여러행사를진행할수있는

워크샵공간, 작은도서관, 그리고좌식탁자가놓여있는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선인터넷, 프린터, 팩스 등의 사무적 기기뿐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기기들, 케이터링 등이 사용자의

더더 허허브브((TThhee HHuubb))??

하나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더 허브(The

Hub)는 바로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위

한공간이다. 새로운혁신의최전방에있는사람들이자신들의아

이디어를성공적으로현실화할수있도록온갖경험, 자원, 네트워

크, 지식, 자본등을제공받을수있는하나의열린공간이다. 겉모

습은카페의형태이지만그안에서는대학생, 기업가, 사회혁신가,

정책결정자, 지역사회리더등다양한배경과문화의사람들이모

여더좋은세상을위한아이디어를나누는하나의사무실이기도

하다. 이처럼더허브는사회혁신가들이일하고, 만나고, 배우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자원이 넘치는 공간 플랫폼

(Platform)을지향한다. 

더허브는기업가들과자본, 미션이연결되는지점이다. 빈곤에

서부터기후변화에이르기까지우리가직면한어려운문제들을해

결할수있는비 리와 리적사회혁신아이디어가모여실현가

능한사업이만들어지고성장하는곳이다. 사회혁신을위한창조

자들은‘더허브’라는공동체안에서자신의비전을좀더빠르고

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다. 이처럼더허브는바로변화가실현되

는공간이다. 

더허브는 국런던에서시작되어현재5개대륙, 24개도시에

위치해있으며, 5,000명이상의사회혁신가들이회원으로등록되

어있다. 뿐만아니라LA, 워싱턴DC, 취리히에지점을설립할준

비중에있다고한다. 그밖에더허브각지점에관한최신소식은

더 허브 공식 홈페이지(www.the-hub.net)와 그곳에 링크된 블

로그(Blog)를통해얻을수있다.

허브에서주로하고있는일은각지점별로다르게나타나고있

으나 기본적인 사업 구조는 동일하다. 즉, 사회적 혁신과 변화에

관심있는사람들에게회의할공간을제공해주고관심분야가같은

사람들끼리네트워크를이룰수있도록중간에서중개해주는역할

을수행한다. 그관심분야는경제, 사회, 문화, 에너지등다양하

게나타나고있으며‘어떻게하면더효율적이고혁신적인사회를

구축할수있을까?’와같은 로벌한이슈에대한사회적공공선

[WISH] 혁신의 네트워크 - The HUB

WWIISSHH 기기획획

혁혁신신의의 네네트트워워크크 -- TThhee HHUUBB
박홍순 송지연 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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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착한한 소소비비,, 윤윤리리적적 소소비비의의 성성장장과과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

지난 2008년 전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경제위기는 아직 현재진

행형으로진행되고있다. 실제미국을시작으로진행된경제위기

는 미국만을 강타한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 이전 세계화 바람을

타고복잡하게얽히고설킨금융네트워크를따라유럽과중동국

가까지그범위를넓히고있다. 전반적으로거시경제가침체되고

있는와중에도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는것이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지난

2009년 2월 한겨레 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쿱 생협의

경우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매출은 전년 대비 60.9%

성장했으며, 조합원 수를 봤을 때도 2009년 1월 조합원 수는

2274명으로 2008년 1월 170명대비거의 10배이상성장한것으

로알려져있다. 뿐만아니라공정무역상품의판매매출역시 1

년사이에150%정도성장했다고한다.1 많은사회적기업혹은소

셜벤처(이하사회적기업)2 에서이착한소비혹은윤리적소비상

승바람을타고자신의사업이보다성장하기를기원한다. 하지만

이런착한소비와윤리적소비의열풍속에서착한소비와윤리적

소비의허상을지적하는의견도존재한다. 국에서는설문조사

상으로는윤리적소비혹은착한소비를할것이라고응답했던사

람의비율이실제로윤리적소비를한사람의비율보다10배정도

에해당이된다는보도자료를발표한적이있으며, 국내의착한소

비와윤리적소비의증가는전체적으로사회문제에대해서공감

하고그런문제에대한개선을통한사회전체수준에서의지속가

능성증가를희망하는수준에서의소비가아니라 2005년 이후부

터계속해서증가하고있는웰빙바람을탄웰빙소비가중심이되

고있다는지적도있다.3 이러한지적은친환경상품과관련된매

출은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 이에반해서공정무역상

품, 사회적기업상품과관련된매출의성장은미미한것에기인한

것이었다. 그렇다면이러한착한소비, 윤리적소비를겨냥하여사

회적기업이어떤경 전략을펼치는것이좋을지에대해서성공

적으로착한소비와윤리적소비의붐을일으킨해외사례를통해

서좀더살펴보도록하자.

TTOOMMSS는는 윤윤리리적적 소소비비로로 성성장장한한 것것일일까까??

사회적 기업 중에서 윤리적 소비라는 키워드를 가장 잘 표현하

며, 이를 가장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미국의 TOMS이다.

탐스슈즈라고더많이알려져있는이기업은창업자인블레이크

마이코스키가아르헨티나를여행하던중많은아이들이신발없이

맨발로다니는것을보고한켤레의신발이팔릴때마다한켤레를

맨발의 어린이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생각으로 창업한 기업이다.

현재는단순히신발판매뿐아니라티셔츠, 스케이트보드까지다

양한제품을판매하고동시에다양한제품을기부하고있다. 

처음 100켤레의신발을팔겠다는목표를가지고창업한TOMS

필요에따라주어진다. 공적인면에서부터사적인면까지, 자동적

인면에서참여가필요한면까지, 집중이필요한면에서자극적인

면까지의범위를고려하여디자인된공간이다. 

또한, 허브런던은 현재 350명 가량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사회, 환경, 재정등의혼합된가치(blended value)를세계

에 전달한다는 강한 허브만의 동기로 많은 멤버들과 파트너들의

관심을이끌어내었다. 허브런던에등록된멤버들은이곳에있는

호스트들의소개를통해일에도움이되는사람또는단체들과만

날수있다. 또한허브에서제공하는강의나사회적이벤트, 워크

샵, 그리고 전문적인 사업지원 등을 대부분 무료로 활용할 수 있

다. 허브 런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일 방문 예정인 멤버가

상시업데이트되므로, 허브멤버들이개인적으로네트워크구축

하기에용이하다. 

앞서언급했듯이허브런던에는이용자들을위한다양한이벤트

들이 준비되어 있다. 매달 한 번씩 화상 을 하는‘HUB

Cinema’, 허브에등록된멤버들이진행하는‘HUB Workshop’,

사회적 이슈나 사회적 기업과 관련 전문가와 함께하는‘HUB

Breakfast’또는‘HUB Lunch’, 허브 런던과 파트너인단체(예

를들면Net Impact)와 함께하는행사, 그 외에파티, 퀴즈대회

등 매우 유쾌하면서도 양질의 다양한 이벤트들을 런던지부는 진

행하고있다. 또한, 허브런던의멤버들이직접이곳의공간을대

여하여워크샵이나네트워킹이벤트, 강의, 파티등을열수도있

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허브런던을 찾아갈 경우, 오전과 낮 시간

동안에는 이곳에서 일 또는 회의를 할 수 있고, 점심식사를 통해

허브의 다른 멤버들과 비공식적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저

녁이되면이동식벽과책상으로낮과는다르게연출된공간에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강연, 워크샵, 화상 등의 다양한 이벤

트에참여할수있는것이다.

[WISH]  해외 사회적 기업의 브랜드 전략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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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외외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의의 브브랜랜드드 전전략략과과 그그 시시사사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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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에서판매하는공정무역초콜릿

1. ‘윤리적 소비 훈풍, 불황 한파를 몰아내다.’HERI REPORT 5호. 한겨레경
제연구소
2. 실제 외국의 경우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social venture)의 구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한국의 경우 노동부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만 사회
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서 구분했으며, 나머지 기사에서는 지면
관계상통칭하여사회적기업으로지칭하니오해없으시길바랍니다.
3. ‘잘 나가는 친환경상품 vs 인기 없는 공정무역 상품’. CBS 노컷뉴스.
2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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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개월만에 10,000켤레의신발을판매했고, 이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68,000여켤레를판매했다. 2009년에는총 30만켤

레 이상의 신발을 판매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9년 수입되어

2009년한해동안 60,000켤레의신발이판매되었다. 또한제품

군은 초기의 신발에서 티셔츠와 스케이트보드로 확대했다. 현재

TOMS의 신발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디오피아, 아

이티의어린이들에게전달이되고있다.

TOMS의 성공요인은현재의패션트렌드에맞는디자인과편

한착용감, 초기고객의입소문마케팅, 기업자체미션을통한착

한 브랜드라는 브랜드 이미지 형성 등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TOMS가 착한 소비, 혹은 윤리적 소비에만 집중한 기업이

아니라는것이다. 실제로TOMS를신는고객들의주요한선택기

준은 TOMS의 윤리성, TOMS를 통해서 신발을 기부 받을 수혜

아동인것만은아니다. TOMS는차별화된디자인과타겟고객에

게접근이용이한유통채널확보등에성공했었다. 즉, 단순히선

함을마케팅한것이아니라디자인과품질이라는패션아이템의

주요 선택 기준에서 차별화에 성공한 다음에 TOMS의 미션에서

비롯된스토리텔링을하면서브랜드이미지를격상시킨것이다.

TTOOMMSS의의 신신발발,, wwhhiittee hhaarrbboorr 

TOMS의성공이후많은사회적기업혹은사회적기업과관련

된기관혹은재단에서윤리적소비의가능성을볼수있다는얘기

를했었다. 하지만이는TOMS의성공요인을너무윤리성에만치

중하여본것은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 TOMS의윤리성, 사회

적목적이전에소비자는먼저TOMS의디자인에끌리게되고, 그

런 소비자와의 contact point를 확보하기 위해서 TOMS는 타겟

고객에맞는유통채널을확보한것은간과할수없는진실이다. 

또하나더무시할수없는것은TOMS의경우TOMS가창출하

고있는사회적가치가굉장히직관적으로보인다는것이다. 소비

자가신발을한켤레사면지구건너편의한아이에게신발이한

켤레생기는사회적가치의창출은굉장히쉽게전달된다.

TTOOMMSS보보다다 화화려려했했던던 PPrroodduucctt RREEDD의의 절절반반의의 성성공공

TOMS의창업을위해블레이크마이코스키가자신이소유하고

있던 운전 학원을 매각한 2006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참여한

착한마케팅프로젝트인Product RED가시작되었다. U2의리더

보노(Bono)와사회운동가바비슈라이어(Bobby Shriver)에의해

설립된 Product RED에는 애플, 델,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롤라,

스타벅스, 갭 등의 로벌 기업들이 참여했다. Product RED는

RED라는브랜드를소유하고Product RED에참여하는기업들은

자사의기존브랜드와RED를결합한제품을출시하고그매출중

일부를Product RED에기부했다. 예를들어애플의경우아이팟

나노 RED 한 대가 팔릴 때마다 $10를 RED에 기부했으며, 스타

벅스는스타벅스RED 상품이한잔팔릴때마다 5센트를기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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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roduct RED 를위해서오프라윈프리까지홍보에나섰다.

하지만 Product RED는 초기 1년 동안 지불한 마케팅 비용이

$1억 정도인 것에 반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합 $1억

2500만 정도의기부수익을올릴수있었다고한다.4 그냥 마케

팅비용전부를기부금으로사용했다면더나았을것이라는지적

도있을정도다.

시시사사점점 11:: 본본원원적적인인 경경쟁쟁 우우위위는는 윤윤리리적적 소소비비자자의의 윤윤리리적적 소소

비비 진진작작으으로로 확확보보해해서서는는 안안 된된다다..

만약에처음부터 TOMS의 신발이그냥일반적인생산체계속

에서 생산이 되고, 고객이 그 신발을 구매했을 때 어린이에게 신

발을기부하는것이없었다고가정했을때, TOMS의현재상황은

어땠을까? 경 에있어서만약이란없지만, 필자가생각하기에는

그리 큰 차이는 없었을 것 같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TOMS는 디

자인 면에서 아르헨티나 전통 신발에서 유래한 디자인으로 이미

차별화에성공했으며, 이런신발은미국내소비자들에게신비한

컨셉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실제 TOMS의 고객 중 일부는

TOMS가하는사회가치창출활동에는별로관심이없는경우도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반으로

어떤마케팅전략을구사하는것이아니라해당사회적기업이위

치하고있는산업내에서경쟁사들과차별화될수있는본원적인

경쟁우위를확보해야한다. 예를들어, 다문화가정의이주여성

들을고용하여음식을판매하는사회적기업의경우단순히자사

의상품을구매하면다문화가정의소득이올라간다는점은본원

적경쟁우위의구성요소가아니다. 오히려해당기업에서고용한

사람들의 고국을 바탕으로 해서 정통 XX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물론 가장 본원적인

경쟁 우위는 경쟁음식점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맛이나, 차별화될

수있는맛이다.

실제로 윤리적 소비나 착한 소비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다.

즉, 윤리적 소비와 착한 소비라는 명목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때,

소비자는해당제품이사회적가치창출을기반으로하기에제품

자체의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한국내공정무역제품을판매하는사업을하고있는여러기업의

대표들이 가장 주의하는 것은 자사가 판매하는 제품이 공정무역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선입견을 고객이 가지

게 되는 경우이다. ‘공정무역 제품이 사회적으로 더 이롭기 때문

에사야한다’가아니라‘공정무역제품은품질면에서도우수하

면서사회적인가치를창출할수있다’고홍보하는것이훨씬더

효과적이다.

한사회적기업이산업내에서경쟁우위를점하기위해서는단

순히윤리적소비에호소하는것외의본원적경쟁우위를확보하

는것이더중요하다.

시시사사점점 22:: 사사회회적적 가가치치 창창출출이이 고고객객의의 인인식식 속속에에 명명확확하하게게 위위

치치해해야야 한한다다..

앞에서 언급한 product RED에 참여한 기업 중 스타벅스

(Starbucks)의사례를보자. 스타벅스는Product RED를위한새

로운 음료를 런칭하거나 기존의 주력 음료 중 일부를 Product

RED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Product RED 제휴 카드를 만들

경우어서그카드를이용하는경우에만Product RED로돈이기

부되도록했다. 이마저도그다지명확한사회적가치창출과연결

되지 못했는데, 스타벅스의 경우 9잔의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Product RED를 통해서 하루 치의 약품이 전달될 수 있었다.

TOMS의 one for one(신발한켤레를사면다른한켤레기부)과

스타벅스의nine for one(커피 9잔을사면약품 1일치기부)의사

TOMS의 창업자블레이크마이코스키

보노와바비슈라이어, 그리고빌게이츠

4.  Product RED 자체 발표자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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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가치창출에대한고객의인식차이는기업내부에서가질수

있는가격대비사회적가치창출의차이보다분명히크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한국의 소셜 벤처(Social Venture) 중에서

공신의경우, 회사가소유하고있는공신닷컴(www.gongsin.com)

에서발생한수익을통해서오프라인상에서저소득층학생, 다문

화가정학생에게멘토링을진행하고있다. 하지만이에대해서공

신닷컴의이용고객이인지하고있는경우는극히드물며인지하

고있는고객이공신닷컴의유료서비스를구매하는것에크게

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 혹은 소셜

벤처(Social Venture)가 자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지못하는것은자사가보유하고있는중요한자원을비효

율적으로사용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사회적기업이윤리적소비를진작시키는마케팅전략을진행할

때, 필수적으로자신들의사회적가치창출에대해서명확하게보

여줄 수 있어야 한다. TOMS의 경우 one for one이라는 명확한

사회적가치창출을보여줬으며이를통해많은사람들에게쉽게

자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홍보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사

회적기업자체적으로자금의흐름과사회적가치창출사이의연

관관계에대해서정확히파악할수있도록준비가필요하며, 이를

직관적으로보여줄수있는준비역시요구된다.

사회적기업의경 은일반적으로사회적가치창출 활동과경

제적가치창출활동의충돌로인해서어려움이존재한다고알려

져 왔다. 물론 현재도 많은 사회적 기업이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앞서언급되었던기본적인두가지시사점만해결하더라

도사회적기업의기본적인미션인사회적가치창출활동이오히

려경제적가치창출활동과시너지효과를볼수있음은자명할

것이다.

11.. 학학창창시시절절에에 강강성성태태 대대표표님님의의 모모습습과과 공공신신을을 만만들들게게 된된 계계기기를를 알알려려주주세세요요..

제학창시절은경북점촌이란시골에서시작됐습니다. 점촌초등학교를다녔는데, 이곳은학원같은건없었고시골이라공

부와는거리가먼곳이었어요. 그러다서울에왔는데그때부터학교다니기가좀싫어졌어요. 촌놈이라고놀리고때리는통

에화장실도못갔었죠. 중학교시절또한눈에안띄는그런아이 어요. 그리고한창공부할시기인고등학교때에는많이

힘들어했어요. 공부를해도성적이안올랐고아토피가심했거든요. 그리고공부할때고민이많았는데, 제가첫째인데다가

집안에대학나온사람도없다보니공부에관해물어볼사람이없더라구요.  대학입학후에는교육봉사활동을했어요. 저

같은애들이있으면도와주고싶었어요. 이웃사랑을통해연결되어시작했었는데그때교육봉사의문제점들을이것저것

많이느꼈죠. 그렇게학교생활을하다가해병대입대했어요. 집안사람들에겐이야기안하고들어갔어요. 약해빠진제자

신이싫은것도있었고여러가지이유가있었어요. 삼촌에게해병대이야길꽤듣긴했었는데가니까많이힘들더라고요.

전역하고나서공신을시작했어요. 고등학교시절저는시행착오를많이겪어서, 저나름의공부하는방식이있었거든요. 그

동안교육봉사활동으로알려준것들도있고, 또그냥졸업하기아까웠어요. 많은학생들에게알려주고싶었죠. 그래서인터

넷에제가공부한방식을올리는것을떠올렸어요. 그당시UCC 동 상사이트가조금씩뜨기시작할대 는데동 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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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찍어올리면좋겠단생각을했죠. 전기과재학중이던동생이그당시기숙사룸메이트 는데동생에게이런아이디어

를말했어요. 졸업하고교육봉사를못하더라도인터넷사이트가있으면정말많은학생들이도움을받을수있을거란생각

이들었어요. 제가고등학교때고생했던것생각해보면서더욱확신이들었죠. 마침동생이대통령장학금을받고있어서

돈이좀있었어요. 동생말로는삥뜯겼다는데어쨌든동생도이프로젝트에적극동참하기로했어요. 동생도민사고와특기

자전형입시를겪으며알려주고싶은것이많다고했었죠. 이런생각을하게된것에는말하기교양수업의 향도있었어

요. 그수업에서대입제도에대한토론을하면서, 중고생들이공부하느라고생하는것을보게되었고, 그리고나서꼭한번

해봐야겠다는생각을갖게됐죠. 그런데사이트를만들고, 강의를찍고하는것이정말쉽지않았어요. 그당시기숙사에어

컨도없어서좁은방에동생과팬티만입고성능떨어지는PC를풀로돌렸죠. 편집법도몰라서도서관에서책빌려서하나

하나보면서했어요. 전역얼마뒤라군대에서근성으로버텼던것같아요. 너무더웠어요. 그러다우여곡절끝에허접한사

이트가나왔는데이름을제가공신이라고붙 어요. 사이트가엄청나게빠르게알려지더니급기야중앙일보 1면에보도가

되었죠. 전혀예상하지못했어요.

22.. 멘멘토토링링 동동아아리리를를 설설립립하하게게 된된 계계기기가가 무무엇엇인인가가요요?? 

처음엔 웹사이트로 시작했는데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동참하고

싶어하는대학생들이늘어났어요. 교육봉사에뜻을가진대학생

이많더라고요. 의도적인것이아니었고자연스럽게동아리가됐

어요. 제가입대전하던교육봉사를떠올리면서사이트뿐만아

니라직접학생들과만나는멘토링을시작하게됐어요. 사이트만

가지고도움을주니까답답하기도하고제가대학생교육봉사가

가지는문제점들을고쳐보고싶다는생각도들었어요.

33.. 멘멘토토링링 동동아아리리를를 하하면면서서 힘힘들들었었던던 점점과과 공공부부의의 신신이이라라

는는 기기업업으으로로 만만들들게게 된된 계계기기를를 말말 해해주주세세요요..

힘든거야다표현못하죠. 항상 돈이부족했어요. 중앙일보 1면

나가고 서버비가 천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동생 장학금 다 쏟아

부었죠. 그렇다고 사이트를 닫을 수도 없었어요. 운 할 사람은

저혼자고세상엔다알려졌고사람들의기대도컸죠. 저는기계

과고 제 공부와도 별 상관이 없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요. 사교육업체들이공신이름을도용하기도하고, 궁핍한상황

에서사이트개발을프리랜서에게맡겼다돈을떼이기도하고, 학교강의실에서무료로강연회를열다가징계를받기도하

고, 돈마련하려고동 상편집아르바이트를하기도하고그랬죠. 주변분들은큰돈을번줄아는데저는막상그렇지못하

니그런것도좀스트레스가되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을하게된것은동아리가방송에나가고하는일들이많아지기시작하니까기로에서게되더라고요. 여러가지

고민을했어요. 그중에사회적기업이라는것을알게되었고마침자취방옆방에경 대친구가있어서이야길해봤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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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친구가 사회적 기업 연구 동아리 창립 멤버더라구요. 그 동아리 이름이 WISH 고, 그리고 나서WISH 멤버들과

SVCK 대회에나갔어요. 대회를나가서이게실제로가능하겠구나라는생각이들어서본격적으로시작하게됐죠

44.. 공공부부의의 신신이이 설설립립단단계계에에서서부부터터 지지금금의의 발발전전 단단계계에에 이이르르기기 까까지지 여여러러 변변화화들들이이 있있었었을을 것것 같같은은데데요요.. 조조직직상상,,

사사업업상상에에 있있어어서서 커커다다란란 이이슈슈를를 말말 해해주주세세요요..

개인사이트에서동아리가되었어요. 이건언론에서학생모임혹은동아리라고쓰다보니까저희스스로도동아리란표현

을쓰게됐던것같아요. 그러다사회적기업을시작하면서공신멤버들이좀이상하게느끼기도했던것같아요. 사회적기

업에대해여러회의도하고논의도하면서방향을정한것이긴한데처음들어오는멤버들같은경우많이생소해하더라고

요. 난동아리인줄알고왔는데사회적기업이라고하면서뭔가철저하고좀더책임감있는것들을막요구하는것이죠. 새

로이사회적기업을시작한게아니다보니이부분에서저도좀갈팡질팡했던것같아요.

55.. 공공부부의의 신신이이 지지금금까까지지 한한국국에에서서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으으로로 성성

장장 할할 수수 있있었었던던 사사회회적적 환환경경이이 무무엇엇이이며며 앞앞으으로로 더더욱욱

성성장장하하기기 위위해해서서는는 어어떤떤 인인프프라라가가 중중요요하하다다고고 생생각각하하시시

나나요요??

저희는아직성장이라고하기부끄러워서, 사실인터뷰자체도

부끄러워요. 나중에잘되면모르겠는데(웃음). 저희는교육열

의힘을많이얻었죠. 교육이워낙핫이슈다보니까다른사회

적기업들에비해관심을많이얻을수있었어요. 인프라면에

서는교육부와기업체와연계가잘될수있는환경이라면좋겠어요. 예를들어저희가방과후교실운 할때학교선정을

원활하게할수있다던지저소득학생지원활동을기업과함께한다던지요.

66.. 대대표표님님이이 보보시시기기에에 공공부부의의 신신이이 창창출출하하고고 있있는는 사사회회적적 가가치치는는 무무엇엇이이라라고고 생생각각하하시시나나요요??

첫번째는교육불평등을해소하는것이에요. 저희들이온갖어려운학생들에게매주찾아가친형처럼멘토링을해주니까

요. 다음은과도한사교육을줄이는것이겠죠. 저희들이공신닷컴을통해알려주는것이결국효율적인공부법과시행착오

줄이는법이니까요. 수험생들에게용기도주고요. 

77.. 앞앞으으로로 공공부부의의 신신의의 발발전전을을 위위해해서서는는 지지속속적적인인 수수익익창창출출이이 가가장장 큰큰 과과제제라라고고 생생각각합합니니다다.. 지지속속적적이이고고 안안정정적적

인인 수수입입원원을을 창창출출할할 전전략략에에 대대해해서서 대대략략적적으으로로 설설명명해해주주세세요요..

멘토링을통해돈을벌수없어요. 지금까지저소득멘토링에집중해왔는데돌이켜보면실수 던것같아요. 멘토링참여하

는대학생들식비만해도꽤되는데상금과지원금을받다보니돈을벌어야한다는생각을좀늦게한것같아요. 어디까지

나존재할수있을정도의수익은최소한벌어야하죠. 돈은결국인터넷사이트공신닷컴을통해서벌어야해요. 배너광고

와컨텐츠판매수익으로벌어야하죠. 물론이때도저소득층학생들에게는무료로공급되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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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멘멘토토링링 동동아아리리 조조직직구구조조에에서서 비비 리리// 리리 법법인인

으으로로의의 조조직직 전전환환을을 하하면면서서 발발생생할할 수수 잇잇는는 기기회회와와

위위협협요요소소는는 무무엇엇이이며며 기기회회를를 활활용용하하고고 위위협협요요인인을을

줄줄일일 방방안안은은 무무엇엇이이라라고고 생생각각하하시시나나요요?? 

아까어려웠던점중의하나로말 드렸는데요. 구성원

들이사회적기업에대해충분히알고있지못하면거부

감이들수있어요. 충분히소통을해야해요. 그런면에

서저는좀많이부족했던것같아요. 당장닥친일에파

묻혀서가장중요한소통을게을리했어요. 지금도많이

부족한 점이에요. 소통이 중요한 것, 이건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라생각이들어요. 

99..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가가로로서서 강강성성태태 대대표표 스스스스로로의의 장장점점

과과 단단점점을을 알알려려주주세세요요..

저는 사회적 기업가라 생각하진 않아요. 무엇보다 그럴

자격이없죠. 제가아는한사회적기업가는아무나하는

것이아니에요. 흔히말하듯경제적가치와사회적가치

동시추구해야하는데둘중하나마나제대로해도대단

한거죠. 둘다잘해야성공적인사회적기업인데저는아

직까지 엄청나게 함량 미달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사회적기업에뜻이있어이일을하고있는건아니라

서그냥하고싶었던일하는거니까요. 

1100.. 이이 시시대대에에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가가로로서서 역역할할은은 무무엇엇이이라라고고 생생각각하하시시며며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을을 연연구구하하는는 WWIISSHH에에게게 특특별별히히 하하

고고 싶싶은은 말말이이 있있다다면면??

사회적기업가역할은깊게생각해본적이없는데, 사회적기업가는사회의문제를혁신으로해결해나가는것을의미하니

까사회문제를내문제처럼깊게관심가지고많은고민을하고해결하려고노력해야하는것이아닐까요? 잘모르겠네요.

정답이정해져있는질문인거같아서요. 

WISH가없었다면지금의공신자체가없었습니다. 이것말고더한맞는표현이없을것같네요.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리고WISH 여러분들이야말로세상을밝게바꿔나가는리더분들이라믿습니다. WISH와공신이항상함께할수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바쁘쁘신신와와중중에에흔흔쾌쾌히히인인터터뷰뷰를를응응해해주주신신공공부부의의신신대대표표강강성성태태님님께께진진심심으으로로감감사사드드립립니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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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북리리뷰뷰

세세상상을을 바바꾼꾼 비비이이성성적적인인 사사람람들들의의 힘힘 || 존존 엘엘킹킹턴턴ㆍㆍ파파멜멜라라 하하디디건건 || 에에이이지지2211
박범섭

이이성성 vvss 비비이이성성

극작가조지버나드쇼는이렇게말했다. 

“이성적인사람은자신을세상에적응시킨다. 하지만비이성적인

사람은고집스럽게세상을자신한테적응시키려한다. 그래서모든

진보는비이성적인사람의손에달려있다.”(책p.10)

이 책에서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소개하며

이야기를펼쳐간다. 

이성적인 사람이‘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기업가는

‘문제의해법을찾는데시간이조금더걸릴뿐이다.’라고인식하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낸다. 예로써 그들은 주류의 기업가, 정치가

들이선뜻해내지못하는 BOP(Base Of the Pyramid, 경제적피

라미드의밑바닥)와환경분야를잠재적시장으로서기회를포착하

고, 괄목할만한성과를내놓고있다.

물론모든사회적기업가가성공하는것은아니다. 그러나그들은

비이성적이라 실패를 대비하고, 실패에서 배워 다시 일어난다. 그

들에게중요한것은시장에서의새로운‘거래’를창출하는것이아

니라, 이러한경제행위를통해‘이상’을실현시키기위한것이기때

문에 사업모델이 실패하고 바뀌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그들이비이성적인이유는과연무엇일까?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가가가가 비비이이성성적적인인 이이유유

통계적으로보았을때, 사회적기업가의수는아시아, 라틴아메리

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의 순이라고 한다. 대체로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거나, 심각한 빈곤과 인습이 존재하는 곳에 비이성

적인사람들이많은것을알수있다.

저자는사회적기업가의비이성적인요소에대해10가지를제시하

고, 내용을전개하면서끊임없이그들의비이성적인역량의성공적

요인을 예로써 증명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10가지의 요소는 큰 흐

름을만들어사회적기업가가성공하는단계를보여준다.

사회적 기업가는 현상유지에 익숙해진 이성적인 사람들과 달리,

‘불만족스러운 평형상태’에 있는 시스템을 인식하고 분노한다. 그

리고이러한분노와열정은쉽게식지않고‘자신이문제를해결할

수있다.’는비정상적인야망을가지고끊임없이쓸모있는일로바

꾸는방법을찾아낸다. 그들의비정상적인야망은그들이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에서 비롯된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들은 분명한 미래에

대한비전을세우고세상과의사소통하며투자와자원을유치한다.

그러면미래의모습은더욱그들의야망과가까워진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회적 기업가는 상당부분 시장실패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경제분야에서는 돈을 벌지 못하

는 역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환경에서 비 리적인 목적을 가

지면서도이윤을추구한다. 그들은시장조사라는명백한사실조차

무시하지만, 이성이 가늠할 수 없는 것을 가늠하기 때문에 이윤추

구가가능하다. 기업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도구로SROI,

Blended Value, DBL(Double Bottom Line)(나아가TBL)등이유

행하는것은주류시장이인식하지못한비이성의혁신이시장을주

도할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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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든든 어어려려움움의의 한한가가운운데데 기기회회가가 있있다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UN에서‘새천년 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극빈 근절, 보통교육 달성, 양성 평

등, 유아사망률감소, 질병퇴치, 환경의지속가능성확보등8개

항)’를공표했다. 하지만야심찬출발과달리주류의기업가나정치

가에게는여전히절대적으로너무큰일이고자신의역량으로는바

꿀수없는과제들이라여겨진다. 이와달리MDGs를이미다루고

있는사회적기업가들은쉽게찾을수있다. 저자는 10대양극화에

서시장기회를발견한사회적기업가의사례를들면서그들이완전

히새로운고객을개척하고, 시장의규칙제정자로서활동하며, 나

아가산업전체를변화시키는혁신적기술을생각해낼것이라말한

다.

인구조절, 재정적소득과자산의왜곡, 기아, 한정된자원, 환경

오염, 건강, 성차별, 교육의양극화, IT불평등, 안보에대한범지구

적 문제 속에서 사회적 기업가들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나가는모습을소개하고있다.

분분재재소소비비자자 구구하하기기

사회적 기업가가 문제인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다. 그들

이사업을통해가치를전달하려는대상은대부분이생존권마저박

탈당해신음하고있는극도로가난한사람들이다. 사회적기업가는

그들이피해의식을갖지않고희망의느낌, 발언권, 행동의지를찾

도록노력해야한다.

무하마드 유누스는 노벨평화상 수상연설에서 양극화의 가장 끝

단에있는사람들을“분재같은사람들”이라고묘사했다. 아무리좋

고 커다란 품종의 건강한 씨앗이 있어도 분재화분에 심으면 단지

몇 인치의 분재나무 밖에 얻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위해서는그들이자신의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환경을

조성해주는것이라고말한다. 

저자는사회적기업가가이러한분재소비자들을속박으로부터해

방시키기위해서는 3가지측면 (접근가능성, 가격, 품질)의 문제해

결을통해그들의목표치를높여야된다고한다. ‘원월드헬스’에서

저개발국가에심각한 향을주는병에대한, 그러나시장경제에서

는시판되지않는약을보급하여수많은사람을살리는것과동시

에개발도상국의제조ㆍ유통에대한발전을이룩하는혁신을이끌

어낸사례는접근성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한것으로유명하다. 뿐

만아니라세계에서가장큰인공수정체제조사중하나인“오롤랩”

은선진국에서 150달러수준의렌즈를2달러내지4달러에공급하

여가격에있어가난한사람이제품을구매할수있게만들어스스

로의병에대한치료의희망을가질수있게한다. 마지막으로“원

랩톱 퍼 차일드”는 100달러짜리의 초고속인터넷이 가능한 랩톱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보급하여 그들에게 IT에 대한 벽을 허물 수

있게한다. 이는안입는옷, 중도가전을보내던종래의원조사업

과대비해품질의측면에서혁신을이룬사례이다.

미미래래의의 지지도도자자를를 위위하하여여

저자는숭고한도덕적사명감을띠고사회적기업에도전하는기

업가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한다. 그의 조언

에는일반적으로불리는기업가적정신과일맥상통하는부분과사

회적 기업가의 필연적인 약점에 대한 대비를 충고하는 말이 함께

있다. 혁신적이고사업모델과도전적인시도, 더먼미래를보고투

자하는 혜안을 가져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기술을

민주화하고, 확장과복제가가능하여최대한많은사람에게사회적

혜택을줄수있는사업을하도록권유한다.

이책에는본Review에서언급한부분이외에사회적기업의사

업모델에대한분류, 유형별재원조달방법에대한소개와예과함

께실려있다. 전반적으로풍부한예와사회적기업가들을인터뷰한

자료들이많아흥미를잃지않고사회적기업의환경, 분류, 미래에

대해전반적인이해를하는데많은도움이되리라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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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SNUCSR NETWORK

SSNNUUCCSSRR NNEETTWWOORRKK -- 지지속속가가능능 경경 전전략략 연연구구회회

AAbboouutt SSNNUUCCSSRR NNEETTWWOORRKK

잡잡지지『『SSuussttaaiinnaabbiilliittyy RReevviieeww』』의의저저변변확확대대
:: 기기업업과과의의연연계계를를통통한한전전국국적적배배급급망망구구축축

11

EESSGG 산산업업과과의의연연계계를를통통한한CCSSRR에에대대한한이이해해
:: CCSSRR 컨컨설설팅팅기기업업과과연연계계를를통통한한교교육육과과피피드드백백

22

CCSSRR 및및SSuussttaaiinnaabbiilliittyy 통통한한사사회회적적공공익익강강화화
:: 외외부부활활동동을을통통한한사사회회적적인인식식확확대대및및참참여여유유도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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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을 '단순한기부', '일회성봉사'라고여기시지는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이제는잘못된고정관념을타

파해야할때입니다. CSR은일방적, 시혜적차원의사회공헌활동이결코아닙니다. CSR은현사회의지속

가능성을보장하기위한기업차원의총체적경 전략을뜻합니다.

SNUCSR NETWORK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경 전략을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학내 경 학술동아리입니

다. 이곳은CSR이단순히사회에만도움을주는것이아닌, 궁극적으로기업본연의가치에도부합되는 '경 전략'임을확

인하는자리입니다. 나아가우리는EESSGG((환환경경,, 지지역역사사회회,, 거거버버넌넌스스))관점으로비즈니스이슈들을포괄적으로다루며현세

계에대한통찰력및분석력을길러사회각부문의리더로성장하게됩니다. 주저하지말고SNUCSR NETWORK의문

을두드리십시오. 우리는 '당신'과함께더나은내일을위해힘차게나아가기를희망합니다.

VViissiioonn

MMiissssiioonn

SNUCSR NETWORK는CSR및 ESG의가치를교내외에널리전파하여우리사회에 '지속가능성'이라는새로운패

러다임을제시합니다. 더 넓은세상과의소통을위해우리는세가지미션을선정, 거시적관점에서이를실현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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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션션 활활동동

교육세션을통해습득한전반적인이해도를심화시키고자, 회원 3~4명이한팀이되어관심있는

분야별로Topic을선정하여프로젝트를진행했습니다. 
1팀: CSR 커뮤니케이션

2팀: 항만산업의기후변화대응전략

3팀: 인권통합경 으로가는길

4팀: ‘탄소배출권펀드’를통해본탄소금융의명암

매주CSR 산업관계자분을초청하여CSR에관련된다양한주제의강연을들으면서전반적인지

식을습득했습니다.  
1주차: What is CSR? 

2주차: 지속가능보고서의이해[KPMG]

3주차: 기후변화와CSR [IDEAS]

4주차: 탄소금융[산업은행]

5주차: SRI의이해[서스틴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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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강의의 내내용용
CSR Background
특정기업 Case Study

-- 대대상상 기기업업
CSR/SRI 전문 비즈니스
일반대기업 CSR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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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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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rroojjeecctt 준준비비
Student간 Team 결성
Team 내 Topic 제안
Competition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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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ppeenn SSeessssiioonn ((55월월말말)) 
공개 세션(관계자참석) 
수상자부상수여

--지지식식의의 공공유유 및및전전파파
PT 상 및자료공유
Text는 잡지를통해
국내대기업,기관에전파

교교육육세세션션

실실행행세세션션

발발표표세세션션 교육세션을통해습득한전반적인이해도를심화시키고자, 회원 3~4명이한팀이되어관심있는

분야별로Topic을선정하여프로젝트를진행했습니다. 
1팀: CSR 커뮤니케이션

2팀: 항만산업의기후변화대응전략

3팀: 인권통합경 으로가는길

4팀: ‘탄소배출권펀드’를통해본탄소금융의명암

Introduction of SNUCSR NETWORK

대대외외 활활동동

SNUCSR NETWORK는교육세션및실행세션을통해서습득한지식을바탕으로, CSR과관련된

주제로각종공모전에출전하 습니다. 

CSR 마케팅의일환인공익연계마케팅을주제로LG 로벌챌린저공모전에도전했고, 삼성과

삼성이주최한‘두근두근Tomorrow 친환경미래기술마케팅공모전’에출전하여당당히입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CSR을 주제로 각종 공모전에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Topic에대해좀더깊이있는지식과정보를축적할수있었습니다. 

봄축제를맞이해서SNUCSR NETWORK에서는탄소발자국측정행사

를개최하 습니다.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

출하고있는지측정해줌으로써큰호응을얻었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에대한인식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었습니다.

탄탄소소발발자자국국

공공모모전전 출출전전

잡잡지지 발발간간
정기세션과외부활동을통해축적된성과물을외부와공유하고자, 한학기동안습

득한지식과정보를정리하여『Sustainability Review』를발간하 습니다. 1년에 4

차례 온/오프라인으로 발행되는『Sustainability Review』는 학내 구성원들뿐만 아

니라기업체, 관련NPO 등에도배포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이주관

한B4E(Business 4 Environment) 정상회의에동아리회원2명이Youth 참가자로참석했습니다. 

본회의에서‘Powering Growth for the global green economy; 

로벌녹색경제로가는길’을주제로친환경기업과혁신, 관광, 스마트그

리드, 에너지효율성, 자원효율성, 재정과투자, ICT 기술, 생물종다양

성, 기후정책등의의제에대해토론했습니다. 

지난 4월 9일연세대학교와주한노르웨이대사관이공동주최한‘기업의사

회적책임과사회적기업’Conference에참석하 습니다. 

본 Conference에서 한국 기업 POSCO와 노르웨이 기업 Innovation

Norway 및 EUKOR Car Carrier의 CSR 활동현황및비전에대해배웠으며,

향후한국기업의CSR 방향에대해논의해보는시간을가졌습니다.

CCoonnffeerreennccee

BB44EE 정정상상회회의의

Introduction of SNUCS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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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ISSHH

AAmmaazziinngg SSttoorryy bbeeggiinnss……wwiitthh SSoocciiaall EEnntteerrpprriissee

여러분은아직‘사회적목적’과‘수익창출’을동시에만족시키는것이불가능하다고생각하나요? 

하지만, 이미우리주위에는불가능을가능으로만든다양한사례가존재합니다.  

사회적기업은한마디로빵을팔기위해고용하는것이아니라, 고용하기위해빵을파는기업으로, 좋은일을하면서도수익을내는기

업을의미합니다. 일반적인기업은이윤을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취약계층에게일자리나사회서비스의제공등사회적목적을추구하고,

이를위해수익창출등의 업활동을수행하는조직입니다.

국과미국같은선진국에서는이미사회적기업이자리를잡고성장하고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사회적기업이라는개념이최근도입

되어활발히논의가시작되고있습니다. 2007년 노동부의주도아래사회적기업육성법을제정하여정책적으로도사회적기업의발굴과육

성에필요한환경조성에힘쓰고있습니다.

아직국내사회적기업의기반은열악하지만, 저희WISH는‘사회적기업’이사회적문제에대한지속가능하고혁신적인방안이될것이

라고생각합니다. 

무무궁궁무무진진한한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의의 가가능능성성,, 궁궁금금하하지지 않않으으세세요요??

WWhhyy NNoott JJooiinn WWIISSHH??

◀마이크로크레딧의성공적인모델을만들어낸

무무하하마마드드유유누누스스와와그그라라민민은은행행((GGrraammeeeenn BBaannkk))

Ben & Jerry와의성공적인파트너쉽으로▶

빈곤청소년들이건강한삶을 위하고, 

독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준

쥬쥬마마벤벤처처스스((JJuummaa VVeennttuurreess))

위위 두두 가가지지 사사례례의의 공공통통점점은은 바바로로 이이들들이이‘‘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SSoocciiaall EEnntteerrpprriissee))’’이이라라는는 것것입입니니다다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SSoocciiaall EEnntteerrpprriissee))이이란란??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은은 리리와와 비비 리리조조직직과과 리리기기업업의의 중중간간형형태태로로 사사회회적적 목목적적을을 추추

구구하하기기 위위해해 업업 활활동동을을 통통한한 수수익익 창창출출을을 도도모모합합니니다다..

wwwwww..ssoocciiaalleenntteerrpprriissee..oorr..kkrr

Introduction of WISH

WWIISSHH란란?? 
WISH는What is Strategy for Humanity?의약자로

인류애를위한전략이무엇인지에대해고민하는

서울대학교학생들이모여만든학생조직입니다

WWIISSHH VViissiioonn
인류가안고있는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

지속가능하고혁신적인방안을연구, 제시하는

사회적기업전문Think Tank를지향합니다.

WWIISSHH MMiissssiioonn 
사회적기업에열정을가진인재양성

사회적기업의지속가능성에대한심층적연구

사회적기업의가치에대한공유및소통

사회적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창의적시도

WWIISSHH VVaalluuee
Will / Innovation / Sustainability / Harmony 

WISH에서는보다심화된세미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세미나를통해WISHer들은사회적기업에대해보다심도깊은

지식을축적하고, 이를바탕으로보다다양한스펙트럼으로국내의사회적기업을바라볼수있는전문가적통찰력을함양

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세미나의결과물은홈페이지와분기별로발행될Sustainability Review를통해외부와공

유하고, 마지막으로외부Conference를통해외부와소통할수있는기회를갖고있습니다. 

또한WISH는여기서그치지않고, WISHer 한사람한사람이WISH활동을통해배운지식을바탕으로다양한사회적참

여활동 (사회적기업에대한실제적지원, 공모전참여, 사회적기업창업등)을펼쳐나갈수있는플랫폼으로써의역할을

수행하고자합니다. 

WWeellccoommee ttoo WWIISSHH 

Main Activities 

Introduction of WISH

wwwwww..wwiisshhggrroouupp..oorr..kkrr

wwiisshhssnnuu@@ggmmaaiill..ccoomm

WISH 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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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uubbllii
sshh

ccoonnffee
rreennccee

WWIISSHH iinn 22000099
WISH는사회적기업전문THINK TANK로발돋움하기위하여,  2009년에도다양한활동을진행하 습니다. 

학학술술 SSeemmiinnaarr

WISH회원들이모여사회적기업에대해토론하고, 

주제를잡아국내외Case들을분석하며, 사회적기업

관련전문가를초청하여강연을듣는등, 매주진행

되는세미나를통해사회적기업분야의전문가가

되기위한소양을쌓아가고있습니다. 

<세미나주제>

- 1학기: 한국의사회적기업육성법의정책점함의와개선방향, 

한국에서의공정무역, 소셜자본, 웹2.0

- 2학기: 노숙인고용형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과대기업의연계, 

국제개발협력과사회적기업

<<SSuussttaaiinnaabbiilliittyy RReevviieeww>> 발발간간

Sustainability Review는WISH의연구및프로젝트활동을담은계간지입니다. 

2009년봄에는“Blended Value & SROI”를주제로6호가발행되었고, 여름에는“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의연계방향”을주제로7호가발행되었습니다. 또한가을에는“사회적기업과

리기업의협력관계에대한한국현황”을주제로 8호가, 겨울에는“기업의사회적책임과사

회적기업의시장적해석”을주제로9호가발행되었습니다.

Sustainability Review는대학생과외부단체에배포되며, 사회적기업에대한관심을높이

기위한WISH의노력중하나입니다.

제제11회회 GGRRIICCSS 지지속속가가능능성성 CCoonnffeerreennccee 개개최최 (2009.6.3)

사회적기업을포함한전반적인지속가능성이슈에대한인식의

제고와소통의장을조성하고자하는목표로제1회GRICS 지속

가능성Conference를개최했습니다. 

WISH, SNUCSR, Share 등의학생동아리의참여와사회연대

은행, 서울대학교 아시아지속가능연구소 등의 단체 및 기업의

참여및후원아래성공적으로개최되었습니다. 

Introduction of WISH

SSeemmii
nnaarr

프프로로젝젝
트트

프프로로젝젝
트트

KKoonnrraadd AAddeennaauueerr 컨컨퍼퍼런런스스 주주최최 (2009.7.25)

WISH가주최,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의후원으로Konrad Adenauer

컨퍼런스가개최되었습니다. 

서울프라자호텔에서열린이번컨퍼런스의주제는“한국의사회적기

업현황”으로, WISH의연구및프로젝트의산물을더많은사람들과

나눌수있는시간이었습니다

소소셜셜 벤벤쳐쳐((SSoocciiaall VVeennttuurree)) ““마마중중물물[[PPrriimmaarryy WWaatteerr]]””설설립립

“마중물[Primary Water]”은WISH가설립한소셜벤처으로, 학생에

게장학금을기부하고자하는개인및단체와수혜학생을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웹을기반으로한장학금매칭을통해교육에대한경제적격차를좀

더적극적으로극복할뿐만아니라, 더 많은기부자를발굴하는사회

적가치를추구하고있습니다.

공공부부의의 신신 소소셜셜벤벤처처경경연연대대회회((SSVVCCKK)) 대대상상 수수상상 (2009.11.6)

WISH가사업적기업화를컨설팅했던“공부의신[공신]”(대표강성태)

이 2009년 소셜벤처경 대회(Social Venture Competition Korea,

SVCK)에서대상을수상했습니다. 

“공부의신”은2007년부터각종언론매체에등장하며큰관심을모은

서울대학교 동아리로 시작하여, WISH와 협력하여 사업화를 거친 후

사회적기업으로서새로운출발을하게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공부의신”은저소득층학생들에게대학생멘토링을제

공하여학업향상을돕고있고, 이번대회수상을계기로사회적기업

의새롭고선도적인역할모델로서의역할을계속해나갈계획입니다.

Introduction of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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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행사사

행행사사

AAccttiivviittyy 22000088
저희WISH는지난2008년3월처음활동을시작한이래다음과같이활발한활동을진행해왔습니다.

WWIISSHH RReeppoorrtt 발발행행 (2008.3 - 2008.12)

1호- 노인요양간병산업(2008.6)

2호- 재활용산업(2008.9)

3호- 문화·예술산업(2008.12)

WISH Report는각산업에속한사회적기업에경 지원상의통찰(insight)을

제공하기위하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쎄스넷(SESNet)과 협력하여발행하

는분기별리포트입니다. 

WWIISSHH BBeelllloo MMaarrkkeett 개개최최 (2008.5.29, 서울대학교)

국내의대표적사회적기업인아름다운가게와WeCan 쿠키

상품판매를통하여, 학내에사회적기업및WISH에대한인지

도를확산시켰습니다. 

청청계계천천 사사회회적적 기기업업 한한마마당당 대대회회 참참여여 (2008.9)

사회적 기업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사

회적기업을홍보하고WISH도홍보하 습니다. 

Introduction of WISH

연연구구
WWeeCCaann CCooookkiiee PPrroojjeecctt (2008.3-2008.12)

사회적기업위캔의상품유통망을확대하기위하여,  

시장및소비자분석(FGI)후위캔에보고서를제출하고(2008.8),

학내커피전문점FANCO에위캔쿠키를입점시켰으며(2008.6),

학내에서위캔쿠키시식회를가졌습니다(2008.11.4-6).  

프프로로젝젝
트트

WWiinntteerr PPrroojjeecctt 11 (2009.1-계속) 

장애인쿠키제작사업으로사회적기업화

추진중인A 복지단체에전략적인포지셔닝을

제안하는등, 사업준비를지원하 습니다.

프프로로젝젝
트트

공공신신 PPrroojjeecctt (2008.9-2008.11)

사회적기업화준비중인 <공부의신>의비즈니스모델구축및Social Venture Competition 준비를지원하 습니다.

공신은, Social Venture Competition에서2위에입상하 습니다. 

프프로로젝젝
트트

지지구구촌촌 외외국국인인 노노동동자자 전전용용 병병원원 PPrroojjeecctt (2008.6-2008.8)

사회적기업지구촌외국인노동자전용병원의

후원프로그램개선방안을연구하고, 후원프로세스

개선방안보고서를제출하 습니다. 

프프로로젝젝
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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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inntteerr PPrroojjeecctt 22 (2009.1-2009.2)

컨설팅회사의CSR팀과함께B 사회적기업의

새브랜드도입및사업확장을위한사업계획서

작성을지원하 습니다

프프로로젝젝
트트

학학술술 SSeemmiinnaarr (2008.3-200.2)

WISH회원들이모여사회적기업에대해토론하고, 

주제를잡아국내외Case들을분석하며, 사회적기업

관련전문가를초청하여강연을듣는등, 매주진행

되는세미나를통해사회적기업분야의전문가가

되기위한소양을쌓아가고있습니다.  

프프로로젝젝
트트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