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NTER 2018 Vol.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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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 NETWORK 회장의 인사말
  

	 안녕하세요 SNUCSR NETWORK 21기 회장 송지현입니다. 

작년 3월 학회에 들어와서 20기 선배기수들로부터 교육을 받던 

시절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1기와 22기가 함께 

Sustainability Review Vol.29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

고 있는 두 전공인 사회복지학과 경영학이 추구하는 가치들의 조화

를 찾아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으로 처음 학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

는데, 회장활동을 마무리하는 지금은 보다 더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지속가능경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개념이 바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만해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여느 때처럼 여성용품을 구매하면서, 또 친구와 피자를 시켜먹으면서 과

연 기업이 다하지 못한 책임이 무엇인가를 열띠게 토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대되

는 역할을 다하지 못 한 기업들은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CSR은 사회 전반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기업 자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사회를 외면한 채 경제적 이익만 뒤좇는 기업은 소비자로

부터 외면 받을 것이며, 반대로 사회적 가치만 우선시해도 기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어느 경우

에서든 사회와 기업이 함께 갈 때만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CSR의 개

념이 널리 알려져 있는 오늘날 기업은 더 이상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 스스

로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모든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탐구하고 실천할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것이 기업 자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SNUCSR NETWORK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순히 CSR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향과 수단으로 CSR을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한 학기를 보

냈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션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

색해보고, 새롭게 진행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CSR관련 부서 직원분들을 인터뷰하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CSR에 대한 열정과 진로 계획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초청강연과 컨퍼런스 참여는 더욱 깊은 지식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Sustainability Review Vol.29는 저희 학회원들의 여러 고민과 활동이 녹아들어있는 매거

진입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CSR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고민하고, 매거진 발간까지 많은 노력

을 기울여준 SNUCSR NETWORK 학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CSR에 대한 

색다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기업관계자, 연구단체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Sustainability Review Vol.29가 많은 분들의 노력 속에서 발간된 만큼 지속가능한 사회가 만들

어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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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 Network 기본정보

동

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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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사

항

소 속  학 교 서울대학교

소 속  학 과 경영대학

소 속  형 태 학술연구동아리

단   체   명 지속가능경영학회 SNUCSR Network

창 립  년 도 2006년 3월

대 표  학 생 21기 송지현 (14 사회복지학 전공)

대표 연락처 010-7543-2707 / snucsr@gmail.com

지 도  교 수 이동기 교수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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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 인 원 현재 활동인원 : 15명 (21기&22기) (누적 계 234명)

활 동 시 간
학기 중 매주 금요일 오후 6시~8시 30분 학술토론 진행

(개인적인 학습시간은 별도)

2017년

가을학기

주요

활동

1. 201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컨퍼런스 참석

2. 2018 CSR 전망 컨퍼런스 참석 

3. 공개강연: 딜로이트 CSR 컨설팅 전문 이동건 컨설턴트

4. 실무자 인터뷰: 현대자동차 CSV 경영팀 홍순상 차장 외 임직원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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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외국인들과	마주치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많은	이들이	여행,	

교육,	이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발

을	디뎠고	그	중에서도	근로를	위해	입국한	외

국인들을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라	부른다.	외국

인	노동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관심을	

받게	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로	3D	업종

의	중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	시장에	유

입되었으며,	1992년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교를	계기로	중국	동포들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불법체류자문제,	다문화	

사회갈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장내	외국인	

노동자들에	 한	폭행,	인종차별,	임금	미지급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	또한	심각하다.	

이에	2011년	당시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1박	2

일에서	외국인	노동자	특집을	방송하여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한	관심을	촉구하였고	2010년

에	개봉한	외국인	노동자를	다룬	영화	‘방가방

가’가	인기를	끌며	그들의	부당 우를	사람들에

게	알렸다.	

	 이렇게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

을까?	1993년	비 련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

으로	확보하기	위한	산업연 제도가	시작된	이

래로	법적	사각지 와	브로커	 료	등이	문제

시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도에	고

용허가제가	도입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

다.	고용허가제는	국가의	관리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공정한	처우와	인권을	보장하고	투

명한	제도를	통해	송출비리를	방지하고자	하였

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제한조항

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직업	선택의	자

유의	침해	소지가	있고,	단기순환제도는	안정적

인	인력 급에	지장을	주며	가족동반을	제한해	

외국인	노동자가	사회에	적응하는데	장애가	되

고	있다.1)	이런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본고에서는	제도적	측면과	

기업적	측면	두	가지	관점에서	개선방향에	 해	

이야기하고	실제로	현재	어떤	노력들이	실행되

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고정호,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	2015,	p.3.

 21기 배홍선 (qoghdtjs@snu.ac.kr)

 22기 오은채 (eunoh0202@naver.com)

 21기 위세라 (wiesera@naver.com)

 21기 주가영 (joogayeong@naver.com)

[인권노동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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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노동자 근로 실태
	

 2-1.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 

	 2017년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의	숫자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07년	

100만명	 준이었던	외국인	체류자	숫자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치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연평균	체류외국인

의	숫자가	8%씩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2021년

에는	국내	체류외국인이	300만명을	넘어설	것

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데에는	외국인	관광객

의	유입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국내	산업

에서	외국인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한	사실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당

시	취업외국인은	2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2016

년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	142만명	중	외

국인	취업자는	9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렇다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가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소위	3D	

업종에	 한	기피현상을	그	원인으로	꼽을	 	

있다.	산업화	이후	 학진학률이	80% 로	치솟

으면서	상 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은	3D(어렵

고,	더럽고,	힘든)계열의	일자리	 신	양질의	일

자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자연스레	

3D	직종에서는	인력난이	 두되었고	이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게	된	것이다.	둘째로	정

부가	고령화	현상에	 한	 응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들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장기체류	정

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상

으로	‘ 련기능	점 제	비자’를	신설하기로	발

표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2년마다	심사를	거쳐	

특정한	점 를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기간은	4년	10개월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지속적으

로	재심사에서	기준	점 를	충족하는	경우	외국

인	노동자에게	사실상	한국에	영구적으로	체류

할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최근	고령화문

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외국

인	노동자	 용에	 해	한국형	모델을	따르자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2)	마지막으로	

인건비의	압박을	상 적으로	크게	받는	중소기

업에서	저렴한	인건비의	외국인	노동자에	 한	

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 	단순	노무	혹은	서비

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

인	노동자	중	관리자	직급	및	전문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그에	

반해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	노무,	서비스업,	

농림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의	비율은	총	86%에	달할	정도로	직종의	편중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2. 외국인 노동자 노동현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	근로자들이	기피

하는	힘들고	어려운	직종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작업환경에	있어서도	내

국인	근로자에	비해	차별 우를	받고	있다.	먼

저	임금에	있어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최저

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금

이	체불되어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실태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외

국인	노동자의	총	임금체불액은	687억	원으로	

2012년의	240억	원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

은	10.53시간,	하루	평균	2.5시간의	잔업을	하

고	1주일에	5일	이상	잔업,	한	달	2회	이상의	휴

일근로를	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아주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서도	그	 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할	 	있다.	

2)	 	김 혜,	“고령화	일본	"외국인	노동자	 용…	한국처럼	가야
하나"”,	조선일보,	2016.10.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2016/10/04/20161004002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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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뿐만이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

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한

다.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신분상의	약

점	때문에	사업주에게	정당한	저항도	하지	못하

고,	관계	기관에	신고도	꺼려해	이러한	폭행	사

건은	 면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외국

인	노동자에	 한	차별 우가	여러	방면에서	지

속적으로	가해지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살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구경북지역에서는	네팔	외국인	노동자	세	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근	3년간	주

한	네팔	외국인	노동자	중	총	21명이	자살을	선

택했다.	자살뿐만	아니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

다.	지난	5월에는	경기	여주	돼지	농장에서	일

하던	노동자	4명이	안전장비	없이	정화조를	청

소하다	분뇨	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또한	7월

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러시아	노동자가	열

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불과	얼마	전

인	12월	15일에는	부산의	한	공장의	외국인	노

동자	기 사에서	불이	나면서	베트남	출신의	노

동자	한	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이	공장의	

기 사는	화재에	취약한	컨테이너로	지어졌으

며,	보일러	 신	사용했던	전기장판과	라디에이

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신고	

건 는	총	1088건으로	연	평균	109명이	산업

재해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민	단체

들과	외국인	노동자	노조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전면적	개선	및	인권보장에	 한	

요구사항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는	외국인	노동

자	자살원인	실태조사	실시	및	고용허가제	전

면	재검토,	인종차별	금지법	즉각	제정	등이	포

함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	노조는	정부가	사

업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제도를	개악해나갔

을	뿐,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

음을	비판한다.	‘시키는	 로	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에서	벗어나	노동

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자신들은	한국	사람과	똑같이	고

통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인간이며,	자신들을	노

예로	만드는	현	제도를	철폐해달라고	호소한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현	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

는	부분은	고용허가제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	

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밖에	없다는	것

이다.	

3. 고용허가제 개괄 및 실태

 3-1. 고용허가제 개괄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

을	이뤘으며	GDP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다.	이로	인해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

게	되었고	임금이	높은	 련공보다는	임금이	낮

은	비 련공들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중심의	중

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로	눈을	돌리게	되

었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반

하였으나	90년 가	되어	인력부족이	심각해

지자	산업기술연 제도를	시행해	비 련	외국

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확보하고자하였다.	이

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결에	도움

을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

기하였다.	산업연 생제도에서	외국인	노동자

는	한시적인	노동력의	연 생	신분이었기	때문

에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노동시간,	법정휴

가,	최저임금	등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폭행,	폭언,	인종

차별	등에	노출되었고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탈,	불법체류,	불법체류자	불법고용문제가	사

회문제로	 두되었다.3)	2003년	당시	전체	36

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	중	29만	명이	미등록	체

류를	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4)	더불

3)	 고정호,	앞의	글,	p.21.

4)	 	김기돈,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10년,	왜	만신창이가	됐
나	 [기고]	 '내국인	일자리	침해	방지'라는	기만”,	프레시
안,	2014.08.17.	http://www.pressian.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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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인력송출	브로커에게	송출국의	미 련	노동

자의	10년	연봉을	넘는	알선	 료를	지급하

는	송출비리가	발생되면서	제도	개편의	필요성

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8월17일	새

로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출입국관리국에서는	고용허가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인력부족 업종, 직종에 대해 적정규모의 외국

인력 도입

2. 내국인 구인노력의무 부과 등 내국인 고용보호

	 1)		고용안전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

의무를	이행하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하여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용

	 2)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제조업,	건설업,	서

비스	업,	농업,	어업	등에	외국인	취업허용

3.  송출비리 방지를 위해 공공부분에서 외국인 

노동자 선정 · 도입 담당

4.  최저임금, 노동3권 등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

관계법 적용

5.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 3년 설정(1년마

다 근로계약 갱신)

	 1)		단기취업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가족동

반은	금지

	 2)		국내취업	후	출국하는	경우	일정기간(1년)	

경과	후	재입국,	취업	허용

6.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

	 1)		다만,	사업체의	휴업,	폐업,	사업자의	정당

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	허용

7.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3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제한

	 위의	내용에서	볼	 	있듯이	고용허가제는	크

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단기순환정책’은		

노동자가	한국에서	정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도입한	것으로	외국	인력에게	3년의	체류	기

간을	부여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

article.html?no=119539

보내고	새로운	노동자를	도입하는	정책이다.	다

른	하나는	'내국인	일자리	침해	방지'정책으로	'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

동	금지'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5)	

	

 3-2. 고용허가제 문제조항

	 고용허가제는	일부	조항이	불합리하고	인권

침해적인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

내외로	비판의	 상이	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단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항은	바로	고용허가

제의	‘사업장	변경제한’	조항이다.	고용허가제

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을	변경할	 	있는	구

체적인	상황과	횟 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

며,	이를	초과할시	강제출국명령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7~2009년	3년에	걸쳐	해당	법률에	

한	헌법소원심판6)이	총	세	차례	청구되었는

데,	청구인들의	주장요지는	사업장	변경제한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계약해지의	자유를	부정·제

한하여	강제근로에	놓일	위험에	처하게	하므로,	

헌법	상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을	중 하게	제약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사업

변경제한	조항에	반 하는	외국인	노동자	및	인

권단체들은,	해당	조항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

업주에게	종속시킨다는	면에서	과거와는	형태

만	다른	‘현 판	노예제’라	주장하고	있다.	전국

적으로	고용허가제와	사업장	변경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규모	시위가	나날이	번져나가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더	나아가	사업장	변경제한은	고용허가제의	

정주화	방지를	위한	단기순환제도와도	접목되

어	그	속박을	강화한다.	오늘날	고용허가제는	

외국	인력이	한국사회에	장기체류하면	발생하

는	사회적	비용의	증 나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기간을	4년	10개월

로	제한하는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조건을	만족한	성실근로자들에게는	재입국,	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고용

5)	 김기돈,	위의	글.

6)	 2007헌마1083,	2009헌마230,	2009헌마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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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아니한’	성실근

로자일	것이	요구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재취

업에	 한	절실함을	이용하여,	암묵적으로	사업

장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셈이다.	실

제로	사업장	변경횟 	초과	시	강제출국의	리스

크와,	성실근로자라는	재고용	요건은	 많은	국

내	외국인	노동자들을	극도로	열악한	노동조건

이나	사업장의	처우,	임금체불	등의	불합리	속

으로	등	떠 고	있다.	또한	동시에	외국인	노동

자들을	철저히	계약	상	‘을’이자	‘약자’로서	위

치시킴으로써	악덕사업주들에게는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노동조건과	처우를	저하시킬	 	있는	

빌미를	제공해준다.

 3-3. 고용허가제로 인한 권리침해와 불평등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제가	세상을	뜨는	이유는	건강

문제와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시간	동안	치료

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허락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됐습니다.	제	계좌에	320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제	아내와	여동생에게	주시

기	바랍니다."(출처	이주민들레,	청주네팔쉼터)

	 충북	충주	제조업체	S사에서	일하던	20 	

네팔	외국인	노동자	께서브	쓰레스터(Keshav	

Shrestha·27)씨가	기 사	옥상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의	유서에	있는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라는	문구는	고용허가제의	

모순을	다시	한	번	폭로하는	듯,	여타	외국인	노

동자들의	현실을	 변하는	듯하였다.	국내	노동

시장의	원활한	인력	 급을	위한	취지로	제정된	

고용허가제가	결과적으로	초래하는	불평등과	

권리침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약한	위치를	

악용하려는	기업의	고용주들에	의해	더욱	극

화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부터	파생된	사회문제들	중	가

장	빈번하고	심각한	문제로는	단연	고용주들의	

임금체불을	들	 	있다.	최저임금제	동일적용으

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제적	평등이	보장되었

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고용허가제

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불안정한	위치와	서투

른	한국어	능력을	약점	삼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과	임금체

불	사건으로	신고된	사업장	 는	해마다	증가하

는	추세이다.	실제로	2015년	경상남도	함안의	

한	부품공장에서	근무하던	20 	인도네시아	출

신	외국인	노동자	3명은	임금체불과	사업주의	

욕설에	시달려	사업장	변경제한으로	시도하다	

사장으로부터	"땅에	묻어버린다.	회사	바꾸려면	

2000만원	내놔라"라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7)		

또한	임금체불에	항의하거나	이를	이유로	사업

장	변경제한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안정적인	일

자리를	잃을	 	있다는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근로기준법

을	위반한	고용주에게	가해지는	솜방망이	처벌

(벌금형)과	허술한	감시체계는	이러한	불합리한	

처우를	더더욱	장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고용허가제로	인한	이주근로자의	일방적인	

종속은	일부	업계의	노동환경	악화와도	긴 하

게	연관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집중

되는	농축산업,	임업,	 산업계의	경우,	정당

한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어8),	근로자들은	휴일

도	갖지	못한	채	높은	강도의	착취에	노출된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희망해도,	법적	

위반사항이	아닌	이상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더	나아가	근로

조건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우	등	사업주의	책

임이	명확한	사안에	있어서도,	증명에	있어	의

사소통	문제로	권리구제가	어려울	 밖에	없다.	

7)	 	“이주노동자	죽음	부르는	'고용허가제'···"착취	못	벗어나"”,	
뉴시스,	2017.09.0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27_
0000078376&cID=10201&pID=10200　

8)	 근로기준법	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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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조항	중	하나이다.	기업	측에서	근로자

들에게	제공하는	기 사	내지	 소에	 해	구체

적인	요건이나	하한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 의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주

거공간의	구실도	할	 	없는	비닐하우스나	컨테

이너	등을	기 사랍시고	제공하고	매달	임금에

서	 박비를	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기 사들은	

소방·안전시설도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의	컨테이너	 소에서의	화재,	사망사건

이	잇따르고	있다.9)	이처럼	사업주들은	근로기

준법의	사각지 에서,	혹은	제도의	흠결을	적극	

이용해서	노동환경의	질을	더	떨어뜨리고	최소

한의	인권과	존엄성,	생명권마저	침해한다.

	 결정적으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우리나라	국적의	근로자의	권리와	다른	

층위로	설정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합리적	차

별의	 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동일	 준의	근로

권,	인권을	보장받는	평등한	인격체로서	 우하

기를	거부하였다는	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적	차원의	인식은	곧	국내	중소기업의	

고용주들을	비롯한	우리나라	 다 의	국민의	

인식을	 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외국인	노동자

로서	겪는	각종	피해사례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

러운	것은	평등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우받지	

못한	채	암묵적인,	때로는	명시적인	차별을	매

일같이	마주하는	일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차별

우와	각종	폭언,	폭력,	성희롱	등으로	인한	외

국인	노동자의	정신적	피해는	어떠한	법이나	제

도로도	온전히	보호,	배상받지	못한다.	유일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인	고용허가제는	오히

려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단순히	

의식적인	차원을	넘어	제도화함으로써,	차별적	

인식을	더욱	견고히	하고	권리침해를	정당화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4. 최근의 법 개정과 그 한계

9)	 	강민정,	“"법	개정	시급"…부산서	이주노동자	 소	화재	잇
달아”,	노컷뉴스,	2017.12.20.

	 http://www.nocutnews.co.kr/news/4895000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4년	첫	시행	이래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그에	따른	개정

을	 차례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합리를	

감내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가	계속해서	 두

되는	이유는	노동권	침해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피상적인	제도	개선에만	그쳤

기	때문이라고	할	 	있다.

	 기존의	고용허가제에	 한	반 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새로운	법규를	발표했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회사로

부터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

한	경우,	1년	치	임금의	30%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사업

장	변경을	신청할	 	있었다.	이와	같이	엄격한	

규정	때문에	임금	체불이	발생해도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한	

비판이	거세지자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을	발표

하였고,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금액

과	관계없이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임금을	

2개월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게	계속되는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있게	하였다.	또한	체불	횟 	관련	규정도	삭

제하여서	외국인	고용자의	권리를	조금	더	적극

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줬다.10)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이번	개정	역시	사업장	

변경	신청	규제를	완화한	것이지	사업장	변경	

제한에	따르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사업장	변경	신청	시	기

간과	신청	횟 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	사

항을	초과하게	되면	노동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없게	된다.	사

업장	변경	기간과	횟 	제한에	따른	문제점	제

기에	 해	고용노동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현

10)		정진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땐	바로	사업장	옮길	 	
있다”,	문화일보,	2017.12.1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	
20171214010712213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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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에	헌법상	문제가	없

음을	밝히고	있다.11)	하지만	사업장	변경	횟 	

제한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가	

계속될	 	있으므로,	사업장	변경	신청	규제	완

화와	더불어	횟 	제한	역시	개선	방안을	고려

해봐야	한다.

5. 개선 방안 및 제언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문제는	 차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동시에	이에	 한	사회적	

인식도	확 되고	있다.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

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있는	방안

을	논의해보고,	기업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할	 	있는	실질적인	노력

에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5-1. 제도적 차원의 개선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장,	기업의	자율적	근로자	선택권과	

같은	국내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을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필

요하다.	그런데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권이	제 로	보장되지	못했던	이유는	국내	사업

장에서	고용허가제를	외국인의	국내	취업	활동

을	제한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은	외면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고용허가제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

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줄	 	있도록	제도적	개선

이	필요하다.

11)		“[고용노동부	해명	및	설명자료]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하는	고용허가제	개정	시급」기사	관련	해명”,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2017.10.10.	https://blog.naver.com/
molab_suda/221113938870

	 먼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정인	사업장	

변경	제한,	정주화	방지	문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업

장	변경	제한	문제는	최근까지도	개정이	이루

어졌지만	근본적인	변화의	 준에는	미치지	못

하였다.	성공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	신청	조건의	완화보다는	신청	횟 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거나	법규를	개정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를	확 	적용하

는	방법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한	 안이	될	 	있

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일반	외국인	노동자에	

한	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동포에	 한	특례	

고용허가제로	나뉘며,	일반	외국인	노동자에	

한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의	체류	자격을	소

지하는	사람을	 상으로	하고	특례	고용허가제

는	방문	취업의	체류	자격을	소지하는	사람을	

상으로	한다.	특례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

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점,	취업	가능	사업장의	

개 ,	출국	후	재입국하여	취업	활동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고용허가제와	차이를	보

인다.	이러한	특례	고용허가제는	조선족과	같은	

국외	동포들을	위한	제도로서	민족적	유 감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지만	이는	다른	

외국인들과의	차별을	유발할	 	있기	때문에	논

란의	여지가	있다.12)	따라서	별도의	법규를	신

설하지	않고	특례	고용허가제의의	규정을	일반	

고용허가제에	확 	적용하여	차별적	요소를	없

애고,	동시에	일반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해결하

는	것도	방법이	될	 	있다.13)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한	법

적	규제를	강화하여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

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법정	근

로시간	준 ,	4시간	근로	시	30분	휴식이라는	

법정	휴게	시간	및	휴게	시설	확보	등이	있으며,	

이를	준 하지	않는	사업장에	 한	제재가	필요

12)		손윤석,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법학연
구」Vol.49,	2013,	p.14.

13)	손윤석,	위의	글,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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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더불어	외

국인	노동자의	근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

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5-2. 기업 차원의 개선

	 외국인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정

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의	개선	노력이

다.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이자	이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주체는	

사업장,	즉	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제도에	명시된	내용을	준 하는	것에서	더	나아

가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

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	기업

들의	외국인	노동자	 상	복지	활동은	언어	교

육,	기부	활동	등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활동에	

그쳤지만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사내	복

지	제도의	개선,	그리고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

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5-2-1. 개선의 필요성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환경	

개선은	기업	차원에서	비용	증 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자발적

으로	노력할	유인이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

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	해결

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현재,	기업	입장에

서도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첫	번째로	법정	근로시간	및	휴식	시간과	같

은	물리적인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을	때	근로자

들의	생산성도	향상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보에서	역시	외국

인	노동자들을	배려한	근무	환경	조성이	생산성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터뷰를	확인

할	 	있다.14)	

	 다음으로는	기업이	 련된	인력을	안정적으

로	보유할	 	있다는	점이	있다.	현재	정부에서	

1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보	<월간내일>	294,	 2016,	
p.13.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및	근로기간	연장과	재취

업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합리적인	

준의	근로	환경을	보장해준다면	기업	역시도	

련된	근로자를	비교적	장기적으로	보유할	 	있

을	것이다.	또한	권리	침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탈,	그리고	잦은	해임과	채용은	기업	입장에

서도	채용	및	교육	과정에서의	비용	증 로	이

어질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및	환경	개선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익이	될	 	있다.	노동권	

보장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확

보할	 	있다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있음

은	물론이고	국제적	인력	 급	전쟁에서도	우위

를	차지할	 	있다.	실제로	고령화에	따라	일부	

산업군에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에

서는	‘노동력	시장에서	한국에게	 리고	있다’

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15)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력	 급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외	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

장이	필 적이다.

  5-2-2. 구체적 개선 방안과 사례

	 기업은	윤리	경영에	 한	당위적인	이유뿐	아

니라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	 련된	인력의	

확보,	그리고	국제적	인력	 급을	위해서	자발

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

해	노력해야한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행할	 	있는	개선	노력에

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로법에	명시된	법정	근

로	시간,	휴식	시간	등의	조항을	준 하여	보다	

합리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노동권	침

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고발할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15)		김 혜,	“고령화	일본	"외국인	노동자	 용…	한국처럼	가
야하나"”,	조선일보,		2016.10.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2016/10/04/20161004002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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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교육	제

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외국인	고용허

가제	전문	지원센터인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상으로	한	지원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16)	기업	자체에서	해당	산업,	

그리고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보다	전

문적이고	상세히	교육한다면	전문	인력	확보에	

도움을	줄	 	있을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때	참고할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컴퓨터	장비	업

체인	HP(Hewlett-Packard	Company)가	있

다.	HP는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	근로를	근절하

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강

제	노동에	 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HP	가이

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를	에이

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채용해야	한다는	것인데17),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절차는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그 로	

국내	기업에	적용시키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기

업	자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

라서	국내	기업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에서부

터	구체적인	근무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근무	환

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볼	 	있

다.

	 해외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	중에서도	역

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볼	 	있다.	㈜한국오바라

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인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조사를	포함하

여	연	1회	자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근로

자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

16)	고용노동부,	앞의	글,	p.17.

17)		Blair	Hinderliter,	 “HP	Reinforces	Protection	 of	
Foreign	Migrant	Workers”,	HP	NEWS,	2014.11.10,

	 	http://www8.hp.com/us/en/hp-news/press-
release.html?id=1836213#.WmsKznkUnIV

다.18)	또한	㈜에스에이테크의	 표는	베트남	여

성	근로자에게	3개월간의	출산	휴가를	허락하

였는데,	이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내	근로자

와	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례로	볼	 	있다.19)	

	 이렇게	기업이	국내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하

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

인	복지	및	환경	개선을	실시한다면	기업과	근

로자	모두	상생할	 	있는	건강한	기업문화가	

만들어질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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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현 카드는	중고·신보	LP를	판매하

는	공간인	<바이닐&플라스틱>의	개시를	알렸

다.	현 카드는	프로젝트에	앞서	‘음반	시장	지

원	및	문화	융성’을	취지로	내세우며	사업이	갖

는	범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 카

드가	숨겨져	있던	것을	발굴해내는	형태로	문

화를	융성하겠다는	취지의	정당성은	결과적으

로	모호해졌는데,	해당	문화를	단순히	널리	알

리는	것	이상으로	그	지속가능성에	 한	고민은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같은	해	7월	3일,	전국음

반소매상연합회는	<바이닐&플라스틱>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사업이	소매상인들을	중심으

로	기존에	형성되어	온	LP·음반	문화를,	나아가	

소매상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	소리	높였

다.	각각의	다양한	개성을	유지해	온,	그러나	자

그마한	규모의	골목	상권에	불과한	소매상들은	

기업의	거 	프로젝트	앞에서	단	몇	개월	만

에도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를	 	있다는	것이었

다.	따라서	이들은	진정	지원을	하고	싶다면,	

익성도	거의	없는	음반	소매시장에서	물러서되,	

기존에	현 카드가	운영해온	음반	전시·청음	공

간을	확 할	것을	 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직

접적으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소매상인들	외에

도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소비자들도	있었

다.	이들은	'작은	음반	가게'의	필요성을	강조했

는데,	이는	"부당한	경쟁"임을	비판하거나,	 "현

카드	중심의	LP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걱정을	밝히기도	했다.1)	비록	현 카드는	긍정

적인	취지를	내걸고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결과

적으로	그것이	남긴	영향은	마냥	긍정적이지는	

못했던	셈이다.	자그마한	가게에서	먼지	쌓인	

LP	판을	뒤적이며	느낄	 	있던	빈티지한	감성

도,	나아가	감 성의	차원을	넘어서	더	심각하

1)	 	미디어오늘,	<LP	소매점주들,	"언론은	왜	현대카드	홍보	자
료만	받아쓰나">,	2016-07-04http://m.post.naver.
com/viewer/postView.nhn?volumeNo=4583631&m
emberNo=16505124&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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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그	가게들에	자신들의	생업을	걸고	있던	

이들의	생존도,	모두	<바이닐&플라스틱>	앞에	

일방적으로	흡 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현 카드와	마찬가지

로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관련	사

업을	시행한다.	그	중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깊

은	고민이	부재한	채로	보기에	화려한	공공	미

술	또는	유사	미술관	등을	설치하고	지속가능경

영보고서에	싣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다.	이때	

현 카드가	표방한	가치와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식은	이러한	여타	기업의	문화	사업들에서	반

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것에	내포된	위

험성은	공유된다.	물론	이들의	취지는	원론적

인	선에서는	무척이나	바람직하다.	기업은	그들

이	가진	풍부한	자원을	통해,	더	많은	개인에게	

문화	예술	경험에의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사

회	전체의	이로운	가치를	증진시킬	 	있는	것

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의	경우처럼	

‘보여주기’	식으로	사업이	의미	없이	중구난방	

진행되거나,	해당	사업이	일시적인	주목을	받되	

정작	그	속에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진정한	목소

리는	소거되고	문화가	맹목적으로	소비되는	데

에서	그치는	경우,	그들이	표방하는	가치는	지

켜질	 	없다.	나는	이러한	사업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안정적인	관계를	구

축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

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때	핵심은	소비

자,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자와	진정으로	협업

하는	것에	있다.	이번	겨울	필자가	여행	중	발견

한	두	공간이	이와	관련한	착상을	도왔는데,	마

르세유의	<Friche	la	Belle	de	Mai>와	파리의	

<104>가	바로	그것들이다.2)	

	 두	공간	모두	소위	말하는	문화	예술	복합공

간으로,	내부에는	다양한	전시·공연을	위한	장

2)	 	물론	두	공간은	특정	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은	아니며,	
정부	또는	지역기관이	그	조성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CSR과
는	직접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보일	 도	있겠다.	그러나	필
자는,	기업이	만약	CSR의	일환으로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자	할	때,	이러한	선례들이	중요한	함의를	남길	 	있다고	보
아	해당	공간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와	더불어	중고	물품	상점,	카페,	식당,	아동	

전용	쉼터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문화	공

간과	두	공간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이들

은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을	참여자들로	탈바꿈

시킨다는	것이다.	이때	이용자들은	관광객들보

다도,	해당	지역사회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현

주민들이	그	주를	이룬다.	그런데	두	공간은	모

두	각	도시의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컨

	파리의	<104>는	파리의	동북쪽	외곽	지역인	

19구에	위치한다.	해당	지역은	유 의	전시	공

간이	존재하는	중심가와	달리	비교적	문화	시설

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심가의	높은	거주비

용을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거주하는	구역이다.	

이들은	 개	문화	활동을	즐길	물리적	여건	또

는	정서적인	여력이	부족하여	문화적으로는	비

교적	소외된	이들이라	할	 	있겠다.	그런데	해

당	공간들은	콘텐츠를	일방으로	전달하는	기존

의	문화	공간들과	달리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

는	데	열중했는데,	이를	통해	이들이	위화감	없

이	그러한	공간을	마음껏	즐길	 	있게끔	했다.	

구체적으로	두	공간에는	정확한	용도가	정해지

지	않은	넓은	실내	또는	실외	장소가	핵심적으

로	조성되어	있다.	<104>에	들어서는	순간	이용

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다양한	전시와	더

불어,	연기,	춤,	서커스,	요가,	명상,	축구	기술	

등	 많은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공간을	꽉	메

운	참여자들이다.	이들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온	현주민들이었다.	마르

세유의	<Friche	la	Belle	de	Mai>도	마찬가지

였는데,	공간의	중요한	일부인	실외	공터에서는	

축구,	농구,	춤,	스케이트보드,	암벽	등반	등을	

하는	이들로	꽉	차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성

에서부터	장기간	동안	해당	공간과	현주민들	간

의	적극적인	협업이	존재했을	것인데,	이를	통

해	해당	공간들은	실제	이용자들,	다시	말해	해

당	공간이	위치하는	장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써	그것을	공간의	정체성의	큰	부분으로	끌어올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참여자로	

거듭나며	공간을	자신의	공간으로서	느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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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자발적으로	애착을	갖고	방문할	 	있

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들은	전시,	공연

과	같은,	이전에는	그들이	쉬이	접하지	못했던	

주류	문화	활동에	노출될	기회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다.

	 요컨 	해당	공간들은	기존의	문화	공간과는	

구분되는	두	가지	 안적	가능성을	지닌다고	정

리할	 	있다;	첫	번째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

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공간의	성격

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공간

에	친 함·애착을	느끼게	되고	주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간에	참여·적극적으로	이용할	

	있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러한	친 함

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

간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이	이전에는	익 하지	

않은	요소들에도	거리낌	없이	접근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례의	함의를	

기업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해

진다.	기업이	소비자	또는	지역사회를	 상화하

기보다	협업의	파트너로서	인지하고	그들의	이

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여	문화	예술	공간	등을	

조성할	때,	기업은	새로운	소비자,	그리고	충성

심	있는	소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계

를	맺을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

때	기업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함을	뜻

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자신의	브랜드가	추구하

는	성격을	명확히	하되,	그것이	여타의	이해	관

계자들과	 립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업을	일궈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	없이는	그	어

떤	화려한	사업도	소비자와	유리되어	궁극적으

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적어도	CSR

의	측면에서는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할	 	있

다.	나는	이처럼	기업이	CSR에	있어	자신의	역

할을	강조해야	하는	것	만큼이나	그것에만	몰두

하지	않는	태도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에	필

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업들이	CSR	문화	사업에	있어	기존	

문화의	경쟁자로서	비집고	들어가는	것,	또는	

형식적인	사업	진행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새

로운	플랫폼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기업	스스로

와	더불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동반할	 	있

는	구조를	구축해	나갈	 	있기를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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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개념은	익

한	개념이	되었다.	기업으로	인해	다양한	사

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들에	 한	시

각	변화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단순히	돈만	잘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하

는	기업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1)	실제로	최근	5년간	120여개의	기업

들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점

에서	이러한	흐름을	확인해볼	 	있다.	과거에

는	기업의	CSR	활동이	자율적	선택의	문제로	

여겨져왔다.	기업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이윤	추

구이고,	CSR과	같은	활동은	자발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해	관계자를	고려하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다른	견해가	제기되었다.	기업의	영

향력이	사회	전체에	미친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단순히	자율적	문제로만	볼	 	없

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UNGC,	ISO,	GRI	등

의	국제	기구에서	CSR관련	국제적	표준을	제시

했고,	몇몇	개별	국가들에서	이를	바탕으로	법

1)	 	곽관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논의의	최근	동향>,	《경
법률》	27,	2017.,	p.206.

제화를	이루었다.2)	

	 그	중	 표적인	사례가	EU에서	올해부터	적

용되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공시	의무화이다.	

EU	의회는	2014년	4월	 기업의	환경,	인권,	

반부패	등에	관한	‘비재무	정보공개’를	의무화

한	지침을	발표했고,	2017년을	실행	회계년도

로	규정했다.	지침에는	‘원칙준 	예외	설명	방

식’	조항이	포함되어,	적용	 상	기업	중	비재무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은	그	이유를	설

명할	의무를	진다.3)	

	 국내에서도	비재무	정보	의무	공시에	관한	법

률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6년	8월,	9월,	17

년	4월에	의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다.	최근에는	국회CSR정책연구	포럼에	의해	

‘자본시장법	개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	

공시’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가	주최되기도	했

다.4)	그러나	위	발의안들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고,	현재	기업들을	 상으로	강제력을	갖는	

2)	 위의	글,	p.207.

3)	 	송은하,	<EU	기업들	올해부터	비재무	정보	공시	쏟아낸다
>,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	
News.aspx?no=800054)

4)	 	박승준,	<국회	CSR	정책연구포럼,‘	자본시장법	개정과	기업
의	사회적	책임	정보공시’란	주제로	정책간담회’개최>,	기호
일보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
rticleView&idxno=726198)

 21기 권영진(shb02192@naver.com)

 21기 송지현(ellens95@snu.ac.kr)

 22기 김기홍(kisklj@snu.ac.kr)

 22기 박하연(hayeonpark4@gmail.com)

[CSR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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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일반법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다만	

‘저탄소녹색경영기본법’,	‘환경보전법’,	‘소비자

기본법’,	‘공정거래법’,	‘남녀차별금지법’,	‘장애

인차별금지법’	등	개별	영역의	법률들에	CSR	

세부	분야와	관련된	조항들이	제정되어	있을	뿐

이다.	

	 비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CSR	일반법

의	부재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시장이	요구하는	 준으로	정보를	제

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보고서를	

단순	과시용으로	사용하며	기업에게	우호적인	

내용만	기재하는	기업들도	있다.	한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CSR	정보공시와	기업의	미래	재

무	성과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다고	밝혔다.5)	이에	 한	원인으로	보고서의	신

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및	재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모두	

비재무	정보	공시가	기업의	자율적	영역에	머물

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자세히	살피기	위

해서	국내의	CSR	관련	법제화	동향과	국내	기

업의	CSR	정보	공시	현황,	그리고	참고할만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법제화 

현황 검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성장의	필 	요건

이	되어	이에	 한	법제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활발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에	 해서

도	강제성과	자발성의	정도에	따른	여러	견해가	

존재하는만큼	국가별,	국제기구별	법제화의	방

향성도	다양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제정된	기업

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률은	크게	두	가지	형태

로	분류할	 	있다.	CSR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	

5)	 	최준혁	외	3명,	<비재무성과	공시의	신뢰성	검토:	지속가능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 학연구》	46,	2017.8.

아니지만	개별적	규정의	일부로	그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특별	입법	형태의	법률,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을	위해	제정되어	그	규정을	직접	다루

는	형태의	법률로,	이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2.1.1. 특별 입법 형태의 법률

	 특별입법의	형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

는	법률로는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	<소비자기본법

>,	부당한	공동행위와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

자에게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한하는	<공

정거래법>,	사업자간	 등한	지위를	규정하는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

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환경	보전법>,	<남녀차별	금지법>,	<장애인차

별금지법>이	분야별	개별법에	해당된다.	기업법

의	기본에	해당되는	상법에서는	이사에	 하여	

일반적인	 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제	382조)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

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행하여야	

한다는	충실의무(제382조의3)6)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한	일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

2.1.2. CSR 법령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겨냥하여	제정된	법률

들로는	<산업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저

탄소녹생성장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산업발전법>은	1999년	제정	당시	산업구

조의	고도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

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2009년	전부	개정되어	

그	목적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에	초점을	맞추

게	되었다.	제19조에서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추진이	이루어질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을	

6)	 	이상훈,	 <기업의	사회책임(CSR)의	법제화	방향>,기업
의	사회적	책임(CSR)과	정보공개	토론회	“CSR	법제화의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길을	묻다,	국회	의원
회관,	201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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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법>은	지속가능발전을	국가의	

목표로	제시하여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	세	측

면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	제14조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을	명시화	했으나	이는	

정부의	의무로	제시된	것으로	기업	또는	국민의	

의무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	제18조에서는	별

도로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정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한	의견을	제시할	

	있도록	한다.	지속가능발전법과	연계된	법률

로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이	존재한다.	지속

가능발전법	제10조에서	그	연계성이	드러난	이	

법률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기

업의	녹생경영	책무를	규정한다.	사업자의	책무

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도록	환경에	 한	사회적,	윤리적	책

임이	제시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취약계층의	고용	창

출,	직업훈련	기회	제공,	지역사회의	이익	추구	

등의	사회적	요구	 응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을	육성하는	법률이다.	제1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에	 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있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할	 	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기

업의	사회적	책임	노력	의무를	최초	규정하였

다.	CSR이	국제규범화되는	움직임에	 응하여	

출	의존적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구조	고도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있기	위함도	연관이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

원에	한정된	것으로	기업	일반을	다루지는	않는

다.	

	 회사지배구조,	근로조건,	지역사회참여,	환

경,	반부패	등	비재무정보	공시를	내용으로	하

는	홍일표	의원이	 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7)은	몇	년에	걸친	

입법화	시도	후	지난	2017년	3월	국회	정무위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8.	1.

원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한국상장사협의회

는	이러한	움직임이	과잉	규제라며	거부감을	보

였고	지난	9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역시	

완전	의무화보다는	권고적	조치로	조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8)	즉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이	

개정안은	아직은	자율공시에	머물러	있는	 준

이다.	

	 이처럼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제는	그	

책임에	 한	원론적인	입장을	띠고	있을	뿐,	구

체적인	내용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사회책임

정보의	공시에	 한	부분적인	언급은	있으나	구

체적인	정보	공개의	범위나	내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법령별로	적용의	

상이	달라	적용범위가	제약되어	있고	통합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2.2. 국내 기업의 CSR 정보 공시 현황 분석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	 한	이해관

계자의	요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많은	국내	기업	

또한	관련	보고서	발간에	힘쓰고	있다.	2003년	

국내	4개	기업이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를	발간한	이래,	매년	발간된	보고서	 는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5년	민간기업	기준	78

개를	기록했다.	그러나	시가총액	100 	기업	중	

2016년	보고서를	발간한	곳은	58곳에	불과했

다.	몇몇	기업은	최근	들어	보고서	발간을	멈췄

으며,	1회	발간한	후	시도를	멈춘	기업들도	있

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질적	 준은	글로벌	

흐름에	더욱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CSR

평가연구기관인	IGI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의	

분석	결과9)에	의하면,	공개된	정보의	질은	기업

별로	천차만별이었다.	또한	 상기업	절반가량

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었다.	많은	경

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홍보하는	데만	초점

8)	 	김지은,	<최흥식	금감원장	"기업	 '사회적책임'	공시	추진�
저출산 환경 노사관계	사항">,중앙일보	(http://news.
joins.com/article/21925909)				

9)	 	정유진,	<CSR	정보	공개	꺼리는	기업들…	지속가능보고
서,	58곳만	발간>,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
site/data/html_dir/2017/02/27/2017022701654.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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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있었다.	반면	윤리	경영,	동반	성장,	지

배	구조,	인권	등	CSR을	구성하는	주요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업도	상당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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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황은	글로벌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

이	신뢰할	만한	한국	기업의	ESG정보	부족으로	

인해	투자를	꺼리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재혁	고 	경영	교 ).	즉,	EU	등과	달리	비

재무	정보	공시를	기업의	자율에	맡길	 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기업	간	지속	가능	보고서의	

질적	차이와	신뢰도	문제,	투명성	문제로	이어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CSR	활

동과	정보공개에	 한	일관적인	기준을	제공하

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CSR	일반법을	제정

하여	기업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3.  국내 기업 CSR 정보공시 법제화의 필

요성 검토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정보	공

시에	 한	법률안은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CSR	정보공시	법제화에	반 하는	입장

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는

데,	이를	각각에	 한	반론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비용	부담	증대로	인해	경쟁력이	감소한다

는	주장이다.	

	 1)	오늘날의	투자자,	특히	국가	간	경계가	사

라진	시점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글로벌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정보	외에도	환경,	윤리,	

사회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기업의	비재무	정보

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추세다.	이러한	정보들은	

기업에	 한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

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2)	정보공개는	기업	스스로를	규율하는	방법	

및	내부통제 단으로	활용되어	기업	내	CSR	체

계와	인식을	견고히	다지며	기업	역량을	높일	

	있다.	자기	회사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다

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검열하고	규율

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단순히	일회적인	사회

공헌	캠페인,	봉사	 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

라	CSR의	다양한	요소를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곁들인다면	오히려	기업의	독자적인	이미지	구

축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

동은	기업	이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드러났다.	박종철	외	2인(201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노력이	해당	기업의	다양한	영

역의	책임활동에	 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호혜

성	형성으로	이어지고,	이를	매개로	기업	이미

지	형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10)	

10)		박종철	외	3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향	>,	《광고학연구》	22(4),	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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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재무적	정보가	많다는	특성상	그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1)	비재무적	정보의	신뢰성	관련	이슈는	주로	

성과	측정의	어려움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비재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으며,	이미	오늘날	상당한	 준에	이르

다고	볼	 	있다.	실제로	CSR	선두기업이라

고	볼	 	있는	SK그룹	산하	SK텔레콤은	국제표

준기구의	가이드라인과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인적·사회·환경	자본으로	구성된	자체	비재무	

성과표를	제작하여	자사	실적을	구체적으로	공

개하고	있다.	

	 2)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상 적으로	어려

운	비재무적	정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제화가	

더욱	필요하다.	비재무적	정보는	재무정보만큼

이나	기업	경영과	가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

다.	그런데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비재무적	정보	관리	및	공개를	자율

에	맡기는	것은	기업의	CSR인식	제고에	걸림돌

이	될	 	있다.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표

준화된	산출지표를	개발하여	모든	 상	기업에

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비재무	정보	공시	의

무화를	통해	기업의	CSR에	 한	투명성과	신뢰

도를	높이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있을	것이다.	

2.4. 해외 CSR 입법 동향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기업의	CSR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법제화하고	있는지	살

펴보자.	2011년	UN에서	발표한	UNGP(UN	

Guiding	Principles)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국제기구의	CSR	관련	가이드라인들은	강제적

이지	않은	연성법적	성격을	띠었다.	이보다	더	

강제성을	띤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제는	국가에서,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방

법으로	CSR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지침을	발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회사법에	CSR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CSR에	

한	국가의	적극적인	행보를	볼	 	있는	사례

로는	영국이나	인도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다른	국가들은	국내와	유사하게	회사법이

나	새로운	CSR	법을	제정하기보다	CSR의	각	

분야와	관련된	개별법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행

동을	규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CSR을	이사

의	재량권으로	남겨두어야	할지,	CSR을	의무화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의무로	정할	것인지	등에	

해	사회적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CSR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	세

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요	국가들에서	CSR	

법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법제화	추세에는	여러	갈래가	있으

나,	여기서는	국가가	기업의	CSR	관련	정책과	

비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한	사

례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그	중에서도	 표적

인	EU와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며,	주요	쟁점과	

평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CSR	입

법	방향을	발견할	 	있을	것이다.

2.4.1.  EU, 대기업의 비재무 및 다양성 공개 

지침11) 

	 EU는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고,	

공시되는	정보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2014

년	비재무정보	공개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

침은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개	의무화의	 표

적인	사례로	꼽히며,	EU	회원국을	 상으로	하

여	적용	범위가	넓은	만큼	그	영향력도	거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을	적용하는	기업은	500

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자산총계가	

2000만	유로	이상	또는	순매출액이	4000만	유

로	이상인	기업이다.	이	외에도	 규모	공공기

관이나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	등의	비상장

회사,	그리고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회원국

이	지정한	회사에게	해당된다.	EU	집행위원회

에	따르면	해당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약	

11)		이건묵,	<유럽연합의	기업	비재무정보	공개지침	제정과	우
리의	대응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882,	
2014.	7.	15.,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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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개로	예상된다.

	 이	지침은	기업이	환경,	지역사회,	고용	관련,	

인권,	반부패	등에	 한	기업정책과	정책	실행

의	결과,	기업	활동에서	인권	침해	리스크	요소

와	이에	 한	기업의	 응,	이사회의	다양성	등

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공개	형식은	UNGC,	UNGP,	 ISO	

26000,	GRI	가이드라인	등의	국제적	가이드라

인을	사용하거나	자율적으로	선택할	 	있다.	

형식은	자유롭지만	공개해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고,	지침에	따라	EU	회원국은	2015년까지	비

재무	정보	공개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해야	하기

에	이	지침은	단순	권고	이상의	성격을	가질	것

으로	보인다.

	 한편,	비재무	정보	공개와	그	내용을	의무화

하는	것에	 해,	일부에서는	기업의	자율성	침

해와	비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기업의	

투명성이나	이사회의	다양성	모두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이롭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앞서	말한	사회적	논의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강제적	조치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여전하다.	기업이	정보	공개	

때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도	무시할	 	

없다.	독일의	한	조사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이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430억	유

로	이상을	지불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EU의	지침을	따르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밝혔

다.	그럼에도	비재무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리스크를	사전	검토하고	예방할	 	있으

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사회책임투자(SRI)로	

이익을	얻을	 	있는	등	궁극적으로	비재무	정

보	공개가	기업의	경쟁력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2.4.2.   영국, 회사법 개정12)과 현대 노예방지

법(Modern Slavery Act, 2015)13)

12)		남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글로벌	트렌드와	지
역별	동향	연구>,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1.	
12,	p.76-80.

13)		이탁건,	<최근	해외	CSR	관련	법제	동향	및	로펌의	역할>,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	“CSR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

	 영국은	비재무	정보	공개를	포함한	다양한	

CSR	의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법안을	개정

해	온	국가	중	하나이다.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

로	CSR	담당	장관을	임명하였고,	정부보고서에	

CSR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출간한다.	또,	1998

년	회사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자,	소비자,	공급

사슬과	하청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

장을	반영하여	사회보고제도를	정립시킨	바	있

다.

	 1998년	회사법	개정	과정에서	영국은	사회

적	논의를	통해	진보된	주주가치(enlightened	

shareholder	value)	입장을	받아들이게	되었

다.	진보된	주주가치란,	기업	이사의	의무는	주

주의	이익	추구이지만,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이해

관계자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우선이

라는	점에서CSR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라고

는	할	 	없지만,	이	입장을	취함으로써	기업이	

CSR을	이행할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법안이	다 	통과되었다.	특히	회사법에	포함되

어	있는	비재무	정보	공개	관련	조항에는	기업

의	경영	활동	성과와	리스크	평가에	필요한	정

보를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보	공

개의	방식은	조항이	여러	차례	 정을	지나며	

변해왔는데,	최종	조항에	의하면	기업은	이사보

고서에	첨부될	경영진단서(Business	Review)

를	의무로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권,	노

동,	환경	관련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회사법	개정	외에도	영국은	다양한	CSR	의제

를	법제화하고	있다.	 표적으로	지난	2015년	

통과된	현 	노예방지법은	기업이	자신의	공급

사슬에서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어

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

안이다.	이	법안은	영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3600만	파운드	이상의	매출을	얻

는	기업에게	적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자신과	공급사슬의	조직	구조,	인신매매	및	노

예제에	 한	기업	정책,	이와	관련된	리스크	검

할”	발제문,	2017.	11.	20,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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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관리	절차,	이러한	기업	조치의	효율성	등

을	공개해야	한다.	이처럼	영국은	기업이	기본

적으로	이행해야	할	CSR	활동(비재무	정보	공

시	등)과	인권,	노동,	환경	등	구체적인	범위에

서	의무화할	CSR	활동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에	따라	회사법과	개별법에	성격이	각기	다른	

법안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U의	사례는	기업에게	비재무	정보를	공개

토록	의무화할	때	어떤	법안이	제정	목적	달성

에	효율적일지	논의할	지점을	남겨준다.	또,	영

국의	사례는	CSR	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정

부가	CSR에	 해	어떤	태도를	취할	 	있고	어

떤	사안에	초점을	두어	법제화할	 	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	앞선	사례들은	CSR에	 한	

긍정적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져	있고	이해관계

자	중심주의가	발달해	있는	유럽	지역으로	한정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CSR	법제화가	유럽에

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다

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빨리	법제화가	이루어져	

선례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CSR	법제화	추세는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등	지역을	막론한	

국제적	흐름인	만큼,	보다	다양한	사례를	참고

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	방향을	찾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3. 결론

	 이처럼	전반적인	비재무정보와	필요한	영역

의	비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들과	달리,	현재	국내에는	비재무정보	공시

와	관련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법의	부재로	인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기업들조차	업종	특성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일부	주제만을	다루고,	불리

한	정보는	누락하는	것을	볼	 	있다.	필요한	정

보들을	전부	공개하면서도	업종의	특성과	관련

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기에,	

현재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신

뢰성이	더욱	결여되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는	궁극적으로	

기업에게	비용보다	더	큰	이익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점점	비재무정보를	고려한

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신뢰성	있는	비재무정보	공시가	중요

하다.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이	 두된	배경에서

부터	기업은	자신이	속한	사회를	고려하지	않

을	 	없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인식이	세계적

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비재무정보

가	마케팅	 단으로만	이용된다면,	그	보고서는	

제	역할을	충분히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자율에	맡긴	보고서의	현주소라면,	사회

적,	제도적	차원에서	비재무정보	공개의무	법제

화를	고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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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한	필요성이	 두된	

이래로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

에게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도	공

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이윤	

추구를	넘어서	환경이나	사회에	 해	어느	정도

의	책임의식을	갖는지,	그리고	지배구조는	얼마

나	투명하고	합리적인지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도	달라질	 	있다.	이렇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기업의	변화	및	발전의	한	축이	되는	가운데	

기술의	발달	역시	기업의	변화를	이끄는	또	다

른	축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등의	새로운	기술이	사회	변화를	견인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방식	역시	달라질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과	기업의	변화에	 한	논

의를	진행했던	자리가	2017년	11월	1일	 요

일	개최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 	컨퍼런

스’였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 는	1999

년	다우존스와	SAM이	만든	우량기업	주가지 	

중	하나로,	재무적	정보에서	그치지	않고	지배

구조,	사회공헌도	등을	토 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평가한다.	한국생산성본부(KPC)가	개

최하고	국내	50여	개	기업	및	해외	기관이	참

여한	이	컨퍼런스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날	행사는	한국생

산성본부	회장의	개회사	이후	네덜란드	통신기

업	KPN과	사회공헌장려위원회	CECP	측	인사

들의	기조연설,	그리고	통합보고위원회(IIRC)	

CEO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기조연설 1: 기술을 통한 사회공헌을 실현

하는 기업 KPN

	 	첫	번째	기조연설은	네덜란드	통신	기업인	

KPN의	지속가능경영이사에	의해	진행되었다.	

연사는	KPN의	CSR	활동과	관련된	영상을	보

여주며	연설을	시작했고	KPN이	다우존스	지속

가능경영지 에서	좋은	점 를	얻었음을	밝히

며	CSR에	 한	자사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KPN은	통신	기업답게	모든	것을	녹색의	방

법,	즉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연결하겠다는	

‘Green	Connectors’라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혁신,	신뢰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연사에	따

르면	KPN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과학을	근

거로	한	에너지	절감	목표치를	 립하며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한다고	한다.	또한	안전한	디지

털	사회에	 한	신뢰를	높이고	미래	보전을	위

해	지속가능	경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KPN	

측이	제시한	구체적인	목표는	‘2011년	100%	

그린	에너지	사용,	2015년	탄소	중립,	2025년	

순환의	기업’이며	KPN은	절감한	에너지의	양

과	가격	모두	측정하고	있다고	한다.

  21기 위세라 (wiese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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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사는	KPN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에	더	나아

가	사회에	 한	책임	역시	이행하고	있음을	밝

혔다.	연사는	KPN의	혁신	전략은	고객의	니즈

뿐	아니라	사회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라며	자사

의	활동들을	소개했으며,	특히	기술을	접목시

킨	사회	공헌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표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ICT를	기반으로	의료	기관과	협력하여	헬스	케

어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외로운	노인들과	통화

하며	상담	및	소통을	지원하는	실버	라인(silver	

lin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KPN은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기계를	만들어서	집이나	

병원에서도	 업을	듣고	친구들과	소통할	 	있

게	하였다.	이렇게	KPN	연사의	기조연설이	끝

나고	코멘트와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는데	발

표자들은	KPN의	기술과	프로그램을	투자와	연

계할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과학

을	기반으로	한	목표	설정,	그리고	파리	기후	협

약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	설정을	긍정적으

로	평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PN	공급망

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

		KPN의	경우	통신	기업의	특성에	맞게	자신들

이	실현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는	점이	인상	깊었고	환경	보호	및	사회문제	해

결에	 한	책임의식이	명확하고	목표	설정	역

시	구체적이어서	다른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KPN의	기술력

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회공헌	활동들을	모범삼

아	국내외의	많은	기업들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

서	새로운	사회적	책임	활동을	모색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조연설 2: 지속가능경영을 장려하는 단체 

CECP

	 	다음	기조연설은	기업의	자선활동을	장려하

는	단체인	CECP(Committee	Encouraging	

Corporate	Philanthropy)	조사	연구	책임자

에	의해	진행되었다.	연사는	‘기업의	CSR	관련	

CECP의	데이터	 집	및	자문	활동,	조직	내	목

표	의식	고취	필요성,	지속가능경영	목표	 립,	

그리고	디지털	기술	도입’의	총	네	가지	방향으

로	연설을	이어갔다.

	 	연사는	특히	CSR이	단순한	자선활동이	아

니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을	역설하며	주주가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장

기적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

리고	CECP에서	20년간	많은	기업의	포트폴리

오를	분석한	결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투자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과

가	좋았다는	것을	근거로	환경	및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한	장기적	투자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연사에	따르면	ESG	요소를	전략에	포

함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	 익을	원하기	때문에	 부분의	CEO는	단

기	지향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형	투자자는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CEO가	장기적	투자

자와	함께	장기적	계획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에	덧붙여	연사는	CEO가	주주	외의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이들을	전략에	통합시

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CECP	연사의	기조연설이	끝난	후	이어진	코

멘트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케아(IKEA)의	관

계자가	자사가	어떻게	내외부적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지	이야기했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기업과	CEO는	투자자들에	의

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업에게	장

기적	ESG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	성과와의	긍

정적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실증적	근거는	많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SR	활동이	단기

적으로	비용	증 로	인식되기	때문에	CSR	활

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CECP의	연사가	밝힌	바와	같이	CSR	활동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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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장기적	성과에도,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해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있었다.	

	 	2017년	한국생산성본부가	주최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 	컨퍼런스’를	통해	사회의	현

안을	파악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

업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내다보고	고민할	 	있었

다.	무엇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한	이론

적	접근과	각종	매체를	통한	간접적	경험이	아

니라	실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

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지를	

실제로	보고	들을	 	있어서	CSR에	 한	관심

과	고민의	깊이가	더	깊어질	 	있었다.	개인적

으로	국내에서	CSR의	필요성에	 한	사회적	합

의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국내의	많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

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의	다른	

기업들	역시	CSR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

로	행동하여	사회	전반에서	CSR에	 한	건강하

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

적	바람이	생겼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중

점적으로	다뤄졌던	기술	발달이	사회를	어떤	방

향으로	이끌어갈지,	그리고	그에	따른	기업의	

응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은	어떤	양상으

로	전개될지가	궁금해졌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

해	개인적인	호기심	충족,	새로운	지식의	습득

뿐만	아니라	앞으로	논의해	갈	생산적인	고민거

리들을	얻어갈	 	있어서	뜻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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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17일,	딜로이트의	CSR	컨설팅	

전문	이동건	컨설턴트를	초청하여	<가치경영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지속가능전략>	강연을	들

었다.	현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고	계신만큼	강연을	통해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과정,	최근	CSR	트렌드,	중소기업	CSR	현

실에	 해	확인할	 	있었다.	

	 이동건	컨설턴트는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CSR

의	개념에	 한	의견을	공유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단어	별로	나누어	분

석했을	때,	Responsibility를	‘의무’	보다는	‘응

답할	 	있음’,	또는	‘반응할	 	있음’으로	정의

하고,	Corporate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법

인,	즉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화

를	갖추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인	기업

으로	바라보았다.	이에	‘사회적인’의	뜻을	가진	

Social을	합쳐CSR을	“조직이	사업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익을	창출할	 	있도록	서로	얽힌	

내 외부로부터의	변화에,	반응하는	성질”로	정

의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과정을	소개했

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결국	기업의	운영	프

로세스와	그	프로세스에서	창출되는	가치	및	영

향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할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기업의	이해관계

자는	투자자만이	아닌	고객,	직원,	협력회사,	정

부,	지역사회	모두	해당된다.	기업에	 한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때로는	그들의	인

식을	바꾸기	위해	기업은	전략적으로	지속가능

성	보고서라는	소통방식을	찾는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기업은	재무적,	비재무적	자본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종합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간	과정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

보고	국제	독립	표준	기구	GRI에서	제시하는	

관련주제를	파악(identification)하는	것이	기

업이	다루는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	길게는	1

년도	걸릴	 	있다고	한다.	기업의	구조	및	이

슈를	파악한	후에는	각	이슈의	우선순위	결정

(prioritization)을	해야하는데	이	분석은	이해

관계자의	평가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중

성과	조직이	미치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의	중 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발견한	

이슈에	 해	어느	정도까지	보고할지에	 해서

도	결정해야	한다.	이어	유효성	검증을	통해	보

고서에서	다루는	이슈의	종류	및	범위를	평가하

고	보고	기간	동안	발생된	정보를	완전하게	

록했는지	파악한다.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은	중요	주제	선별	프로세스가	단순히	작

년에	사용했던	지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개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기업들이	보고서의	취지

를	잘	살리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최근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드러나는	CSR

의	트렌드에	 한	이동건	컨설턴트의	생각도	

 22기 박하연 (hayeonpark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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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제(Topic)에	

국한되어	비즈니스	모델의	어느	부분에서,	어

느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	

카테고리에	집중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significance,	즉	주요한	활동,	주요한	이해관

계자에게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집중하는	추세다.	GRI	 Index를	최 한	많이	

나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에	중점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계량화하는	데	집중

한다.	정확한	지표를	사용하여	차별화된	보고

서를	작성한	것의	예로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SBTI)과	같은	시스템의	활용을	들	 	

있다.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측

정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어떻게	설정했는

지와	이행했는지	직접	게재하는	시스템을	활용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현황을	계량화하

여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DJSI)	평가에서	우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여럿	있음에도	위	이

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다.	글로

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국제

적	논의에	참여하거나	그	움직임을	주도하는	데

에	적극적인	국내	기업이	없는	것을	국내	CSR	

트렌드의	한계로	지적했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	새	CSR의	움직임이	국

내에서도	활발해진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한	논의가	있었는

데	이동건	컨설턴트는	모든	기업들로부터	같은	

준의	CSR을	기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

시했다.		CSR에도	 준이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다른	잣 로	평가해야	한다.	기업의	비즈

니스	성 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만큼	

각	기업에게	요구되는	자선적,	윤리적,	법적,	경

제적	책임의	정도는	상이할	 	밖에	없다는	것

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우리나라	현장에서	어

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의	

강연을	들을	 	있는	기회였다.	CSR	움직임을	

주도하는	국내	기업이	나타나길	바라고,	또	그	

움직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한다는	메

세지도	명확히	이해할	 	있었다.	진솔한	강연

을	준비해주신	이동건	컨설턴트께	감사의	말씀

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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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두되고	있는	오늘

날,	기업이라는	축에서	그	책임에	강조되는	것

이	지속가능경영이라면,	소비에서도	그것이	끼

치는	영향력이	강조되며	촉구되고	있는	트렌드

가	있다.	윤리적	소비가	바로	그것인데,	구체적

으로	이는	개인이	자신의	소비	행위가	타인,	사

회,	환경에	초래할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바람

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뜻한다.1)	윤리

적	소비는	결코	무시할	 	없는	주된	영역으로

서	시장	경제	내에서	소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

며,	소비가	끼칠	 	있는	거시적인	영향력에	새

로운	방식으로	주목하려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	

이는	가능한	한	이해관계자에	끼칠	 	있는	그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함으로써	소비자	자신

의	이익과	여타의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지	않게

끔	하려는	소비자	차원의	노력이라	할	 	있다.	

최근	윤리적	소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뤄

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허은정(2014)의	연구는	

윤리적	소비의	동기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에서

는	윤리적	소비	동기를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1)	 국민권익위원회.	(2013).	기업윤리	브리프스	7호.

어려움,	불편함	등의	부담을	극복하고	윤리적	

소비를	하는	동기(윤리적	부담	극복	동기),	윤리

적	소비를	통해	사회가	더	좋아지는데	기여하는	

동기(사회적	동기),	개인적	동기로	분류하며	연

구	결과에	의하면	그중	사회적	동기가	가장	높

은	동기로	나타났다.2)	즉	윤리적	소비자들은	자

신의	소비를	통해	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있다고	믿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리적	소비는	그	용어의	함축상	자칫	

소비자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만	비춰지기	쉽다.	

즉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윤리적	소비를	하고

자	하는	‘도덕적’	소비자와	그러한	윤리적	가치	

실천에	관여하지	않는	‘비도덕적’	소비자라는	

거친	분류로	나눠짐으로써,	윤리적	소비의	제고

가	곧	소비자	개인의	역할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일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허경옥(2015)에	

따르면,	소비자의	비윤리적	행동은	소비자	자신

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의사결정	무력감이나	소

비문화	무력감보다는	소비자문제 응이나	소비

시장	자체에	 한	무력감에	직접	영향	받는	것

2)	 	허은정,	김우성.	 (2014).	윤리적	소비행동에	따른	소비자	
유형분류와	윤리적	소비동기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0(4),	95-114.

 21기 김경은 (ehddb19@snu.ac.kr)

 21기 송미라 (micuc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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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다.3)	다시	말해	윤리적	소비는	결코	

소비자	개인	차원의	문제로만	해석될	것이	아니

라,	소비	시장에	 한	신뢰	등이	제반	조건이	되

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본	글의	목적은	소비자가	소비	시장에	

한	무력감을	극복하는데	있어	기업이	관련하

여	할	 	있는	역할을	살피는	것에	있다.	기업

의	1차적	목적인	이윤	추구를	넘어서,	지속가능

경영을	고려하게	될	때	기업	입장에서도	이러한	

윤리적	가치	실천을	높이	평가해	줄	윤리적	소

비자가	파트너로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분류에서	ISO	26000은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1)	 	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치우지지	않은	정보

와	공정	계약관행-취약	그룹의	이해에	맞는	

광고와	마케팅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해가	되

는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아야	함

2)	 	지속가능소비-환경피해,	자원고갈,	동물	피

해	등을	막는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하여	효과

적인	교육을	촉진해야	함,	사회와	환경에	악

향이	덜	미치는	제품과	서비스의	선택을	제

공해야	함,	에너지	효율성-동물실험정보-사

용한	내용물	또는	원자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야	함

	 위의	가이드라인	가운데	특히	‘지속가능한	소

비에	 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해야	한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기관	또

는	시민단체가	아닌,	이윤	추구를	주된	목적으

로	삼는	기업이	그와	동시에	지속가능한	소비,	

다시	말해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취할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한	질문이	필요하

다.	이에	 한	해답의	하나로	본고는	소비자	임

파워먼트(consumer	empowerment)라는	개

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소비자	임파워먼트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3)	 	허경옥.	(2015).	소비자주의,	소비자율성이	박탈감과	소비
자무력감	그리고	소비자의	비윤리적	행동에	미치는	 향에	
대한	구조분석.	소비자문제연구,	46(3),	143-165.

소비자가	기존에	기업	또는	브랜드에	속하

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영역들	-	예컨대	상품

의	특성	등	-	에	대해,	활동적인	참여와	협력

으로부터	획득하는	통제력.	The control the 
customer obtains over certain aspects 
until now belonging to companies or 
brands, such as product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their active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with them.4)

	 다시	말해	소비자	임파워먼트란	소비자로	하

여금	기존에	그들이	관여하지	않았던	영역까지	

그들의	영향력이	뻗어질	 	있게끔	소비자의	영

역	또는	권한을	확장시키는	과정인데,	이때	중

요한	것은	그러한	권한의	확장이	소비자에게	목

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확 된	통제력을	확인하며,	보다	적극적

으로	그러한	통제력을	사용하는	데	나서게	된

다.	이러한	통제력이	지속가능한	가치를	위한	

윤리적	소비와	연관될	때,	기업이	소비자	임파

워먼트를	가능하게	할 록	지속가능한	소비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있다는	결론이	성립된다.

	 전통적으로	 동적인	윤리적	소비자는	기업

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가치	주장을	통해	정보

를	얻고,	자신의	소비가	얻는	결과를	확인할	

는	없으나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내리라	막연히	

믿는	데에서	그치게	된다.	이들과	달리,	임파워

된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

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따라서	

스스로의	소비행위의	가시적인	영향력	또는	성

과를	이해할	 	있게	된다.	이는	곧	자신의	소비

행위가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만족시

키는	전통적·소극적인	행위를	넘어서,	그리고	

그러한	필요를	단순	이행하는	존재로서	스스로

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행위를	통해	자

신이	무언가를	실천할	 	있다고	느끼며,	자신

이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라고	인

4)	 “IGI	Glabal	-	What	is	Consumer	Empowerment”
	 	h t tps ://www. ig i 	 - 	 g loba l .com/d ic t ionary/

consumer-empowerment/4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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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효능감이	높아진

다.	이	점에서	소비자가	발휘하는	통제력,	나아

가	그	통제력에	 한	‘확인’이	소비자	임파워링

의	핵심이라	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	임파워먼트를	통해	힘을	얻을

때	윤리적	소비는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궁극

적으로	지속가능성의	선순환을	불러일으킨다.	

선순환	구조란	기업에서	일하는	개인의	성장,	

기업	내부에서의	부가가치창출,	그리고	사회	전

체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분배되는	과정을	일

컫는데,	특히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사회	전체

적인	관점에서의	선순환이다.5)	이러한	선순환

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	등을	기본으로	하는	시

장	경제구조의	작동	내에서	긍정적인	사회	변화

를	함축하는	새로운	가치들이	더해지는	것으로	

풀어	말할	 	있다.	즉	기업과	소비자	간에	서

비스와	 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

가	창출되고,	그	가치가	또	다시	양질의	서비스

와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내는	식이다.	이

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거래활

동의	직접적인	참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역

시	가치의	 혜를	얻게	되며,	모든	이해관계자

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윤리적	소비가	단순히	상품의	일

시적	구매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한	

기업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은	소비자를	임파워시킴으로써	그들이	지속적

이고	능동적인	윤리적	소비자로	거듭나게끔	도

울	 	있는데,	이때	기업은	소비자와	한정된	가

치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동반

자의	관계다.	이러한	종류의	소비	또는	소비자

의	활성화는	곧	기업과	소비자,	나아가	사회의	

이익을	가져오고	그것이	다시금	기업과	소비자

로	돌아오는	가치의	선순환을	불러일으키기	때

문이다.	이어지는	본문들에서는	소비자	임파워

먼트를	중심으로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그	

함의를	분석하여	한국의	상황에	걸맞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5)	 	박지원	외	2명.	알바어플에서의	선순환	CSR	모델.	SR	27
호,	49-59.

2.  윤리적 소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선순환 사례소개

2.1.  LUSH - 연대를 향해 나아가는 가치 

창출

	 영국의	화장품	브랜드	러쉬(LUSH)	매장에	들

어서면	포장재	없이	조각조각	잘려있는	색색의	

비누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개의	화장품	회

사가	화려한	포장으로	시각적인	승부 를	띄우

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는	포장지를	

간소화함으로써	친환경적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러쉬만의	철칙이	반영된	탓이다.	제품에	있어서

도	러쉬는	 개	천연	재료를	고 하고	있다.	그

런데	“우리는	화장품이	아닌	러쉬의	가치를	팔

고	있다”는	러쉬의	슬로건에서	말하는	그들의	

가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러쉬는	생산	과정에서

는	동물실험을	일절	행하지	않으며,	또한	2009

년	러쉬는	화장품	회사로는	첫	번째로	영국	공

정무역단체	페어트레이드	파운데이션에서	원재

료	인증을	받았다.	2014년에는	성소 자	인권

을	위한	‘#SignOfLove’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6)	러쉬의	제품	중	하나인	바디로션	'채러

티	팟'은	그	 익금	전액을	각종	사회단체에	기

부하고	있다.7)	이처럼	러쉬는	다양한	가치를	형

상화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	군을	제작하거나	캠

페인을	진행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취한다는	점

에서	특징적이다.

	 러쉬의	최고경영자인	앤드루	게리는	“환경

(Environment),	동물(Animals),	사람(People)

이	조화로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브랜

드	이념이다.	이는	마케팅	전략	차원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이고	결코	포기할	 	없

6)	 	“러쉬(LUSH),	인권.환경을	위한	착한	투자“,	2017-03-
15,	Korea	DutyFree	News

	 http://kdfnews.com/?p=24060

7)	 	하지만,	러쉬코리아의	경우	'채러티	팟'을	상시	판매하지	않
아	비판을	받았다.	2014년	말엔	'채러티	팟'을	통해	위안부	
성금을	전달했지만,	사실상	일시적인	한정	판매로	그쳤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따르자	2017년,	상시	판매	제품으로	전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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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밝혔다.8)	이러한	관점을	고려했을	때	러

쉬의	다채로운	가치	실천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

로	하는	 단이	아니라,	브랜드의	핵심	그	자체

인	셈이다.	따라서	러쉬의	지속적인	소비자	가

운데	일부는	러쉬의	제품	자체에서	만큼이나,	

그들이	내걸고	있는	가치들에	소비를	통해	동조

할	 	있다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볼	 	

있다.	이처럼	적극적이며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

의	지지자들은	러쉬의	윤리적인	가치에	주목한

다는	점에서	곧	윤리적	소비자라	할	 	있다.	러

쉬와	윤리적	소비자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있다;	러쉬는	스스로가	표방하는	가치를	

곧	제품,	그리고	그것의	소비로	구현해냄으로

써	윤리적	소비자의	소비가	곧	가치	실현이라는	

행위가	될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

를	전통적,	 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	행위

자(agent)로	간주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소비자가	영향력을	발휘할	 	있는	영역을	확

시킨다는	점에서	바로	소비자	임파워링이다.	본	

장에서는	러쉬가	자신들의	가치를	따르는	윤리

적	소비자층을	형성해내고,	이를	통해	소비에서	

사회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마련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소비자	임파워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1.1.  친환경 제품 생산 - “당신의 소비가 이

렇게 돌아옵니다”

8)	 	“[CEO	인터뷰]	러쉬	공동창업자	버드,	최고경 자	게리”,	
2014-05-31,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4837190

	 러쉬가	소비자들에게	부여하는	효능감을	잘	

드러내주는	활동	중	하나는	바로	낫랩knot-

wrap	제품이다.	러쉬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정

보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

에만	약	36.5만km의	포장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버려지는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안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러쉬의	

낫랩으로,	이는	사용하지	않는	스카프	혹은	보

자기에서	새롭게	태어난	업사이클링	제품이다.	

낫랩은	일반	포장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에너지

의	22배를	절약할	 	있다고	한다.9)	

	 러쉬의	낫랩은	그	탄생에의	기여의	몫을	오

롯이	소비자와	나눈다.	포장지가	사용되지	않은	

러쉬의	제품의	소비에서	낫랩이	탄생함을	강조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

의	소비	행위가	갖는	영향력을	확인할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낫랩의	구매는	그러한	가치	실천의	효능

감을	배가시킨다.	러쉬의	문구	역시	“놀랍지	않

나요?(How	amazing	is	that?)”와	같은	문장을	

통해	그러한	효능감에	이바지한다.	이처럼	자신

의	소비	행위가	친환경적	가치에	 한	소극적	

동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져	눈에	보이는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서	소비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실감하는	임파워

링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참

여할	 	있는	영역이	확 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는	점에서	그들의	윤리적	소비를	더욱	동기	부

여한다.	이것이	바로	소비	행위가	곧	보다	큰	가

치의	실천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가	뚜렷이	형상

화되어	돌아옴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인지하

고	지속적으로	더	나은	소비	행위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선순환이	되는	것이다.

	 개의	브랜드가	지속가능성을	표방하더라

도,	제품	생산과	판매라는	최소한의	선에만	관

여하거나	단발성에	지나지	않는	캠페인을	‘보여

주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과	달리,	러쉬는	이러

9)	 “LUSH	Korea	-	Campaign”
	 	https://www.lush.co.kr/site/brand/campaign/

campaign_knotwrap_tri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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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품군의	생산이라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가치에	개입한다.	그리고	이들은	기업의	영역만

으로는	그러한	가치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

히	인지하며	따라서	소비자를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사슬로서	인정하고,	그	고리로	끌어들인

다.	즉	그들은	소비자가	소비자	자신의	필요를	

위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소비를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중요한	가치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들의	소비

가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왔는지를	생생하게	제

시하는	것은	지속적인	소비	및	가치	실현을	유

도한다.	즉,	소비자를	임파워링	시키는	소비는,	

자신의	가치를	개인적인	영역에서	만족시키되	

그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기존

의	윤리적	소비를	넘어서,	자신의	역할을	인지

하고	그	역할이	낳는	가치의	관계	등을	직접	목

도할	 	있게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윤리적	

소비에	보다	큰	확신을	갖게	되고	꾸준히	참여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일보의	한	기사

는	러쉬의	연평균	10%의	성장세를	분석한	바	

있다.10)	

 2.1.2.  동물권 보호 -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

영, 나아가 구성해주는 통로

	 많은	경우	기업의	원칙은	소비자의	눈에	쉬

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문자	그 로	기업이	

목소리	높여	그들의	원칙을	드러내지	않았거나,	

또는	원칙을	표방했더라도	몇	가지	사실을	인증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일	 도	있다.	동

물실험	반 라는	원칙이	그렇다.	동물실험	반

야말로	완제품에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

는	것이기	때문에,	 개는	이러한	원칙	추구	및	

실현을	확인하는	것은	인증	마크	등을	확인하는	

준에서	그친다.	그런데	러쉬는	이러한	원칙을	

10)		“성장과	윤리를	향해	함께	 'LUSH'”,	2017-06-16,	조
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
dir/2017/05/26/2017052601256.html

소비자	누구나	확인할	 	있게끔	제품으로	만들

었다.	동물실험	반 	로고와	“Fighting	animal	

testing”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에코백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소비자는	매장의	벽면에	걸린	에코백을	

통해	손쉽게	러쉬가	동물실험에	반 하고	있음

을	확인할	 	있다.	그리고	에코백의	구매를	통

해	이와	같은	러쉬의	원칙에	 한	지지를	표할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가치의	시각화는	그	자

체로도	소비자	임파워링의	일종이라	할	 	있는

데,	소비자는	 개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가

치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다시금	자신의	소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윤리적	활동에	관여하고	있

는지에	 해	확신을	얻을	 	있기	때문이다.	나

아가	소비자는	에코백을	통해	자신이	러쉬의	소

비자로서	그러한	가치에	동참하고	있음을,	그리

고	이러한	가치가	보다	잘	알려지고	실천되어야	

함을	표현할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동물	실험

을	일체	거치지	않은	러쉬의	제품을	소비함으로

써	소비자는	동물	실험을	줄이는	데에	동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문

자로	나타내고	있는	가방	등	관련	제품을	구매

하고	사용함으로써	스스로가	그러한	가치를	내

세우는	캠페인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는	기

업의	가치를	그저	믿고	소비를	통해	지지를	표

하는	것에서	그치던	기존의	윤리적	소비와	달

리,	그들	스스로가	윤리적	가치를	재생산하는	2

차적	행위자가	될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소

비자를	보다	능동적	주체로	성장시킨다.

	

2.2.  아름다운가게 - 소비자의 참여를 통한 

가치 선순환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

	 한민국의	 표적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있는	아름다운가게는	2002년에	시작되어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미션	아래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이

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품을	받고,	이를	매

장에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

다.	시민,	즉	소비자는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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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으로	기부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한다.	또

한	기증품	구입을	통해	재화의	생산에	들어가

는	자원의	소모를	절감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

여할	 	있다.	아울러	기증품의	판매	 익은	저

소득층과	같은	소외이웃에	 한	기부활동에	사

용된다.	즉,	아름다운가게는	소비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윤리적	소비로	인한	선순환의	모범

적인	사례라고	할	 	있다.	현재	 도권을	중심

으로	약	100여	곳이	넘으며,	2012년	9월에는	

미국	LA에	해외매장	1호점을	개점하기도	하였

다.

 2.2.1. 나눔사업 - 가치 선순환의 모범사례

	

	 소비자는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윤리적	소비

를	경험할	 	있고,	그	 익은	다시	사회에	환원

된다는	점에서	아름다운가게의	사업모델은	가

치	선순환의	모범사례로	들	 	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시민의	자발적인	기

부품을	근본으로	하며,	판매 익은	나눔사업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	사업에	사용된다.	나눔사업

이	추구하는	변화는	느리더라도	꾸준히	일어나

는	변화이며,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	또한	

혜자에	 한	섬세한	배려와	참여를	중시하며	사

업	진행에	다양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함으로써	현장성과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나눔	

방식으로는	사회취약계층	및	공익단체	등에	직

접	현물을	지원하는	현물나눔,	나눔을	위한	행

사를	통한	 시나눔,	행사	 입금	혹은	기부금

을	통한	기금나눔,	그	외	우리가	나누는	나눔사

업	등을	들	 	있다.	구체적	사례로는	“아름다운	

희망나누기”를	들	 	있다.	

	 아름다운	희망나누기는	아름다운가게	재단의	

출발부터	시작된	 표적인	나눔	사업으로,	지역	

매장인	아름다운	가게로	찾아오는	시민들의	자

발적인	 익금	및	판매 익을	아름다운	희망나

누기	기금으로	적립,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지

역사회의	소외이웃이나	복지단체에	전달한다.		

결과적으로	아름다운가게의	사업구조는	소비자

의	자발적인	기부와	윤리적	소비	경험,	결과물

의	사회	환원과	같은	가치	선순환의	선도적	모

델이라고	할	 	있다.

 2.2.2.  나눔교육 -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의

식 제고

	 아름다운가게는	학생들에게	나눔의	가치,	목

적과	방법을	교육하고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실

천함으로써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상으로	나눔에	 한	

교육사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 상의	연령과	교

육 준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

하며,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가치교육	-	심화교

육	-	캠페인활동과	같은	실천교육까지	체계적

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이와	같은	

교육사업을	통해	미래	중요	소비자로	발돋움할	

학생들이	윤리적	소비와	같은	가치를	체화할	 	

있도록	의식제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이상의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나눔교육	또한	시민,	즉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진행된다.	아름

<출처: 아름다운가게 재사용나눔가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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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가게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동감하는	시민

들은	자원봉사자로	나서	교육사업	진행에	참여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상이	되는	학생

도,	교 자도	모두가	나눔교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학습할	 	있다.

2.3.  파타고니아 - 환경에 대한 공감대 형

성을 위한 비즈니스

	 파타고니아는	아웃도어	의류브랜드	회사로	소

위	CSR	‘끝판왕’이라고	정평이	날	정도로	CSR	

영역에서	유명한	회사이다.	파타고니아는	산악	

등반	장비를	생산하는	쉬나드장비회사의	자회

사로	1973년에	설립되었으며,	책임기업으로서	

소비자,	직원,	지역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책임을	지고자	노력하고	있다.11)	특히	파타고니

아의	경우,	자사를	‘환경	보호를	위해	사업을	이

용하는	기업’이라고	언명할	만큼,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유기농	목화,	원단	등	

친환경적인	원료,	환경적이며,	윤리적인	생산	

공정,	사후	관리	등	전	영역에	거쳐	사회적,	환

경적	영향을	고려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

이한	점은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

고,	소비보다는	오래입기,	재활용	등을	강조한

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지난	2013년에	합작법

인	형태로	진출했으며,	2016년에	직접	진출하

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3.1. 공정무역을 통한 가치의 선순환

	 파타고니아는	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한다.	의

류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많은	다국적	기

업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공

장을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다국적기업의	노동

착취	문제가	종종	이슈가	되곤	하는데,	파타고

니아의	경우	공정	무역	프로그램을	통해	2014

년	가을부터	2017년	2월까지	제품	생산	노동자

들에게	833,000	달러(약	10억원)을	직접	지급

했다.	스리랑카의	히다라마니	공장의	경우,	공

11)	리스판서블	컴퍼니	파타고니아

장	직원들의	아이들을	무료로	돌봐	주는	사내	

어린이집	건립,	건강	및	위생	관리	프로그램	실

시하는	등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또한,	파타고니아는	노동자들의	최저	생활	임

금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공정	무역	협회(Fair	

Trade	USA)와	협력을	시작해	생활	임금	기

준을	만들고,	공정	노동	위원회(Fair	 Labor	

Association)의	일원으로	정	임금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파타고니아는	공정	무역	

인증	제품마다	추가금을	공장	노동자들에게	직

접	전달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2016년	5월까

지	7,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공정	무역의	혜

택을	입었으며,	점차	공정	인증	공장이	학 될	

예정이다.12)	

	 이처럼	파타고니아는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

하고,	공정	인증을	채택함으로써	소비자의	윤리

적	소비에	 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이를	통

해	소비자들은	제품을	더욱	믿고,	구매하게	되

고,	이는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

리를	양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동자	인권에	

한	관심과	행동이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에	

한	가치에	부합하면서	기업의	성장,	노동자에게	

권익으로	돌아오면서	윤리적	가치가	선순환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있다.	게다가	파타고니아

는	유급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하는	등	소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인권	노동의	중요성을	알리며	사회에	긍정적인	

파장을	낳고	있다.

 2.3.2.  캠페인을 통한 소비자 의식 제고

(임파워링) - DON’T BUY THIS 

JACKET, Wornwear

	

	 파타고니아는	의류를	판매하는	기업임에도,	

의류를	오래	입을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12)	“파타고니아	공정무역	-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	엿보기”
	 	http://www.patagonia.co.kr/shop/inside/article.

php?sno=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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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표적인	사례가	바로,	DON’T	BUY	

THIS	JACKET	캠페인이다.	파나고니아의	 표

적인	문구가	된	이	문구는,	2011년	11월	25일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에	뉴욕타임즈에	

개제한	것으로,	사람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

다.	제품을	사지	말자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통

해	환경을	고려한	윤리적인	소비에	 한	의식을	

일깨우며	파타고니아의	윤리의식을	효과적으로	

확산시켰다.	광고를	통해	새로운	물건을	많이	

구입하는	것보다는	 선해서	재사용하고,	재활

용하는	것이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파타고니아는	오래	입는	옷을	추구

하며,	좋은	원료를	추구하고	있다.	1994년에

도	‘필요	없는	옷을	사지	말자’는	캠페인을	진행

한	바	있으며,	현재	<오래	입는	옷,	오래	입은	옷

(Wornwear)>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파타고니

아	웹사이트에	옷	 선,	취급방법	및	재활용	방

법,	오래	입은	사례	등을	소개하며,	소비자로	하

여금	윤리적	소비에	동참하도록	동기를	부여하

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호주,	중국	매장에	아

름다운	 선실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철학을	실

질적인	제도로	뒷받침하며	소비자의	호응을	얻

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파타고니아가	기업	가

치를	철저히	지키며,	소비자들에게	믿을	 	있

는	제품을	제공한다는	믿음을	얻게	된다.	그	믿

음을	토 로,	소비자들은	오래입기와	같은	새

로운	차원의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게	된다.	여

기서	주목할	것은,	파타고니아의	캠페인이	단순

한	홍보에서	그친	게	아니라	좋은	원료,	좋은	제

품,	윤리적	생산	방식과	 선실	마련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	가치에	걸맞게	직접	행동할	 	

있도록	효능감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파

타고니아는	윤리적	소비	생활에	 한	가이드를	

제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넘어서	옷	 선	

등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타고

니아는	기업	가치와	환경,	윤리	등에	 한	소비

자의	의식을	제고해	기업의	가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소비자를	임파워시키고	있다.

3. 사례 비교를 통한 선순환 제고 방향

3.1.  러쉬, 파타고니아, 아름다운가게 사례

를 통해 본 윤리적 가치 선순환의 핵심

	 러쉬,	파타고니아,	아름다운가게를	통해서	윤

리적	소비를	통해서	윤리적	가치가	선순환되기

까지	핵심적인	공통점들을	몇	가지	발견할	 	

있었다.	첫	번째는	소비와	가치	실현	사이의	단

단한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것이며,	윤리적	가

치	선순환의	첫	걸음이라고	할	 	있다.	두	번째

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

를	통해	소비자에게	효능감을	부여하며,	적극적

으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개입할	 	있도록	

힘을	심어주는	임파워링이다.	

 3.1.1. 소비와 가치 실현 사이 연결고리 마련

	 러쉬,	파타고니아,	아름다운가게는	소비가	바

로	환경	등의	윤리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질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했다.	이는	제품의	매출	

증 를	통한	기업의	성장이	윤리적	가치	실현으

로	이어진다는	신뢰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

고	할	 	있다.	윤리적	소비를	통한	가치	선순환

의	핵심이	바로	이와	같이	소비와	가치	사이의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러쉬의	경우,	“우리는	화장품이	아닌	러

쉬의	가치를	팔고	있다”는	모토를	내세워	그	가

치	자체를	브랜드	이미지로	브랜딩	함으로써	해

당	브랜드의	소비	=	해당	가치	실천이	될	 	있

게끔	연결	고리를	마련했다.	파타고니아	또한,	

윤리적	생산	공정을	밝히고,	“환경	보호를	위해	

사업을	이용하는	기업”이라고	밝히며,	사업의	

익금을	환경	보호	산업,	노동자의	권익	확보	

등에	투자함으로써	파타고니아	제품	구매가	곧

바로	환경,	인권	등의	가치로	이어지도록	연결

고리를	마련했다.	아름다운가게의	경우,	기부를	

통해	물품을	선순환하는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사업모델	자체가	환경	보호,	저소득층	기

부	등의	가치와	 접히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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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소비자 참여 유도를 통한 임파워링 

	 러쉬,	파타고니아,	아름다운가게는	단순한	소

비를	넘어선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소비자	참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

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할	 	있도록	동기를	부여

한다.	

	 러쉬의	경우,	소비자가	참여할	 	있도록	윤

리적	가치들을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전시할	 	

있는	것에서	임파워링의	핵심이	있다.	재활용

을	통해	만들어진	knot-wrap,	동물실험	반 	

문구가	인쇄된	에코백	등은	1)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가시화하

여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소비의	영향력을	실감

하며	소비자에게	행위자로서	힘을	실어주는	임

파워링이라	할	 	있다.	또한,	2)	기존의	러쉬의	

주력	제품인	화장품	외에	이러한	악세사리류의	

제품을	통해	소비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를	

강화시킨다.

	 파타고니아의	경우,	<오래	입는	옷,	오래	입

은	옷>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의	가치

에	참여할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캠페인

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의류를	

만들자는	파타고니아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소

비자는	이를	통해	옷을	재활용하고	 선해	입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기업이	표방하는	윤리	의

식에	동참하며	공감 를	형성하게	된다.	파타고

니아는	실제로	 선실을	마련하며	소비자의	윤

리적인	소비	생활을	지지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의	경우,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

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있는	발판을	마

련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되는	제품

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바탕으로	하고	있

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업을	운영

해나간다.	특히	아름다운가게의	경우,	청소년,	

소비자,	시민을	 상으로	윤리적	소비의식	제고

를	위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활동가를	양

성하는	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선순환의	첫	단계는	소비와	가치	실현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소비가	윤리적	소비

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때,	기업은	윤리적	소비

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가시화해	보여주

고,	옷	 선,	봉사	등에	소비자들을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면서	소비자에게	효능감을	부여한

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가치에	

개입,	전파하게	되며,	이게	바로	소비자	임파워

링이다.	기업에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은	

더	많은	 익을	내고,	그	 익의	일부가	양질의	

일자리,	환경	보호	활동,	인권	보호	활동	등으로	

돌아오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치의	선순환

을	낳는다.	

3.2.  국내에서의 적용 한계와 선순환 제고 

방향

	 위의	윤리적	가치	선순환의	핵심	요소들을	활

용해	이를	국내에서도	적용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이런	모델을	적용하기까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국내	소비자의	

윤리적	행동	특성을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3.2.1. 국내 적용의 한계

	

	 국내의	경우,	 ‘착한	소비’에	 한	인식이	생

기기	시작한	것은	2003년으로,	아름다운가게

가	공정무역	커피를	팔기	시작하고	나서이다.13)	

이후	공정무역	제품	구매와	같은	윤리적	소비에	

한	관심이	점차	증가해왔으며,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면서	윤리적	소비	의식이	확산되었다.	윤

리적	소비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윤

리적	소비의	가장	기본적인	결정요인이	타인에

게	도움이	된다는	이타적인	이미지의	추구로,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인간적인	요소를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있었다.14)	국내에선,	소비	활동이	

인간관계와	 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소비	활

13)		고애란(2009),	국내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동	특성과	앞
으로의	전망,	패션정보와	기술	Vol.6,	54p.

14)	위의	글,	5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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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곧	개개인의	이미지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은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치

보다는	기업은	안전한	방향을	선택할	 밖에	없

다.	따라서	러쉬가	지지하는	가치들에	 한	이

해도,	합의	정도가	사회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선순환을	일으킬	 	있는	가

치	지지를	기업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기는	한

계가	따른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내에서	윤리적	의식	선

순환을	확산시키기	위해선	윤리적	의식에	 한	

전반적인	공감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러쉬

가	펼치는	여러	사회활동	중	여러	사람의	의견

이	갈리는	사안의	경우,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성균

관 	구민정	교 는	"러쉬가	벌이는	캠페인	중	

동성애	지지	같은	논쟁적인	캠페인은	지역에	따

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면서	"이런	점

에서	베네통을	연상시키는데,	 중	시장	마케팅

에	부정적일	 	있다"고	말했다.15)	국내에서	기

업과	CSR의	역할이	커진다고	해도,	사회적	분

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3.2.2  국내에서의 윤리적 가치 선순환 제고 

방향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	속에서	국내에서	윤리

적	가치	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간단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①	소비자	대상	교육

	 우선,	시민사회의	성 과	소비자를	 상으로	

한	윤리적	소비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	이상훈	

성공회 	경영학부	교 에	따르면,	윤리적	소비	

활동의	활성화는	소비	주체의	의식과	행동의	변

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단기간에	소비	태

도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해를	

15)		“성장과	윤리를	향해	함께	'LUSH'”,	2017-06-16,	조선
일보

	 	ht tp ://news.chosun.com/s i te/data/html_
dir/2017/05/26/2017052601256.html

높일	 	있는	교육,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16)	우

리나라는	윤리적	소비	개념이	비교적	늦게	도입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가게와	같이	소비자를	

상으로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②	기업의	역할	-		투명한	정보	공개와	양질의	

제품	생산

	 기업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윤리적	

소비를	위한	동기부여에	힘써야	한다.	특히	파

타고니아	같은	경우	발자국	찾기	등을	통해	기

업의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윤리적	소비가	어떻게	환경

과	사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지	 치로	제공

하면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부여하며,	윤리적	소

비에	 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가장	기본

적으로,	기업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형태로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며	공감 를	형성해야	한다.	이에	

더해,	소비자가	윤리적	소비	의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행동할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한

다면	기업	가치와	소비자	가치	사이	접점을	넓

히며	소비자의	의식	변화에서	실질적인	행동	변

화까지	이끌어낼	 	있을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제품을	만

드는	것이다.	러쉬는	소비자	임파워링	등	다양

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한결같은	그들의	제품에	 한	철학이	밑

받침되었기에	성공할	 	있었다.	러쉬	CEO가	

강조하듯이	그것이	꾸준해야한다는	점이	중요

하다.	단발적인	보여주기	식의	마케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스스로	확신이	있는	

기업의	지속적	윤리적	활동이	선행되어야	윤리

적	소비가	뒤따를	 	있다는	것이다.

	 ③	제도	마련과	연대

	 마지막으로,	윤리적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발간

16)		“새로운	소비	트렌드,	윤리적	소비”,	http://www.acrc.
go.kr/acrc/briefs/201508/sub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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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보고서	「윤리적	소비	관련	인증제도	활

성화	방안	연구」(곽윤영,	2015.12)	에	따르면	

윤리적	소비가	확산되면서	안전한	거래를	위한	

인증제도가	도입되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

장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윤리적	소비	관련	

인증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제품을	구매하면서	

윤리적	소비를	더욱	활성화시킬	 	있을	것이

다.	현재	정부의	경우	동물복지와	기업의	경영

활동	영역에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17)	이

밖에	더욱	다양한	영역에	인증제도를	실시해,	

윤리적	가치가	선순환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

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영역에서도	연

를	통해서	윤리적	소비를	활성화시킬	 	있다.	

파타고니아의	경우,	비영리	단체인	B	Lab의	임

팩트	평가를	통해	B	Corp	인증을	받고	있으며,	

점차	B	Corp	인증	기업의	 가	늘고	있다.	인증

을	받은	기업	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연 하면

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있을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본론	2장에서	러쉬,	파타고니아,	아

름다운가게	세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윤리적	소

비와	소비자	임파워링을	통한	가치	선순환이	일

어나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들을	살펴보았다.	다

음으로	본론	3장에서	세	기업	간	공통적으로	발

견된	통찰과	이를	통해서	국내에	이와	같은	선

순환	모델을	적용하고자	할	때	극복해야	할	점	

및	윤리적	가치	선순환	제고	방향에	 해	정리

하고자	한다.	세	기업	모두	윤리를	사업운영의	

핵심가치로	삼아	소비와	윤리라는	두가지를	연

결지어	생각하고	있었으며,	소비자들에게	윤리

적	소비의	결과가	선순환되는	점을	강조하여	보

다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기업의	가치추구에	

동참할	 	있도록	하는	소비자	임파워링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사업에	

지속성과	진정성을	불어넣어	단순한	일회성	보

여주기	사업이	아닌,	기업가치에	윤리가	체화될	

17)		곽윤 	(2015),	윤리적	소비	관련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
구,	한국소비자원,	115p.

정도의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반면	

아름다운가게의	경우	국내	사회적	기업으로서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

었으며,	러쉬와	파타고니아는	다국적	영리	기업

으로서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윤리적인	가치

를	함께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아직	윤리적	소비의	역사가	깊지	

않다.	시민사회의	성 과	윤리적	소비라는	개념	

자체에	 한	이해와	공감은	윤리적	소비를	통한	

선순환의	충분조건이다.	국내에서	러쉬,	파타고

니아와	같이	윤리적	가치를	사업운영의	핵심정

신으로	삼는	기업과	아름다운가게와	같이	사회

적가치를	경제적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인	선순환을	펼치기	위해서는	최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윤리적	소비	교육이	

필 적이다.	소비	가치관은	단시간에	바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민사

회를	 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윤리적	소비	의식을	가진	소비자가	

직접	행동에	옮기기까지는	더	나아가	기업이	윤

리적	소비의	 상이	되는	제품의	정보를	투명하

게	공개하고,	일반	제품에	뒤처지지	않는	양질

의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정보공개	및	이를	소

비자에게	알리는	창구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

간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감

를	얻을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

로,	윤리적	소비를	핵심가치로	삼아	소비자를	

임파워링하여	선순환을	일으키는	기업/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윤

리적	소비를	할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

련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윤리적	소비,	소비자	임파워링,	선

순환과	같은	개념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있

으나	아주	먼	이야기만은	아니다.	2008년	이

후	세계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경제성장률

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으나,	한국에서의	공정무

역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시장규모가	50억	

원에	달하고	있다.18)	경제가	어려울	때	역설적

18)		kbs	명견만리	제작팀	(2017),	명견만리	‘미래의	기회’,	㈜
인플루엔셜,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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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윤리적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	같이	한국에서	윤리적	소비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어	있으며,	선순환	가능성의	물꼬는	트

여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의	소비의	결과

가	가져오는	가치	선순환을	보여줌으로써	소비

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소비자	임파워링과,	이를	

통한	더	큰	가치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	불

가능하다.	이제	윤리적	소비와	기업의	지속가능

성은	떼려야	뗄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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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영, 윤리적 소비 관련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

구, 2015, 한국소비자원, 1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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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우리나라	기업의	기부라	하면	가장	먼

저	떠오르는	이미지일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등의	중요성이	 두되고	기업의	

사회	환원에	 한	시민들의	기 가	나날이	커져

감에	따라,	다양한	업계와	규모의	기업들이	그

러한	기 에	부응하고자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을	실천해왔다.	과거	NGO나	민간자선단체들이	

주도하던	기부활동에	점차	많은	기업들이	동참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다 는	기업	이미

지	제고를	위한	‘보여주기	식’에	그친다는	비판

을	받는다.	기업들의	기부행위가	지역사회에	

한	관심과	책임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	

‘기부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중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단에	불과한	것

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기

부활동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거나	연초,	연말	

등	특정	시기에만	집중된다는	점,	해당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나	종사하는	업계	특성과	전혀	무

관한	 상에	 한	기부가	불규칙적·임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	이러한	비판을	뒷받침한

다.	더	나아가	일부	기업들은	매년	거액의	기부

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탈세,	부당이익	취

득과	같은	이슈에	휘말려,	 중으로부터	오히려	

‘위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들의	기부문화에	변화

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업의	리더나,	사회공헌

파트와	같은	특정	부서가	아닌,	전	사원이	참여

할	 	있고	기업이	이를	독려하며	함께	할	 	있

는	‘지속가능한’	기부모델에	 한	참신한	아이

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업의	구성원들

과	일반	시민들	역시,	기존의	형식적인	기부가	

아닌	더	꾸준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사회공헌

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의	행보에	높은	참여율과	

응원으로	화답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기부문화

가	싹트게	된	데에는	IT기술	발달의	공도	컸다.	

 22기 오은채(eunoh0202@snu.ac.kr)

[SNUCSR Column]

‘○○기업, ○○의 날을 기념하며 ○○재단에 0000만원 통 큰 기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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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IT기술,	소셜	네트워크와	접목된	다양한	

기부모델은	어느덧	새로운	‘기부생태계’의	형성

과	도래를	알리고	있다.

사원과 기업이 함께,

한국형 매칭그랜트의 확산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생소한	용어였지만	몇	년	새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들도	적극적

으로	도입하는	기부방식이	되었다.	매칭	그랜

트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임직원

이	비영리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내는	기부

금만큼	기업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

(matching)시켜	내는	것을	의미한다.1)	국내에

는	2000년 	초	삼성	SDI에	의해	처음	도입되

어	오늘날	 많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방식으

로	자리	잡았다.	SK하이닉스의	‘행복나눔기금’,	

KT&G의	‘상상펀드’	등이	모두	매칭그랜트	방

식을	이용한	기부금	조성의	예이다.	사원들의	

관심과	기업의	지원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형

재난	시	지원금으로	쓰이거나	사회적	약자,	소

외계층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더	나아가	이러한	매칭그랜트	기

부방식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사원들이	단순하

고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	쉽게	기부와	연결될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들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예컨 	 원,	구미에	위치한	삼성	디지털	

시티에	‘나눔	키오스크’(Kiosk)를	설치해,	임직

원들이	산책을	하면서	사원증을	키오스크에	체

크하면	회당	1천원을	직접	기부하고	회사도	매

칭그랜트로	적립한다.	또한	‘오르고	나누고’라

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주요	연구소	건물의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한	층당	10원을	임직

원들이	직접	기부하고	회사도	그	금액만큼을	기

부해	이웃	사랑	나눔	활동에	활용한다.	이러한	

노력은	사원들의	기부를	생활화하고	독려하는	

한편,	기부를	‘누구나	쉽게	할	 	있는	것’,	‘즐

거운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데에	기여하고	

1)　네이버	두산백과

있다.	아직	극히	일부	지사,	연구소에만	도입된	

상태이며,	그	이용률이나	누적액	등에	 한	홍

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

는	데에	있어	벤치마킹	할	 	있는	긍정적인	모

델을	제시했다고	볼	 	있다.

‘기부 플랫폼’:

기부문화의 변화를 견인하는 기업들

	

	 앞선	기업들이	전	사원을	회사와	함께	기부

활동에	가담하도록	장려하였다면,	더	나아가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기부문화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있다.	바로	국내	최고	규모

의	검색엔진인	네이버와,	 ‘모바일	라이프	플랫

폼’을	표방하는	카카오이다.	전	국민이	사용하

는	검색엔진과	모바일메신저를	제공하는	두	회

사답게,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기부모델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국내	기부문화에	변화

를	불러오고	있다.

	 네이버	이용자라면	한번	쯤	 ‘해피빈’이라는	

이름의	콩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네이버	

해피빈이란,	네이버에서의	카페,	블로그	활동	

등의	보상으로	받거나	직접	결제·충전하여	적립

한	해피빈을,	원하는	 상,	혹은	단체에	기부할	

	있는	온라인	기부포털이다.	해피빈	홈페이지

에는	후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사연,	자금지원

을	기다리는	소셜	벤처	등의	모금함이	마련되

어	있어	개인이	원하는	곳에	쉽게	기부하고,	이

후	해당	모금함의	목표달성여부와,	기부금이	어

떻게	필요한	곳에	전달되고	사용되었는지에	

한	상세	내역까지도	함께	확인할	 	있다.	다음

(Daum)의	‘희망모금’에서	출발하여	최근	개편

을	거친	카카오의	‘같이가치’	역시	비슷한	형식

의	기부포털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용자가	모

금함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응원의	댓글을	남

기고	타인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매번	카카오

가	이용자	 신	소액기부를	하는	방식을	통해,	

모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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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부포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

는,	개개인이	단순	기부자를	넘어	스스로	모금

함을	기획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할	 	있는	‘기

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네이버	해피빈

에는	‘공감펀딩’,	카카오	같이가치에는	‘프로젝

트	모금	제안하기’	기능이	있어,	기존	모금	캠

페인과는	달리	전문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더라

도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개인이라면	누

구든	직접	기부 상과	재단,	목표기부액을	선

정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펀딩을	주도할	

	있다.	이처럼	더욱	주체적이며	다양하고	새

로운	기부	경험을	제공하는	‘기부	플랫폼’들의	

성장에	힘입어,	서민경제	침체와	각종	단체,	재

단의	신뢰문제	등으로	얼어붙었던	민간	기부문

화에도	불이	붙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	해피빈

은	2017년	한	해에만	7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네티즌들에	의해	모금되었으며,	카카오는	지난	

10년간	총	8600여개의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

한	바	있다.

	 이처럼,	기업이	기부활동에	 동적으로	참여

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사내에	기부문화를	정착

시키고	새로운	기부문화를	직접	선도해나가며	

기부에	 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주체

가	되는	것이야말로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CSR)을	충실히	이행해나가는	

모습이	아닐까?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기부문화

가	우리나라에서	더	활짝	꽃피우길	기 해본다.	

참고문헌

허준, “12년간 700억 기부금 모은 네이버 해피

빈 ″온라인 기부 새 문화 만들었죠″”, 파이낸셜뉴

스, (2017.06.21) <http://www.fnnews.com/

news/201706211347532426>

장세훈, “KT&G, 재난·재해 보듬는 손 ‘상상

펀드’”, 서울신문, (2017.11.18) <http://

w w w. s e o u l . c o . k r / n e w s / n e w s V i e w.

php?id=20171129019013&wlog_tag3 

=naver>

김은, “삼성전자 `자원봉사 대축제`… 나눔활동 활

발”, 디지털타임스 (2016.10.2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

no=2016102302109932816004>

남명우, “이천 SK하이닉스, 연말연시 나눔활동으

로 지역사회 ‘훈훈’”, 아시아투데이, (2017.12.07) 

<http://www.asiatoday.co.kr/view.php? 

key=20171207010003226>



48   Sustainability Review

	 	2017년	11월	3일,	가을이	절정에	달해갈	즈

음,	SNUCSR	학회원들과	양재동	현 자동차	본

사에서	CSV경영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

자동차	CSV경영팀에서는	홍순상	차장님을	비

롯해서	세	분의	임직원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셨

다.	현직자로부터	현 자동차	CSR/CSV사업의	

현황과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을	인터뷰의	목적으

로	하였으며,	현 자동차	본사	로비에서	약	2시

간정도	진행하였다.

	 CSV경영팀은	올해(2017년)로	편성	만	3년

차에	접어든	팀으로,	기획실에	소속되어	있다.	

부서개편	당시	기존의	환경전략팀이	기술경영

팀으로	변화하자	최고경영자의	지시로	인해	기

존	환경전략팀이	담당하던	CSR업무를	이어받

아	편성되었다.	현 자동차라는	기업의	사업을	

위해	사회문제해결과	기업가치	창출을	목적으

로	하며,	사회적	임팩트를	만듦으로써	자동차산

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CSV의	지향점이자	기업경영의	경쟁력으로	인

식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최고경영자의	지시로	

인해	기존의	사회공헌	혹은	CSR과	같은	명칭이	

아닌	공유가치창출(CSV)경영팀으로	명명되었

다는	것인데,	이는	기업경영의	기저에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기반으로	삼고	있

다는	것을	뜻한다.

	 현 자동차는	자동차	업종의	특성을	살린	

CSV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크게	1.청년	2.	

교통안전	3.	환경.	4.	현 자동차	역량강화	로	

나눌	 	있다.	청년	관련	CSV활동으로는	

표적으로	 학생을	 상으로	하는	H-Social	

Creator	활동이	있으며,	교통안전	관련	CSV활

동으로는	로보카폴리	찾아가는	교통안전,	기부

드라이빙	캠페인,	아이오닉	숲	조성과	같이	자

동차	업종	특성을	살린	활동들을	들	 	있다.	환

경	관련	CSV는	특히	현 자동차에서	주목하고	

있는	영역으로,	자율주행차,	친환경 소차,	전

기자동차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자동차들의	기

술	개발도	CSV영역	중	하나라고	할	 	있으나,	

CSV경영팀에서는	친환경자동차	관련	사회인식	

조성과	같이	해당	친환경	자동차들이	사회에서	

원만히	사용될	 	있는	생태계	조성에	주목,	사

회	임팩트	요소를	발굴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CSV활동	외에도	CSV경영팀은	현

자동차	지속가능보고서	발간도	주관하고	있

으며,	그	 요는	주로	해외기업의	IR,	EU등	국

제기구와의	교류	등과	같이	해외	 요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CSV경영팀은	사내	임직원

들을	 상으로	CSV적	사고를	제고하기	위해	매	

달	CSV/CSR	뉴스레터를	발간	중이며,	매년	1

회	2박	3일간	전	임직원을	 상으로	진행되는	

CSV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현 자동차는	CSV사업	추진과	임직원	교육

 21기 이상민(tkdalsdl5@snu.ac.kr)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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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투입과	더불어	산출된	결과에	 한	성

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또한	꾸준히	추

진	중이다.	과거	CSR활동을	단순한	사회공헌으

로	인식하던	시기에는	내/외부적으로	성과	공유

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제는	회사	특성에	맞

는	성과기준을	개발하고	측정지표를	통해	결과

를	측정,	이를	공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열사	

별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측정평가

기준은	이와	같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만

들어지고	있으며,	회사	특성에	맞는	성과측정기

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 자동차	CSV경영팀은	“사회

적	가치창출의	전사적	실현”을	목표로	여러	사

업을	진행	중이며,	인터뷰	당시(2017년	11월)	

총	8명의	임직원이	부서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세	분의	임직원들

의	한마디	한마디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CSV경영팀이	출범된	지	만	3년	차,	그동안	현

자동차라는	기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또

한	공유가치창출이라는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

들이	각	부서에서	모여서	CSV의	가치를	알리

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현 자동차의	전	임

적원들이	CSV의	가치관에	깊이	공감할	정도라

고는	할	 	없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많다

고	하셨다.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오

솔길을	내지만,	이	길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

여서	길을	만들다	보면	그	길은	곧	많은	차들이	

달릴	 	있는	 로가	되듯	CSV경영팀은	이처럼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비즈니

스를	하는	부서라고	하셨다.

	 이번	인터뷰는	해당	학회지	SR발간과	배포를	

통해	진행할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세	분의	

임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현직자의	

목소리를	통해	CSV의	현황과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들을	 	있는	뜻	깊은	시간

이었다.	인터뷰	이후에도	현 자동차	CSV경영

팀과	SNUCSR학회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강물처럼	흘러넘치길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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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더	이상	AI가	

사람의	역할을	 신하는	것이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다.	혁신을	이끌어내는	기술로,	인

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

그래밍으로	구현하는	기술로써,	그간	컴퓨터	및	

인터넷	기반의	IT	산업의	정보	처리	방식과	구

분되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

고	스스로	학습하는	주체이다.	여기서의	빅데이

터는	물론	비정형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따라서	

많은	데이터가	모두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

는	것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형

태의	데이터든간에	언젠가	새로운	가치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에서부터	의료,	금융,	쇼핑	업계까지	

이처럼	다양한	산업군의	변화를	기 해	볼	 	

있겠지만,	위의	혁신적인	기술에	주목했을	때	

어떤	산업보다도	폭발적인	성장이	기 되는	것

은	단연	‘플랫폼	비즈니스’이다.	모든	업계가	이	

플랫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금융가

에서	화제가	되는	것은	카카오뱅크다.	출시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아서	신규	계좌가	228만건

을	넘겼고,	이런	빠른	성장의	배경에는	‘카카오

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있었다.	

플랫폼 비즈니스란?

	 “사람이	모여드는	곳.”	플랫폼은	과거	기차의	

승하차장이나	스포츠	경기	등의	무 를	의미했

다.	이제	플랫폼은	소셜네트워크와	검색	포털,	

OS(운영	시스템)	및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	빈

방을	구하는	사람과	방을	내놓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에어비앤비가	그	 표적	예이다.	IT	기술

의	발전으로	공급과	소비의	장의	경계가	무너져	

내림에	따라	기존의	기업의	비즈니스	구조가	재

편되면서	만들어진	이	시 의	진정한	‘플랫폼’

이다.	카카오톡은	사용자에	과금을	하지	않지

만,	카카오뱅크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2기 윤지미 (jeemee0709@gmail.com)

 22기 김민영 (yijk261@hanmail.net)

 21기 이미겸 (wdfrost@snu.ac.kr)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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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올리는데,	카카오뱅크로의	손쉬운	유입을	

유도한	것은	다름	아닌	카카오톡이란	플랫폼의	

이용자	 와	빅데이터이다.	4차	산업	혁명	시

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잭팟’이	터진	셈이다.	

	 ‘연결,	확장,	공유’	이	세개의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	시 의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을	설

명할	 	있다.	플랫폼은	서로	다른	집단을	‘연

결’	해주는	장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획

기적으로	많은	집단이	동시에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연결될	 	있게	되었다.	사물인터넷을	통

해	우리는	집안,	직장,	학교,	그	어디에서든	특

정	플랫폼에	접속할	 	있게	된다.	플랫폼의	힘

은	그	접근성과	사용자	 에서	오기	때문에,	이

처럼	집단	간의	연결이	용이해지는	것은	플랫폼

의	영향력을	더욱	강력하게	한다.	

	 ‘확장’은	새로운	플랫폼을	의미한다.	빠른	시

일	내에	인공지능(AI)은	매우	광범위한	곳에	사

용되면서	데이터를	 집하는	또다른	플랫폼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이	개발해	낸	인공지

능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인터넷	쇼핑몰,	

검색	포털	등에	탑재되어	서로	다른	기존의	다

양한	플랫폼으로부터	데이터를	한	데	모아	분석

하는	‘플랫폼의	플랫폼’	역할을	할	 	있다.	자

율주행자동차	또한	차내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

해	확장된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장조

사업체	스트라베이스는	언스트앤영(Ernst	&	

Young)	전망치를	인용해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소비되는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가	

오는	2060년에는	200억달러(약	22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1)		

	 ‘공유’는	공유경제의	플랫폼	시장으로의	진

입을	의미한다.	에어비앤비의	경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본	서비스이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업종이	플랫폼	경제의	형태를	띨	것이	

예상되면서,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많은	집단

이	모두	그러한	서비스업의	발달의	 혜자가	될	

것이다.

1)	 	매일경제	뉴스,“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빅뱅’”,	<	http://
news.mk.co.kr/newsRead.php?no=654025&year=>.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회적 가치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더욱	더	진화된	형태의	

서비스업이	출범하고,	기업이	소비자의	구매에

서	이윤을	창출하지	않고	데이터와	트래픽만으

로도	이윤을	창출하고,	과금	없이	전세계의	이

용자가	합리적인	공유	경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	새로운	시 에	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

와	사회적	가치	사이의	경계는	허물어질	것이

다.	생활의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의료와	

같이	중 한	영역까지	그	어떤	영역이라도	플랫

폼의	구축을	통해서	이용자의	니즈가	더욱	정확

하게	파악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

한	서비스의	 혜자가	될	것이다.	

	 이제	기업은	‘어떻게	 중에	자신들의	재화를	

팔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있을까?’를	고민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기업은	사회를	이롭게	

할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	주체로	변모할	것이

다.	그	과도기에서,	변화의	길에	선	기업들은	아

마도	새로운	시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걸

맞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란	과연	무엇일지	꽤

나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 에	더욱	성장

할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하여,	플랫폼	기업들

이	자신의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정

의하고	창출하고	있는지	 표적인	사례들을	통

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분석한	결과

를	기반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CSR	전략에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찰하고,	해당	산업의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데	있어	고려해

야	할	점과	기 하는	바를	제시할	것이다.	

Ⅱ. 본론

Ⅱ-1. 기업사례 분석 - KAKAO

1. 기업소개 : 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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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플랫폼	비즈니스의	 표주자	중	하나로	

카카오를	들	 	있겠다.	카카오는	2006년	설립

되어	2014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해	다음

카카오로	출범,	2015년	‘카카오’로	사명을	변경

하고	모바일	시 를	 표하는	기업으로	자리잡

았다.	‘Connect	Everything:	새로운	연결,	더	

나은	세상’이라는	비전	하에,	카카오는	카카오

톡으로	 표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비롯

하여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소셜	기반	게임	플

랫폼,	생활	기반	플랫폼,	핀테크	플랫폼,	검색	

플랫폼	등	다 	집합체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론에서	논의했듯이,	선형	가치사슬	구조를	

띤	전통적인	비즈니스와	달리	플랫폼	모델에서

는	생산자,	소비자,	플랫폼간의	상호작용과	복

합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치가	창출된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이	정교해진	IT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칭시킬	 	있게	되면서	플랫폼	산업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단순히	서비스	구매자	및	이용자로

서의	역할을	넘어서	공동	생산자	또는	공동	가

치	창출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2)	카카오는	

다른	산업과	차별화되는	이러한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회공헌활동을	구상

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을 고려한 카카

오의 사회공헌 활동

 2-1.  서비스 사용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 동

참: 소셜 임팩트 서비스

	 서비스	사용자가	직접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동

2)	 이경남(2016),	30-32쪽

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카카오의	두드러

진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이다.	기존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하는	사회공헌활동	외에도	소비자

가	직접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임팩트를	만들	

	있는	플랫폼을	기업이	제공하는	것이다.	예

컨 	카카오는	‘같이가치	with	Kakao’라는	이

름으로	다양한	기부	방식을	통해	누구나	사회변

화에	참여할	 	있는	기부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즉,	기부자를	만나기	어려운	NGO와	마

음은	있지만	기부할	곳은	찾지	못하는	이용자에

게	쉽고	다양한	경로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카카오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기부	

하고	참여할	 	있으며,	SNS에	사연을	공유하

거나	응원,	댓글만	써도	카카오가	100원씩	 신	

기부하는	방식을	통해	2016년까지	총	7,182개

의	공익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특히	개별	카카오	서비스들과	같이가치가	콜

라보하여	각	서비스의	특성을	살리면서	서비스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공익	활동에	참여할	 	

있는	기부	캠페인을	실시한다.	카카오의	 표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기브티콘(Give-ticon)을	

통해	사용자가	특정	이모티콘을	구매할	때마다	

카카오가	판매금액의	일부를	관련	단체에	기부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	예로	2016년	

진행된	청각장애인	구경선	작가의	‘베니	이모티

콘’은	이벤트	기간보다	조기	종료되는	등	기부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	외	서비스	사용자가	콘텐츠	제작자에게	제

작비를	후원하는	‘스토리펀딩’,	사회적,	개인적	

의미가	있는	제품을	생산자가	주문량만큼	제작

하여	제공하는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을	통해	

카카오는	사용자가	스스로	가치있는	제품	및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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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소비를	할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데	주

력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소

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카카오는	

시공간을	넘어	비즈니스	생태계	참여자들을	연

결시키는	플랫폼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비즈니스	생태계의	구성

원으로서	카카오에	 한	심리적	주인의식을	느

끼도록	도울	 	있다.	상기한	활동을	통해	소비

자는	기업이	지향하는	바나	경영철학	등을	이해

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기업에	 한	이해도를	

높일	 	있기	때문이다.3)

	

 2-2.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의 동반성장: 카

카오 상생협력

	 뉴스,	웹툰,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

는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카카오는	콘텐

츠	산업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콘

텐츠의	창작,	개발,	유통에	있어서	중소	파트너

즈	및	창작자와	상생을	도모하는	사회공헌	활

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예컨 	‘카카오	상생센

터’를	통해	개방된	공간을	마련하여	누구나	개

발	혹은	창작활동을	할	 	있도록	하고,	상생센

터에서	만들어진	우 	콘텐츠를	카카오의	다양

한	플랫폼을	통해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선보일	

	있는	기회도	제공해	콘텐츠	개발에서부터	실

제	서비스	출시까지	전	과정에	걸친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콘텐츠	창착	

및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와	역량강화를	위

한	교육	및	사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

여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

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카카오가	일반	중소	제조업자	및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플랫폼	기업이	

기여할	 	있는	바를	고심한	바를	확인할	 	있

다.	검증된	중소ㆍ소상공인	제품을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에	입점	우 하거나	카카오	유통	

플랫폼	입점	기회를	부여하는	직접적인	상생방

안과	더불어,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	및	미디

3)	 주재훈,	신민석(2016),	79-81쪽

어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정책	정보를	

홍보함으로써	중소ㆍ소상공인에	 한	 중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간접적인	방안	등도	고려	중

이다.	

	 이처럼	카카오는	콘텐츠	분야에서	소규모	제

작자와의	동반성장에	집중적으로	CSR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서도	카카오가	생

산자,	소비자,	플랫폼이	상호작용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에	맞게	사회적	가치를	창

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있다.

 2-3.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 교육: 

NEXT

	 모바일,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IT

기술의	발달은	다가오는,	혹은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혁명	시 에	사회	전	영역에서	‘연결,	확장,	

공유’를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	플랫

폼	기업으로서	카카오는	학생,	교사,	청년,	중소

상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상으로	관련	기술을	

교육하고	인프라를	제공하는	여러	사회공헌	활

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후원

하는	등	공익적	IT교육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기

울이고	있다.	

	 IT기술	교육과	관련한	사회공헌	활동은	플랫

폼	산업만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플랫폼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혁

신기술에	더	많이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교육현장에서	소

개하는	것	역시	해당	산업의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할	 	있겠다.		

3. 우려사항 및 제언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상,	카카오는	플랫폼

의	접속하여	실질적인	 익을	올려주는	사용자	

고객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콘텐츠,	광

고	등을	공급하는	파트너라는,	서로	다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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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요자	그룹이	있다.4)	앞서	2-2에서	보았

듯이	카카오가	두	번째	 요자	그룹,	즉	파트너

에게	콘텐츠를	유통할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

으로써	그들과	상생할	 	있는	환경을	만들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콘텐츠	및	제품	제작자와	

플랫폼(카카오)간	 평적	관계와	공정한	 익	

분배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플랫폼의	영향력

이	커지면서	개발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

로	나오고	있다.	예컨 	카카오게임을	생각해보

자.	카카오게임은	카카오톡으로	확보한	이용자

를	흡 하고,	게임	사업자/개발자와의	연계를	

통해	플랫폼	가치를	형성하는	플랫폼	전략을	사

용하여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크게	성장하

였고,	800개	이상의	서비스와	5억명	이상의	누

적가입자 를	확보하면서	매우	강력한	소셜	기

반	게임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이렇게	게임플

랫폼이	카카오게임으로	거의	고착화된	상황에

서,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할	경우	개발한	게임

이	잠재적	사용자에게	노출될	기회가	매우	적어

지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자가	카카오를	상 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5)	한	예로	작년에	논

란이	되었던	NHN픽셀큐브와	카카오게임	간의	

갈등을	들	 	있다.	NHN픽셀큐브가	2015년	

카카오프렌즈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제작,	출

시한	모바일	퍼즐게임	‘프렌즈팝’이	꾸준히	인

기를	끌던	중에	카카오가	2017년	그와	유사한	

‘프렌즈팝콘’을	개시하였고,	그에	 한	비판을	

제기하자	NHN픽셀큐브와의	IP	재계약을	거부

한	바	있다.6)	이와	같은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

폼	사업자	간의	불편한	관계는	양	기업	모두의	

성장을	제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파트너사와

의	상생	관계를	유지할	때	보다	동반성장을	통

한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개발자에게	돌아가는	실	 익이	전

4)	 성 조,	송승현(2016),	12쪽

5)	 송동현,	유재필(2014),	11쪽.

6)	 	아주경제,	카카오,	NHN엔터	'프렌즈팝'	재계약	거부...플랫
폼	사업자	'갑질'	논란,	20170726

체	 익의	50%가	되지	않는	기존	 익구조의	

개선	역시	플랫폼	기업을	 상으로	꾸준히	제기

되는	문제이며,	실제로	카카오게임의	경쟁사인	

밴드게임에서	플랫폼	 료를	낮추어	중소	개

발자들을	영입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7)		

	 더불어	많은	서비스	경로를	통해	플랫폼에	유

입,	유통되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지에	 한	실제적인	방안과	

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다.	플랫폼	산업은	임계점을	넘기면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특징이	있는	만

큼,8)	앞으로	사용자	고객과	공급자	파트너로부

터	제공되는	정보량	역시	계속	증가할	것이다.	

방 한	양의	정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련할	때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도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Ⅱ-2. 기업사례 분석  - NAVER

1. 기업소개 : NAVER

	 다음으로	살필	국내	플랫폼	비즈니스는	네이

버이다.	네이버는	1999년	설립되어	다년간	검

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축한	사용자	풀과	그에	

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	시 에	걸맞는	플랫

7)	 송동현,	유재필(2014),	12쪽.

8)	 성 조,	송승현(2016),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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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비즈니스의	선두자로	나아가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	동영상	메신저	‘스노

우’,	글로벌	커뮤니티	서비스	‘밴드’	등	모바일	

서비스를	비롯하여	온라인	광고	및	콘텐츠	사업	

분야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오

고	있는	네이버는	4차	산업	혁명	시 의	 용자

로서	다양한	시도를	행하는	중이다.9)	스마트폰

의	휴 성,	접근	편이성	등으로	인해	시공간의	

제약없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들이	소통	가

능해져	개인과	개인은	물론,	더	나아가	전세계

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에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잠재적	가치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비

즈니스가	크게	성장하는	추세이고,10)	네이버는	

이를	반영하여	구현	중이다	

	 하나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집단이	거래하는	양면시장이	형성되면

서	하나의	그룹이	플랫폼에	참여할	때	다른	그

룹	역시	이	플랫폼에	참여할	때	느끼는	가치가	

증 된다.	이러한	간접네트워크	효과를	증 시

키는	양면적	플랫폼을11)	네이버	역시	국내	최 	

인터넷	기업으로서	‘나눔과	상생’,	‘동반성장’이

라는	기업의	방향에	맞게	구축하여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들을	실현하고	있다.

2.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을 고려한 네이

버의 사회공헌 활동

 2-1.  나눔과 상생의 일상화를 실현하는 온

라인 공익 플랫폼

	 검색을	비롯하여	각종	주요	이슈들을	실시간

으로	전달하는	매체의	역할을	하는	인터넷	기업

인	만큼	네이버는	정보의	확산력과	그	신속성의	

우 함을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나

눔과	상생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우선	첫번째로	소개할	것은	올해로	12주년을	

9)	 인터넷	상생백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16,	11쪽.

10)	최승혁(2016),	1쪽.

11)	김현지,	차윤소,	김경훈(2016),	112쪽.

맞은	‘네이버	해피빈’이다.	해피빈은	기부자와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이어주는	국내	최초

의	온라인	공익	플랫폼으로서,	네이버	서비스	

이용	또는	직접	구입을	통해	얻은	해피빈이라는	

가상의	콩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털을	이용하면서	얻을	 	있는	포인트	등을	

사회에	기부	형태로	제시한	이	서비스는	인터넷	

기업에	걸맞는	플랫폼이라	보여진다.	또한	네이

버는	이러한	해피빈이	보다	잘	활성화되기	위해	

모바일	및	웹	첫	화면에	다양한	공익단체와	이

웃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함께	N’	주제판을	운

영	중이다.	국내	정치,	연예,	교육	등	전형적인	

기사만	소개하는	것이	아닌	그동안	사회	구성원

들에게	소외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비롯하여	

이웃에	 한	이야기까지	공익	관련	뉴스의	전달

을	통해	네이버	이용자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기

부	및	펀딩의	참여도	함께	독려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라인	메신저의	‘Blood	Donation’

과	‘자연재해알림’	공식계정	역시	매체의	특성

을	잘	반영한	온라인	공익	플랫폼이다.	2016년	

Taiwan	Blood	Services	Foundation과	협력

하여	출시한	공식계정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과	

라인(LINE), 자연재해알림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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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혈액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유저가	해당	

공식계정을	구독하면	본인이	등록한	주소	및	혈

액형에	따라	가장	가까운	헌혈장소와	헌혈	시	

주차시설	등에	 한	정보를	받을	 	있게	된다.

	 자연재해알림	계정은	Taipei	City	정부와의	

합작으로	계정	구독자들에게	재해발생시	실시

간	상황	보고를	비롯하여	휴교령	유무	등	긴급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커뮤

니케이션	 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네이버가	양면플랫

폼을	통해	청중	조성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있다.	기부가	필요한	 혜자들의	사연을	

소개	및	광고함으로써	플랫폼	이용	전	보다	다

양한	청중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12)	

 2-2.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통로 

역할의 플랫폼

	 검색	및	뉴스의	매체로서의	역할	이상을	해내

지	못하는	인터넷	기업들은	도태되고	마는	현실

을	반영하여	네이버는	2010년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창작자와	문화	생태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해오고	있다.	

	 그	중	최근	뮤지션계에서	가장	핫한	‘네이버	

온스테이지’는	인디	뮤지션을	위한	라이브	영상

을	소개하는	플랫폼으로서,	매월	인디	뮤지션과	

관객의	소통의	장인	온스테이지라이브를	운영

해오고	있다.	

	 또한	‘헬로!	아티스트’라는	시각	예술작가들

의	작품을	 중에게	소개하는	온라인	통로의	역

할도	하고	있는데	미술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

쳐	격주로	한	명의	작가를	소개하며	작가들의	

작품	판매를	위한	‘아트윈도	스토어팜’을	개설

하는	등	작가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

고	있다.

	 이러한	창작자들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플

랫폼은	양면시장의	청중	조성자	및	시장	조성자	

12)	위의	논문,	113쪽.

유형으로서	플랫폼이	별개	집단	간의	거래가	형

성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다.13)		

판매	플랫폼은	창작자와	소비자를	창작물을	매

개로	이어주기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창작

자들을	알리는	데	일조하기에	두	유형을	함께	

보여주는	플랫폼이라	여겨진다.	또한	네이버의	

이러한	예술	지원	플랫폼	서비스는	인터넷	기업

의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

례라	할	 	있다.	

 2-3.  다양한 경제 주체의 도전과 성공을 지

원하는 플랫폼

	 IT산업을	이끌어가는	국가의	선두	인터넷	기

업인	만큼	‘기술’과	 ‘글로벌’은	네이버의	사업	

및	서비스	활동의	방향이라	할	 	있다.	따라서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소상공

인,	기술	스타트업자,	창작자	등	다양한	경제주

체들의	도전을	위해	비즈니스	플랫폼을	지원하

여	그들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의	하나인	‘네이버	꽃	프로젝트’는	개

인이	쉽게	창업에	도전할	 	있는	환경을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

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할	 	있는	쇼핑	플랫폼인	

‘쇼핑윈도’와	온라인	예술품	판매	플랫폼인	‘아

트윈도’,	자신의	작품을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

어	판매	가능한	‘그라폴리오	마켓’까지	다양한	

판매	플랫폼	지원을	통해	스몰비즈니스의	진입

장벽을	허무는	데	일조하고	있다.	

13)	위의	논문,	같은	쪽.

그라폴리오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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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위해	네이버는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운영	중이

다.	네이버	개발자들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개하는	‘Hello	World’와	네이버가	지닌	기

술	이슈를	공유하는	‘d2.naver.com’이	그	예

이다.	개발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로	인

해	개발비용의	감소까지	꾀하는	교육	플랫폼으

로	네이버의	경험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후원하

는	활동을	통한	기술	개발자들의	지식	및	경험

까지	함께	살필	 	있다.	‘Github’	역시	이러한	

플랫폼	중	하나로	현업에서	사용중인	경쟁력	있

는	기술들을	소개하는	플랫폼이다.

	 또한	네이버는	기업활동을	통해	축적한	노하

우와	비즈니스와의	긴 한	연계를	통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상생효과가	기 되는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부모의	철학과	자신의	가치관

을	담은	청년	농부들의	지속가능한	농사	지원사

업인	‘가업을	잇는	청년	농부’가	그	예이다.	선

발된	청년	농부들을	위해	그들의	가치관이	담긴	

이야기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중에게	알리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연계하며	그들의	소신

과	농산물의	가치를	드러낼	 	있는	영상	및	브

랜드	패키지를	제작하고	판매	플랫폼을	지원하

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양면시장에서의	 요	조정

자	유형으로서	다 	집단	간의	 요를	결합하

고	조정함으로써	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

는	것이다.	앞의	청년농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청년농부들은	그들의	가치관을	담은	플랫폼	지

원받음을	통해	타	농산물과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할	 	있게	되고	소비자들은	이를	소비함으

로써	농산물과	농업보호,	자연보호	등의	사회적	

가치	또한	함께	소비했다고	느끼게	된다.	그리

고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네이버는	그	중개

자	및	후원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

의	이미지를	얻는다.	적절히	여러	주체의	 요

를	조정하면서	설계한	플랫폼을	통해	그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가치	효용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3. 우려사항 및 제언 

	 4차	산업	혁명	시 에	걸맞게	네이버의	사회

공헌활동은	더이상	기부와	같이	일방적이고	일

회적인	공헌활동에	지나지	않고	더	나아가	지

속적인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자사의	

기술	및	빅데이터를	촉진자의	역할로,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인	 용

자의	역할은	자사를	비롯해	기업의	이용자까지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이상	기업만이	사회

공헌활동의	주체자이고	기업의	소비자는	그	

혜자가	아닌	이제	그	경계가	무너져,	기업의	플

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두	주체	모두	성장	가능

하게	된	것이다.

	 네이버는	일반	시민,	창작자,	창업가	등	다양

한	경제주체들을	위한	기부	플랫폼,	판매	플랫

폼,	교육	플랫폼	등의	구축과	그	지원을	통하여	

인터넷	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한	사회공헌활동

을	행했다고	평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계

의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비즈니스는	플랫폼	경

제	초기	단계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길이기에	긍

정적인	반응을	얻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기업을	

한계짓는	길이	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

다.	소비자라는	일방적인	 혜자의	흐름이	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반영하여,	이제	소비자와	기업	

더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확장되면서	더욱	새로

운	가치를	창출	가능하게	되었고	사회공헌활동

을	접목시킨	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또	하나

의	핵심	경영전략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유

념할	때	네이버는	인터넷	기업이라는	업계특성

브랜드 패키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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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몰되어	기술과	정보공유라는	틀에서	벗어

나지	못한다면	단순히	기업과	소비자	혹은	소비

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의	역할에만	그

치게	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있는	기업의	특성을	발굴하고	이를	플랫폼으

로	구현하는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가장	 중적인	‘네이버	지도’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를	연계하여	성범

죄자들의	위치를	고려한	하교길	제안	서비스를	

제안해	볼	 	있다.	또	네이버의	 많은	이용자

들과	협력하여	장애인을	위한	문턱	등이	설치된	

건물	표시	지도	만들어가기	등도	같은	맥락이

다.	앞의	두	제안들은	네이버의	방 한	빅데이

터로부터	일방적으로	 혜받는	소비자(이용자)

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서	더	나아가,	이미	지닌	

서비스를	재활용하고	소비자를	플랫폼	창출에	

주체로	참여시키는	방안이다.	이렇게	시야를	확

장시킨다면	네이버는	업계의	혁신적인	선도자

로서	그	지위를	굳건히	할	 	있을	것이다.

Ⅲ. 결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는	전통적인	비즈니스와	전혀	다른	형태

의	기업의	 익	창출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	이	

변화는	그동안의	기업이	얽매였던	물리적	굴레

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점에서	기업이	올바른	가

치를	지향할	때	그	파급효과가	무한할	 	있음

을	의미한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사례	분석에서	

알	 	있듯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	막 한	데

이터	보유량과	이용자	 를	이용해	업계	특성에	

걸맞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플랫폼은	제약	없는	‘연결,	확장,	

공유’의	장으로써	서비스의	공급자와	 요자	사

이의	교류의	기회를	여실히	제공하고,	공급과	

요에	더욱	긴 하게	 응하면서도	높은	부가

가치로	이어지는	서비스업의	발달을	제고한다.	

그	가운데서도	나눔과	상생의	일상화를	지향하

는	사회공헌	활동과	스타트업,	문화	예술계	창

작자,	중소상공인	등	잠재적인	경제	주체들에	

한	기술적	지원이	가져오는	파급효과가	가장	

두드러진다.	

	 특히나	후자는	그동안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

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로의	이동이라	할	 	있을	것이다.	뿐만	아

니라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주체

로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많은	기업	외부	주체들에	의해	공유됨으로써	

그	이행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고도	할	 	있

을	것이다.	CSV는	기업의	경영	전략	내에	경제

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통합하

는	개념이고,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CSV는	기업	

외부의	다양한	파트너	그룹과	효율적으로	협력

할	 	있는	네트워크	구조,	즉,	플랫폼을	구축함

으로써	달성된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기능은	다 	집단	간의	 요를	결합하여	간접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긴 한	피드백이	오가게	

함으로써	기업,	공급자,	 요자	모두의	가치	효

용을	극 화하는	것이다.	더	많은	기업이	플랫

폼	형태를	지향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네트워크

에	참여할	 	있는	주체들이	늘어날	것은	물론

이고,	물리적인	제약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영역

에서까지	기업이	CSV를	전개해	나갈	것을	기

해	볼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	변화의	양상	또한	

단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플랫폼	업계에	 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이	들려온다.	하지만	플랫

폼이라는	생태계에는	번뜩이는	기술과	아이디

어를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크고	작

은	주체들이	포진해	있다.	여기서	카카오,	네이

버와	같은	거 	플랫폼	기업은	단순히	그들을	중

개하는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

업가	정신과	기업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업계

에서	기업의	생존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익	분

배나	방 한	데이터의	처리	및	보관	등의	문제를	

확실히	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가치	효

용을	극 화해야	할	것이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기업의	사회적	가

치가	이루어	낼	시너지가	기 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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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국내에서	300억원으로	시작한	일본

의	패스트	패션	기업	‘유니클로’는	2014년	6

천940억원의	매출을	올려	10년만에	약	33배

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그	뒤를	이어	스페인	브

랜드	‘자라’는	마찬가지	2014년	한해동안	2천

273억원,	스웨덴	브랜드	‘H&M’은	1천227억

원의	매출을	올려,	업계에서	소위	빅3로	불리는	

이들	세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1조440억원이라

는	 박을	터뜨렸다.	

	 백화점	등에	입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직접	관리하는	스

파(Specialty	 store	 retailer	Private	 label	

Apparel	brand,	SPA)브랜드는	유통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의	욕구와	트렌드를	빠

르게	파악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중적인	디자

인의	옷을	내놓은	덕에	국내에	상륙한	지	10여	

년	만에	패션	업계를	완전히	장악했다.1)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많은	스파브랜드가	덩

달아	바빠지는	것은	계절이	바뀐다는	사실만으

로도	가게로	이끌려	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을	

지불하고	옷	한	벌의	행복을	구매하려는	소비자

들	때문이다.	하지만	발	빠르게	트렌드에	맞춰	

신상품을	내놓는	이	좋은	시스템이	말해주지	않

는	것이	있다.	지금의	패션	업계가	 용하고	있

는	생산과	소비의	시스템은	절 로	지속가능하

지	않다.	짧은	 명을	다하고	버려지는	옷들은	

석유	산업에	비견될	만큼의	폐기물을	지구상에	

남기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시스템의	충실한	

구성원으로서	단지	자신들의	편익을	위한	소비

행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1)	 	2015년	발표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업계	자료에	따른	
것.

 21기 이미겸 (wdfrost@snu.ac.kr)

[SNUCSR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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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입는	옷은	천연	섬유	및	합성	섬유

로	만들어진다.	섬유의	재료인	고분자는	단

단한	공유	결합	및	분자	간	인력으로	반결정

(semicrystalline)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물성을	가져	섬유	등으로	실생활에	많

이	이용된다.	하지만,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

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막 하다는	맹점	또한	

존재한다.	

	 그래서	고분자	폐기물을	재생(regenerate)하

려는	노력도	시행되어	왔다.	실제로	폐타이어는	

분해되고	금형되어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데에	

사용되지만,	이	방법으로는	연간	쏟아져	나오는	

폐타이어를	감소시키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다

고	판명이	났다.	주성분이	셀룰로오스인	종이의	

재생은	비교적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지만,	우리

가	입는	합성	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의	재생은	

전세계적으로	겨우	2-10%	정도만이	재생을	하

는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	또한,	

재생고분자는	 부분이	원래의	고분자에	비하

여	물성이	뛰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가	면

에서도	이윤이	남지	않아	재생산업은	경제적으

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재생 	 섬유의	 하나인	 비스코스	 레이온

(viscose	rayon)은	셀룰로오스를	화학적	처리

를	한	후	방사	과정에서	셀룰로오스로	다시	환

원시킨	것으로,	이러한	비스코스	방식은	레이

온의	생산	단가를	낮춘	것은	사실이나,	실상	비

스코스	방식은	공정	과정에서	이황화탄소와	같

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이상적이지	못하다.	애써	열을	가하

고	감압을	시켜	생산해	낸	레이온	섬유는	처음

의	셀룰로오스	섬유에	비해	10분의	일도	안되

는	분자량을	가지기	때문이다.3)	(분자량은	 체

로	물성과	비례한다.)

	 리사이클링의	이러한	내재적	한계를	인식하

는	것에서	업사이클링이	시작되었다.	단순히	물

건을	재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디자이너의	창

2)	 	Malcom	P.Stevens,	2003,	Polymer	Chemistry:	An	
Introduction,	3rd	edition,	Oxford.

3)	 	Steven	B.Warner,	1994,	Fiber	Science,	1st	edition,	
Prentice	Hall.

의성,	브랜드의	철학	등을	내세워	상품의	새로

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업사이클링이

다.	국내	브랜드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고요한	

것에	비해서는	해외	스파브랜드	몇몇이	이런	움

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H&M은	컨셔스	액션을	

진행,	2020년까지	생산품의	100%를	친환경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M의	크리에이

티브	어드바이저	앤	소피	요한손은	2015년	컨

셔스	익스클루시브	컬렉션에서	다양한	문화로

부터	영감을	받은	하이	패션의	정 를	담아내고	

싶었다고	밝혀,	H&M의	컨셔스	라인이	리사이

클링이	아닌	업사이클링의	일환임을	확실히	했

다.	

	 업사이클링이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

시하고	있기는	하나,	국내에선	아직	그	시장이	

크지	않다.	옷에	달린	지퍼,	단추	등을	떼어내

고	헌옷을	해체하여	다시	디자인해	제작하는	과

정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업사이클링	제품

은	가격이	비쌀	 밖에	없다.	기술에	의존하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

다.	하지만,	업사이클링의	본질은	높은	가격에

도	불구하고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	있다.	

환경	보호와	같은	브랜드의	스토리와	철학은	가

격경쟁력이	있는	기존	제품들에	 한	 항마로

서	시장에서	업사이클링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

한다.	

	 앞으로	더	많은	패션	기업이	업사이클링	움직

임에	동참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	가운

데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브랜드	스토리를	가장	

잘	활용하고,	환경경영을	극 화할	 	있는	방

법은	업사이클링의	요소를	제품	생산부터	소비

의	전	과정에	도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의	의류	업사이클링이	상품이	생산된	이후의	

응에	관한	것이라면,	앞으로의	업사이클링은	상

품이	생산되는	단계부터	시작되는	것이어야	한

다.	H&M의	컨셔스	액션은	CSR의	일환이었지

만,	어떤	기업의	설립	자체가	패스트	패션에	

한	거부감에서	시작된	경우라면	그	브랜드의	스

토리의	진정성은	더욱	돋보일	것이다.	

	 섬유	공학자들도	재생	섬유의	단가를	낮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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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만	총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어차피	리사이

클링은	비효율적이다!)	기술이	어떻게	브랜드

의	철학을	뒷받침할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

이다.	업사이클링을	염두에	둔	옷은	분명	새로

운	섬유와	직조방식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	섬

유의	물성을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업사이클링의	측면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섬유의	

강도를	적정	 준보다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은	비용과	에너지로	분해될	 	있는	섬유,	의

류	해체	작업을	최소화할	 	있는	직조	방식의	

개발을	위해서는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

의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산,	소비,	다시	생산’의	

순환성을	고려한	상품은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가치로	다가올	것이고,	그들이	지속가능한	패션

에	 해	호의적으로	나서는	것은	더욱	더	많은	

패스트	패션	기업들이	환경경영을	도입하도록	

하는	가장	큰	동인이	될	것이다.	단순히	헌	옷을	

재활용하는	것	이상의	차원에서	패션	산업의	지

속가능성은	달성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

이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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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1년간의	지속가능경영학회	활동이	

마무리	된다.	학회를	하면서	CSR	관련	여러	컨

퍼런스,	특강,	포럼	등등에	참여할	 	있었다.	

그중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열린	『2018	

CSR	전망	컨퍼런스』는	더욱	특별했다.	학회에

서	 외협력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참여한	컨퍼

런스이기도	하고,	CSR로	유명한	각계	인사들의	

발표를	현장에서	들을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날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이	공간을	통해	생

생히	전달하고자	한다.

		『2018	CSR	전망	컨퍼런스』는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교 ,	연

구원장,	유한킴벌리,	CJ제일제당	등	CSR로	유

명한	기업의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날도	제법	

쌀쌀해지고,	평소보다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서야	

했지만,	나서는	걸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1. 아시아의 CSR/CSV의 현주소

	 	컨퍼런스는	총	4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공유가치창출,	현	이슈와	기업의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정세우	

THE	CSR	 표이사의	환영사로	세션이	시작되

었다.	이후,	김정희	교 의	아시아	CSR/CSV

의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이	있었

다.	선진국과	국내	CSR을	비교한	연구는	본	적

이	있었지만,	아시아,	그중	한국,	중국,	일본을	

비교한	연구는	처음이어서	흥미로웠다.	그중	특

히	CSV가	아시아에	적합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아시아의	경우,	CSR의	개념도	확실히	

정착하지	않은	상태여서	CSV	또한	각	나라에

서	다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아시아에서	CSR/

CSV는	전략이	아닌	생존	 단으로,	기업의	‘윤

리’에	 한	신뢰가	중요시되고	있었다.	뿐만	아

니라,	사회	문제에	 한	기업의	자발적인	역할

을	고민하고	있었다.	기조강연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CSV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어떻게	다르

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	 	있었고,	기업을	

운영할	때	CSV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금	

느낄	 	있었다.	CSV에	 한	찬반이	아직도	이

어지고	있긴	하지만,	기업의	윤리와	책임에	

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기

업이	CSV를	고민할	시기인	것	같다.

   #2. 기업이 잘하는 것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다

	 두	번째	세션은	‘사회적	가치	창출,	SDGs	실

행으로	공유가치를	창출하다’는	주제로	유한킴

벌리와	CJ제일제당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고,	패

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유한킴벌리는	CSR에	

          21기 송미라(micuc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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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접한	회사

로,	우리나라	 표적인	CSR	기업	중	하나다.	유

한킴벌리는	최근	심각하게	 두되고	있는	고령

화라는	과제와	CSV를	결합시켰다.	이	새로운	

모델을	통해	유한킴벌리는	사회문제	해결과	새

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중	지식나눔	플랫폼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최

근에	공유가치가	 두하면서	지식	나눔,	재능	

기부	관련	플랫폼이	많이	생겼는데,	시니어가	

주체가	된	것이라	더욱	와	닿았다.	최근에	할머

니들의	요리	등	살림	노하우들을	공유할	 	있

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무형의	가

치를	공유하고,	시니어에	 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기록을	맡은	CJ제일제당	발표의	경우,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	들었다.	CJ제일제당은	특히	해

외에	진출하면서	베트남	등지에서	CSR활동들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사회가치경영을	선포하

며,	그룹의	경영철학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게	인상	깊었다.	식품	기업으로서	SDGs	

중	‘ZERO	HUNGER’에	집중하고	있었고,	베

트남에	종자를	개발해	식재료	공급	안정망을	확

보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	가계	 입을	

증 하며	상생하고	있었다.	바이오산업의	경우,	

기술	개발을	통해	버려지는	소재를	재활용	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한다는	것에

서	진정성을	느낄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발

표를	듣고	난	후,	CJ제일제당	제품들을	다시	바

라보게	되었다.		

#3. 내부에서 공감하는 CSR

	 세	번째	세션은	‘CSR	전략의	전사적	실행,	성

공을	위한	도전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

행되었다.	먼저,	‘CSR과	일의	의미,	조직	동일

시’를	주제로	한	김경신	교 의	발표가	있었으

며,	짧지만	강렬했다.	그동안의	CSR이	외부이

해관계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내부이해관계자	

관점에서	CSR	어떻게	지각되었는지	구성원들

과	CSR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었다.	최근,	일에

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데,	CSR이	근로자에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지속가능

한	성장을	이끈다는	게	발표의	요지였다.	지각

된	CSR이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조직	동일시

를	낳는다는	게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흥미로웠

다.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것	같은	분야

가	CSR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기업의	CSR을	

통해,	CSR	업무를	하지	않는	기업	내부구성원

들	또한	조직에	 한	만족감을	낳는다는	걸	알	

	있었다.	내부	이해관계자들을	하나로	묶는	

CSR의	새로운	역할을	발견할	 	있었다.

	 그	다음	발표들은	자신의	일에	보람을	찾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의	발표여서	의미가	있었다.	

파타고니아는	환경	위기에	 한	공감 를	형성

하고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을	이용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CSR	이행

이	주된	목적인	기업이다.	친환경적	원단을	고

집하고,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

며,	소비보다는	재활용,	재사용을	권장하는	메

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여러	차례	진행해왔

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기업	활동으로	파타고

니아는	여타	아웃도어	브랜드에	비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파타고니아는	패널	토론에

서	전	직원들이	CSR	부서	직원이나	마찬가지이

기	때문에	따로	CSR부서가	따로	없다고	해	모

두의	탄성을	자아냈다.	그만큼	CSR에	 한	열

정과	기업	철학,	자부심을	느낄	 	있었다.	

	 두	번째	세션	마지막	발표는	LG이노텍	관계

자의	협력서	CSR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한	발

표였다.	CSR을	관리하면서	고민되는	것	중	하

나가	협력사	CSR이	아닌가	싶다.	최근에	 기

업	협력사	사고	등	협력사	관련	문제가	종종	

두되면서	협력사	CSR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웃소싱을	할	경우,	협력사	CSR	관리	

준을	확인하는	것을	요구받는데,	전자산업의	경

우,	안전한	노동	환경과	친환경적	운영을	보장

하기	위해	EICC가	창립되었다.	이렇게	외부에

서	목소리도	높아지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G이노텍에서	협력사	CSR	리스크	관리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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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해오고	있었다.	2013년	행동규범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CSR클리닉	운영,	CSR평가	시

스템	도입	후	정기	평가에도	가점을	주는	등	새

로운	시도를	하며,	CSR	평가를	현업에서	적용

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고	있었다.	협력

사	CSR은	특히	어려운	사안인데,	진정성	있는	

고민의	과정을	들을	 	있었다.	최근	공급망에	

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LG이노텍의	협력회사	

CSR	리스크	관리가	하나의	모델로서	역할	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4. 기술과 CSR

	 마지막	세션은	‘4차	산업혁명	시 ,	ICT로	열

어가는	사회적	혁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

다.	우선	첫	발표에서	곽재성	교 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의	문제점들을	밝혔다.	특히	성과	측

정에	있어	인풋은	있지만	아웃풋이	명확하게	나

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결과를	추상적으로	

언급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가

치	세부	지표의	필요성이	높았다.	글로벌	기업

인	유니레버의	경우,	교육,	손씻기	교육	효과	등	

사회적	가치	창출	결과를	면 하게	보여주고	있

었고,	성과관리를	통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

력하고	있었다.	본	발표에서	효과성은	비용	

비	효과를	기본으로,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평

가하는	것을	제시했으며,	프로젝트	단위의	성

과	중심	관리와	상시적	데이터	케어를	핵심으로	

꼽았다.	최근	얼마	기부	이런	식의	투입	위주의	

CSR보다	결과를	추적해	소셜임팩트를	측정하

는	것의	중요성이	 두되고	있다.	추상적인	가

치를	 치화하긴	어렵지만,	앞으로	CSR이	임팩

트를	내기	위해선	이런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있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선	IT를	활용해	삶

의	변화를	주기	위한	활동들을	고민하고	있었

다.	기술의	혜택을	확장이	바로	비즈니스	성장

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기조	아래	자

선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IT와	교육을	접목

시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인상	깊었

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네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세 가	

새로운	역량	갖추도록	소외계층을	위해	코딩교

육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와이파이를	설

치하는	등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

었다.	

	 마지막으로,	KT의	빅데이터	활용	감염병	확

산	방지	프로젝트에	 해	들을	 	있었다.	최근	

빅데이터	활용이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과	접목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CSR에	활용할	 	있

는	좋은	사례가	바로	이	사례인	것	같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민관이	협력한	사례로,	 한민

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메르스와도	관련

이	있었다.	통신사	정보를	통해	감염병	위험	정

보를	SMS로	제공하고,	다른	국가와	협력하면서	

각	나라	환경에	맞춰	맞춤화하고	있었으며,	앞

으로도	협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프로젝트를	

확 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술을	통해	기여할	

	있는	방법들을	위	두	기업의	사례를	통해	재

밌게	들을	 	있었다.

	 컨퍼런스는	하루	열렸지만,	주어진	시간	안

에	CSV,	CSR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알차

게	들을	 	있었다.	이번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	

내용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참여한	사람들의	자

세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패널	토론에서	

열기를	느낄	 	있었고,	각	기업	관계자들,	교 	

등	연구진들	등	CSR영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

는	것을	생생하게	볼	 	있었다.	이번	컨퍼런스

를	통해서	CSR로	모인	열정들을	느낄	 	있었

고,	 한민국의	CSR의	전망은	밝다는	것을	느

꼈다.	사실	CSR에	 해	더	알아가면서	종종	회

의감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CSR영역이	앞으로	더욱	무궁무진해질	것

이며,	더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며	학회	

생활을	마무리	할	 	있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에	초 해주신	THE	CSR	 표님과	담당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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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스카라	실험을	하다	눈이	문드러진	토끼,	

화상연고	개발을	위해	등에	불질러진	고양이	등	

동물실험으로	고통	받는	동물들의	모습은	잘	알

려져	있다.	의약품부터	세제,	화장품,	목욕용품	

까지	 많은	사람을	위한	상품	개발을	위해	

많은	동물들은	실험에	사용된다.	무분별한	동

물실험을	억제하고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해	동

물실험윤리제도가	2008년에	도입되었지만	농

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실험	실태를	조사한	결

과	2012년	183만	4000마리에서	2016년	287

만	8천마리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실험동

물의	 는	해가	거듭할 록	증가하고	있다.1)	

많은	기업들에서	동물실험을	시행하고	있고	동

물실험을	하지	않는다	홍보하는	기업에서도	동

물실험을	하는	하청업체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

으며	동물실험에	암묵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하

지만	몇몇	기업들은	동물실험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의	 표적인	기업으로	러쉬

(LUSH)를	들	 	있다.

1)	 	이학범,	 “하루	평균	7900마리	동물이	동물실험에	사용
된다”,	데일리벳,	2017.03.02,	http://www.dailyvet.
co.kr/news/practice/laboratory-animal/73134

	 러쉬는	1995년에	창립된	영국	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이다.	러쉬는	친환경	천

연	화장품을	강조하며	제품에서의	천연재로의	

비중이	높고	 부분의	제품이	vegan	인증을	받

을	정도로	동물	성분을	거의	쓰지	않는다.	러쉬

는	공정무역,	소 자	인권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물실험	반 	캠패인	또한	적극적

으로	참가하고	있다.	러쉬는	제품생산시	동물실

험을	하지	않고	화장품의	재료	또한	동물실험이	

없이	생산된	것만을	사용하며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또

한	러쉬는	이전에	없던	동물실험	근절을	위한	새

로운	활동으로	2012년에	러쉬	프라이즈(LUSH	

PRIZE)를	신설해	동물실험	반 	운동과	 체	

실험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온	개인	및	단체에게	

상금과	상패를	 여해	왔다.	러쉬	프라이즈는	윤

리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상으로	본고에

서는	이	상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2.본론

2.1 동물실험은 필요한가?

	 동물실험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

 21기 주가영(joogayeong@naver.com)

[SNUCSR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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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건강을	위해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유사한	동

물실험은	꼭	필요하며	동물실험을	 체할만한	

확실하고	믿을만한	방안은	없다고	말한다.	동

물실험을	통한	해악	보다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동물실험은	필요하다는	것이다.2)	하지

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동물실험은	큰	신뢰

성을	가신	방안이	아니며	그를	 체할만한	실

험은	분명히	있다.	인간이	가진	3만	가지의	질

병	중	동물과	공유하는	질병은	1.16%뿐으로	인

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은	극히	적으며	같은	

질병이라도	서로	다른	종에게는	다른	반응이	나

타나기도	하며	동물실험에서	사용되는	약물	복

용량과	방법은	인간이	실제로	약물에	노출되는	

상황과는	차이가	커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어

렵다.	또한	그들이	실험의	효용성이	있다	주장

하는	근거인	인간과의	생물학적	유사성은	오히

려	동물의	권리	보호의	근거에	해당한다.	인간

실험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없으며	용납되

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인간과	매

우	유사한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는	것은	논리일

관성에	문제가	있다.	동물실험에	 한	 안으로

는	환자관찰,	사체연구,	시험관	배양	세포와	조

직을	통한	실험,	컴퓨터	모델링	통한	인체기능	

연구	등이	꼽힌다.3)	물론	동물실험은	현 의학

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백신,	항생제,	마

취제,	인슐린,	심장약	등의	사람을	살리는데	기

여한	결과물들은	동물실험을	통해	발견되었으

며	1901년에서	2007년까지	노벨의학상	 상

자	88명	중	65명이	동물실험관련	연구로	 상

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동물실험을	완벽하게	

체할만한	 안은	없으며	 체가능하다	하더

라도	동물실험만큼	결과에	신뢰성있고	비용적

으로	저렴한	방안은	없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

는	동물실험	중	효용성이	없는데도	시행되는	것

이	많다.	 표적으로	혈관이	발달한	토끼의	눈

을	이용해	화학물질의	자극성을	평가하는	마

스카라	테스트	등에	사용되는	드레이즈	테스트

2)	 	최훈,	 「동물실험	옹호	논증의	논리적	분석」,	철학탐구	
Vol.34,	2013,	p.224

3)	 김명식,「동물실험과	심의」,	철학Vol.92,	2007,	236-237

(Draize	test)나	실험	 상	동물이	절반	이상	죽

는데	필요한	화학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반

치사량실험(LD50)은	실험동물들의	고통에	비

해	의학적	효용이	적어	세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현재로썬	완전히	동물실험을	금

지시킬	 는	없겠지만	앞의	실험들과	같이	동물

실험의	결과가	큰	의미가	없는	실험만이라도	멈

출	 	있다면	고통	받는	동물의	 는	크게	줄어

들	것이다.	

2.2 러쉬 프라이즈 소개

	 러쉬	프라이즈는	동물 체실험분야	노벨상이

라	불리는	상으로	지난	2012년	천연화장품회사	

러쉬가	새로운	동물실험	반 	캠패인의	일환으

로	시작한	상이다.	러쉬	프라이즈는	전	세계에

서	동물실험종결,	비동물실험연구,	또는	비동물

실험법	사용의	홍보에	초점을	둔	연구조직,	연

구기관	및	개인을	 상으로	한	상으로	 상자들

에게	통	25만	파운드(약	4억원)의	상금과	상패

를	 여하는	시상식이다.4)	분야는	5가지로	로

비	부문,	과학	부문,	홍보	부문,	교육	부문,	신진	

연구자	부문이	있다.	로비상은	동물실험에	 한	

안책	사용을	촉구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과

학자들에게	 체	실험	방법을	훈련시키는	방안

을	연구한	사람들을	 상으로	한다.	과학상은	

효과적인	비동물	실험법을	만들거나	독성	경로

에	 해	연구를	한	사람들을	 상으로	하고	홍

보상은	동물실험에	 한	공공	인식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한	사람들을	 상으로	한다.	교육	부문

은	비동물실험	방법을	타인에게	훈련시킨	사람

들이	 상이며	신진	연구자	부문은	35세	이하

로	다음	연구를	위한	기금이	필요한	비동물	실

험에	기여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을	 상으로	

한다.	러쉬는	러쉬	프라이즈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특정	국가에서의	동물실험이	금지되었더라

도,	다른	국가에서는	동물실험을	요구할	 도	

4)	 러쉬	프라이즈,	http://lushprize.or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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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예로	중국은	모든	화장품에	동물실

험을	요구한다.)

2.		기존의	물질들이	동물실험에	대한	새로운	규

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화학규

제	아래에서	오히려	동물실험은	2011년	대

비	2014년에	2배	이상	높아졌다.)

3.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의	복지와	과학적	관

점에서	동물실험보다	대체실험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동물대체실

험이	현존하는	동물실험을	대신하는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다.

4.		대체실험이	증가하더라도	실험	규정의	 용	

과정은	매우	느리고	번거롭기만	하다.

5.		동물대체실험이	효과적이라고	입증되더라도	

의무적으로	규정되지	않거나	독성학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잘	이용되지	않을	것이

다.5)

	 우리나라에서도	이	상을	받은	 상자들이	있

다.	2016년도에	아시아	지역	젊은	연구가	부문

에서	연세 학교	치과 학의	김미주	기초과학

연구자가	 상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과학부

문에서	Biosolution	Co	Ltd의	이 현	연구자

가	 상하였다.	이들	외에도	2012년부터	6회째	

러쉬	프라이즈는	다양한	국가의	동물 체실험

에	기여한	연구자들에게	 상되었다.	

3.결론

	 동물실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다보니	화

제가	되지	않으면	잊고	지내기	쉽다.	또한	이슈

가	되는	것에	비해	그에	 한	 책마련	속도는	

매우	느리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보인다.	동

물실험에	반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여	전

세계적으로	동물실험에	제재를	가하도록	흐름

을	만들어	내었고	우리나라	또한	2017년	2월

부터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시켰다.	저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들	중	사람들에게는	동물에게	고

통을	줄	권리가	없다	말하며	단순히	목소리만	

5)	 러쉬	프라이즈,	http://lushprize.org/ko

내는	것이	아니라	러쉬	프라이즈라는	새로운	형

태의	CSR을	통해	해결방안까지	마련하려하는	

러쉬의	노력은	분명히	돋보인다.	 많은	상들이	

있지만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상인	러쉬	프라이즈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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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에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콘

텐츠	분야가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새

로운	형태의	산업은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

큼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기	마련

이다.	콘텐츠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CSR	도입을	

위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지식	기반의	

노동집약적	산업인	콘텐츠	산업은	저작권,	근무

환경,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에	취약하다.	그	중

에서도	게임	업계에서는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

를	앞두고	과도한	업무	장시간	하는	상태)로	인

해	직원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고	심지어는	직원

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해,	이제는	게임	업계에

서도	CSR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게임	업계에서	발생할	 	있는	CSR	의제는	

열악한	근무	환경,	공정거래,	개인정보	보호	등

이	있다.	또한,	주	소비층인	청소년과	부모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소비자에게	부작용을	미

칠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게임	기업은	이

해관계자와의	관계	유지에	특히	힘써야	한다.	그

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해외,	국내	게임	 기업에

서는	CSR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2. 본론

	 해외	게임업계에서는	주	고객층인	청소년	뿐

만	아니라	고용,	환경,	공정거래	문제에	 한	사

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분위기가	조

성되어	있다.	몇	년간	전세계	게임업계	매출	순

위	10위	이내를	유지했던	소니,	닌텐도	등의	

CSR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있다.	

닌텐도는	자사	제품인	wii	fit의	건강	증진	기능

을	강조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만

보계를	이용한	걷기	활성화	이벤트,	환경	관련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었다.	소니	역시	자사	제

품인	PS3를	활용한	과학	프로그램과	저작권	교

육,	입문자를	위한	게임	산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몇	년	전만	해도	게임	업계에서	

CSR의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CSR	

활동도	업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주로	후원이

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

 21기 권영진(shb02192@naver.com)

[SNUCSR Column]

http://monthly.appstory.co.kr/plan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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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난	2년간	넷마블에서	크런치	모드로	근무

하던	직원이	과로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게임	

업계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함께	여러	문제점들

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넷마

블과	계열사에	 한	근로감독을	진행해,	전체	

직원의63%가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했고	연장

근로 당도	받지	못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감독	

상이	1년이었기에	이	결과마저도	실태를	제

로	파악하지	못한	것일	 	있다는	점이	지적

되기도	하였다.	

	 이	사태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는지,	최근에

는	국내	게임	 기업들도	이전보다	비교적	CSR

을	활발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내	게임	업

계	매출	3위에	드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은	이제	단순	봉사활동을	넘어	교육과	복지	개

선에도	힘쓰고	있었다.	넷마블의	경우,	여성의	

경력단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

간	단축	제도	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완공되는	신사옥에는	직원	복지를	위한	

의료시설과	어린이집이	개설될	예정이라고	한

다.	넥슨의	경우,	사회공헌	브랜드인	넥슨	핸즈

를	설립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청소년

을	 상으로	한	네티켓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	게임	부작용

과	관련하여	기업윤리의식을	어떻게	실천할	것

인지,	또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에는	

어떻게	 응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해외	게임	기업들의	사례에서	방향을	모색

해보아야	할	지점이다.

3. 결론

게임	업계는	게임	개발	교육,	저작권	문제에	

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

를	만들어낼	 	있다.	이를	통해	게임에	 한	사

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게임	산업의	

가치를	향상시킬	 	있어	CSR의	의미가	더욱	

커진다.	해외를	비롯해	이제는	국내에서도	게임	

기업들이	CSR의	중요성을	점점	더	인지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프로

그램들이	과연	단순	프로그램	이상으로	게임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현재

의	노력들이	현재	게임	업계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앞으로	더	지

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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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지속가능경영전략학회

SNUCSR NETWORK 학회 활동 후기

1년 간, 기존에 제가 해왔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부를 

하느라 마냥 쉽지는 않았지만, 멋진 학회원들 덕분에 혼자일 

때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 SNUCSR에서 얻어간 

여러 고민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김 경 은

지난 1년간 SNUCSR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활동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교육 세션부터 SR 칼럼을 작성할 때까지, 

CSR에 대해 학회원들과 함께 고민한 덕에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이전보다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이 활동한 

학회원들, 그리고 앞으로 SNUCSR에서 활동할 분들 모두 앞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권 영 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개념에 대한 

막연한 관심과 의심을 동시에 갖고 학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csr활동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많은 

활동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한 

학기동안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김 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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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의 생소함이 어느덧 

익숙함으로 변해버린 와중에 한 학기 학회활동이 끝나버렸다. 

대부분이 그렇듯이 나 역시 CSR을 사회공헌활동에 국한하여 

생각하느라 학기 초반에는 많은 의문이 생겼었고 한국 기업의 

실태에 때론 분노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학회활동을 하면서 

기업에겐 CSR자체가 현실이기에 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생각보다 한국이 CSR 분야에서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를 접하고 

분석하면서 어렴풋했던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22기를 비롯하여 21기 선배님들과의 즐겁고 알찼던 

한 학기가 벌써 끝나버렸다니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다가올 다음 

학기 활동이 기대된다:)

김 민 영

한 학기 동안 CSR에 대해 고민하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SNUCSR 파이팅!!

박 하 연

안녕하세요 snucsr 21기 배홍선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간의 학회 활동들이  저에게 아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 주 한 두번씩 학회원들과 만나서 의견을 

교류하고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작업들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까지 잘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와 경영활동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이 알게된 사실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한 학회원분들 그리고 앞으로 

snucsr과 함께하실 분들 모두 좋은 곳에서 좋은 뜻을 펼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snucsr 파이팅~!

배 홍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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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원'으로서 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학회를 하면서 전에는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길게만 느껴졌는데, 

언제나 그렇듯 지나고보니 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기부터 

22기까지 2017년 한 해 함께 해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하는 지속가능경영학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송 미 라

학회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한 

학기를 보낸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부족한 회장이었지만 

학회원 하나하나 모두 열심히 참여해주어 가장 행복한 회장으로 

지낸 것 같아 모두 감사드려요 :) 다음 학기에도 더더욱 재밌고 

유익한 SNUCSR을 기대해봅니다!! 22기 파이팅♡

송 지 현

SNUCSR과 함께 한 또 하나의 학기가 지났네요. 학회에 지원할 

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질문들에 나름대로의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두 학기동안 활동하면서 답을 찾기 보단 

오히려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겼고, 그리고 어쩌면 그게 더 값진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 학기동안 함께 CSR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민했던 학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SNUCSR 파이팅!

위 세 라

한 학기동안 CSR에 대해 학회원들과 함께 탐구해나가며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해볼 수 있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들이었습니다:) 벌써 SR이 나온다니 뿌듯하고 기대됩니다!

다음 학기에도 23기와 함께 모두 파이팅해요♡

오 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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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년 동안의 활동이 끝났네요! 두 학기 간의 활동 동안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분석, SR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CSR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들어왔었는데 좋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다 보니 그 덕에 

학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다들 

감사했습니다!

주 가 영

막연히 '선한 기업'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SNUCSR에 들어오게 됐는데, 

교육세션이나 실무자 인터뷰를 하면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한 학기였습니다! 매번 CSR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를 

접하고 반짝반짝한 학회원들의 다양한 생각도 듣고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을 읽어보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제언하는 

과정이 새롭고 재미있었어요:)  처음엔 개념도 잘 몰라서 걱정이 

되었는데, 21기 분들이 너무나 잘 끌어주어서 고마웠습니다. 다음 

학기에 새로운 분들과 하게 될 학회활동도 기대가 됩니다♥

한 학기동안 다들 고생많으셨어요! 윤 지 미

벌써 두번째 SR을 발간하고 학회활동도 막바지네요~! 처음에 

긴장하며 봤던 면접부터 지금까지 학회원들과 함께한 매 순간이 

즐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또 만납시다!

이 상 민

우리 학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학회원들이 아닐까 합니다. 

상생이라는 두 글자를 머리로도 배웠지만, 마음으로도 느끼는 

한 학기였습니다. 1년여의 시간이 벌써 지나가고 학회 활동을 

갈무리하는 기분이 참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학회 소식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미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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