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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 Network 회장의 인사말
  

      안녕하세요. SNUCSR Network의 16기 회장 강재은입니다. 열심

히 한 학기동안 연구해온 성과를 학회지인 <Sustainability Review>를 

통해 발간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 학회

장직을 맡았을 때는 힘든 여건 속에서 어려움과 걱정도 많았고, 회장으

로서 제 자신에 대해 답답함도 여러 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세

션 속에서 학회원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며 교육세션, 간담회, 연합세

션, 각종 컨퍼런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 SR 연구, 그리고 잡지 발

간에 이르기까지, 바쁜 커리큘럼이었지만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

습니다. 한 학기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준 16기, 17기 학회원들에게 감사의 말과 덕분에 

학회장으로 행복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이번 SR 24호는 모두의 땀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중간 중간 학회의 발전을 위해 좋은 조언을 해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잡지 발간에 도움을 주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한 CSR 관계자와 인터뷰에서 이제 “왜” CSR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시대는 지났고, “어떻

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하는 시기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속가능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고, 기업이 새롭게 직면한 위험관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일 기업이 주주를 비롯하여 고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하는 환경을 무시한 

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기업에게 어떠한 위기와 타격을 불러일으키는지 여러 사례들을 통

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갑을관계’이슈를 일으킨 남양유업 사례가 있습니다. 경제, 

환경, 사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윤을 많이 내더라도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

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리스크로 인해 결국 기업에게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SNUCSR Network는 CSR이 생소한 개념이었던 2006년부터 지속적인 연구를 통

해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연구해오면서 CSR에 비판적인 시각에서 질문을 던져보고, 나아가 CSR

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교육세미나를 통해 CSR 및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한 알아보고, 실무자를 초청하여 현실에서 CSR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여전히 부족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CSR의 가

치를 전달하기 위해 매 학기 연구 성과를 학회지로 발간하여 학내에 비치하고 대기업에 배송하여 

학회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Sustainability Review> 24호도 이러한 저희의 목

표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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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7년 도쿄 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촉발

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온실가스 배

출권 거래제도가 올해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

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란 이름으로 시행

되기 시작했다.1) 정부가 개별 기업에 매년 탄

소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되, 할당량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탄소배출권 시장에

서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야 한다. 만일 할당

량을 초과한 기업이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으

면 초과분만큼의 과징금을 물어내야 한다. 현

재 525개 기업에 탄소 할당량이 배분되어 있

으며, 정부가 제시한 배출권 시장 가격은 t당 

1만원, 시장에 나온 배출권 물량이 없어 구매

를 하지 못하면 t당 3만원의 과징금을 지불해

야 한다.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올해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할당 감축률을 달성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산업화 및 고도의 경제성

장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역시 올해 

1)		SBS	CNBC,	“탄소배출권	시장	사실상	휴업…정부-
기업	입장차	'여전'”,	2015.04.29.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	
Id=10000732627.

이를 도입함으로써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생각

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

량을 할당받은 석유화학업계, 비철금속업계, 

시멘트업계 등 대상기업들은 정부의 할당량

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

다. 기업 입장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바

라보면 그것은 기업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

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양

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예를 들면 

S전자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516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이 부족해 과징금으로 1500

억 원이 넘는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다.2) 

  이렇듯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규제가 심화됨

에 따라 기업들은 환경과 관련해 더욱 민감해

질 수밖에 없다. 정부규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역시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만

들고 있다. 최근 ‘녹색소비자’라는 말까지 등

장할 정도로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

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에 무

2)		호경업,	“기업	vs	정부,	탄소배출권	할당량	줄다리
기”,	조선비즈,	2015.05.20.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
dir/2015/05/20/2015052000122.html.

GREEN WASH 적용을 통한 

한국 화장품 업계의 자연주의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  

16기 김남이(namikim@snu.ac.kr) 

17기 박민우(yaineminwoo@snu.ac.kr)

17기 최동용(dyttl08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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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하고 가시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

들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업들은 친환경적으로 보이

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 시도

들에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의 이익과 

더불어 환경도 보호하려는 진정성 있는 시도

가 있는가하면, 정부의 규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하고 환경에 유해한 활동을 

하면서도 기업이미지를 고려해 친환경적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며내려는 시도들도 있

다. 전자와 후자 모두 친환경 이미지 구축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친환경기업, 친환경제

품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이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친환경제품, 친환경

기업에 대해 호감을 가지는 녹색소비자들로

부터 구매를 이끌어내어 이익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구축 전략은 

실제로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과정에서 환경

에 유해하지 않거나 또는 유해한 영향이 줄

어들고 있음이 증명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다. 하지만 기업이 실제로 환경에 유해한 활

동을 하면서 마치 자사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하고,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문

제가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정

보 비대칭의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기업이 

구축한 친환경적 이미지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으로 기업윤리를 어기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또한 실제로 환경에 유해한 영향까지 끼침으

로써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미

국의 다국적기업 감시단체인 ‘Corp Watch’

는 ‘Green Wash’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Corp Watch는 1996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

에 ‘Green Wash Award’를 기업에 수여함으

로써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이면을 공개하

고 있다. 이로부터 Green Wash Award를 수

상한 기업뿐만 아니라 동종업계 또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소비자들에

게는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

달해주고 있다. 

  이러한 Corp Watch의 Green Wash Award

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화장품 

업계, 그 중에서도 친자연주의 전략을 내세우

는 브랜드들을 선정하여 Green Wash의 개념

을 적용해보았다. 이 때 기존의 Green Wash 

분석 도구를 대상 화장품 브랜드들에 적용 

가능하도록 자체적으로 수정·변형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 브랜드들의 친자연주의 전략

을 분석하고자 했다.

Ⅱ. Green Wash 소개
 

 1) Green Wash 개념
  먼저 앞서 언급한 Green Wash의 사전적 정

의를 살펴보면,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듯한 

공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유포되는 역정

보, White Wash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이를 

Corp Watch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파

괴적인 기업들이 환경의 친구나 빈곤퇴치의 

리더를 자임함으로써 그들의 시장을 유지하

고 팽창시키려고 하는 현상”으로 재정의하였

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소비자들 또는 정책

결정자들로 하여금 거대 공해 유발 기업들을 

환경적으로 적절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열쇠

라고 믿게 하려는 브레인 워시를 기도(企圖)

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3)

  이러한 Green Wash의 개념을 이용하여 

Corp Watch는 역설적으로 Green Wash

를 가장 잘 이행하는 글로벌 기업을 선정하

여 Green Wash Award라는 상을 수여하

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쉘(Shell), 

포드(Ford), 미쯔비시(Mitsubishi), 몬산토

(Monsanto) 등이 이 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이들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드사는 자동차 제작회사로서 

3)		Corp	Watch	공식	홈페이지,	 http://www.
corpwat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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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스 배출에 주된 책임이 있지만 기업의 

모든 브랜드 광고를 환경적인 주제로 갖도록 

하고, 타임지의 ‘지구의 날 2000’ 특집 판을 독

점 매입하는 등 친환경 기업 이미지 구축을 시

도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또한 열대

우림무역을 하고 있는 미쯔비시사는 자신들의 

사업 결과로 인한 열대 사막화를 가난한 현지

인들 탓으로 돌리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회피

하고 있다.

 

 2) Green Wash 분석 도구 소개
  이러한 기업들의 Green Wash 행위를 판

별하기 위해 Corp Watch는 여섯 가지의 분

석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Corp 

Watch의 Green Wash 분석 도구는 2000년 

지구의 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사례

집 ‘Exposing Corporate Greenwash’에 제

시되어 있다. 각 기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은 ‘이미지 광고로 소

비자를 현혹할 때’이다. 제품 및 브랜드 홍보

를 위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나 아름다운 이미

지를 사용하는데 그 이미지가 자사와 아무

런 관련이 없다면 이미지만으로 소비자를 현

혹하여 자사의 실상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

는 것이다. 소비자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에 많은 영향을 받고, 이것이 곧 소비로 이어

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긍정적인 브랜드이미

지를 구축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준은, ‘자사의 환경 친화적 프로그

램을 선전할 때’이다. 기업이 진행하는 환경 

친화적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보다 이를 홍보

하기 위한 광고비용이 훨씬 더 크다면 이는 

Green Wash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세 번

째 기준은, ‘주력사업이 아닌 주변부의 안전

한 사업들을 선전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려 할 

때’이다. 자사가 주력으로 삼는 핵에너지, 살

충제, 유기염소계 화학품, 석유 등의 생산보

다는 주변부의 사업을 크게 광고하는 것은 소

비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이

다. 네 번째 기준은, ‘환경보호정책에 동참하

는 듯이 말할 때’이다. 실제로는 대안 에너지 

개발이나, 석유에너지 사용축소 등 환경보호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한 바가 별로 없으

면서 이를 과장, 확대하여 광고하며 환경보호 

정책에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기준으로는, ‘스스로 정화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하겠다며 환경기준 적용을 피

하려 할 때’이다. 정부가 규정한 환경기준 적

용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준으로는, ‘기아, 빈곤문

제를 우려하는 듯 이야기할 때’이다. 환경 문

제와는 관련이 없는 기아, 빈곤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착한 이미지를 확보하여 소비자들

의 시선을 환경문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다.4)

  실제로 Corp Watch는 위의 6가지 분석 도

구를 이용하여 Green Wash Award 수상자

를 선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연주의를 표

방하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 적용하고자 하

므로 그에 맞게 항목을 4가지로 줄이고, 항

목의 의미도 재해석하였다. 먼저 위의 첫 번

째 도구는 ‘자연주의 표방 제품만으로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려 할 때’로 수정하였다. 이

는 화장품 기업이 친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제

품만으로, 원재료 채취, 생산, 폐기물 처리 등

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해한 환경 영향을 희

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다. 해당 항목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판별 도

구로서, 화장품 브랜드들의 광고를 분석함으

로써 확인하고자 했다. 두 번째 도구는 ‘기업

의 환경관련 프로그램의 실제 환경타당성 정

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자연주의

를 표방하는 화장품 브랜드들답게 환경 관련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이 실제 환

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이 역

시 소비자를 기만하기 위한 Green Wash인지  

환경타당성 정도를 파악해보는 것이다. 세 번

째 도구는 ‘공인된 환경 관련 인증을 광고함

4)		Corp	Watch,	「Exposing	Corporate	Greenwash」	
,	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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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이미지개선을 시도할 때’이다. 이는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에 동참하는 듯 말할 

때’라는 기존의 네 번째 분석 도구에서 수정

한 것이다. 피부에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화

장품 업계의 특성상 화장품 소비자들은 소비

를 결정할 때 해당 브랜드가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에 동참했는지 보다는 제품 자체의 친환

경 인증 여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네 개의 브랜드들

도 정부의 환경보호정책 동참에 대해 광고하

기 보다는 제품에 대해 외부단체로부터 받은 

인증들을 홍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에

서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분석도구로 ‘공인

된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광고 여부’를 검토

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도구

는, ‘기아, 빈곤문제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

해 이미지 개선을 시도할 때’이다. 이 도구는 

위의 기존의 여섯 번째 도구와 동일한 개념으

로 적용하였다. 

Ⅲ. Green Wash의 한국 자연주의 화장
품 브랜드에의 적용

 1)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대표 화장품 브랜

드 선정
  한국 화장품 시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여

성의 경제활동 증가 및 소비계층의 확대 등으

로 인해 꾸준하게 성장해왔으며, 앞으로도 지

속적으로 발전하리라고 기대되는 산업이다. 

최근 화장품 산업이 발전하면서 몇몇 브랜드

들이 전체 화장품 산업을 지배했던 과거와 달

리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들이 등장하고 있다. 

각 화장품 브랜드들은 서로 다른 마케팅 전략

으로 소비자들을 끌고 있으며, 브랜드들 사이

의 경쟁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

다. 기능성 화장품을 내세운 고급화 전략, 합

리적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

이려는 전략, 한방 컨셉, 친환경성을 강조하

는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등 각 화장품 브

랜드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들은 각양각색이

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중 특별히 자연주의 전

략을 취하는 화장품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논

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 글에서는 자연주의 

전략을 취하는 화장품 브랜드로 크게 네 가

지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a사, b사, c사, d사

가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화장품 브랜드이다. 

위의 브랜드들은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첫째로, 화장품 브

랜드 중 규모가 상당한 수준 이상인 브랜드들

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소비자들이 화장품

의 안전성과 환경유해성 문제에 민감하게 반

응함에 따라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크고 작은 

브랜드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현실적으로 자

연주의를 표방하는 브랜드 전체를 조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화장품 매출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대 

브랜드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아래의 

<표1>은 2013년과 2014년의 화장품 브랜드 

매출 순위를 보여준다. <표1>에 따르면 a사, 

b사, c사, d사는 2013년과 2014년 모두 매출

순위 10위권에 들어간다. 

2013년 2014년

순위 브랜드명 매출액 순위 브랜드명 매출액

1 b사 5472억 1 b사 6101억

2 e사 4013억 2 a사 4567억

3 a사 3328억 3 e사 3985억

4 f사 3186억 4 f사 2810억

5 c사 1738억 5 d사 2552억

6 h사 1700억 6 g사 2411억

7 d사 1683억 7 h사 2051억

8 i사 624억 8 c사 1515억

9 g사 530억 9 i사 800억

<표1> 한국 화장품브랜드 매출5)

 둘째로는 브랜드 컨셉이나 비전에 '자연주

5)	 	순위	조승예,	“요우커의	힘…	화장품	브랜드숍	순위	
바꿨다”,	이투데이,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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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친환경', '에코' 등 친자연주의를 의미하

는 단어를 명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매

출순위 10위 내 화장품 브랜드들의 컨셉 및 

비전을 검토하면 다음의 <표2>와 같다.

브랜드 브랜드 컨셉 및 비전

a사
깨끗한 자연과 건강한 아름다움이 행복하게 공존
하는 청정섬.

b사 자연의 혜택을 나누는 브랜드.

c사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 되듯, 당신이 먹는 푸드
가 당신의 피부가 됩니다.

d사
태양의 사막과 야생의 초원, 깊은 바다 속의 생명
에너지를 찾아 건강함과 즐거움을 나누는 자연주
의 브랜드.

e사
우리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합
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만족을 얻기 위해 존재합
니다.

f사
여성들이 상상하는 달콤한 꿈을 실현시켜주는 브
랜드

g사 당신과 당신의 피부를 위한 단 하나의 솔루션

h사 여성의 아름다움과 멋스러운 스타일을 담는 그릇

i사
고객의 프라이드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화장품 
전문회사

<표2>  매출순위 10위권 내 화장품브랜드들의 컨셉 및 비전 

  이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대표 화장품 브랜드로 

a사, b사, c사, d사를 선정하였고, 이들 브랜

드들에 대해 앞서 설명한 '그린워시'의 개념

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2) Green Wash 분석도구의 적용
 (1) 자연주의 표방 제품을 통한 친환경 이미

지 구축 의도

  본 연구에서 구체화한 Green Wash의 첫 번

째 분석도구는 자연주의를 표방한 제품을 통

해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제조과정 등 브

랜드 이미지 자체를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친환경 이미지'

라 함은 "환경과 관련하여 인간 삶의 질을 영

구적이고 근본적으로 개선, 유지하기 위한 범

세계적 차원의 경영이념이자 마케팅 철학을 

담은 이미지 표현"6)을 의미한다. '친환경이미

지'는 제품의 친환경성 뿐만 아니라 기업 혹

은 브랜드 이미지 자체의 친환경성을 의미하

며, '자연환경'에 한정되지 않고 '환경과 관련

된 인간의 삶의 질'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

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Green Wash의 첫 번째 분석도구를 

구체화하면, 제품 광고에 친환경성을 강조하

여 의도적으로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함으로

써 제조과정을 비롯한 브랜드의 모든 부분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reen Wash의 첫 번째 분석

도구를 한국 자연주의 브랜드에 적용하기 위

해 각 브랜드의 광고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광고정보센터'에 등

록된 TV, CINEMA, 이미지광고 중 2015년 

7월 14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광고부터 

30편을 분석하였다. 광고 30편을 선정할 때

에 동일 제품에 대한 여러 광고들은 그 중 최

근의 것 하나만을 채택하고 그 외에는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단 d사는 런칭 시기가 타브랜

드에 비해 늦은 관계로 광고가 30편이 되지 

않아 총 광고수인 28편을 분석하였다. 광고 

분석은 광고 내용이 자연을 암시하는 상징물, 

배경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네 가지 브랜드들의 광

고를 검토해보면 다음의 <표3>과 같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표3>은 총 분석한 광고 중 

자연주의의 의도를 지닌 광고의 비율을 나타

낸다.  

a사 b사 c사 d사

자연 광고수 19(30) 7(30) 19(30) 13(28)

비율 63.3% 23.3% 63.3% 46.4%

<표3> 브랜드 광고 분석 결과

6)	 	김현숙,	이상원(2009),	"TV광고에	활용된	애니메이
션과	친환경	이미지	표현에	관한	분석",	애니메이션연
구/5(3),	105-122,	한국애니메이션학회,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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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광고 분석 결과 a사와 c사의 자연주

의 광고 비율이 b사와 d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브

랜드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광고전략을 채택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자연

주의 광고 수가 가장 낮은 b사의 경우에는 모

델 중심의 광고에 집중하고 있었다. 자연주의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광고를 실시하는 a사

와 c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b사

나 d사에 비해 이미지 개선 및 마케팅활동을 

위해 자연주의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경향

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브랜드 별 환경관련 활동의 실제 환경타

당성 정도  

  Green Wash의 두 번째 분석도구는 각 브랜

드들이 친환경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홍보하

기 위해 실시하는 캠페인 등의 활동들이 실제

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경영보고서와 브랜드 홈페이지, 기사 등

을 조사하여 각 브랜드들이 어떤 환경관련 사

업들을 추진하는지를 확인하였고, 각 사업들

의 실제 성과를 찾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Green Wash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브랜드가 

실시하는 환경관련 사업들이 실제로는 환경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업을 

함으로써 해당 브랜드가 부당하게 이미지를 

개선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

보고자 했다.

  각 브랜드가 실시한 환경관련 사업들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환경관련 사업들

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브랜

드 웹사이트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참고

하였다. 먼저, a사가 실시한 환경관련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는 아래의 <표4>와 같

다. 

사업내용 성과

에코 

손수건 

캠페인

선착순 10만명 온라인 

서명 또는 리미티드 에

디션 구매 고객에게 에

코손수건 증정

-2010~현재까지 지속

공병

수거 

캠페인

제품 공병 수거

-2003~현재까지 지속

- 2010년부터 누적 공

병 수 7,564,178개

- 탄소절감효과의 식수

환산량 5,369그루

클린

제주 

캠페인

제주올레길 및 해안가 

환경정화활동
-

에코 

게이지

웹사이트 사용에 따른 

페이지뷰 측정 및 에코

게이지 적립. 목표 에코

게이지 달성 시 환경을 

지키는 데 기부

-1차 기부

: 2,605,044원 <곶자왈 

공유화재단>에 기부

(2012.1~2013.4월까

지 모금액)

내몽골 

나무

심기

몽골지역 나무 기증

-2014년 1만 그루 기증

-2012년 기증 시작 이

래 3만 그루 기증

<표4> a사 환경관련 사업 내용 및 성과

  다음으로 b사의 환경관련 사업들을 살펴보

면, b사는 “착한씨앗 캠페인”이라는 환경관

련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b사의 “착한씨앗 

캠페인”은 유전자변형 씨앗을 사용하지 않고 

토종씨앗을 사용하며, 토종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이다. b사의 웹사이트에서

는 “착한씨앗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으나 본 

캠페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며, 실제 환경성과에 대한 보고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b사 환경관련 

사업의 실제 환경타당성 정도는 정확한 파악

이 불가능했다.

  c사와 d사는 각각 브랜드 웹사이트를 조사

하였으나 실시한 환경관련 활동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역시 발간하

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관련 활동들을 실

시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네 개의 화장품브랜드 중 환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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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들을 실시하는 곳은 a사와 b사 불과 두 

곳에 불과하였으며, 두 브랜드 중에서도 활동

의 성과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활동의 진정성

을 확인할 수 있었던 브랜드는 a사 단 한곳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공인된 환경 관련 인증을 광고함으로써 

이미지개선 시도 

  Green Wash의 세 번째 분석도구는 각 브랜

드가 부여받은 환경 관련 인증을 광고하여 친

환경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구분해내

는 것이다. 기존 Green Wash에서는 정부의 

환경보호정책에 대한 동참을 광고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 산

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인된 환경 관련 인증

을 광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세 번째 분

석도구를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브

랜드들이 환경관련 인증을 받은 사항이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 이 인증된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광고를 실시하는지를 검토

하였다. 조사는 주로 해당 브랜드의 웹사이트

와 신문기사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a사

의 경우 SOY INK, ECO-CERT, MIX 

PACKAGING, 탄소성적표지 등의 외부 인

증 마크를 받았으며, 해당 마크를 받은 제품

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각 인

증마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SOY INK는 미국대두협회(America 

Soybean Association, ASA)의 인증마크로,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대기오염의 주원인

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사용을 줄이는 노력

을 하는 기업에 부여한다. 본 인증마크를 통

해 a사가 제품 용기 및 포장지를 인쇄할 때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환경유해물질의 사

용을 줄이려 노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ECO-CERT는 프랑스 유기농 인증기관

이 부여하는 마크로, 10% 이상의 유기농 성

분을 함유하거나 95%의 천연성분을 함유하

는 제품이 본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다. a사 

제품 중 몇몇 제품이 본 인증마크를 부여받았

으며, a사는 이를 제품용기에도 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Mix Packaging

은 친환경 지류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에 

부착되는 마크이다. Mix Packaging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나무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이 적고 보호된 삼림 내에서 길러진 나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a사는 제품 포장의 환경유

해성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종이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제품 포

장에 표기하여 브랜드의 친환경이미지를 공

고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된 탄소의 총량을 제

품에 라벨 형태로 표기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a사는 다양한 외부인증을 받고 있으며, 

이를 제품에 기재하고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b사도 a사와 마찬가지로 일부 제품에 대해  

ECO-CERT 인증을 받았다. b사는 인증 사

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지는 않으

나 제품 상세설명에는 기재하고 있다. b사의 

경우 ECO-CERT 외의 다른 환경관련 인증

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사를 통해 c사도 일부 제품에 대해ECO-

CERT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c사 역시 ECO-CERT 인증 사실을 제품

에 기재하고 있었으며, 웹사이트 상의 별도의 

홍보는 없었다.

  d사도 b사, c사와 마찬가지로 일부 제품에 

대해 ECO-CERT 인증을 받았다. d사 역시 

인증사실을 제품 상세 설명에 기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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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별도의 홍보 활동은 하지 않았다. 

 b사, c사, d사 모두 ECO-CERT 인증은 받

았으나 a사처럼 여러 종류의 인증을 확보하

고 있지는 않았다. 조사를 통해 b사, c사, d사

는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화장품브랜드로서 

제품 자체에 있어서는 유기농 성분, 천연 성

분을 사용하는 등 나름대로 친환경성을 확보

하고 이를 인증 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세 브랜드

들은 제품 외의 다른 부분, 즉 제조과정, 포장 

등에 있어서의 친환경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

상인 네 브랜드 중 오직 a사만이 SOY-INK, 

Mix Packaging, 탄소성적표지 같은 제품 이

외의 부분에서 환경 관련 인증마크를 받았다. 

 (4) 기아, 빈곤문제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

한 이미지 개선 시도

  Green Wash의 네 번째 분석도구는 기아 및 

빈곤 문제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착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과 관련해

서도 윤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시도를 

구분해내는 것이다. 네 번째 분석도구를 본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브랜드 웹사이트, 지속

가능경영보고서, 신문기사 등을 조사하여 각 

브랜드가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를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브랜드가 실시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

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a사, c사, d사는 기아 및 빈곤에 

관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반

면 b사는 남수단 톤즈지역에 망고나무를 심

어주는 희망고 캠페인을 하고 있다. 본 캠페

인은 생계수단이 없는 아프리카 지역에 망고

나무를 기증하고 재배교육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고자 하는 활동이

다. b사는 본 캠페인에서 기증한 망고나무에

서 나오는 식물성버터를 구입해 화장품 원료

로 사용하고 있으며, 판매 금액의 일부를 다

시 본 캠페인에 기부하여 순환구조를 만들고 

있다. b사는 본 캠페인을 마케팅 수단으로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전국 매장에 저금통을 비

치하여 고객들의 성금을 받고 있으며, 희망고 

캠페인 할인행사도 몇 차례 진행하였다. 또, 

캠페인을 제품과 연관시킴으로써 캠페인과 

제품을 동시에 홍보하기도 한다.

  이렇듯 b사의 캠페인이 마케팅 전략으로 활

용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 캠페인이 아프리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크다

고 볼 수 있다. 본 캠페인의 결과로 아프리카 

수단 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

게 되었으며, 그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복

합교육문화센터가 설립되어 13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

다. 이런 점에서 b사의 캠페인은 비록 b사가 

그것을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Green Wash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캠페인이 실제 빈곤과 기아 

문제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 그리고 b

사가 특히 이 캠페인에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본 캠페인

을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간주하였다.  

Ⅳ. 결론

  최근 국내에서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가 

큰 인기를 얻으며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자연주의 브랜드가 실제로 자연

주의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들이 

많다. 모브랜드의 화장품 원료 추출 과정에서 

환경 보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고, 화장

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또, 

화장품 포장용기의 환경 유해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다.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

드들에 제기되는 이러한 환경 관련 문제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브랜드들의 진정성

을 의심하게 하고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착

한 소비자’들을 좌절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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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선정하였던 4개의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 중 각각 100개 제품을 임의 

추출하여 성분을 조사해보았을 때7), a사의 

89개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었고 제

품 당 약 2.79개의 유해성분이 나왔다. b사의 

경우 99개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었

고 제품 당 약 4.35개의 유해성분과 1.38개의 

알레르기 주의 성분이 나왔다. c사의 경우 92

개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었고, 제품 

당 약 4.38개의 유해성분과 0.03개의 알레르

기 주의성분이 발견되었다. d사의 경우 100

개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었고, 제품 

당 4.06개의 유해성분과 0.03개의 알레르기 

주의 성분이 발견되었다. 자연주의를 표방하

지 않는 브랜드인 j사의 경우 제품 당 2.92개

의 유해성분이 발견되었고, 해외브랜드 중 대

표적인 자연주의 브랜드인 k사의 경우 제품 

당 유해성분이 3.07개, 알레르기 성분이 3.30

개 발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화장품 성분

의 측면에서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브랜드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 사이의 차이는 유의미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주의를 표

방하는 브랜드가 더 많은 유해성분과 알레르

기 유발 성분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점들

을 고려하면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대

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자연주의’라

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대답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Corp Watch라는 시민단체

의 Green Wash Awards의 아이디어를 차용

하였고, Green Wash의 분석 도구를 한국 화

장품 브랜드들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개의 분석 도구를 사

용하여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화장품 브랜드

들을 비교하였다. 첫 번째 분석 도구는 자연

7)	 	본	조사는	화장품	성분분석	애플리케이션인	“화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주의를 표방하는 제품만으로 친환경 이미지

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광고를 분

석함으로써 확인하고자 했다. 두 번째로는 환

경관련 프로그램의 실제 환경 타당성 정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세 번째로 공인된 환경 관

련 인증에 대한 광고 여부를 검토하였다. 마

지막으로는 빈곤, 기아문제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착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했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분석도구에서는 자연주의 광고 전략을 

채택한 브랜드를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a사

와 c사가 63.3%로 b사나 d사에 비해 자연주

의적인 광고를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두 번째 분석도구를 통해서는 a사가 환

경 관련 프로그램들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

었으며,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타사에 비

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사의 경우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웹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

동내용과 성과를 밝히지 않고 있었고, c사와 

d사는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세 번째 분석도구를 통해서는 a사는 

ECO-CERT 외에도 제품 포장과 관련하여 

친환경 인증마크를 부여받고 이를 적극 홍보

하고 있었으나 b사, c사, d사는 ECO-CERT

만을 부여받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분석도구를 검토

한 결과 b사를 제외하고 다른 브랜드들은 빈

곤 및 기아문제와 관련된 별도의 사회공헌 활

동은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b사

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가능한 순환구조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Green Wash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정리하자면, a사는 자연주의를 마케팅 수단

으로 적극 활용하고 광고 중 자연주의 전략을 

채택한 비율이 높은 브랜드이지만, 네 브랜드 

중에서 가장 환경 관련 활동들을 잘 수행하

고 있었으며, 환경 관련 인증마크 역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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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Green Wash로 보기

는 어려울 것이다. b사의 경우 환경관련 프로

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홍보하고 있으나 프로

그램의 성과를 확인할 수 없어 Green Wash 

수상의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b사는 자연

주의적 광고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세 번째, 

네 번째 분석도구에 근거한 분석 결과 Green 

Wash로 선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c사의 

경우 환경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도 않았

고, ECO-CERT 이외의 다른 환경 관련 인

증을 받지도 않았다. 그러나 자연주의적인 광

고 비율이 a사와 더불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d사의 경우 c사와 마찬가지로 환경관

련 프로그램의 실시나 환경 관련 인증마크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d사는 친자

연주의적인 이미지를 암시하는 광고의 비율

이 c사에 비해 약 17% 정도 낮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c사에

게 Green Wash를 수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c사에게 Green Wash를 수

여하였지만 Green Wash는 단지 그것을 수상

한 기업에 대한 경고인 것만은 아니다. 본래 

Green Wash Awards의 취지는 실상은 자연

주의와 거리가 멀면서 겉으로만 친자연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경고가 담

겨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의도한 바도 이와 같

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환경 문제 및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

하여 이윤을 추구하려는 기업 역시 증가하고 

있다. 만약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브랜드들이 

진정으로 제품 자체, 제품제조과정, 유통, 포

장, 환경관련 프로그램 등 기업의 모든 활동

에서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들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해당 

브랜드가 친환경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홍보활동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환경에 대해서

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꼼수를 부려 친환

경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로 인해 부당한 이

윤을 창출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며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이는 마땅히 비판받아

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그에 대한 대안이 절

실히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자연주

의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

다. 이러한 사회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전

략은 두 가지이다. 실제로 자연주의적인 기업

이 되거나 자연주의적인 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기업이 

자연주의인 척한다고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

이다. 미래의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기업이 일

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

스로 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기업의 위선은 더 이상 받아

들여질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자연주의인 척

하는 기업들이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그렇다면 향후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사실상 하나밖에 

없다. 진정으로 자연주의적인 기업, 착한 기

업이 되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고 꼼수를 부

리는 기업들은 결국 가까운 시일 내에 소비

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Green Wash 

Award는 기업들에게 이와 같은 경고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앞으로 기업이 사회와 공존하

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보

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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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총인구의 7%를 넘기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통계청의 의하면, 2013

년의 경우 생산가능 인구 6명이 고령자 1명

을 부양하고 있지만 2018년에는 생산가능 인

구 5명이 고령자 1명을, 2050년에 이르면 약 

4명이 1명을 부양해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노인 인구의 증가가 본격화되면서, 앞으

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다. 사실 고령

화 사회로의 변화는 이미 노인부양비, 노인빈

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

키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노인연금, 노후소득보

장,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소득과 복지를 중심

으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한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당해야할 노인 인구의 의료비나 부양비 등

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원의 국

가적 대응은 앞으로 재정적 한계에 부딪히게 

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복지와 지원보다는 노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기회를 마련해주는 정

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촉진은 고령화 시대의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일자리 창출의 증대는 노인들이 스스로 

경제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며 노인들

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이다. 실제로 노인과 관련된 수많은 문헌연구

에서도 대다수의 노인들이 퇴직 후 재취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제는 기업에

서도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때 노인을 주목

해야할 필요가 있다. 노인은 고령화 시대의 

핵심적인 주체이고 소비자이며, 정치경제적

인 영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집단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노

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사회적 책임 이

행과 동시에 앞으로 점차 증가될 노인 소비자

층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퇴직 후에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CSR제도는 노인층의 사회

참여와 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기

업의 새로운 경영전략이 될 수도 있다. 

고령화 시대와
기업의 CSR

17기 정예지(yyeji@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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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노인들을 채용한 기업들의 반응은 대

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한 인터뷰 기사에 따

르면, 노인 직원들은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강

한 만큼 근무 태도가 성실하고, 일처리가 꼼

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노

인 직원들은 시간제로 고용되기 때문에 인

력 운영에도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

다. 예를 들어 CJ대한통운과 같은 경우 노인 

직원들을 가장 바쁜 시간인 낮 12-1시에 집

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택배 물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제때 물

건을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었

다. 또 다른 일례로는 유한킴벌리가 운영하고 

있는 ‘골든프렌즈’의 사례가 있다. 국내 최초

의 노인용품 전문매장으로 요실금 팬티를 비

롯한 100여종의 ‘시니어 케어(senior care)’

를 판매하고 있는 골든프렌즈는 소비자의 또

래 연령대인 고령자를 판매원으로 고용함으

로써 상품의 구전 마케팅 효과와 동시에 매출

의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

다. 같은 나이 또래의 직원과 고객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과 공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직

원으로 채용된 노인들의 만족도도 높다. 다음

은 기사에서 발췌한 골든프렌즈에서 근무하

는 판매원 배씨(64)의 인터뷰 전문이다.  

  “경기도에서 왕복 3시간씩 출퇴근해요. 버

스와 전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야 하죠. 그래

도 어르신한테 꼭 필요한 물건을 파는 보람된 

일이라 지치는 줄도 몰라요. 아직은 몇 푼이

라도 내 용돈을 벌고, 사회에 섞이고 싶어요. 

신이 몸은 늙어가게 만들었지만 정신은 안 그

렇잖아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건강의 질 향상과 평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생애주기에서 노년

기가 차지하는 기간은 더욱 늘어났다. 이는 

곧 노년기와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제 노년기는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들 또한 사회

에 기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

적인 존재라는 의식을 가져야한다. 즉, 노인 

인구는 사회적 부담보다는 새로운 사회적 자

원주체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사례들처럼, 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은 노

인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공헌활

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사회와의 상

생도 도모할 수 있다. 아직 높은 생산성을 유

지하고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

해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노인에게 재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

하여 급증하고 있는 노인부양의 부담을 경감

시키고,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할 의사를 지닌 노인에게 우리사회에서 

알맞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일은 개

인적인 차원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기업은 이제 적극적인 노인일

자리 창출의 증대를 통해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림2   골드프렌즈 근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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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문제 제기 및 선행연구 
   과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주로 자선적 

봉사활동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비약적 성장과 더불

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도 점차 다양화하

기 시작하였다. 기업들이 점차 주목하기 시작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은 바로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전

국경제인연합회에서 2013년 발행한 사회공

헌백서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지출에서 교육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창용(2014)에 따르면 기업의 사

회공헌활동 지출액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감

소하는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을 

포함한 어린 세대들에 관련한 영역에서는 대

부분의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이 점차 젊은 세대들을 사회공헌의 영역 

내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시

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대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공헌 모델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기업은 대학생을 사회공헌의 범위 내에 끌

어들임으로써 잠재적인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 김경애(2007)에 따르면, 기업의 인식된 

사회적 책임 활동은 소비자-기업의 동일시

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기업 동

일시는 소비자의 기업 충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자신과 기업의 일체감을 느

끼며, 기업과 자신의 ‘통합’을 통해 기업에 더

욱 충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펼친다면, 젊

은 세대의 기업 각인(imprinting)을 통해 기

업 충성도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

   대학생은 단순히 소비자 혹은 잠재적 소비

자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기업은 대학생들을 

통해 젊은 이미지를 전파할 수 있으며 최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대학생들은 제품 

및 트렌드를 선도하는 소비계층이자 미래의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대학생 평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16기 김윤형

17기 김민수

17기 김성룡

17기 배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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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주역이다. 소비자-기업 동일시 효과에 

의해, 기업은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활동을 통

해 젊음의 이미지를 기업 이미지에 투영시킬 

수 있다. 기업의 경직된 이미지는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젊고 신선한 이미지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과 함께함으로써 20대의 트렌

드와 최신 유행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

공받으며, 대학생만이 떠올릴 수 있는 혁신적

인 아이디어와 마케팅 제안 등을 통해 기업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시각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선행연

구들이 이미 진행된 바 있다. 윤호연(2008)

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학생의 

인식과 참여가 높을수록 기업의 이미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최창용(2014)에 따르

면 기업주도적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활동과 

대학생주도적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활동에 

따라 기업이미지, 기업평판, 구매의도가 달라

진다. 그러나 이 연구들과 같이 대부분의 선

행연구는 기업의 마케팅적인 시각에서 연구

되었다. 기업의 대학생 참여 사회적 책임 활

동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기업의 

시각에서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활동을 분석

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 활동에서 중심이 되

는 것은 기업의 입장이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관리가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

지만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 활동에서 대학생 

및 사회(수혜집단) 또한 모델을 구성하는 중

요한 요소들이다.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 활동

이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생

과 사회의 입장에서 이익을 따져보아야 한다.

   한편, 김은애(2008)에 따르면 소속감이 높

을수록, 이타적 동기가 클수록, 기업의 사회

공헌 이미지가 클수록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대학생들에게 나타나는 동기적 요소, 심리적 

요소 등이 기업의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활동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방법이 봉사자의 만족도를 분석

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즉, 대학생 참여 사회

공헌 활동을 대학생의 입장이 아닌, 하나의 

자원봉사자 집단의 입장에서 분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은 일반 소비자와는 분명 다르며, 일

반적인 자원봉사자와도 분명히 다르다. 대학

생은 대학생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학

생’ 참여 사회공헌 활동인 만큼 ‘대학생’의 관

점에서 대학생이 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대학생의 입장에서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 활동을 평가하고자 한다. 나아

가, 대학생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 활동 모델을 위해 제언

을 하고자 한다. 

   (2) 용어정의 
   이 연구에서 쓰이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 활동’은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기업 혹은 단체가 공동, 혹은 

단독으로 개설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기업이 관여하는 바가 거의 없는 공모전은 연

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결과,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 프로그

램’은 봉사활동 유형과 서포터즈 유형으로 

나뉜다. ‘봉사활동 유형’은 1) 프로그램 명에 

‘멘토링’이 포함되는 활동, 2) 프로그램 명에 

‘봉사단’이 포함되는 활동, 3) 기타 봉사시간

이 인정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서포터즈 

유형’은 1) 프로그램 명에 ‘서포터즈’, ‘홍보

단’ 혹은 ‘기자단’이 포함되는 활동, 2) 회사

에 대한 홍보활동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정의

하였다. 

   (3) 연구방법
   이번 연구는 혼합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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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먼저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

효응답 52개를 얻었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에

게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의 유무, 횟수, 만족도, 프로그램의 사회에 기

여한 정도, 대학생 본인에게 기여한 정도, 기

업의 이미지에 기여한 정도, 실행률, 동료의 

태도, 실무 담당자의 태도, 기업의 지원, 제공

된 사전 교육, 대학생들의 의견 반영 정도의 

항목에 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에 응

답하게 하였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 프로그램 

유형별 심층 면접자 수의 균형을 위하여 기업

의 홍보단 및 서포터즈에 참여한 대학생 2명,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 2명, 기자단에 참여

한 대학생 1명을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하

였다. 각 유형 내에서는 무작위로 면접 대상

자를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자를 대상으로 개

인당 약 40분 간의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4) 연구목적
   이번 연구의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기업 관점의 기존 연구를 대학생의 관점

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있다. 즉,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

닌, 대학생이 원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

램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생의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 활

동에서 어떤 점이 개선될 수 있으며, 어떤 점

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

아가, 만족도가 낮은 요소들의 심층적 탐구를 

통해 대학생이 원하는 기업의 대학생 참여 사

회공헌 활동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한다. 대학

생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함으로써 기업은 사

회공헌 프로그램 활동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 

많은 대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본론

   ⑴ 유형 별 평가: 봉사 vs 서포터즈
   설문 결과, 봉사 유형과 서포터즈 유형이 

전체 활동의 90%를 차지하였다(표1). 따라

서 앞으로 진행될 논의에서는 기업의 사회공

헌 활동을 크게 봉사 유형과 서포터즈 유형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1. 각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 수. ‘프로그램’

은 각 유형 분류에 속하는 기업 후원 대학생 

활동 수 이고, ‘응답인원’은 각 유형 분류에 

속하는 설문 응답 수 이다. 

   봉사와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는 

표2에 제시되어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평가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전반적인 만족도, 사회에 대한 기여도, 대학

생 본인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이미지에 대

한 기여도. 모든 부분에서 봉사 유형의 활동

이 서포터즈 유형의 활동보다 높은 평가를 받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만족도

(유의확률=0.03)와 사회 기여도(0.01), 본인 

기여도(0.06)는 유의할 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프로그램 유형 별 평가 결과. 5점 만점

의 리커트 척도의 평균값이 제시되어 있다. 

‘만족도’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사회’는 

프로그램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본

인’은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얼마나 기여하였

는지, ‘기업’은 프로그램이 기업의 이미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의미한다. 유의확률

만족도 사회 본인 기업

봉사 4.10 3.84 3.87 3.87

서포터즈 3.56 3.06 3.31 3.81

유의확률 0.03 0.01 0.06 0.42

유형 봉사 서포터즈 기타 계

프로그램 16 14 5 35

응답인원 31 16 5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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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립표본 t 검정(단측)을 수행한 결과이다. 

   (1)-1. 봉사 유형의 활동에 대한 평가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봉사 유형은 프

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응답평균 

4.10)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프로그

램이 사회(3.84)와 본인(3.87), 기업(3.87)에

게 고르게 높은 수준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대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봉사 유형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으

로 여겨지는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응답자 중 임의로 선별하여 진행하였던 심

층 인터뷰 결과(n=2)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저

해할 만한 요소를 찾을 수 없었다. 프로그램

의 사회 기여 측면에 대한 인터뷰 결과는 다

음과 같다.

“개인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그나마 대학생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도움

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사회에 잘 기여했다고 

생각해)”

- a프로그램 참여 A양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제일 높았다고 생각

을 하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정말 잘, 잘 배울 

수 있게끔 이것저것 지원도 많았고... 봉사자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것도 사실 애들 잘 가르

치라고 교육을 하는 거니까 이것저것 지원해

주는 것이 애들 잘 가르치라고 하는 거니까 그

런 점에서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 같

다. 배우는 애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거 

같다.” 

- b프로그램 참여 B군

   a프로그램의 경우 중학생들을 위한 교육 

봉사 프로그램이며, b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을 위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이다. 위의 인터

뷰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실제

로도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인식됨을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어떠한 기여를 했냐

는 질문에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프로그램

을 진행하면서 오는 뿌듯함과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경험, 직접 무언가를 해본다

는 경험이 본인에게 기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중한 인연을 많이 만나게 돼. 같이 있었던 

선생님들도, 지금도 연락 많이 하고 나름 힘들

었으니까 동지애가 생기고. 학생들이랑도 [인

연을 쌓게 돼.] ... 그리고 우리가 조금 비교우

위를 가지는 게 공부하는 거잖아. 그래서 덜 

힘들게 [우리 능력을] 더 가치있는데 쓸 수 있

는데서 오는 뿌듯함? 이런 것도 느끼는 것 같

아. 아 나도 쓸모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가

질 수 있는. [것 같아]”

- a프로그램 참여 A양

“강의법, 교수법 같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라서, 어떻게 보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

었던 거라서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

가 경제학과다 보니까, 경제과에서 경제를 가

르칠 때는 솔직히 경제 교육을 하는 데서 경제

를 제대로 가르치는 데는 많이 없잖아요 교육 

봉사를 하면서. 경제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혜택이 많았어요”

- b프로그램 참여 B군

   프로그램이 기업의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기업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지가 좋아지며, 이러한 기업을 좋은 상황으로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어 잠재적인 고객 역시 

늘어날 것 같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는 평

가였다. 

 “부족함이 없어서 후하다. 아낌없이 이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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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이미지가 좋아진 

것 같아. 그냥 구색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짜져 있는 걸 보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도 있어서.. 역시 a사!”

- a프로그램 참여 A양

“b사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b사에 

대해 이미지의 쇄신이 될꺼고, 그리고 그러면 

b사가 잠재적인 고객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요?]”

- b프로그램 참여 B군

(1)-2. 서포터즈 유형 활동에 대한 평가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포터즈 유형

의 활동은 전반적인 만족도(응답평균 3.56)

는 낮다고 할 수 없으나, 기업에 대한 기여

(3.81)에 비해 사회(3.06)와 대학생 본인

(3.31)에 대한 기여가 낮다고 평가되었다. 이

것은 봉사 유형의 활동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표1). 기업 후원 대학생 활동은 기

업, 대학생, 사회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델이므로, 이와 같은 기여의 

불균형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결과 에서도 여

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자세한 내

용은 서포터즈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에

서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봉사와 서포

터즈 두 유형의 기업 후원 대학생 활동에 대

한 설문 결과와 인터뷰 측면을 종합한 결과, 

봉사 활동 형태의 활동은 지속가능성에 뚜렷

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

편, 서포터즈 유형의 활동은 대학생 본인과 

사회에 대한 기여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

며(표2), 따라서 활동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논

의에서, 서포터즈 유형의 활동에서 대학생들

이 본인과 사회 기여도에 낮은 평가를 내렸던 

이유를 찾고자 하였다.

   ⑵ 서포터즈 유형의 문제점 

   ① 사회 기여 측면: 목표 설정의 문제

   서포터즈 활동의 경우 사회 기여와 실행률

이 낮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3). 즉, 서포터즈 활동이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는 프로그램이 잘 실행 되었는

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목표설정이 사회 기여 측면에서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혹은, 활동이 갖

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참여한 대학생들이 공

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결과, 활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부정적인 반응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갖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태도 

또한 찾을 수 없었다. C양과 D양은 사회 기

여도에 각각 2점과 5점의 반응을 보였다(5점 

만점).

나름 플리마켓도 열었다는 점에서 사회 공헌

했다고 생각해. 사회기여 어느 정도는 하지 않

았나 싶어.

- c프로그램 참여 C양

그 팀에서 봉사할 단체를 정해서 알아서 계획

해서 알아서 하는 거야. 개인활동을 10만원 주

고, 팀 활동비를 한 사람당 10만원씩 정도 준

단 말이야? (중략) 봉사활동 자체가 미션이니

까 사회에 대해 기여하는 거지. 당연하지. 아

무것도 없는 대학생들한테 돈 주고 그냥 해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 맞다

고 생각해.

-d프로그램 참여 D양

   표 3. 사회 및 본인에 대한 기여가 실행률

과 갖는 연관성. ‘평균’은 각 척도의 응답 평

균 값을, ‘상관계수’는 각 척도가 ‘실행률’ 척

도와 갖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한 값이다. 

‘실행률’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목표대로 잘 

실행되었는지를 뜻한다. ‘사회’는 프로그램이 

사회에 기여한 정도, ‘본인’은 프로그램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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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에 기여한 정도, ‘기업’은 프로그램

이 기업 이미지에 기여한 정도를 설문한 값이

다. R2는 실행률과의 관계에 대한 값이다. 

    ② 본인 기여 측면: 참여자 문제

   본인 기여와 실행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

관관계(r=0.88, R2=0.78)를 갖는다. 즉, 프로

그램의 목표 설정보다는 프로그램 수행 측면

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수

행 측면을 세부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아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본인 기여와 세부 요소들간의 상관 관계. 

‘동료’는 함께 참여한 대학생들의 태도, ‘실무

자’는 실무 담당자의 태도, ‘의견 반영’은 본

인의 의견이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를 뜻한

다. R2는 본인 기여 항목과의 관계에 대한 값

이다.

   프로그램 수행 측면에 관련된 여러 세부 사

항들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본인 

기여와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가졌다: 함께

한 동료(0.71), 실무담당자(0.70), 의견반영

(0.69). 이 중, 설문 반응의 평균 값이 낮았던 

항목은 동료와 의견반영 이었다.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지며, 동시에 낮은 반응 값을 갖는 요

소들인 동료와 의견반영이 개선을 위해 집중

해야 할 요소라고 판단된다. 

   인터뷰 결과도 위의 내용을 뒷받침하였다. 

C양과 D양의 본인기여도에 대한 반응은 각

각 1점과 4점이었다. 의견반영에 관하여, 서

포터즈 활동에 참여한 두 피인터뷰자 모두에

게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을 들을 수 있

었다. 의견 반영에 대한 C양과 D양의 점수는 

각각 2점과 3점이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중간에는 계속 탈락자에

게 피드백을 받지 않는 것 같아. 끝까지 간 사

람에게는 받지 않았을까 싶어.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받는 게 좋은 것 같아. 

떨어진 사람들도 느낀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족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잖아? 그런 것

들도 고쳐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

- c프로그램 참여 C양

 “우리가 힘들다고 말을 했으면 우리가 힘들

다고 말 했을 때, 거기가 뭘 해 주기를 원한다

고 말한 것 아냐? 제도 자체를 아예 안 바꿔주

더라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피드백은 다 받

는데 걔네들은 우리의 피드백을 안 받는 거잖

아. 설문조사를 할 수 있잖아 한 달에 한 번 정

도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도 없

었어.”

- d프로그램 참여 D양

   c프로그램은 전체 참여자의 일부분만 다음 

단계로 진행시킨다. c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피인터뷰자는 중도 탈락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

였다. d프로그램은 d사 대학생 홍보대사 프

로그램이다. 이에 참여한 피인터뷰자는 대학

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정에 대하여 강

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 기업측에서 주

기적으로 참여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업측에서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동료의 태도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는 아래

와 같다. 동료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는 참

여한 대학생에게 상당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

사회 본인 기업

평균 3.06 3.31 3.81

실행률과 상관계수 0.59 0.88 0.73

R2 0.35 0.78 0.54

동료 실무자 의견반영

평균 3.38 4.00 3.19

본인기여와 상관계수 0.71 0.70 0.69

R2 0.51 0.49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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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양의 동료에 

대한 평가는 3점이었다. D양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서 동료에 대해 좋은 평가(4점)를 

내렸는데, D양이 본인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

인 반응(4점)을 나타내었던 이유 중 하나였

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활동에서 프리라이더를 쳐내던가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 학교

처럼 조원평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컨

텐츠가 좋더라도 팀원들에 대한 그런 게 없으

면은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

- c프로그램 참여 C양

완전 좋았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족같았

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은데, 되게 다

들 서로 친해지고 속마음 다 얘기하고 그러니

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었어. 10명이 팀이었

는데, 나까지 4명은 완전 가족같았고 나머지

도 친했어. 싸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그런 건 

없었어. 그리고 대학생이고, 국민은행 지원했

으면 관심사도 비슷하니까 정보도 많이 얻고 

도움도 많이 주고 좋았어.

-d프로그램 참여 D양

   c프로그램은 c사의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홍보와 사회 공헌을 포

함하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이다. 이에 참여했

던 피인터뷰자는 프리라이더(적극적으로 프

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팀원)에 대한 문제를 

말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프로그램에 대

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동료의 태도에 대한 이와 같은 반응은 의도    

조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표5). 대학생들

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적에 대해 물었

을 때,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프로그램

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

았다(61%, 복수 응답). 인적 네트워크 형성

을 위해 서포터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가 많다는 것은 본인에 대한 기여도와 동료에 

대한 평가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앞선 조사 

결과(표4)를 설명할 수 있다. 동료와의 관계

에 있어서 만족도가 떨어지므로, 활동에 참여

한 목적이 성취되지 못하여 전반적인 만족도

가 떨어지는 것이다. 

■표 5. 참여 대학생의 프로그램 참가 의도 분포. 

‘네트워크’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 ‘실무능력’

은 실무 능력 향상, ‘금전이익’은 금전적 이

익을 뜻한다. 표 안의 숫자는 해당 의도가 있

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복수 응답). ‘유의확률’은 두 집단에서 나타

난 응답 비율의 차이의 유의성을 의미한다

(단측 t검정).

   요컨대,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사회 기여가 

낮다는 것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기여하

는 정도(본인 기여도)가 낮다는 문제를 갖는

다. 실제 사회에 기여한 정도가 낮은지는 다

른 측면들을 고려하여 확인해야 하나, 참여했

던 대학생들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는 것 자체로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서포터

즈 활동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기여를 하며 

좋은 활동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회와 참여

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 주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힘들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개선에 집중해야 할 부분을 찾기 위

해,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였

다. 그 결과, 서포터즈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

해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되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 1) 사회적 기여 목적 재설정 

혹은 재교육(①참조), 2) 적극적인 참여를 위

한 동료 대학생들간 네트워크 형성(②참조) 

의도
자아
실현

취업
스펙

네트
워크

실무
능력

금전
이익

봉사 0.68 0.35 0.29 0.06 0.35

서포터즈 0.19 0.56 0.56 0.19 0.25

유의확률 0.00 0.10 0.04 0.14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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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 

확보(②참조). 

Ⅲ. 제언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에서 나온 문제점들

을 토대로 앞으로 기업이 주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특히 서포터즈 활동에서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대학생들과 기업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정

리해 보았다. 

   첫 번째 개선 방향은 사회 기여 목적 재설

정 혹은 재교육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

포터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참가자가 스

스로 사회에 공헌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는 답변이 많았다. 한편, 프로그램 실행률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연관성을 보였다. 

따라서, 사회 기여에 대한 낮은 평가는 프로

그램의 수행 문제보다는 프로그램의 기획 문

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포터즈 프로

그램이 사회적 기여에 관한 목표를 재설정하

고 이를 명확하게 한다면 참가자들의 프로그

램에서의 실행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포터즈 유형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

(기업의 홍보 및 지원)로 인해 프로그램을 통

해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기가 어려울 수 있

다. 그러나, 최근 기업 가치에 대한 홍보와 사

회 기여 측면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프로그

램들이 기획되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

례로, 2015년 1월에 2기 수료식이 진행되었

던 “네이버 검색광고 서포터즈”가 있다. 네이

버 검색광고 서포터즈는 네이버와 한국 사회

적기업 진흥원이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

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사회적 기업들

에게 검색광고 컨설팅 같은 온라인 마케팅 노

하우 전수, 모바일 사이트 제작과 광고 등을 

지원한다. 대학생들은 검색광고 운영이나 기

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그리고 사용자 관점

에서의 서비스 개선 리포트 제공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네이버 검색광고 서포터즈의 경우, 뚜렷

한 사회적 목표를 갖고 활동하는 동시에 기

업의 핵심 사업 요소인 ‘검색’의 가치를 제고

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나아가, 대학생들에게

도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진행하는 

일이 단순히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

회를 위한 일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사

회에도 기여하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네이버 검색광고 서포터즈 프로그램

은 서포터즈 활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학생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

갈 미래 인재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

학생에게 꼭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는 기회

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사회 기여가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대학생 참

여 사회공헌 활동에서 대학생이 활동 주체

인 동시에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신한카드 대학생 빅데이터 전문교육 프로그

그림 1. 네이버 검색광고 서포터즈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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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SAM (Shinhancard bigdata Academic 

Mentoring)”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신한카드의 SAM 프로그램은 2014년에는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과 함께, 2015년

에는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였던 빅데이터 교

육 프로그램이다. SAM은 단순히 빅데이터

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요 글

로벌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과 실제 

마케팅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빅데이터가 미래 사회에 끼칠 영향력을 생각

하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은 대학생들에게 커다란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의 경우 서울시

에서 제공하는 주요 중소 골목상권 공공데이

터와 카드소비, 유동인구 데이터 등을 골목상

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였

다. 서울시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을 기울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프로그

램을 통해서 사회적 목적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개선 방안은 기업과 대학생 측의 

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대학생 측의 의견이 언제

든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체계적인 설문 조사 진행, 

행사를 활용한 실무자와 참여 대학생 간의 긴

밀한 네트워크 형성 등이 있다. 

   세 번째 개선 방향은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활동이 기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포터즈 프로그램에 참여하

였던 대학생들 다수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참여 동기로 꼽았다(61%, 복수 응답).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참여 대학생들의 태

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그 중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 측에서 

비협조적인 조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프리라이더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서포터즈 프로그램이 팀 활동이 아닌 

개인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함께 참여하

는 대학생들간의 네트워크가 형성하기 어려

워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참가자들의 일차

적인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참가자

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으로 팀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참여자들간의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

니라 대학생이 기업 관계자들, 즉 실무 담당

자들과 형성하는 네트워크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무 담당자의 태도 또한 본인에 대

한 기여도 평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던 요소이기 때문이다. 실무 담당자의 적극적

인 태도는 적임자를 실무 담당자에 배치하는 

방식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일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과 실무담당자의 네트워크 문제는 

두번째 개선 방향(의사소통 강화) 및 첫 번째 

그림 2. 신한카드 빅데이터 교육프로그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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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사회적 가치 함양)과도 연관되어 

있다. 서포터즈 활동 같은 경우 기업 측에서

도 정확히 대학생들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학생들에게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

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커피전문 기업

인 e사는 “e사의 모든 것에 대해 애정을 가지

고 TALK 해줄 분”인 다소 두루뭉실한 설명

을 내놓고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언론사인 f

사의 경우,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분야가 “방

송분야”와 “홍보분야”가 나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궁극

적으로는 하는 활동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모집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의사전

달이 되지 않는다. 모집 이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은 본론의 논의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표4).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

로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경우, 참여 대학생들

이 혼란과 의욕 저하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

다. 이로 인한 손해는 참여자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참여자 본인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의견 반영

이라는 요소가 본인에 대한 기여 정도와 상대

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던 것(표4)

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 프로그

램의 사회적 목적과 가치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언들을 반영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우선, 기

업의 핵심 사업을 사회문제나 경쟁력 있는 교

육과 연관시켜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CSR 전문부서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또한 각종 

피드백을 받거나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는 하나의 추가

적인 비용이 될 수 있다. 

IV. 결론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활동은 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사회에 대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긍정

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된 연구도 이미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대학

생의 입장에서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활동을 

평가하고자 하였던 시도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대

학생 참여 사회공헌활동을 대학생 참여자들

의 입장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대학생 참여 사

회공헌 활동은 서포터즈 유형 혹은 봉사활동 

유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유형에

서 만족도, 사회와 본인, 기업에 대한 기여도

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봉사활동 프로그

램에는 참여자들이 만족도를 비롯, 본인과 사

회, 그리고 기업 기여에 대해 고르게 긍정적

인 응답을 보였다. 인터뷰 결과도 이를 뒷받

침하였다. 서포터즈 프로그램에서는 만족도

를 비롯하여 기업과 사회에 기여도가 낮은 평

가를 받았다.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

해서는 기업, 참여자, 그리고 사회 모두에게 

고른 기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

균형은 서포터즈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즉, 

지속가능한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참여 대학생들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제고해

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참여 대학생들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

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요소들을 찾아보았

다. 우선, 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실행률은 낮

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것은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본인의 기여도의 경

우, 동료 및 실무자의 태도와 의견 반영이 참

여 대학생들이 평가한 본인에 대한 기여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양적으로 많지 않은 샘

플 크기를 꼽을 수 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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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112명이었지만 이 중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던 응답은 52개였으며, 이 중에서도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한 대학생들은 5명뿐

이었다. 샘플 크기를 늘려 더 많은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

었다면 연구에 대한 근거를 강화시킬 수 있었

을 것이다. 기업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조사

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지 않

고 단순히 참여한 대학생들의 평가만을 활용

한 것은 또 다른 한계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이 일관되게 낮은 평가

를 내렸다는 점과 대학생들이 기업 후원 대학

생 활동 모델의 주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

면, 설문조사 결과와 인터뷰 결과는 문제제기

를 위한 근거로서는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는 기

업에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첫째, 대

학생 참여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함에 있어 사

회적 기여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참

여하는 대학생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원활하

게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

업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추가적으로 고려

하려면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

학생 참여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을 높이고 싶다면, 대학생과 사회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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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CSV(Creating 

Shared Value)라는 말을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CSV라는 개념은 마이

클 포터 하버드 교수와 마크 크레이머 대표

가 2011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제시한 

것이다. CSV는 경영 전략의 석학이 제시한 

개념인 만큼 비즈니스 섹터에서 큰 주목과 

함께 내용에 대해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특

히, 기존에 CSR에 대해 연구하던 사람들에

게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기존에는 몇몇 사람

들의 단편적인 기사로만 다루어졌던 비판이 

2014년도에 처음으로 학술 저널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에 실렸다.1)

1)		(Crane,	A.	외,	 (2014),	“Contesting	The	Value		
of	 The	Shared	Value	 Concept”,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56(2))

   먼저 CSV의 개념을 추종하는 집단은 CSR

과는 달리 CSV만이 가진 특징을 근거로 들어 

필요한 개념이라는 점을 사사하고 있다. 그들

이 생각하는 CSV란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동

시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 사회와 기업경영에 

좋은 환경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CSV가 CSR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CSR

이 기업이 이윤을 벌어들이고 난 후의 일정금

액을 기부하는 방식이라면, CSV는 이윤 추구

와 기부를 동시에 진행해 사회문제 해결과 경

제 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

각하고 있다.2) CSV를 성공적으로 실행한 기업

의 대표로 네슬레와 탐스신발의 예를 든다. 탐

스신발의 경우 신발을 한 켤레 구입하면

2)		창조경제를	만든	해외기업의	CSV	사례,Global	
Market	Report	13-046,2013.	7.	31

CSV에 대한 논쟁

16기 이경민(kid0629@naver.com)

표  CSR과 CSV의 차이 : 비교 <출처 : 포터 교수 논문(하버드비즈니스리뷰2011)>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름 CSV(Creating Shared Value)

선행(doing good) 가치 투입비용 대비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

시민의식을 전제로 한 자선활동 활동 기업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가치창출

이윤극대화와 관계없는 활동 인식 이윤극대화를 위한 필수요소

기업의 CSR예산(매출액 대비 1%미만)에 한정 예산 기업전체 예산(매출액 전체)에 CSV반영

기존 조직과 병렬적인 별도 조직(수직적 조직구조) 담당 조직
별도 조직이 따로 없이 모든 조직에 녹아 들어가 
있음(수평적 조직구조)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회사가 하는 경우 사회는 냉
소적 입장이 됨

진정성
사회가치 창출활동이 고유사업에 녹아 있으므로 
사회는 긍정적 평가를 해줌

손실이 발생하는 순간 올스톱 지속성 그때그때의 이익손실에 관계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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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켤레의 신발을 빈곤국 아동에게 기부하는 

방식인 ‘Buy one Give one’으로 크게 화제

를 일으켜 글로벌브랜드로 성장했다고 보며, 

네슬레의 경우 코코아와 커피제배에서 생산

과정의 차별성과 소비의 형태를 바꾸는 CSV

를 실시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 CSR이 가지고 있던 한계성을 

CSV가 일부분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

다.

   그러나 CSV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있

는 집단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를 들어 비판을 하고 있다. 먼저 CSV는 새로

운 개념이 아니라 CSR의 일부분으로서 개념

이 정립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둘째

로, CSV는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 사이

에 있는 관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

지막으로 CSV는 기업의 역할에 대해 피상적

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

를 가지고 CSV의 무의미성에 대해 비판하

고 있으며 이러한 CSV는 유럽국가들 사이에

서 논의가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

다.3)

   이러한 CSV에 대한 여러 비판들에도 불구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CSR보다 CSV가 좀 더 

각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CSR을 단순한 돈을 소비하는 사회공헌 활동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된

다기 보다는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지치기 

위한 필요악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는 이미지를 남기고, 기업에도 돈벌이가 되는 

CSV라는 개념이 이상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만 기업도 장기

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 CSR의 진정한 

부분이라는 점을 기업들이 다시 생각한다면 

그렇게 까지 대한민국기업들이 CSV에 열광

3)		[더	나은	미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잘하는	유럽	
CSV(공유가치	창출)	관심도	없어	한국만	유독	열광",
조선닷컴

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한다.

   CSR과 CSV에 대한 논쟁들이 발생한 대

표적인 원인을 꼽자면 CSR의 역사도 그렇게 

길지 않아 하위 개념들이 체계화 되어있지 않

고, 단기적인 기간에 세세한 부분들이 변화

함으로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

는 CSR에 대한 정의가 다른체 CSV라는 새

로운 개념이 나오게 됨으로써 가지는 개념적

인 혼란의 문제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 같

다. 최근 세계적으로나 한국 내에서나 CSR과 

CSV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데, 이에 따라서 소비자나 다른 이해관계자들

의 참여도 증가하게 된다면 기업들이 CSR과 

CSV를 실행하는 과정과 이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체제화 되어 감으로서 명확

한 개념이 생기고 이에 따른 논리적인 근거가 

생기게 된다면 최근 발생한 CSV에 대한 비

판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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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기업이란?

   전통적으로, 가능한 빨리 많은 돈을 벌어들

이는 것은 많은 기업들에게 가장 커다란 과제

이자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규정하는 불

문율로 받아들여져 왔다. 더 큰 수익과 더 많

은 생산에만 관심을 가지는 기업과 투자자들

에게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상품을 만

든다거나, 더 넓은 지역사회로 분배하는 사업

계획을 세우는 등의 행위는 그들의 포트폴리

오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

혀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더 이상 기업이 사

회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

다는 사실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명백해졌다.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부산물

들(환경오염, 극심한 빈부격차 등)을 해결하

는데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는 기업의 

성장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 자리매김했

고, 이러한 ‘외부효과’1)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탄탄한 기업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데 많은 경영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회적 기업가들은 기

존의 기업가들의 전통적 관념에서 더 나아가, 

1)		‘외부효과’란	경제학에서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
인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말한다.

더 발전된 개념으로서 새로운 기업의 역할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들은 저마다

의 확고한 소셜 미션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

를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최대한의 노력

을 기울이는 ‘높은 이상을 품은 기업’2)이 되

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사회적 기업가 페스티벌과 사회적 
기업의 가치

   사회적 기업가 페스티벌은 다양한 분야에

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참여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서로의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장소로써 큰 역할을 해왔다. 

양말에서 시작해서 폰 케이스, 행사기획, 물

류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의 이야기

는 그들이 결코 이타적인 이유만으로 남을 돕

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

님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의 이상

과 목표는 높고 고상했지만, 그들의 발은 결

코 현실의 단단한 발판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

었다.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실제

로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굳건한 확신 속에

서 그들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직간접적

2)		크리스틴	아레나:	『휴렛팩커드가	산골마을을	찾은	이
유』	역	양세영(서울:	지식의	날개,	2007),	11

미래를 만드는 연금술사의 장
2015 사회적 기업가 페스티벌

17기 장두혁(huck204@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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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결된 수익 모델을 개발해왔다. 

   사회적 기업가 페스티벌에 참여한 기업가

와 활동가들이 선보인 다양한 수익 모델들은 

“남들 보기 그럴듯하게만 보였던’ 기존의 전

통적 사회참여 사업과 구분되는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고민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

업은 아직 대부분 작고 영세했지만 각자 활동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

고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젊

은 층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마리몬드, 

다양한 행사 기획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문

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최게바라 기획사 

등은 사회적 기업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

회혁신의 한 부분일 뿐이다. 사회적 기업가 

페스티벌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

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 사회 전반의 패

턴을 변화시킬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동정심, 창의력, 협력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증명3)하는 

연금술사이며, 사회에 창의성을 불어넣는 도

전자였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들이 걸어야 할 길이 

여전히 온통 가시밭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좌초위기에 놓여

있고, 장기 경제 불황 속에 많은 사회적 기업

들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도태되고 

있다. 또한 시장이 과연 사회적 기업의 공익 

추구에 대해 지속적인 보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면, 시장은 여전히 

모든 비용을 외부화하는 기업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공익 추구와 기업의 수

3)		웨인	비서,	『그동안의	CSR은	왜	실패했는가』,	역	김
영기	이종재(서울:	KOSRI,2014),	P124	

익성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 기업가들에 주목해야 하는 이

유는 그들이 가져오는 ‘혁신’의 가치에 있다. 

모든 것이 표준화되어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

된 기존의 기업의 경우, 틀을 벗어난 사고를 

통해 혁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상대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삶의 목

표인 사회적 기업가들은 도전적이고 대담한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변화의 촉매제

로 비즈니스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접근법들을 바꿀 뿐만 아니

라, 때때로 산업 전체 관행을 변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온다. 

3. 나가며

   사회적 기업가 페스티벌에서 사회적 기업

의 가치와 성과,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시장은 변

하지 않는다. 단 한 순간의 변화-기업 병합, 

회계 부정, 영업 손해 등의 요인으로 막대한 

시가총액이 날아가 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시

장과 주주들은 시가총액이 아닌 다른 지표로 

기업을 판단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금융시장을 비롯한 다수의 경제주체

들은 사회적 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그 존재조차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견고한 현실에 끊임없이 도전하

는 사회적 기업가들은 돈키호테를 연상케 한

다. 혁신의 창을 높이 겨눈 채 오늘도 저마다

의 무대에서 맹렬히 도전하는 사회적 기업가

들이 언젠가 저 두터운 현실의 벽을 뚫고, 변

화를 가져올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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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CSR의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

되고 경영의 화두로 부상하면서 CSR에 대한 

사회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컨퍼런

스, 법규 등에서 CSR이 다뤄지고 있고, 언론

에서도 용어가 무수히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CSR의 개념이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90년

대로 불과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고, 여전히 

구체적인 개념의 확립이 부재한 상황이다. 학

계, 기업, 정부 등 각 이해관계자에 따라 개념 

및 범위의 정의를 다르게 내리고 있다. 심지

어 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 기

업의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등 유

사용어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 

및 용어는 혼란을 야기하여 문제시 된다. 뿐

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란 개념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CSR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가운데, Dalsrud(2006)은 학술 논

문 및 웹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인용

되는 37개의 정의를 분석했다. 그는 비교를 

통해 서로 다른 정의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특히, 구글(Google) 

사회적 기업을 고려하는 

기업의 CSR

16기 강재은(jollyjenna23@gmail.com)

17기 이창윤(su3945@nate.com)

17기 이형우(lhwsupergirl@gmail.com)

17기 장두혁(huck204@snu.ac.kr)

차원 관련 대상 예시 문구

환경적 차원 자연 환경
“a cleaner environment"

"environment concerns in business operations"

사회적 차원 기업과 사회 간 관계
"contribute to a better society"

"integrate social concerns into their business operations"

경제적 차원 사회경제적, 금융적 영역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preserving the profitability"
"business operations"

이해관계자적 차원 이해관계자 그룹
"interactions with stakeholders"

"how organizations interact with their employees, suppliers, 
customers and communities

자발적 차원 법으로 지칭되지 않은 행위 "based on ethical values"  "beyond legal obligations"  "voluntary"

[표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의 5가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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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빈도수 측정과 더불어 내용적 측면에서 

크게 5가지의 차원으로 분석했다. 각각의 차

원은 다음과 같다.([표1]) 환경적 차원은 자

연 환경과 관련되어 정의 내에 “깨끗한 환경

('a cleaner environment')" 등의 문구가 들

어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 기업과 사회 

간 관계와 관련된 사회적 차원은 ”더 나은 사

회에 기여(‘contribute to a better society')" 

등의 문구가 해당된다. 경제적 차원은 “경

제적 발전에 기여(’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등 사회경제적, 금융적 영역

과 관련된다. 이해관계자적 차원은 이해관계

자 그룹과 관련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자발

적 차원은 법으로 지칭되지 않은 행위를 포함

하고 ”윤리적 가치에 기반(‘based on ethical 

values')" 등의 문구가 해당된다. 

   5가지의 차원들이 각각의 정의들에 대해 

얼마나 균등하게 적용됐는지 위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다양한 문구로 쓰였지만 대부

분 고루 5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동일한 의미

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상위 3가지 정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 가

능한 경제발전 및 직원, 가족, 지역사회, 나아

가 전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의 책무”로 정

의될 수 있다. (WBCSD의 정의 참고) 

1.2 CSR에 대한 논쟁

   2013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은 “바른 용어를 위한 사회통

합의 모색”토론회에서 현재 통용되는 경제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을 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칭을 ‘기

업의 사회공헌’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안

이었다. 전경련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

익집단인 것을 고려했을 때, 기업에게 “기업

의 사회적 책임“과”기업의 사회공헌“의 차이

는 무엇이기에 이러한 제안이 나온 것일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

었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의 최고경영

진 개인의 양심에 의해 사회에 자선하는 측

면이 크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사업 기반지역에 학교를 지어주거나 회사 이

름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

는 활동을 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

당수의 CSR은 이러한 사회공헌적 측면이 강

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활동은 회사의 

예산이 줄어들거나 최고경영진이 교체된다

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하지 못한 형태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경련(2014)에 따르면, 2013년 지출된 사

회공헌 규모는 약 2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

비 13.6%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경영 실적 

부진에 따른 결과로 분석될 수 있고 현재 우

리나라의 CSR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점

Definition Source Definition
Frequency 

Count
Dimension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1

A concept whereby companies integrat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cerns in their business operations and in their interaction with 

their stakeholders on a voluntary basis
286

Voluntariness, Stakeholder, 
Social, Environmental, 

Economi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99

The commitment of business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working with employees, their families, the local 
community and society at large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180
Stakeholder, Social, 

Economic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0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he continuing commitment 
by business to behave ethically and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while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workforce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local community and society at large

156
Voluntariness, Stakeholder, 

Social, Economic

[표 2]   빈도 수 높은 상위 3개의 CSR 정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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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한다. 또한 PR 컨설팅 회사인 에델만

(Edelman)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4%

는 기업의 CSR이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통합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 넓은 의미

로서 단순히 개인의 자선보다 더 넓은 의미 

“책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기초로 기

업의 CSR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기업 생태

계 내의 이해관계자들까지 포괄하는 접근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기초

한 미래의 기업은 사회와 동떨어지거나, 사회

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존

재할 수 없고,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사회/환

경적 불안요소(환경파괴, 근로자의 스트레스 

등)로 인해 손상된 사회를 회복시키는 목적

으로 존재할 것이다. 

   대다수의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처럼, 앞으

로의 기업은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생태계를 

복구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

고,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에 적극적인 태도로 

대처해나감으로써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업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요

구하고 엄격한 기업 윤리를 강조하는 CSR의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시도한 개별적인 

CSR 프로그램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사회

적, 환경적, 윤리적 건강의 지표들을 근거로 

CSR의 효용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품는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지난 2010년 8월 23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실린 ‘기업

의 사회적 책임에 반대하는 주장(The Case 

Agains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라는 기사에서 미시건 경영대학원 카르나니

(Karnani)교수는 “기업이 공익을 위해 행동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이익을 얻

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

다.”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포터와 마크 크라머(Porter and 

Kramer)는 CSR을 사회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미끼(red herring)에 불과하다고 비

판하며, ‘사회 문제 해결이 기업 활동의 핵심

이 아니라 부수적인 활동일 뿐이라는 마음가

짐’과 ‘기업 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압력에 

대응하는 행동’으로 규정했다.

1.3 CSR과 CSV

   우리는 기업 활동 중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

하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의 단점을 잘 알고 

있다.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제품이 본질적으로 사회에 어떠한 해를 끼치

는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은 기업이 아닌 사회라는 것 또

한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외부불경제’에제대

로대응하지못하면막대한사회적비용이소모

되어야하며, 이는 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기

업 역시 경제 생태계 속에서 그 후유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거미줄처럼 엮인 채 

서로 민감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현대 자본주

의 사회에서 단일 기업의 행위는 결코 ‘단일’

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기업에게 더 넓

은 의미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자본주의의 시대에는 인류에 

대한, 사회에 대한 책임이 기업 발전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기

업이 실제로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익 추구에 우선순위를 부

여한다. 최근 새로운 방법론으로써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이 화두

가 되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에서의 CSV란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

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이슈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사

업성과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추구

하는 CSV는 기업입장에서 몹시 매력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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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CSR과 CSV를 잘 구

분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CSR은 사회와 기업 간의 관계에서 필연

적으로 발생하는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범위와 주제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는 점

에서 CSV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10년 제정/발

표한 ISO 26000에서는 사회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의 주된 범위를 인권, 노동, 

환경, 공정거래 등 7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CSV는 사회책임 경영을 실현하는 방법의 하

나로 CSR의 하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CSR에서 CSV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 몇몇 주장은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인

지하지 못한 채 개념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CSV는 매우 유용한 

CSR 전략의 하나로 최근 CSR활동을 다각

화하려는 많은 기업들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점차 기업 

CSR활동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는 성공적인 CSV의 사례로 평가 받고 있으

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CSR /CSV 활

동에 뛰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

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범위와 개념이 

점차 발전해오면서, 자선과 마케팅의 수준에

만 머물렀던 기업들의 인식 역시 점차로 변화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본론

2.1 CSR의 수요와 공급

   전통적으로 다국적 대기업들의 사회참여

는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만 보이면 된다.”

는 압박감이 반영되는 사례가 많았다. 총수입

이나 혹은 영업이익에 비례해 결정된 전통적

CSR(기부) 예산은 본사의 승인 아래 해외 법

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형태로 이루어졌으

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디에 얼마를 전달

했다는 정도의 간단한 보고만 하면 끝나는 식

이었다. 기업은 1년 내내 지역사회의 여러 단

체와 잡다한 사회문제들에 기금을 나누어 내

며 ‘최대한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후원 기업들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에 만족한 채, 그러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드

러내는 데에는 관심을 잘 두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들이 점차로 어떤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것이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분야의 경계를 넘는 제휴와 다양한 이해관계

자 그룹과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통상 기업재

단의 기부금을 활용하는 공동체나 CSR 실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NGO 단

체들로부터 창출되던 CSR의 수요는 한층 다

양하고 기업외부의 활동으로까지 범위가 확

대되고 있다. 기업은 공동체, 소액대출기업, 

사회적 기업가 등 확장된 이해관계자 네트워

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경우, 우리 사회가 직

면한 복잡한 사회, 환경, 윤리적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있어 다국적 기업이 가지는 창의성의 

한계를 보완하며,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대

담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해준다는 점에

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삶의 목표

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인 사회적 기업가들

과의 협력관계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

업은 이를 통해 기존의 제도와 절차, 평가와 

감사까지 모든 부분에 적용되던 표준적이고 

정형화된 CSR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척지를 

개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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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이윤을 추구한다. 이러한 사회

적 기업의 경영 방식은 일반적인 영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회적 기업의 모델과 그 이념이 CSR의 

발전적 패러다임인 CSV(공유가치 창출)와 

상당히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사회적 기업의 모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가치창

출과 사회적 목표의 조화는 기존의 이윤추구

를 목적으로 하던 기업의 한정된 전략으로부

터 탈피하여 더 넓은 경영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앞으로 기업은 소비자의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수요

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

적 기업과 전통적 기업과의 협력은 사회적 수

요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지역클

러스터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미를 지닌다. 

2.3 왜 사회적 기업이어야 하는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현대

사회에 있어, 기업이 성공적으로 CSR전략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CSR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생각은 글로벌하

게, 행동은 현지에 맞게(Think global, Act 

local)’라는 개념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CSR문제가 가지는 딜레마를 잘 

나타내고 있다. 복잡하게 상호 연결된 시장

에서 기업은 현지(지역사회)의 상황을 이해

하고, 보편적인 원칙을 희생하지 않는 한도에

서 최대한 현지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합한 해

법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존재하는 

터전이 되고, 기업의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사

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각 

지역, 공동체마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기존 기업에 비해 지역사회

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수익 모델의 

구축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자본과 신

뢰, 그리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는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게 ‘현지화 역량(native capability)’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CSR전략을 수립

하는데 매력적인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 사

회적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기업은 현지에서 

확고하게 자리잡는데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

며, 현지 환경에 가장 적합한 CSR 인센티브

와 압력을 적절하게 파악해 글로벌 모델을 현

지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조정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정형화된 대기업의 

CSR 프로그램에 창의성을 불어넣는 역할 또

한 수행하고 있다. SNS등의 발달을 통해 기

업의 평가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환경 속

에서, 제도와 절차, 평가과정에 걸쳐 표준화

된 기업의 의사결정구조는 사회문제에 적절

하게 대처할 수 없다. 정해진 틀 안에서만 절

차에 따라 전개되는 기업의 사고는 한계를 뛰

어넘는 사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할 뿐만 아

니라, 당장 필요로 하는 곳에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구조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관계

를 통해 기업 내부의 혁신성, 즉 ‘사내기업가

정신(intrapreneurship)’을 기업 경영의 프로

세스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

고 있다. 

2.4 사회적 기업 및 대기업과의 인터뷰

2.4.1 인터뷰 의도 및 설계

   기업들이 부분 간(Cross-Sector) 파트너십 

개념을 사용하는 일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UN에 의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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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 간 파트너십은 ‘새천년 개발목표’에 

참여하며 붐을 이뤘고, 지난 2002년에는 요

하네스버그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상

회담’의 의제로 각광받기도 하였다. 그럭저럭 

좋은 일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일을 해내기 위

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치로 내세운 기업의 

CSR프로그램 역시 파트너들과 유통 경로를 

공유하거나, 마케팅, 인력 관리 등의 기능과

의 연결을 통해 보다 포괄적으로 기업이 프로

세스와 연결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 역시 이러한 부분 간 

파트너십의 일부로서 한층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활

동내역들을 CSR 보고서를 통해 주주, 투자

자, 잠재적 고객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와 발맞추어 한국

의 기업들 역시 지난 몇 년간 사회적 기업가

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 후원하는 프로그램

들을 기업의CSR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왔으

며, 이를 각자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지해왔다. 

   그러나 기업에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

고서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프로그

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극히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 사회적 기업과 대기

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좀 더 실무

적이고 자세한 사항들에 대하여 조사해보고

자 하였다. 인터뷰는 각각 사회적 기업을 후

원하거나 또는 직접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 그리고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었던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사회적 기업인 브링

유어컵(Bring Your Cup)과 대기업인 네이버, 

효성, 총 세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

다. 인터뷰 문항들은 주로 CSR 활동의 형태, 

사회적 기업과 대기업이 각 측면에서 얻는 이

익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였다. 

 <인터뷰지 예시: 사회적 기업용>

  1. 회사를 소개해주세요.

  2. 현재 어떤 소셜미션을 갖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3.  (자금 경영의 측면에서) 어떻게 사회적 기업이 유지되고 있나요?

  4. 대기업의 후원을 받게 된 과정은 어떠하며, 후원의 형태 및 후원 이후 생긴 경영상의 이점은 무엇인

      가요?

  5. 후원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향후 대기업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

      나요?

  6. 후원 및 지원을 받을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터뷰지 예시: 대기업용>

  1.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지원해 줄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의 CSR활동과 독자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데에는 어떤 차이

      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  . 현재 CSR 활동의 형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데서 오는 효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4. 대기업의 입장에서 사회적 기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5. 앞으로 사회적 기업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표3]  인터뷰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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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브링유어컵(Bring Your Cup)

        

      

 첫번째 인터뷰는 기업의 지원을 받는 사

회적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브링유어컵

을 대상으로 실행하였고 , 설립자인 이범규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브링유어컵은 텀블러를 판매하는 기업이

다. 이 기업이 설립될 당시 목표는 환경 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발전에 있었다. 이범

규 씨는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텀블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동시에 유

명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의 만연 속에

서 개인이 영세하게 운영하는 커피전문점들

(카페)이 처해있는 어려움에 직면하며 그러

한 카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들과 제휴하

여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말하였다. 브링유어

컵 텀블러를 갖고 제휴를 맺은 개인 커피전문

점에 가면 테이크아웃 커피를 구매할 시 할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였고 이는 그러한 커피

전문점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높이고자 

함이었다. 브링유어컵은 수익금의 일부를 사

회 문제 해결에 쓰기도 하였다. 

   브링유어컵은 락앤락과 파트너십을 맺어 

텀블러 1000개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 락

앤락과 함께 하는 행사로서 2012년 11월 2일

부터 4일에 걸쳐 락앤락 카페에서 ‘텀블러데

이’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브링유어컵의 텀블

러를 가져오면 커피를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행사였다. 

브링유어컵이 락앤락의 후원 형태의 CSR

을 통해 얻은 이익은 실제 매출과 직결되었

다는 점이었다. 한편 이보다 더 큰 이점은 홍

보 효과에 있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

은 사회적 기업의 입장에서 락앤락의 네임 밸

류(Name Value)는 기업 자체에 대한 일종의 

인증으로 작용하여 자사를 홍보하는 데에 효

과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범규 씨는 락앤락의 CSR 활동에 대해 대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사회적 기업이 

겪게 되는 불편한 점들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는 대기업 또한 이러한 CSR 활동을 통해 

이미지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

야기하였다. 사회적 기업인 브링유어컵이 가

진 친환경 이미지를 활용한다면 이를 후원하

는 락앤락 또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

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는 

추세 속에서 CSR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대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

도 이러한 지원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사회적 기업과 대기업 모두 어느 정도의 이

익을 얻을 수 있는 한편, 후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 아쉬운 점들도 

분명 존재하였다. 먼저, 브링유어컵에게 락앤

락의 지원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창출할 뿐이

었다. 경영적인 도움을 받거나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에게 도

움이 되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브링유어

컵은 락앤락의 네임 밸류에 편승하는 효과만 

얻을 수 있었다. 또, 락앤락과 브링유어컵은 

불평등한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지원을 

받는 방식, 더 구체적으로는 텀블러의 디자

인 및 개수를 결정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락앤

락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후원을 받는 

와중에 사회적 기업으로서 자유롭게 일에 착

수할 수 있기보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일

일이 보고하고 락앤락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

는 측면이 커 의사결정에 있어 제약이 추가된 

것도 불편한 점들 중 하나였다. 

   브링유어컵과의 인터뷰는 대기업의 CSR 

활동 대상이 되는 사회적 기업의 입장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대기업이 왜 사회

적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회적 기업의 측면에서 대기업의 CSR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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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CSR 활동이 단순히 장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대기업이 가진 CSR 활동 목적의 순수성 또

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2.4.3 네이버 

   두 번째 인터뷰는 사회적 기업을 후원하는 

대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네이버를 대상

으로 이루어졌다. 네이버는 ‘검색광고 서포터

즈라’는 활동을 통해 자사의 전문분야인 검

색광고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홍

보/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지난 2기 

활동을 거쳐, 올 하반기 새롭게 3기 활동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검색광고 서포터

즈은 사회적 기업진흥원과 함께 사회적 기업

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검색광고 교육과 분

석, 검색광고 비즈머니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2015년 종료된 2기 활동을 살펴보면, 아름

다운커피, 떡찌니, 더뉴히어로즈 등 다양한 

분야의 총 10개의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어 대

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3개월간 활동하며 가

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왔다. 상대적으로 홍

보/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사회적 기업의 경

우, 검색광고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

로 검색광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지

도를 높이고, 실제 매출의 증대로도 이루어져 

조금씩 사회적 기업가들 사이에서도 입소문

을 타고 있다고 한다. 

   ‘검색광고 서포터즈’ 활동을 모범적인 CSR 

사례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

인 요인은 사회적 기업과 네이버 간의 지속적

인 협력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

한다는 점이었다. 약 3개월에 걸친 서포터즈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네이버 측에서는 사

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검색광고 광고주 교육

을 제공하고, 실무적 차원의 도움을 제공하여 

단순히 기부를 주고받는 ‘자선적’ 차원의 업

무가 아닌 광고를 의뢰하고 수주하는 업무적 

측면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다. 검색광고 서포터즈 활동이 네이버 내부의 

CSR 전담 부서가 아닌, 검색광고를 전담하

는 광고지원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러한 특성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CSR 전담 부서에 비해 다양한 업무

를 처리하는 광고지원실의 특성상 사회적 기

업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상대

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자될 수 없다는 

한계역시 명확하게 존재했다. 사회적 기업가

들이 검색광고 광고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서

포터즈 활동이 종료되면 여러 광고주들 중 하

나로,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지속적인 밀착 

관리가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

제 중 하나였다. 또한 CSR 전담 부서와 협업

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 역시 사회적 기업

의 관리를 어렵게 했다. 검색광고 서포터즈 

활동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라

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 자신

들의 활동이 CSR 활동의 일환이라고 잘 느

껴지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네이버와의 

인터뷰는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연결하는 

CSR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

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

다. 단순한 일회적인 기부가 아닌, 지속적인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장기적으로 대기업과 사

회적 기업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

들어 내는 활동으로서 검색광고 서포터즈는 

CSR활동의 지속가능성이 어떤 방식으로 담

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

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 내의 CSR 전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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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전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검색광고 서포터즈의 실무자들이 CSR이

라는 개념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채, 업무

의 연장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기업 내 

CSR 문화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CSR 전

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다시금 필요성

을 느낄 수 있었다. 

2.4.4 효성

   세 번째 인터뷰 또한 대기업인 효성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고 CSR팀 팀장인 김봉수 부장

을 만나 효성의 CSR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효성은 현재 ‘함께하는재단’

과 협업하여 ‘굿윌스토어 은평점(효성1호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래 독자적으로 사회

적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녔었지

만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있어 다수의 제

약에 부딪혀 협업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굿윌스토어 은평점 설립의 뒷이야기였

다. 

   ‘굿윌스토어’는 개인이나 기업에서 후원받

은 기증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가계이다. 가

장 큰 목적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있는

데, 김봉수 부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문제

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하고 

장애인의 특성 상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구직 기회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러한 사회문제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고 설

명하였다. 그 일환으로 굿윌스토어의 판매 수

익금은 장애인과 소외 계층의 직업 훈련, 구

직 프로그램 및 급여 지급에 쓰이고 있으며 

각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대부분 장애인

들로 구성된다. 

   효성은 이러한 CSR 활동으로부터 홍보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CSR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며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자들, 특히 

다른 사회적 기업들에게 자사의 긍정적인 이

미지를 어필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효성에게 굿윌스토어는 진정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창구이다. 굿윌스토어를 통해 자

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봉수 부장은 기업의 CSR 활동이 오로지 자

사 홍보 효과나 사회적 기여만을 위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즉, 기업들이 

행하는 CSR 활동이 실제로 기업의 본래 목

적인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굿윌스토어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 걸맞게 순수한 사회적 의미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래 목적 그대로 장애인들에게 구

직 기회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자

립할 수 있는 역량을 증대시켜 주는 것도 목

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효성의 경우 

굿윌스토어 은평점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들이 점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영적으

로나 교육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김봉수 부장은 CSR 활동에 있어 아쉬운 점

들을 피력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한 가지는 

독자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CSR 사업

을 행할 수 있는 데에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

는 것이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정부로부

터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이 다양하여 설립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업 내 CSR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점도 기업이 CSR 사업

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

였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CSR 전

문가가 따로 있지 않아 CSR팀을 맡는 팀장

들이 주기적으로 바뀌어 활동의 지속성을 보

장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김봉수 부

장은 자신 스스로도 CSR팀을 맡게 된 지 오

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봉수 부장은 효

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이 CSR 

활동을 할 때 활동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기

업에게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적용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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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안타깝다는 말도 전하였다. 대기업의 지

원을 받아 본 사회적 기업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홍보 효과를 더 잘 할 수 있게 돼 지속적

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대다수의 사회적 기업들에게 불리하

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효성과의 인터뷰는 대기업이 CSR 활동을 

통해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본래의 목표 또한 성취할 수 있고 진정

한 의미의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른 인터뷰

들과 또 다른 측면의 CSR 활동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아직 

기업들이 처한 환경 속에 문제점들이 많아 그

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해 그들을 제거해야 한

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었다. 

2.4.5 인터뷰를 통한 문제점 도출 

   첫 번째는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협력 사

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협력이 있다손 하더라

도 사회적인 구조나 기업의 구조보다는 최고 

경영자인 CEO의 의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

으면 CEO의 교체나 경제적 불황 등의 협력 

관계 외부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

이 높다. 즉,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협력이 이

후에도 계속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적 구조의 부재는 새롭게 

협력을 맺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처음부터 모

든 것을 기획해야 하는 부담을 안기게 함으로

써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협력의 촉진을 저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두 번째는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협력 구

조가 대기업 주도의 시혜적인 지원형태로 한

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

이 파트너로서의 평등한 지위관계를 갖지 못

하는 점은 협력관계의 지속가능을 불가능하

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단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수단으로써 주목한다면,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협력관계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생산성을 지니기 어렵다. 대

기업의 시혜적인 지원은 사회적 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지원

의 형태나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사회적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사

회적 기업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

효율적인 협력관계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협력 구

조가 매우 단기적이라는 것이다. 대기업과 사

회적 협력 사례를 살펴보면 일정기간마다 새

로운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새로운 협력관

계를 맺는데, 이는 대기업이 사회적 기업과 

협력을 통해 형성된 관계보다 사회적 기업과 

협력했다는 객관적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협력관계 자체의 비

생산성과 관련이 있으며, 지금처럼 대기업이 

사회적기업과의 관계를 소모적이고 시혜적

인 것으로 인식한다면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

의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단기적일 수밖

에 없다. 단기적인 협력 관계로 사회적 기업

이 얻는 대기업의 후광효과가 존재하지만, 시

간이 지나면 후광 효과는 사라지게 되고 사회

적 기업은 다시 초기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Ⅲ. 결론

3.1 개선방안

3.1.1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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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협력관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큰 이유는 대기업과 사회

적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부재 때문이

다. 대기업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존재를 알

고는 있지만 그들에 대한 직접적인 커뮤니케

이션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적 기업을 고려대안 집단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기업과 접촉을 하기 위

해서 사회적 기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중

소기업청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기업

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경영적, 기술적 노하

우 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실제로 대기

업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미약한 사회적 기업

은 대기업에 대해서 주도권을 지니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과 접촉하고 협력을 맺는 일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적 기업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인맥’의 부재 문제는 사

회적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

간의 부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대기업-사회적 기업이 함

께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형태는 플랫폼의 

형태를 빌려옴으로써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

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커뮤

니케이션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대기업은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

적 기업 육성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커

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관리하고, 이에 참여하

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대기업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중재자 역

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플

랫폼이 형성되면 사회적 기업은 자신들의 사

회적 목표를 공고히 하고, 대기업과의 협력

을 통해 더욱 생산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역시 대

기업에 대한 정보와 소통 수단이 다양해지면

서 자사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대기업을 

선택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다. 대기업은 사회적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협력 대상과 접

촉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음으로 인해 체계적

이고 생산적인 CSR활동이 가능해진다. 그리

고 더 나아가 사회적 기업과 파트너의 관계를 

통해 함께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여, 기업이 

지속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도

움을 준다. 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

해지고 사례가 증가하면서 점차 사회적으로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체계적인 협력 구조

가 형성되고 이들의 관계 역시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

3.1.2 고용승계 제도

   사회적기업의 실질적인 핵심 역량 강화와 

대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더욱 원

활하게 할 보완책으로서 ‘고용승계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협력

관계는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현재의 사회

적 기업은 장애인, 이주민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 사

회적 기업이 지금과 같이 경영난에 시달리게 

된다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역시 안전하지 못

하다. 따라서 대기업에서 정년을 맞는 인재들

을 사회적 기업에 고용 승계함으로써 개인의 

커리어를 이어나가도록 할뿐만 아니라, 대기

업에서 쌓아온 역량과 노하우를 사회적 기업

에 전수하도록 한다면 사회적 기업의 핵심 역

량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대기업과 실

질적인 인맥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재를 고

용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기업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입장에

서도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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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Social  Responsibi l 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Dalsrud, 2006)

Heyes A, Kapur S(2012), Community pressure 

for green behavior. J Environ Econ Manag 

64(3)

Porter ME, Kramer MR(2011)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 84(1/2), p62-77

웨인 비서, 『그동안의 CSR은 왜 실패했는가』 역 

김영기 이종재(서울: KOSRI,2014)

Porter ME, Kramer MR(2011)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 84(1/2), p62-77

경제학에서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

가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해로운 외부효과를 외부불경

제로 일컫는다.

Heyes A, Kapur S(2012), Community pressure 

for green behavior. J Environ Econ Manag 

64(3), P427-441

웨인 비서, 『그동안의 CSR은 왜 실패했는가』 역 

김영기 이종재(서울: KOSRI,2014),p134

웨인 비서, 『그동안의 CSR은 왜 실패했는가』 역 

김영기 이종재(서울: KOSRI,2014),p109

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

다.

3.2 제언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지속적이고 생산

적인 협력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

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안은 사회 전반에 적

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

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 전반에 적용되

는 사회적 제도의 구축을 위해서 대기업과 사

회적 기업의 협력 구조를 만들기 위한 주체로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나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을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에 대한 영향력을 지닌 주체로서 체계적이고 

파급력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기업의 CSR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

수가 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앞으로 CSR을 

‘어떻게’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

에서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협력은 CSR활

동 자체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인 

협력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지만 사회적 

가치가 반드시 경제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2008년에 매출 10억 원을 달성한 사

회적 기업은 37곳이었지만 2013년엔 232곳

으로 늘었으며, (주)행복나래의 경우에는 연

매출이 2286억 원에 달한다. 이제 사회적 기

업을 사회적 가치에 충실한 착한 기업으로만 

보아선 안 된다. 대기업은 사회적 기업을 잠

재성을 지닌 또 다른 시장으로 받아들여 자사

의 사업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생산적 관계

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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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6일, 신문을 보다가 흥미로운 기

사 하나를 발견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자 쓴 소리가 보약... 

잘못된 조직, 관행 확 바꿨죠”

 최근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에 관심을 

보이는 비영리 단체가 많아지고 있다. 후

원이나 기부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조직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

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보 공개를 

더욱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 보고서 형식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간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 사회책임경영(CSR)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앞선다면, 비영리단체의 경

우에는 조직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

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속가능성보고서

를 작성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을 듣고 조직의 중요 이슈를 선정하는 과

정이 ‘조직 진단’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지속가능성보고서가 기업을 넘어 비영리단

체들에게까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비영리단체들에게 있어 조직의 문제점을 진

단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기

사의 요점이었다. 이 기사를 보며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과연 비영리단체가 아닌 민간기업

에서도 ‘조직 진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들었다.    

   지속가능성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성과 등을 함께 담은 보고서이다. 2000년을 

전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이

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대기업들

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노동인권문제, 환경문제 등 기업 활동에 있어

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경제적 수

익성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전통적 경영방식

은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경제

적 성과와 동시에 환경적, 사회적 성과 모두

를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으로 점차 기업 패

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이런 추세에 맞추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2010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 관한 국제표준규격인 ISO26000을 공표함

에 따라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2014년 한국

표준협회(KSA)의 지속가능성보고서 DB에 

등록된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총 109개로, 여

기에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역시 참

여하고 있다.

   앞선 기사에서 보았듯, 지속가능성보고서

의 보급과 발간은 기업영역에서는 물론이고  

비영리단체에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민

간기업에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사

회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지속

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지만, 비영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의 현실

16기 김남이(namikim@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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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단체는 그렇지 않다. 비영리단체는 자발적

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기를 선택

한 것이다.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이 조직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간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기업에 어떤 유용성을 제공하는가?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이해관계

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신뢰를 확

보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역

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

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함께 소통하겠다는 의

사를 표현하는 것이며, 내부의 기업정보를 외

부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

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은 지

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지속가능성보고서가 기업에 이러한 유용성

을 제공하지만 기업에서는 위의 기사에서 말

하는 것처럼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조직을 “진

단”하고 조직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해 활용하지는 않는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보고서에는 기업에 불리한 부정적인 

내용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업

들은 CSR의 중요한 영역인 윤리경영이나 동

반성장과 같은 부분은 지속가능성보고서에 

거의 담지 않은 채로, 환경경영이나 사회공헌 

활동만 강조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표기업

인 삼성전자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보면 경

영성과와 사회공헌성과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룬 반면 노사관계 등 삼성이 비판을 받는 

사회성과지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담

합, 불공정하도급 행위 등 법위반행위로 인해 

정부와 법원의 처벌을 받은 대기업들도 지속

가능성보고서에 이런 내용은 거의 담지 않은 

채로 기업의 사회공헌 내용만을 담은 보고서

를 발간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고 말한다.

   ISO26000 한국전문가포럼이 밝힌 국내 주

요기업의 사회책임 이행 진단 결과를 보면 인

권, 노동, 환경 분야의 경우 A등급을 받은 기

업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B~C등

급에 그친다. 옆의 표를 보면 국내 중요 기업

의 ISO26000 이행 평가를 보면 인권, 노동, 

환경 부분에서 C나 D를 받고 있는 기업이 상

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현

대자동차, 에스케이 등의 대기업들의 지속가

능성보고서에는 자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은 지속가능성보고서

를 “사회공헌 홍보 책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

는 듯하다. 체계적이고 정직하게 기업의 지속

가능경영 정도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

공헌 활동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음을 강조하

여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지

속가능성보고서의 현실이 이러하니 지속가

능성보고서의 작성을 통해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작년, 유럽연합(EU)은 기업들의 사회책임 

이행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

켰다.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들에게 사회책

임과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공개를 의무화하

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

로 유럽 기업들은 물론이고 유럽에 진출하는 

기업들 역시 환경, 노동, 인권존중, 부패 및 

뇌물방지, 이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과 위

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본래 지속가능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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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사

회공헌 활동 홍보에 치중한 한국 대기업들의 

지속가능성보고서가 유럽연합의 기준에 부

합할지 의문이다.

   법안의 통과로 유럽시장에 진출한 기업들

은 더욱 투명하게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ISO26000이 출범

한 뒤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의무

가 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기업들은 사회공

헌 활동을 전면에 내세워 기업의 노동인권문

제, 하청업체 문제 등의 비윤리적 문제들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기업들은 더욱 엄격해진 지속가능경

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보다 객관

적이고 투명하게 기업 내·외부를 점검하고 그

것을 반영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비판과 피드백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 기업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변화

를 시도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

를 완전하게 공개하는 것은 이제 기업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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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너무 주관적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닐까’ 동아리 활동 초기 기업의 지

속가능경영보고서를 평가하는 작업을 하며 

지속적으로 드는 의문이었다. 기업의 지속가

능성을 평가할 때마다 기댈 수 있는 객관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국외

에서 많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표들이 발표

되었지만, 그 수많은 지표 중 한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외지표를 우

리 사회에 맞게 다시 개발한 평가지표가 존재

했고, 이번 한국지배구조원 윤진수 팀장의 특

강을 통해 그 중 하나인 ESG평가모형에 대해

서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특강을 듣고 나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점

은 바로 ‘총체성’이었다. ESG평가가 유효하

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총

체적으로 잘 맞물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먼

저 기업이 평가에 정직하게 참여하고 재무 자

료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이라

고 생각했다. 만약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

면 ESG평가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기업지배구조원의 독립성과 신뢰

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ESG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직접 평가하는 기관은 절대 외압에 

의해 그 평가모형의 정직성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어느 기업과도 관계를 맺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ESG평가모형의 결과가 얼마

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느냐와 직결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ESG평가모형으

로 평가한 결과를 기업들이 얼마나 잘 수용하

고 적극적으로 경영쇄신에 반영하느냐의 문

제이다. ‘평가’는 피상적으로 기업경영의 순

위와 점수를 매기는 것, 즉 ‘평가’자체가 목적

이 아니다. ‘평가’는 모범과 비모범을 구분함

으로써 기업이 이 결과를 기업이 적절하게 반

영하는 피드백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ESG평가결과는 기업에게 바른 방향으로 나

아갈 수 있는 좋은 유인이 되어 경영의 등대

역할을 해야한다. 이 때 등대가 빛을 비추어

도 그 빛을 보는 사람이 빛을 따라가려는 의

지가 없다면, 등대는 쓸모가 없어진다. 즉, 기

업이 만약 평가결과를 받아들일 의지와 개념

이 없다면 ESG평가는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이다. ESG평가모형은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전제가 모두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가 

바라는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두 번째로 ESG는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의

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았

다. 사실 SNUCSR활동을 하며 CSR이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민의 출발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평가모형 특강 소감문

15기 이희승 ilheayo@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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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자본주의 시장원리에서 주는 경제적 유

인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 CSR이 직접적인 

경제적 수치로 환산된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매우 관념론적

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ESG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전혀 문제가 없을 법한 기업들을 선별하는 기

준이 된다. 기업이 거대 자본을 모으는 것이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고려할 때, ESG

평가는 매우 큰 경제적 유인이 되며 기업에게 

피드백을 요구하는 중요한 프레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성을 수치로 환산한데다가,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은 기업이 이

를 수용하며 반영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함을 

뜻한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도에 큰 희

망이 되어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강에서 언급되었던 우리나라

의 지배구조측면에서 고착된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절대적 점수가 낮

은 측면은 바로 G(governance), 즉 지배구조 

측면이라고 한다. 이로 들 수 있는 근거가 우

리나라의 특수 관계인 문제와 사외이사의 고

질병이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연’을 

중시해온 국가로 이러한 이성적이지 못한 측

면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을 다시 한 번 상기해주었다. 이

제까지는 혈연적 기업지배구조를 당연시했

지만 이를 수치화해서 살펴보니 더 이상 방관

할 문제가 아닌, 언젠가는 반드시 끊어야 하

는 연결고리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더 나아

가 이러한 지배구조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총

체적인 고민을 하게 해주었다.

   ESG 평가에 대한 특강은 여러모로 매우 뜻 

깊은 강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잘 발

현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들, 그리고 자본주

의 원리 내에서의 희망, 그동안 묻혀있던 문

제들에 대한 고민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

다. 이번 특강을 통해 이 모두를 아우르고 다

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던 뜻 깊은 기회가 되

었음에 매우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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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는 전세계적으로 금융체계의 불안정성

을 증폭시켰으며, 이는 금융양극화 문제의 심

화와 더불어 현재 금융체계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안적 금융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

였고, '사회적금융'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등

장하였다. 

   사회적금융이란 “금융기관의 '경제적 이익'

보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

는 금융으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

회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금 수요자에 

대한 대출, 투자 부문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송, 2013)"을 말한다. 사회적금융은 일반적

으로 세 영역의 공급주체들에 의해 제공된

다. 정부로 대표되는 공공영역, 기업의 CSR

과 벤처자선 등으로 대표되는 민간영역, 사회

적기업과 같은 공공과 민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영역이 바로 사회적금융의 공급주체

이다. 사회적금융은 공급주체들로부터 자금

을 동원해 사회적인 목적을 위한 활동들을 수

행하는 단체에 투자하는 자금의 흐름이다. 이

는 자선의 형태로 혹은 수익배분이 가능한 투

자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적금융

이 작동하는 과정에서는 자금공급주체와 자

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 사이를 매개

하는 중간조직(Intermediaries)이 필요하다. 

중간 조직으로는 신용협동조합, 은행, 마이크

로 파이낸스(Micro-Finance Institution) 등

의 경제주체들이 있다. 보통 사회적금융은 이

들 세 주체, 즉 자금공급자와 사업수행자, 그

리고 중간 조직 사이에 자금이 흘러가는 매커

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매커니즘이 다

른 금융서비스와의 차이를 가지는 지점은 바

로 이것이 사회적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 하

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Ⅰ. 사회적가치 평가 제도

사회적가치 평가의 현재
   일반적으로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가치 실현

을 경제적 이익 추구보다 우선적으로 추구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 2015 사회적금융네트워크 창립세미나

16기 김남이(namikim@snu.ac.kr)

17기 김성룡(ksr@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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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는 경제적인 이익은 화폐 단위로 환

산이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치는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서

로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가치 평가 방법론이 정

립되어야 한다.

   사회적가치 평가 방법의 제시에 앞서, 그

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이 제시된 바 있

다. 대표적인 것이 트리플 바텀 라인(Triple 

Bottom Line)이다.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는 

용어는 1994년 처음 사용된 용어로, 재무적 

가치 이외의 요소(사회적, 환경적 부분 등)들

이 기업의 평가 및 파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1992년 처음 제안된 균형성과

기록표(Balanced Score Card) 또한 같은 맥

락에서 개발된 분석틀이다. 기업이 주주의 이

익뿐 아니라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 이론도 비

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이론들은 모두 기업의 활동이 다양한 시각과 

관점, 특히 기업이 속한 사회의 관점에서 평

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적가치, 즉 사회적성과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로 측정될 수 있다(과정, 산출, 

결과, 영향).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각 단계는 서로 이어져 

있으며, 각 단계에서 성과는 모두 중요하다. 

<표 1> 사회적가치 평가 단계

   사회적가치 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측정

이다. 앞서 제시되었던 <표1>의 예시에서도 

결과 단계와 과정 단계의 단위는 설정하기 매

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현재 다양한 측정지표를 이용하여 사

회적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화폐가치 정량지

표, 비화폐가치 정량지표, 단계모형, 체크리

스트, 서술형(질적 기술), 등간지표 등이 바

로 그것이다. 각 지표들은 적합한 평가단계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다. 

   단계와 지표의 측면에서 기존에 널리 사용

되고 있는 측정 도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사

회적가치 평가에서 널리 사용된 대표적인 도

구는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이다. SROI는 영국에서 new economic 

foundation, Skoll Center for SE 등의 주도

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SROI는 경영에서 

사용되는 ROI(투자금액 대비 이익비율)개념

을 사회적경제 분야에 도입한 개념이다. 이와 

같은 ROI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SROI는 정

량적인 측정도구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만, 동시에 결과중심적인 측정도구라는 평가

를 받는다. SROI에 대한 또 다른 비판으로는 

사회적이익과 비용을 정량적인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에 동인과 과정 단계를 측정하

기 어려우며, 정성적인 측정 지표들을 도입하

기 어렵다는 것이 있다. 

   보고 측면에서 널리 활용되는 도구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이다. GRI

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위한 국제적인 기

준틀이다. 과정, 결과 단계를 모두 포함하며,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를 모두 포함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특성상 GRI

는 평가보다는 보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에서 한계가 있다. GRI는 보고서를 통해 비

재무적 요소도 보고하도록 기준을 제시할 뿐, 

평가를 위한 지표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사회적가치 평가의 미래
   지난 10년간, 영국은 다양한 사회적가치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결과적

으로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그 이유

로 인센티브 부족과 신뢰성 부족 등이 꼽히고 

있다. 사회적가치 평가 문제는 측정해야 할 

단계 예시

과정
(Process) 장애인 고용 및 노동 과정에서의 인권 존중

산출 
(Output) 장애인 고용 인원 수

결과
(Outcome) 고용된 장애인에게 일어난 생활의 변화

영향  
(Impact)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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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많은 만큼, 상당한 비용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인센티브가 제시되지 못했다.

   2012년 영국에서는 비영리기관, 씽크탱크, 

컨설팅 기관 등 12개의 조직이 모여 새롭게 

사회적영향 평가 체계를 확립하기로 뜻을 모

으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때 세워진 10년 

계획은 17개의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각각의 프로젝트는 그동안 사회적영향 평가

를 어렵게 했던 다섯 개의 측면(리더십과 문

화, 공유된 측정방법, 기금 및 투자, 자료와 

시스템, 영향 평가 지원방안)을 해결하기 위

해 고안되었다. 이 중 리더십과 문화, 공유된 

측정방법, 영향 평가 지원 방안에 대한 프로

젝트들은 비영리조직 컨설팅 기관인 NPC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자료와 시스템 관련 프

로젝트들은 Substance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Acumen Fund와 B 

Lab이 공동개발한 IRIS (Impact Reporting 

and Investment Standard)가 발전을 보였

다. IRIS는 사회적영향과 경제적 성과를 종합

적으로 측정하는 체계이다. GIIRS (Global 

Impact Investment Rating System)은 IRIS

를 기반으로 제작한 시스템으로, 인터넷 상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의 자료입력 및 평가

와 보고를 동시에 구현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에서는 SROI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SROI 기반 평가 사업은 카이스트 주

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SROI에서 경제적 

지표로 측정되기 어려웠던 가치들을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회계 범위에 넣고자 시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SROI의 이론적 재구

성 및 보완, 유형별 대표 기업을 분석한 가이

드라인 개발, SROI를 위한 DB 구축 등의 프

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다.

   SK 행복나눔재단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

한 사회적기업 평가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SK가 추진중인 사회성과 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 제도는 사회적기업들의 사

회적가치 창출 효과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사

회적가치는 결과 단계와 과정 단계 모두에서 

평가되며, 사회 문제 해결과 환경 문제 해결

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된다.

   이 외에도, 사회적회계를 이용한 측정 방법

이 한국사회투자지원재단의 주도로 이루어

지고 있다. 또, 성균관대학교의 문철우 교수

에 의해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측정지표 개

발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Ⅱ. 사회적금융과 법제도

사회적금융의 의의와 현황
   사회적금융은 그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최근에 논의된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현행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0월 13일 새정치 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등 65인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안」에서는 사회적금융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금융 지원 및 육

성의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본 법안에서는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

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투

자, 융자, 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제3조 제7호)"

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금융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한국

에서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자금조달지

원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자

금조달수단은 일반 기업들과는 다르다. 일반

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은 주식발행, 채

권(회사채)발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이 있다. 이들 중 기업이 실제 채택하는 방

법은 리스크를 전제로 한 금리에 의해 결정된

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 기업들의 방법으로는 적정수준의 자금

을 조달하기 어렵다. 사회적기업은 기업지향

성과 동시에 사회적목적의 실현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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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목적 비즈니스(dual-purpose business)

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은 회

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

하여 사용해야 하며,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출자분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

문에 투자자의 투자유인이 발생하기 어렵다. 

또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에 대

한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

들에게 그에 기반해 투자를 설득시키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회적기

업은 기업의 특성상 일반기업과는 다른 자금

조달수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들이 사용하는 자금조달수

단으로는 벤처자선, 벤처자본, 보조금, 신용

대출 등이 있다. 자금조달수단마다 자금공급

자 측의 간섭정도는 상이하다. 벤처자선이나 

벤처자본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자금공급

자의 상당한 정도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으

나, 보조금이나 신용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자금공급자의 간섭을 거

의 받지 않는다. 사회적기업들이 소신껏 사회

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기획·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

며, 자금조달이 원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금공급자들의 간섭이 불가피한 벤처자선

이나 벤처자본은 한계가 있으며, 안정성을 확

보할 수 없는 정부보조금 등에 자금조달을 전

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또, 신

용대출 역시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사업의 경

우 충분한 자금조달을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

다. 이런 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기업

의 현행 자금조달수단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지속가능

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금융 모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SIB와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학계에서는 지속가

능한 사회적금융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이하 SIB) 모델1)이 도

입되었다. SIB란 “특정 기관(중간 기구)이 정

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한 후 민간의 투자

를 유치해, 특정 사업에 쓰고 이 사업이 성과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

자를 지급하는 구조를 갖는 채권(이재광, 서

상목 등, 2013)” 이다. 

   SIB를 통해 기관이나 기업들은 사업을 성

공적으로 수행하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

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실패시의 위험부담

을 경감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기존에 NGO 

및 사회적기업에 단순 자선 차원으로 투자했

던 것에서 벗어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

었다. SIB 모델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금융은 단순 자선, 마이크로 크레딧에 한정된 

사회적금융의 범위를 확장시켜주며, 사회적

가치의 추구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을 논의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현재 SIB 모델은 앞서 언급한 신계륜 의원

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도 명시되어있

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26조 제2항

에는 “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금

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호에는 “사회적경제 조

직의 운영에 적합한 크라우드 펀딩, 사회성과

연동채권 등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이라고 

기재하며 SIB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은 사회적금융의 법적근거를 제공하며, 사회

적금융 중에서도 가장 최근의 논의인 SIB개

념을 도입,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몇 가

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사회

적경제기본법안」제27조 제1항에는 “국가와 

1)		SIB는	<Sustainability	Review>	23호에	자세히	소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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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전달체

계로서…”라고 규정하여 사회적금융의 주체

를 공적영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금융에 대한 사

적영역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동법 제27조 제5항에서는 

“사회적금융기관으로 인증·지정된 기관은 법

정기부금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기부금단체는 소득세 감면 등의 일부 혜

택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금융이 준조세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현재 사회적금융과 SIB의 법적근거가 되

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아직 국회 계

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본 법안

을 통과시키는 것이 사회적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자체가 지닌 한계

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

쳐 최선의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

다. 국회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은 사회적금융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

으므로 사회적금융의 주체, 사회적가치 등의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한 SIB의 

제도화를 위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도 필

요하다.

   SIB의 제도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

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SIB의 경우 중

간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조직

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

다. 중간조직은 투자할 대상을 발굴하는 데

에 있어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성과에 

따라 정부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

므로 사회성과 측정방식에 있어 명료한 기준

들과 방법들을 고안해야 한다. 또 투자자들의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조정할 수 있는 능력

이 필요하며, 투자자금 모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로, SIB는 성과와 자금공급이 연계

된 모델이므로 이를 도입했을 때 정부예산 회

계처리에 모호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즉,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므

로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

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SIB 모델은「국가재

정법」에 근거한 회계처리와 상충되는 부분

이 있기 때문에 SIB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먼

저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SIB

가 가지는 성격으로 인해 현행법상으로는 제

도화에 어려움이 있다. SIB는 사전에 정한 성

과의 달성여부에 따라 투자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파생결합증권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 이외의 조

직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SIB 모델에서 중간조직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는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에만 가능

하다. 이와 같은 SIB 발행 주체의 제한성은 

비영리법인 등이 SIB 발행기관이 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며, 주식회사 형태의 SIB발행

기관 역시 준수비용으로 인해 부담이 생겨 적

극적으로 SIB 발행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따

라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으로서 SIB를 제

도화하기 위해서는 SIB 발행 주체를 확대하

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Ⅲ. 요약 및 결론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가치 평가가 화

폐적인 단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택의 과정에서는 통일된 단위의 

지표가 가장 일관성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

이다. 화폐는 정량적이며,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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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화폐적 가치에 편중된 현재의 경제

체제는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2007

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대표적

인 예이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

으며2),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정부까

지 낙수효과에 의한 경제성장을 주장했지만, 

2014년 OECD 보고서와 2015년 IMF의 보

고서3)는 낙수효과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낙수효과로 인한 경제성장 

및 양극화의 완화는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는 금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금융 

부문은 자본주의가 명료하게 작동하는 분야

로서, 양극화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사회적

금융의 개념이 도입·확대되는 추세이다. 초기 

사회적금융은 정부보조금, 기부에 의존하였

지만 머지않아 이러한 단순 자선형태의 사회

적금융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비판을 받

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 

현재 사회적금융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 

단순 자선형태에서 벗어나 사회적가치와 경

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모

델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2006년부터 국내에서 관심을 모은 사회책

임투자펀드와 2010년 이후 활발하게 설립되

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마이크로 크레

딧 지원, 최근에 몇 년간 주목을 받았던 SIB

와 크라우드펀딩 등이 지속가능한 사회적금

융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의 산물이

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들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국내에 사회적금융은 안정적으

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사회책임투자펀드와 

사회적기업의 숫자와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

히 질적으로 만족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내지

2)　2015년	OECD	회원국	빈부격차	최대

3)　	<Cause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20150615,	IMF

는 못했으며, SIB와 크라우드 펀딩은 아직 제

도적 기반도 마련되지 못하고 논의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영역을 뒷

받침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지원 역시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적 금융 정착의 두 가지 핵심 요소인 사

회적 가치 평가 방법과 사회적 금융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살펴 보았듯이,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까지는 체계가 잡히지 않은 초기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랜 시행착오를 거

쳐 무르익은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사

회의 심각한 결함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다. 특히, 사회 양극화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금융은 하나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현재의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체계는 걸음마 단계이지만, 사

회적금융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것을 통해 얻

을 수 있는 성과들을 고려하면 하면 사회적금

융의 제도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

된다.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체

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

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사항

본문은 2015 사회적금융네트워크(SFN) 창립세

미나 “사회적금융의 현안과 과제” (2015.06.25)

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론은 라준영 가톨릭대 교수의 발표

를, 사회적금융의 제도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발표와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

교 로스쿨 교수의 토론을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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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 네팔에선 리히터 규모 7.9의 지

진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몇 차례에 여진이 

더 발생하였다. 이 지진으로 인해 최소 8,000

명이 사망하고 16,0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해 글

로벌사회공헌단이 자그마한 이벤트를 준비

하기로 하였고 우리 SNUCSR도 이 행사에 

동참하였다. 

   지난해 11월 20일 수요일, SNUCSR을 포

함한 6개의 글로벌사회공헌단의 동아리들이 

호랑나비란 이름의 이벤트를 하며 호빵을 나

누어 준 적이 있다. 올해에는 5월 27일 수요

일, SNUCSR을 포함한 총 8개의 동아리들이 

참여하여 ‘소나타 : 네팔을 위한 소프트 아이

스크림은 나눔을 타고’를 인문대 해방터(3동 

뒤쪽 공터)에서 진행하였다. 특히, ‘소나타’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가격을 매기지 않고 판

매를 하였다. 가격을 매기지 않았기에 누구나 

부담 없이 와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네팔에 기부를 할 수도 

있었다.

   처음에는 소프트콘을 잘 담는 것이 어려웠

다. 평소 소프트콘을 사먹으면서 소프트콘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판이었다.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도 않았고, 많은 양을 담아주지도 못했

다.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날씨가 더

워서 우유가 제대로 얼지 않기도 하였고, 간

혹 잘 만들어진 아이스크림이 넘어지기도 하

였다. 쑥스러움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프

트콘을 먹고 갈 것을 홍보하지도 못하였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벤트를 

홍보하며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매우 부끄러

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업을 마친 학우

들이 조금씩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적응이 되었는지 소프트콘을 

만드는 실력도 늘었다. 마찬가지로 처음 홍보

할 때의 쑥스러움도 없어졌고, 홍보에도 박차

를 가했다. 덕분에 많은 소프트콘을 학우들에

게 나누어 줄 수 있었고, 많은 학우들이 네팔 

지진 피해에 도움을 주었다.

   나비효과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비의 날개

짓이 지중해의 거대한 해일로 일으킨다는 것

을 의미한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네팔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힘이라고 

되길 바란다. PRAY FOR NEPAL. 

소.나.타.
네팔을 위한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나눔을 타고

17기 최동용(dyttl08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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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활동후기

늦은 나이에 CSR Network에 들어왔지만, 반갑게 맞이해준 16기 멤버들, 그
리고 재밌는 친구들로 가득한 17기로 인해 한 학기 동안 많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또한 학회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고, 스스로도 배
워가는 것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 뿌듯함이 남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한 16기, 
17기 멤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가을
학기에 새로이 들어오게 될 18기 친구들 환영합니다.

CSR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 참 행복한 한 학기였습니다.
SNUCSR은 사랑입니다♥

우선 낯선 공간,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SNUCSR 
Network 멤버들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번 학기를 다른 어떤 학기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를 돌아보
면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멤버들에게 고맙다고 다시 한번 이야
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도 꼭 보고 싶습니다.

벌써 SNUCSR에서의 두 번째 학기가 지나갔네요. 지난 학기에는 막연히 
CSR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다면, 이번 학기에는 지속가능경영에 더욱 관심
을 갖고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열정 있는 친구들
과 함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
다. 특히, 부족한 학회장이었지만 믿고 잘 따라 와준 16기, 17기, 그리고 옆에
서 많은 조언해주신 선배 분들께도 감사의 말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학기도 더
욱 흥하길 바라며, SNUCSR 파이팅!

17기 박민우

16기 김남이

17기 최동용

16기 강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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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SNUCSRNETWORK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과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
회적 경제 관련 경험이 있어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학술 동아리에 들어와 기업
의 지속가능경영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
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 분석도 해 보았고, 생전 
처음 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다 읽어보았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하
여 보고서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러한 부족함에 대한 생각이 이 분야에 대한 매력이라
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대학교 내의 동아리 매력이 함께 노는 것인데 동
아리 내의 사람들과 세션 후 적절한 음주가무, 노량진 수산시장, 보드게임 카
페 등 동아리원들과 학술적인 이야기 외에 다양한 즐거운 활동을 해나가며 동
아리원들과도 매우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친목과 학술이라는 두 마
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 같아 너무 기쁘고 앞으로 남은 한 학기도 더욱더 흥하는 
SNUCSRNETWORK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SNUCSR을 하면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는 것 하나 
없이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들어온 거라 걱정이 많았는데, 한 학기 동안 진짜 재
밌었습니다. 즐겁게 한 학기 동안 같이 활동해준 조원들도 고맙고, 함께 활동한 
분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SNUCSR 화이팅!

한 학기동안 CSR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이 동아리를 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CSR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 채로 들어왔는데 
다른 동아리원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
다~!!^_^

한 학기 동안의 학회가 끝나고 SR도 드디어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먼저 비루
한 제 글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자랑할만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1학년 1학
기 대학국어 소논문 이후로 한국어로 한 장 넘어가는 학술적인 논문(?)은 쓴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대학생활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네요 하아…ㅠ
ㅠㅠㅠ 너그러이 봐주시길.. 뭔가 최종발표 전에 갑자기 떠나버리고 해서 
연구에 기여한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죄송한 마음밖에 없지만 그 죄송함
과 아쉬움을 토대로 다음학기에는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
네요! SR 잡지가 하드카피로 인쇄되어서 나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지
속가능보고서 분석했을 때만해도 어색했던 우리 조원들 다들 한 학기 동안 너무
너무 고생했고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뒤풀이해요~ J

17기 김민수

17기 김성룡

17기 이형우

17기 배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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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SNUCSR을 시작할 때 CSR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서 걱정이 많았
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과 동기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이번 학기 활동을 마무
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학기동안 공부하며 나름의 CSR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참 좋았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CSR이란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수단이 아
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들어왔었는데, 학회 친구들의 다양한 정보공유와 스스로의 
탐구활동을 통해 CSR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활동으로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한 학기가 지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즐거움에는 다양한 뒷풀이와 엠티가 함께했기 때문이겠죠.^^ 
다음 한 학기도 기대됩니다.

한 학기 동안 CSR에 흠뻑 빠져 지낼 수 있어 즐거운 나날이었습니다. 비록 
방학 중에 계절학기 일정과 게으름 때문에 기사를 작성하는 데 편집팀에게 
많은 불편을 준 것 같아, 미안함에 가슴이 무겁지만 아직 한 학기 활동이 더 
남은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책읽고 글을 써야
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게으르고 주변머리없는 저와 함께
해준 팀원과 마감기한을 한참 넘겨버리고도 부족한 글을 제출하는 제게 화 한번 
내지 않고 너그럽게 기다려준 편집팀에게 모두 감사합니다. 

17기 최예주

17기 이창윤

17기 장두혁

SNUCSR에 들어와 거의 전무했던 저의 CSR에 관한 지식을 1년동안 여러 가
지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직 제가 모르는 것
들이 많다는 것 또한 알 수 있게 된 시간이였던것 같습니다. 이번학기로써 
SNUCSR 활동은 끝이 나지만 1년동안 새로운 학회원을 만나고 했었던 경험들은 
앞으로도 잊지못할 추억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동안 모든 학회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새내기때 들어와서 모르는 것도 많았고,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리쿠르팅 
이나 SR발간 등 어려운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학회활동을 하면서 
잘 알지 못했던 경영분야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우고 윤리경영에 대한 생각
을 좀 더 하게 되었던 것 같아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말 좋
은 언니오빠들과 얘기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즐거웠
어요♡ 언니오빠들 잘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아무튼 1년 동안 즐거웠어요  
다음 16기도 SNU CSR 모두모두 화이팅입니댯!! ㅎㅎ

16기 이경민

16기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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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년에 새로운 동아리를 시작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지
만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없는 선택이었다고 자부합니다!! SNUCSR 
NETWORK에 들어와 좋은 선후배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 지난 학기가 참 풍성
하고 행복했네요.ㅎㅎ 다음 학기에도 모두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합시닷~!  

17기 정예지

1년 동안 SNUCSR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의견과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즐거웠
습니다.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모임인 것 
같아요! sr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해서 재밌게 연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SNUCSR이 계속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주제들로 모일 수 있는 학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6기 김윤형

기·업·과·사·회·를·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