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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 NETWORK 회장의 인사말
  

  안녕하세요, SNUCSR NETWORK 20기 회

장 박지원입니다. 제 가치관에 맞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소망에

서 CSR에 관심을 갖게 되어 학회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회장

이라는 자리에서 한 학기 학회를 이끌고 그 마

무리를 앞두고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 SNUCSR 활동을 돌아

보면 ‘고민’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작은 가치관에 맞는 직장을 찾고 싶다는 개인적 고민이었습

니다. 그래서 CSR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노동자의 처우나 윤리적인 경영진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학회원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CSR에는 더욱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

었고, 과연 CSR이 무엇인지, 고민을 더해갔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는 제 일상이 CSR 현안들과 맞닿은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에서의 CSR에 대해 더

욱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탔던 광역버스의 버스 기사님의 동료 중 누군가는 장시간 

노동 끝에 졸음운전으로 커다란 사고를 냈고, 오늘 맛있게 먹었던 피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는 

치즈 통행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기업과 공존하는 모습이란 어

떤 것인지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민 중에 한 가지 확실히 답을 얻었던 것은 우리 사회가 더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 영

향이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우리는 지금 기업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

래서 우리 사회는 기업과 여타 구성원이 상생하는 방법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 고민을 미룬다면 

한국 사회의 CSR은 한 발짝도 나아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역설적이지만 SNUCSR은 그 고민을 함께 할 수 있

던 소중한 네트워크였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활발하게 나눌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

과 관점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학회 안을 벗어나 CSR에 관심 있는 기업과 연구단체를 만나면서 

시야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학기 저를 비롯해 20기, 21기 학회원들이 CSR에 관련된 활동

을 하고 생각한 결과를 Sustainability Review Vol. 28에 담았습니다. 이번 호가 발간되기까지 열

심히 노력해준 SNUCSR NETWORK 학회원 여러분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CSR에 

대해 색다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기업관계자, 연구단체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마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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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 Network 기본정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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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학 교 서울대학교

소 속  학 과 경영대학

소 속  형 태 학술연구동아리

단   체   명 지속가능경영학회 SNUCSR Network

창 립  년 도 2006년 3월

대 표  학 생 20기 박지원 (13 언론정보학 전공)

대표 연락처 010-3218-5011 / qkrwldnjs5011@naver.com

지 도  교 수 이동기 교수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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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  인 원 현재 활동인원 : 16명 (20 & 21기) (누적 계 2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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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학습시간은 별도)

2017년 봄학기

주요 활동

1. 하나금융그룹 이해관계자 간담회 초청 및 참여

2. 2017 국제 CSR 콘퍼런스 참가

3. 코스리 미래포럼파트너 제휴

4. 2017 대한민국 CSR 논문경진대회 참가 (공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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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6월 18일 0시, 설계수명을 다한 국내 첫 

상업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정

지에 들어갔다. “탈핵화” 로 정리할 수 있는 문

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첫 발을 내디딘 것이

다. 대통령은 이날 퇴역식에 참석하여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월성 1호기 또한 

조기 폐쇄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원전을 대체하

여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과 같은 청정에너

지 육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석탄 발전과 원자력발전은 신재생에너

지보다 발전 단가가 싸고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70%를 차지하고 있

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출마 당

시 4대 비전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을 약속하며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하

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

급 확대를 천명한 바 있다. 또한 구체적 수치상 

목표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

력공급 20% 달성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19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공약집에

는 현재의 풍력발전과 더불어 남해안의 해상 풍

력 집중 투자, 농촌 태양광 집중 투자 등이 공약 

실현의 방안으로 제시되어 있다(더불어민주당, 

2017). 이와 같이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을 전

후하여 원전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책 

기조로 내걸었다. 그 결과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이 글에서 다루

고자 하는 것은 바로 풍력 에너지이다. 사실 풍

력 발전에 대해 이목이 쏠린 것은 어제 오늘 일

이 아니다. 풍력발전은 여러 신재생에너지 중 

수력발전 다음으로 큰 전력생산량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에서도 이미 신재생에

너지 확대사업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바 있다

(박영민, 2015). 한국풍력산업협회에 의하면 

2016년 12월 현재, 계통 연계 운영이 이뤄지

고 있는 100kW 이상의 상업용 발전단지는 중

대형풍력 80개소 531기 총 1031.22MW와 소

형풍력 3개소 20기 0.2MW 등 총 83개소 551

기 1031.42MW로 집계됐다. 발전 사업자로는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제주도청, 강원도청 

등 대부분 국가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이외에

도 포스코건설, 효성, 대명 GEC 등 기업의 참여

 20기 고하늘(skyko2002@snu.ac.kr)

 20기 이권희(idencosmos@gmail.com)

 21기 이상민(tkdalsdl5@snu.ac.kr)

 21기 한승균(aili142@naver.com)

[환경경영 Report]

풍력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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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제주도 행원마을, 월정마을 등이 주

체가 되어 진행하는 소규모 발전의 경우도 있

다. 또한 2014년 자료에 의하면, 전력 사용량 

중 풍력발전의 비중이 전국에서 상위에 속하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강원도는 각각 그 비율이 

29.71%, 25.03%, 23.78%에 이른다(한국풍력

산업협회, 2016).

   하지만 풍력 발전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원자

력 및 화력 발전에 비해 뒤처지는 게 사실이다. 

바람에너지를 풍력터빈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 에너지를 이용

하여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변환 과정 

속에서 전력 손실이 일어나며, 또한 발전된 에너

지를 운송하는 과정 속에서도 손실이 발생한다. 

에너지 효율 문제와 더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은 또 별개의 문제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곧 친환

경적일 것이라는 짐작과는 달리, 풍력발전시설 

건립과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적 영향은 무

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발전기 건립 과정에서는 

건립 대상이 되는 지점의 주변 환경을 일정 부분 

훼손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발전 과정에서는 소

음 및 저주파 현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풍력 

발전은 자연환경을 덜 훼손시키고 전력을 생산

할 수 있다는, 이른바 “친환경적”이라는 통념과

는 달리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 글은 풍력 발전이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서 지

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넘어야 할 여러 과제

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효율성은 여느 발전

들과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조

건이다. 첫 파트에서는 에너지의 지속적인 변

환과 이동이라는 풍력 발전의 특수성으로 인

해 생기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과 에너지 효율성의 연관 문

제에 대해서 다룬다. 다음으로 비록 풍력발전

이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서 여타 발전 방안들

에 비해서 친환경적이라고는 하나, 일정 부분 

환경의 파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풍력 발전을 둘러싸

고 사전과정, 발전과정, 사후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에의 영향평가, 즉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의 필요성과 그 환경 영향

실태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풍력 

발전을 위해 발전단지를 짓는 지역사회와의 관

계도 검토할 것이다. 그를 통해 지금까지 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두고 진통을 겪었던 사례들을 

소개하고,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들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2017년 3월 15일에 열린 2030년 신재생에

너지 목표 확대 세미나에서 3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3.4% 달성 목표를 10년 앞당겨 25년 

까지 13.4%를 달성하고, 이후 30년까지 20% 

달성으로 목표를 변경할 것을 주장하였다. 덧

붙여서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달

성이 가능하며,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석

했다. 이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에너

지 정책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며,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

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

지 비중 확대 정책은 시작부터 많은 논란과 반

대에 부딪히고 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가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의 미숙함

으로 전력생산 단가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환경입지의 규제가 강한 반면 주민 수용성은 낮

아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에는 불리하

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비

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비

중이 낮을 때는 수면 아래 가려져 있지만, 신재

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면 가장 시급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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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다. 이는 신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인 에너

지 공급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독일에서도 주변국가들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

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

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경우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해가 지면 전기를 생산하지 못 하며,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발전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풍력발전 역시 바람의 세기와 지속성

에 따라 발전량에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신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은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대에 문제를 일으킨다. 전

력부하가 높은 시간대에 신재생에너지가 충분

한 전력을 생산하지 못 한다면, 다른 발전소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며 이는 전

력생산 비용을 높인다(미래에셋대우, 2017).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전력생산을 해결하

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가 전력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대

체할 수 있는 발전소를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신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 저장한 

뒤에, 저장된 전기를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공급

하는 것이다. 두 방법 모두 추가적인 비용이 필

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생산이 감

소할 때 대체할 수 있는 발전소를 두는 경우에

는 필요한 최대 전력보다 훨씬 많은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를 저장

한 뒤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에 비해 상대적

으로 발전설비를 덜 갖춰도 되지만, 신재생에너

지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력이 충분하

지 못할 때, 저장된 전력이 없다면, 안정적인 전

력공급을 위해서는 가스발전소와 같이 일시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전소가 필요하다. 풍력

발전의 경우 풍력발전 용량의 80%에 해당하는 

재래식 발전을 유지해야 안정적인 전력생산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다. 풍력발전을 보조할 수 

있는 발전소를 충분히 보유하더라도, 풍력발전

이 여전히 높은 불안정성을 보인다는 것에는 변

함이 없기 때문에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조 발전소를 최소화하고 전력

생산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된 전

력을 저장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설비가 필요하며, 이 설

비를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라고 부른다.

   ESS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

산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불안정성이 

감소하면 보조 발전소를 적게 유지해도 되며, 

이때 진정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 때문

에, 신재생에너지에서 ESS의 존재와 역할은 굉

장히 중요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

나면 날수록 ESS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

다. 정부에서는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와 함께 ESS를 설치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에 가중치 5.0을 부여하고 있다(한국에

너지공단, 2016). 이는 ESS설비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양이 실제로 생산한 전

력의 양보다 5배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에서 ESS가 중요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된 

풍력발전소에 ESS를 결합하는 사업을 시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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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업은 LG CNS가 맡아, ‘풍력발전 연계

형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

다. ‘풍력연계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는 것

은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우선 저장

한 후, 전력사용량이 높아지는 시간대에 공급하

는 것이다(LG CNS, 2016). 또한 앞으로는 전

기자동차의 보급으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ESS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2.2. 풍력 발전, 정말로 지속 가능한가?

   ‘환경 친화적인’, ‘청정하고 깨끗한’, ‘지속 가

능한’ 에너지. 풍력 발전과 함께 주로 사용되는 

몇 가지 키워드이다. 풍력 발전은 자연적으로 부

는 바람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운

영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아 청정 

에너지로 불린다. 또한 태양이 존재하고 그로 인

한 대류가 계속 발생하는 한, 바람은 고갈될 일

이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풍력 발전은 100% 친환경적

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시스템인가?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풍력 에너지를 비롯한 재생에너

지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과연 환

경 보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물음에서 시작하여, 풍력 발

전의 전 과정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풍력 터빈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는 화석연료

를 연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

되지 않지만, 구리나 철과 같은 원료를 채굴하고 

운송하여 부품을 제작하는 과정 등에서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따라서 풍력 발전

의 지속가능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취득 및 가공에서부터 부품의 제작 및 운

송, 부지의 마련, 건설, 운영, 송전, 해체 및 폐기

까지 풍력 터빈의 전 생애주기(life-cycle)에 걸

쳐 발생하는 모든 환경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지금부터 풍력 터빈의 생애주기 각 단계에서 어

떤 환경영향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원료의 취득 및 가공 단계이다. 풍

력 터빈의 제작은 전통적인 지하자원에 대해 독

립적이지 않으며 원료로는 철과 구리, 모래, 알

루미늄, 유리, 유류 제품, 납 등이 있다. 100m 

높이의 ‘타워’(터빈에서 날개를 지탱하는 기둥)

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275톤의 철이 필요하며, 

23톤 무게의 ‘기어 박스’(날개를 회전시키기 위

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는 98%가 철로 구성

된다. 또한 8.5톤 무게의 ‘발전기’를 만들기 위

해서는 3000kg의 구리가 필요하며, 풍력발전

단지(wind farm) 내에서 터빈들 간에 전력 계

통을 연결하는 데에만 60마일 이상의 구리 선

을 사용한다. 철과 구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산 개발 및 제련 작업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

에서 지반을 깎아내고 암석을 파·분쇄시키면서 

상당량의 먼지가 발생하고, 오염수가 배출되며, 

유해한 광물 찌꺼기가 유출되는 등 환경 영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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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건설 단계이다. 터빈의 ‘기초’

(foundation, 터빈의 하중과 외력을 안전하

게 지반에 전달하기 위한 지중구조부분)를 설치

하기 위해서는 땅을 판 후 일반적으로 15m x 

15m x 2m 규모의 콘크리트를 쌓는다. 이 과정

에서 1200톤 이상의 콘크리트가 사용되며, 콘

크리트의 원료인 시멘트 1톤을 생산하기 위해 

CO2약 0.93톤이 배출되고, 우리나라의 전체 

CO2배출량의 약 7%가 시멘트 생산에서 기인

하는 등 상당한 환경 영향이 발생한다.

   세 번째는 운영 단계에서는 온실가스가 배출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기후 변화에 미치

는 영향은 적지만,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환경 영향을 고

려해야 한다. 터빈의 날개와 기어박스는 구동 

과정에서 항상 소음을 동반하기 때문에 인근 주

택가와 최소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날개가 회전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인근 

주택가에 드리워져 채광에 방해를 주곤 한다. 

연구에 의하면 하루 30분 이상, 일년에 30시간 

이상발전기 날개 그림자에 노출될 경우 스트레

스로 인한 인체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한

다(이희선 외, 2009). 또한 풍력 발전 단지인근 

마을에서는 대형 풍력 터빈과 이를 연결하는 송

전 선로 및 탑들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해치

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준다며 건설을 

반대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회전하는 날

개가 조류와 충돌하면서 조류의 서식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터빈 날개 한 개의 길이는 평균 

30m이며 날개 끝의 회전 속도는 시속 160km 

이상이기 때문에 독수리, 매, 박쥐들이 날아가

다가 부딪혀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미국 야

생동식물보호국의 보고에 따르면 유럽에서 1기

의 풍력발전 터빈에 의해 연간 평균 37마리의 

새가 죽는다고 한다. 

   네 번째로 송전의 단계에서는 전력망 구축으

로 인한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언급된 소

음 및 그림자 등의 문제로 인해 풍력발전단지는 

주로 주거지와 먼 곳 또는 바다에 위치한다. 따

라서 풍력 에너지의 공급처와 수요처가 일치하

지 않기 때문에 송전선로를 개설하기 위해 많은 

양의 구리가 사용된다. 구리 사용량은 현재 추

세대로 연간 3%씩 수요가 증가할 경우 연간 생

산량 15만톤 규모의 구리광산이 40개 이상 새

로 발견·개발되어야 한다(박형동 외, 2012). 즉 

지하자원의 고갈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면서 풍

력 발전 산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마지막은 폐기 단계이다. 풍력 터빈이 세워지

면 평균 20년 동안 운영되며, 수명이 다한 터빈

은 해체하여 재활용하거나 매립한다. 500kW급 

터빈의 경우 철과 구리, 알루미늄 등을 포함하

여 94%의 물질이 재활용되고 유리와 플라스틱 

등은 매립된다(L. Schleisner, 2000).

2.3.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에너지 효율성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이외에

도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는 부지 선정과

정과 공사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한

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주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배려하지 못한 일방적

인 사업 추진 때문에 발생한다.

   민간발전회사인 대명GEC㈜에 의해서 계획된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풍력발전단지 설치 계

획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무산되

었다. 2014년 12월 대명GEC㈜는 사업설명회

를 열고 2017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정부에 풍

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신청하였으나 반대대책

위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사업은 무산되었다. 사업자인 대명GEC㈜에서

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이미지 등을 사업효과로 내세우며 지

역주민을 설득하려 했지만, 반대대책위에서는 

환경파괴, 저주파, 지역사회 갈등 등을 이유로 

내세워 반대하였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경북 영양, 청송, 안동 등지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 백두대간 지역인 경상북도 영양군

에서는 영양, 청송, 영덕 주민 100여명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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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 24일에 모여 풍력발전소 반대 집회를 열

었다. 이들이 유해 전자파 피해와 환경파괴를 이

유로 들어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영양 지역은 ‘칼산’(정상부 경사가 급한 뾰

족한 산)이어서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정상 부

분을 30m이상 깎아 내고 옹벽까지 쌓아야 한다

고 한다. 또한 풍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 전자

파는 인근 지역 양봉 농가에 있는 벌들의 수정

을 방해하여 농민들의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주민들은 풍력 발전 사업자가 

풍력발전단지 설치로 막대한 돈을 벌어가면서

도 지역기여도는 낮다고 항의하기도 한다.

   위에서 나온 주민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를 둘러싸고 주로 ‘재산권 침해’와 ‘환경파괴’

라는 두 가지 갈등의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 재

산권 침해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도의 주민 참

여형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나 독일, 덴마크, 일

본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주 표선

면 가시리에 있는 풍력발전단지는 마을공동목

장 부지 2만 9466㎡에1500kw급 7기, 750kw

급 6기 등 15MW 규모로 2012년 준공되었다. 

제주도에서는 전력판매수익의 70%를 부지 임

대료로 마을에 제공하며 마을에서는 전력판매

수익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마을 출신 대학생 장

학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로수당 지급,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시행한다.

   독일 최초의 시민 풍력 발전소인 ‘뤼브케 코

흐’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먼저 풍력 발전의 가

치를 논의했고, 지자체는 이를 지원했다. 덴마

크의 코펜하겐 앞바다에 위치한 ‘미델그룬덴’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약 8500명의 주민들이 사

업에 함께 참여했다. 주민들은 20MW급 총 20

기의 풍력 발전기 가운데 10기에 대한 지분을 

소유했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들이 지분을 소유하는 ‘주

민 지분 소유형 풍력발전단지’였기 때문에 주민

들이 사업 전개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의견개진

을 할 수 있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이슈에 대

한 주민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환경파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렇듯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주민의 참여를 독려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재산권 침해나 환경파

괴와 관련된 주민들과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3. 결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가에 따라 불안정한 

전력생산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하

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는 필연적이고 

시대적 요청이며, 전력생산에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비중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간헐적인 전력생산에　따른 비용의 증

가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 대안이 보조 

발전소를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보조 발전

소를 줄이고 ESS를 늘리는 것일 수도 있다. 중

요한 것은 두 방법이 모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의 

증가를 불러일으키며, 현재 비용을 부담하고 있

는 것이 정부라는 것이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

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불

안정한 발전을 보조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사업자가 

이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으며 혹은 전력을 유통

하는 사업자가 이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하

지만, 현재 비용 부담의 주체에 대해서는 논의되

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정부에

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신재생에

너지의 급격한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명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풍력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정확하게 진단하

기 위해서는 운영 단계뿐만 아니라 원료 취득 

및 가공, 부품 제작 및 운송, 부지 마련, 건설, 

송전, 해체 및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

는 환경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풍력 발전 터빈

의 주요 원료가 되는 철과 구리를 채굴하고 가

공하는 과정과 터빈의 기초를 설치하기 위해 콘

크리트를 쌓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CO2가 발

생한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는 소음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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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생산한 전기를 

운반하기 위해 송전 선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구리가 사용되며 산림이 훼손된다. 

이처럼 풍력 발전의 이면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풍력 발전

을 ‘100% 친환경의’, ‘화력 발전보다 월등하게 

좋은’ 발전 방식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접근 방식일 뿐이다. 따

라서 풍력 발전에 대한 전과정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그 환경 영향을 정확히 평

가하고 정량화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지역주민들과의 문

제는 비단 풍력뿐만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태양

열 등 다른 종류의 신재생에너지원에서도 발견

된다.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상

당히 많은 전력원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태양광 

패널 설치 시 발생하는 건물구조의 변경 때문에 

건물주들이 설치를 꺼려한다고 한다. 때문에 태

양광 발전 회사들은 설치 비용과 일정 기간의 

수익을 보장받고 이후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발전시설을 양도해 주는 방법으로 재산권과 관

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풍력 발전

에서도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적절한 수익 모델을 설계

하고 풍력발전의 건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

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1]  “신재생 선진국 '주민 참여, 수익 보장'으로 풀었

다.”  http://news.mt.co.kr/mtview.php?n

o=2017062207095048445&outlink=1&ref

=https%3A%2F%2Fsearch.naver.com.

 [2]  L .  S c h le i s n e r ,  2 0 0 0 .  L i f e  c y c l e 

assessment of a wind farm and related 

externalities, Renewable Energy, pp. 

279-288.

 [3]  LG CNS 보도자료, “LG CNS, 제주 최대 규모

(27MWh) 풍력연계형 ESS 구축”, 2016.

 [4]  권영한·이상범 외, 2011. 풍력발전단지 환경평

가 방안 연구 :Ⅰ.육상, Ⅱ.해상,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5]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공

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017. 

 [6]  미래에셋대우, “ESS, 전력망의 빠진 퍼즐을 채

우다”, 2017.

 [7]  박영민 외, 2015.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소음환

경영향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

가연구원 보고서.

 [8]  이희선, 2009. 재생에너지의 환경성 평가 및 환

경친화적 개발 Ⅰ(태양광 및 풍력에너지를 중심

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  한국에너지공단, “주간 에너지 이슈 브리핑”, 

2016.

[10]  한국풍력산업협회 풍력발전현황, http://www.

kwe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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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실제 기

업 현장에서도 중요한 거래지표료 작용하면서 

국내외의 기업들이 ISO 2000이나 GRI G4 같

은 CSR 기준에 맞게 기업을 경영하려고 노력하

고 있다. 유럽의 EU는 2017년부터 500인 이상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 공개

를 의무화하고 있고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

도 상장 기업의 지속경영 보고서 발간을 의무화

했다. 국가기관 및 평가기관이 CSR 보고서의 

발간을 의무화하면서 국외에서는 CSR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외의 추세와는 다르게 국내는 글로벌한 CSR

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선일보와 더나은미래의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2015~2016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 현

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기업이 정

보공개를 꺼려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조

사한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지난해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한 곳은 58곳에 불과하다고 한

다. 그렇다면 보고서를 발간하는 나머지 42곳

의 기업은 제대로 된 CSR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을까? 또는 기업들이 발간하는 보고서는 일

반인이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뛰어날

까?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발간하는 보

고서는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모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한다. CSR의 분야 중에서 주로 ‘사회공

헌’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대부분이

고 다른 분야인 윤리경영, 지배구조, 환경경영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소수였다

고 한다. 조선일보와 더나은미래의 통합 조사결

과에 따르면 100대 기업 중 83개 기업이 기업 

홈페이지에 ESG(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제대로 된 보

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기업들도 CSR지표에 대

한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한다. 보고서의 분량

이 너무 길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읽

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또

한 접근성이 뛰어난 그래픽 형식을 취하지 않고 

Raw Data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도 

눈에 띈다. 또한 CSR 보고서를 인터넷 화면에

서 바로 읽을 수 없고 PDF 파일로 다운 받아야 

하거나 CSR 보고서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는 기업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CSR 보고서의 발간과 홍보를 활발

하게 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SNUCSR Column]

CSR 보고서, 발간만으로 충분한가?

 21기 한승균(aili1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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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CSR 지표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

을까? 반도체 생산 전문 회사인 SK하이닉스의 

홈페이지에는 ‘CO2 계산기’가 있다고 한다. 소

비자들이 하이닉스에서 선정한 녹색 제품(반도

체 및 램)의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제품의 사용

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 이산화 탄소 배출 감축

량 등이 인포그래픽으로 반영되어서 나타난다. 

맥주 회사인 하이네켄(Heineken)의 경우 일반

인이 이해하기 쉽게 유명한 힙합 래퍼가 지속가

능경영 보고서의 내용을 랩으로 표현한 유투브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수프 제품으로 유명한 

캠벨(Campbells)은 홈페이지에 CSR과 관련된 

‘질의응답’ 코너를 마련하여 보고서에 담긴 내

용을 ‘Q&A’ 형태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 

Q&A 코너에는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된 인력

의 비율이나 정규직 사원 연수에 사용되는 평균 

임금 등 국내 기업의 CSR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항목도 모두 공개된다.

   소비자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CSR 보

고서를 발간하고 대부분의 CSR 지표를 발간하

고 있는 국외기업들과는 달리 국내기업들은 다

분히 형식적으로 CSR 지표를 공개하고 있다. 

이런 형식적인 CSR 지표의 공개는 CSR이 실제 

기업의 목표인 이윤추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

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외국에서는 집단소송

제도나 불매운동이 활성화되어 CSR과 관련된 

지표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경영에 막대한 타격

을 입지만 국내 기업들은 위와 같은 사례가 발

견되어도 주가나 매출에 큰 타격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CSR 지표

의 공개 범위와 방법에 대한 토론 없이 무작정 

CSR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CSR 지표를 잘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기업들이 스스로 지배구조나 윤리경영과 관

련된 CSR지표를 공개하게 하려면 위와 같은 지

표의 비공개가 기업의 매출이나 주가에 직접적

인 충격을 주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

하여 기업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면 좋

겠지만 국내 CSR 지표와 관련된 홍보는 외국

만큼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CSR과 관련된 업계 종사자나 CSR에 대

하여 홍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발간하는 

보고서에 포함된 지표들과 누락된 지표들, 또한 

얼마나 소비자가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CSR 보

고서를 발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

요가 있다.  

[더 나은 미래] 자꾸만 보고 싶은 글로벌 기업 

'CSR 보고서'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

html_dir/2017/03/27/2017032702118.

html

[더 나은 미래] CSR 정보 공개 꺼리는 기업들… 

지속가능보고서, 58곳만 발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

html_dir/2017/02/27/2017022701654.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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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기업의 사회적 문제를 완화할 모델로

서의 협동조합

   기업의 성장은 경제적 풍요와 동시에 높은 실

업률과 비윤리적 소비 등의 문제를 일으켜왔다. 

이렇게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기업의 대

안으로 19세기 후반부터 협동조합이라는 새로

운 사업체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생과 복지를 목표로 민주적, 자발적

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사업체임과 동시에 운

동체의 성격을 띤다. 기업과의 주요 차이점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천명한 협동조합의 7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칙을 살펴보면, 조

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민주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한다. 임원은 투표로 선출하는데, 

이 때 출자금에 상관없이 1인1표를 원칙으로 

한다. 조합의 자본은 공동소유이며 출자를 한 

모든 조합원은 출자배당이 아닌 이용배당의 형

태로 이익을 받는다. 잉여금의 사용은 조합원의 

합의를 거쳐 결정되며, 주로 협동조합의 운영과 

조합원의 편익제공 등에 사용된다. 이상으로 보

아,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보다 구성원의 상생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모두가 운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영리 기업과 차이가 있다.

   독일 등의 국가에서 협동조합은 저성장 시

대에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기업

유형으로 인식되었으며(Birchall & Ketilson, 

2009; 신효진, 2012) 협동조합 운동은 전 세계

적으로 퍼져 나갔다. 협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들

은 고용의 질 향상과 윤리적 고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 받았다. 하지만 대학생의 입

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협동조합인 대학 생

활협동조합만 보더라도, 조합원인 노동자의 복

지가 과연 고려되고 있는지 의심되는 지점들이 

발견된다.

대학 생협은 협동조합의 여러 형태 중 생활협동

[인권노동 Report]

대학 생활협동조합에서 노동자의 복지는? 
 – 서울대 생협을 중심으로

 21기 권영진(shb02192@snu.ac.kr)

 21기 위세라(wiese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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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운영방식이 대학 사회에 적용된 것이다. 

생활협동조합은 일상생활 전반과 소비활동에 

있어 조합원의 권익을 스스로 보장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에 따라 대학 생협은 학내 구성원

들이 대학생활에 필요한 소비활동을 보다 편리

하고 저렴하게 행하도록 돕는다. 또한 학생들이 

운영에 직접 참여하므로 학생들에게 민주성을 

교육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효과도 있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

다 보니, 정작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복지는 외면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

생한다. 서울대 생협의 경우 식당 직원이 자신

의 업무가 아닌 화장실 청소까지 한 것이 밝혀

져, 나머지 구성원을 위해 생협 직원이 희생되

는 것에 대해 사실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

었다. 생협에서 구성원과 노동자의 상생은 함께 

추구될 수 없는 것일까? 서울대 생협의 노동권 

침해 논란들을 살펴보며, 생활협동조합이 세간

의 기대만큼 기업의 노동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제고해본다.

1.2.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개괄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활의 당사자인 교원, 

직원, 학생들이 구성한 자치조직이다. 생협에서

는 교육 및 학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 각

종 기념품의 개발 판매, 식당 및 이발소 등 대학

후생시설의 근간이 되는 대부분의 편의시설을 

운영한다. 1975년 서울대학이 관악으로 이전하

며 교내에 설치한 소비조합 기구를 모체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

해 2001년경 서울대학교와 독립적인 비영리 법

인이 되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행정조직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조직개편을 통해 조합의 의사결

정기구에 교수, 직원, 학생 등 다양한 학내 구성

원이 참여토록 하였다.

   생협의 민주적인 운영만큼 노동현장도 이상

적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생협 노조는 노동자

들의 법정휴게시간 미준수 등 노동권리가 보장

되지 않은 사례들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생협 노조는 “임금상승보다 노동현장과 

처우의 개선”을 바라며 2016년 말 대학노조 서

울대지부에 가입 이후 사무처와 지속적으로 임

금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대학 생협의 노

동권 문제는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이 갖는 문제

와 더불어, 교육기관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문

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노

사 합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현상을 다각

도로 분석한 후 협동조합에게 적합한 해결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협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며 

문제의 실태를 진단할 것이다. 또한, 문제의 복

합적 원인을 파악하고, 다른 협동조합 모델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생협에게 적용 가능한 해

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침해 사례와 관련 법안

   근로기준법과 헌법에서는 노동 환경, 임금 등

과 관련된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의 

경우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생협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 문제를 관련법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생협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

다. 서울대저널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학생회관 

식당이 1,000원의 아침 및 저녁 식사를 제공하

기 시작한 이후로 준비해야 할 식사량이 두 배 

가량 증가했고, 증가한 업무량을 충당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기

존 생협 노동자들의 업무량이 가중되었으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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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서 근무하는 생협 직원이 화장실 청소까지 

담당하는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문제시되고 있

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

간은 1일에 8시간이며, 상호 간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추가 근무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근로기

준법 제 54조 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하지만 생협 사업장의 워낙 바쁜 

근무 환경 탓에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

는 경우가 많으며, 학생회관 식당 직원의 경우 

잠깐의 휴식 역시 협소한 휴게 공간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업무에 비해 생협 노동자

들의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다. 헌법 제 32조

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사용자(사업

자)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임금을 보

장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서울대저널 기사에 따르면, 식당 부서 

계약직의 월 기본급은 150만원대로, 이는 음식

점 및 주점 업계 평균 임금보다 20만원 가량 낮

은 수준이다. 성과급이 기본급 이상으로 지급되

기도 할 정도로 성과급이 낮은 기본급을 충당

하기는 하지만, 성과급은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띤다. 조합이 비영리단체인 

만큼 조합원들도 저임금을 받게 되는 상황을 어

느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관건

이지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어 조합원의 입장은 불투명하다. 또한, 

생협의 노동자들은 각 부서마다 서로 다른 성과

급을 받지만 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명확

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생협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 역시 도입 

이유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생협은 2016년 5

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도입의 배경에는 

2017년에 종업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

별 금지와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

다. 같은 법률에 의해, 일정 연차에 도달하면 정

년까지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가

능하다. 생협은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을 임금피크제 도입의 이유로 꼽았지만, 생협의 

직원구성을 고려할 때 임금피크제가 비용 절감

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임금피크

제는 일반직 혹은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데, 

2015년 기준 생협의 전체 직원 270명 중 일반

직은 101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피

크제 도입이 필요할 만큼 인건비가 부담되는 상

황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생협은 식당부서 

계약직의 월 임금 수준이 140~150만 원에 불

과한 저임금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서울대저널

이 밝힌 바에 따르면, 생협이 재정상의 이유로 

무조건적인 저임금 정책을 고수할 만큼 재원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

루겠지만, 주로 식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기타 사업의 수익을 통해 보완할 수 있기 때문

이다.

2.2. 노동권 침해 문제의 실상

2.2.1.  침해 사례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전반

적인 인식

   생협 노조의 대학노조 가입과 노동권 문제 공

론화 이후, 교내에서는 생협의 노동권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해졌다. 하지만 교내 구성원 

별로 그 관심도나 인식이 상이하다. 생협 문제

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크게 생협 노동자, 생

협 사무처 등의 내부 이해관계자와 학생 등의 

외부 이해관계자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생협 노동자들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고강도 저임금 노동에 대한 개선을 요

구하고 있으며, 생협 노조는 민주노총 대학 노

조에 가입하여 노동권 개선을 위해 활발히 목

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생협 행정 업무자의 

경우 노동 인력의 부족과 인건비 부담을 이유

로 노조의 요구에 응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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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매년 일정 비율의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인력 보충과 열악한 환경 개선 등 아직 노조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행정 

업무자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래 문제의 원인

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생협의 노동권 문제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 58명을 대상으로 생협 편

의시설 이용 가격에 대한 의견과 생협의 노동권 

이슈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생협 조

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는데, 그 중 절반이 귀

찮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나머지 절반은 

가입 절차와 생협의 혜택을 몰라서 가입하지 않

았다고 답변했다. 조합원으로 가입한 학생 중 

대부분이 생협의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했

다고 응답하였고, 단 두 명만이 생협의 복지 향

상을 위해 가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 중 

62%가 생협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를 접해보았

다고 응답했으며, 그 통로는 주로 서울대 저널, 

대학신문 등의 학내 언론과 SNS 등이었다. 그

리고 이 문제를 접한 응답자의 72%는 생협의 

노동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설문 결과가 학생사회의 견해를 대표할 만큼 

응답자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보

아 생협의 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적극

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학생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원인에는 학생들이 생협의 내부 

사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학내언

론 외에는 많지 않다는 것에 있다. 응답자 가운

데 몇몇은 생협의 노동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

음을 우려하며 이를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였고, 또 이러한 이슈에 대해 조합원들

과 학생에게 알릴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함을 

덧붙였다. 비록 학생들의 과반수가 문제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학생 입장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채널과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

의 실상을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2.2.2. 학교 측의 해결 노력과 그 한계

앞서 약술한 바와 같이 사무처 측은 생협 노동

자들의 요구에 대해 강경한 입장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지난 2017년 6월, 생협은 무기 계약직 직원 59

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의 임금

을 12만원 가량 인상하여 일반직과 동일한 호

봉제를 적용하였다. 생협 내부 직원과의 인터뷰

에서 무기계약 직원의 일반직 전환은 노사 협의

의 결과이며, 이처럼 논의를 통해 직원의 상생

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협상은 

2017년 2월 13일부터 노조와 사무처의 1차 임

금 교섭에서 시작해 5월 12일 7차 임금 협상까

지 진행하고도 두 차례 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에서 임금조정을 거친 결과임도 지적하는 바이

다.

또한, 단순히 임금 인상만으로는 노동자의 복지

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무처 측은 무기 계약직

에게 일반직과 동일한 호봉제를 적용하고 정년

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무기 계약직이 사실상 정

규직화 되었다고 설명한다. 물론 승진과 임금 

인상을 통한 복지 향상도 의미가 있지만, 노동 

인력 수급 등 노동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과 수

익 분배 구조에 대한 대안이 더 중요하다. 2017

년 3월을 기준으로 생협의 노동자는 정규직 

104명, 무기 계약직 65명, 계약직 10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 40%에 달하는 계약직 직

원들의 복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점

으로 남는다. 노동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

해서는 다각적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3. 문제 발생 원인

2.3.1. 서울대 생협의 특성에서 기인한 문제점

   생협 노동자의 복지 문제는 크게 서울대 생

협이 갖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과, 대학 생협

이라는 조직이 갖는 내재적인 것으로 분석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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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우선 서울대 생협이 갖는 문제는 인력 

수급 부족의 악순환, 의사결정기구에서 노동자 

참여의 제한, 비정상적인 지배 구조를 꼽을 수 

있다. 

(1) 서울대 생협의 가중된 업무량으로 인한 인

력 수급 부족의 악순환: 서울대 생협의 과다한 

업무량은 학생들의 후생이 노동자의 복지보다 

우선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업무량이 특히 

많은 생협 식당 직원의 경우 10분 이상 점심식

사를 하는 것조차 어려우며, 반복적인 중노동으

로 인해 몸이 아프고 장기근속하기가 쉽지 않

다. 때문에 서울대학교 식당은 이 업계에서 특

히나 일이 많기로 유명해, 입사 지원을 많이 하

지 않는다. 인원 보충은 고사하고 퇴사한 직원

들을 충원하려 해도 원활한 인력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2) 의사결정기구에서 노동자의 소외: 가장 큰 

의사결정기구인 조합원총회는 전체 조합원이 

모이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법적으로 대의원총

회와 이사회로 갈음한다. 구성원은 이러한 총

회에 참석하여 지난 사업 실적과 재정 운영 현

황을 보고 받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 예산 및 잉

여금 운용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대의원총

회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중간에 폐회하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해,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110여명 중 생협 직원 10명이 참여하는데, 즉 

이사회에는 생협 노동자가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직원은 임원

을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사회에

서는 법인 직원이 생협 직원의 뜻을 대신한다. 

따라서 생협 노동자가 법인 직원이나 노조를 거

치지 않고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로는 현

재로서는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비정상적인 지배 구조: 생협과 서울대와의 

독특한 관계 역시 노동자들의 복지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2001년경 

생협은 법인으로서 대학과 독립하였음에도, 법

인의 사업주는 부총장으로 되어 있다. 또 이사

회의 대표는 당연직으로 부총장과 학생처장이 

겸직하도록 서울대 생협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현재 생협의 모체인, 1975년에 설립되었

던 소비조합이 교내 임의 기구로서 교직원에 의

해 운영되던 것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사회 대표가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는 다른 대

학들의 생협과는 다른 점이며,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법의 이사장 선출 방침에 따라 위법의 소지

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학교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운영은 생협에서 

하는 이런 구조는 생협의 재정과 복지 문제로까

지 확장된다. ‘서울대학교 빗소리’와의 인터뷰

에서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이창수 대표는 “이

렇게 비정상적으로 할 필요 없이 학교에서 아예 

운영을 한다면 생협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학교 

직원들과 같아질 것이고, 생협이 학교 건물 사

용으로 인한 국가 재산 사용료를 낼 필요도 없

을 것이다. 현재 생협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위와 같

은 상황에서 생협의 독립성 강화가 아닌 운영 

주체 변경을 고려한다는 것은, 어떤 쪽이 옳은

지 그른지보다도 그만큼 현재 상태에선 생협이 

스스로 노동자의 복지를 개선할 힘이 부족하다

는 점을 암시한다. 운영 주체 변경이 ‘조합원에 

의한 운영’이라는 생협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선

택일지라도 말이다.

2.3.2. 대학 생협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소비자협동조합은 민주성과 자발성을 원칙으

로 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필연적으

로 재정 문제와 주인의식의 부재가 발생할 수밖

에 없다. 그 중에서도 대학 생협은 교육기관에

서 동시에 사업성을 띠어야 하는 딜레마와 규모

의 제한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설립 목적을 추구

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1) 대학 생협의 재정적 문제: 생협 직원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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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쉽게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학교 측

은 재원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서울대 

생협의 식당 사업은 항시 적자(2016년의 경우 

식당 사업 적자 약 13억)이기 때문에 다과와 문

구/잡화 등 타 사업 수익으로 만회하고 있다. 서

울대 생협 사무처 측은 식당의 적자에 대해, 외

부 식당은 원가구조가 30% 정도인데 비해 생

협 식당의 가격은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원가가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

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2005년 이후로 동결된 

식대를 인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조합원의 

80%(2016년 기준 전체 5892명 중 4763명)에 

달하는 학부생들은 일반적으로 최소 출자로 가

입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비해 자본 마련이 어

렵기도 하다. 지금처럼 학교의 지원이 없는 상

황에선, 운영비만으로 구성원과 근로자의 안전

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들조차 하기 어렵다. 생

협의 영업이익 중 발전기금과 성과급을 제외하

고 남는 운영비로 보일러와 식당 설비 보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대부분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이다.

   사무처 측은 서울대 법인화 이후 외부 업체가 

학내에 입점함에 따라 생협 사업의 경쟁력이 떨

어진 것도 재원 부족의 이유로 보고 있다. 관정

도서관의 사례를 들면, 2015년 관정관에 입점

한 파리바게트와 CU 편의점의 영향으로 중앙도

서관 본관에 있던 뚜레쥬르와 생협 매점 등 동

종업계 매장의 매출이 2014년에 비해 10~20% 

감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생협은 법인화 이전처

럼 교내에 입점하는 외부 업체들을 생협이 위탁 

관리, 감독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하나, 근본적

인 해결책을 찾는 데에는 고전하고 있다. 주식

회사는 경영인과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아서 대

리인 비용이 발생한다면, 대학 생협은 소유주 

중에서 선출된 대표가 운영하기 때문에 비전문

인이 경영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대학 생협은 교육기관이라는 특성

상 수익 추구가 더욱 어려운데 외부 영리 업체

와 경쟁해야 한다는 점, 안정적 자본 조성의 어

려움,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라는 세 가지 문

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비단 서울대

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종대 생협은 대학 당국

과 외부업체 입점 건으로 씨름하다 결국 사업 

적자로 지난 2014년 대학에서 철수했다. 경희

대 생협 역시 식당 사업은 거의 적자라고 볼 수 

있고, 적자가 났을 경우 학교에서 재정적 지원

을 받기로 합의했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2) 대학생협의 성장 규모의 제한: 소비자는 노

동자로부터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고, 

노동자는 수익 창출과 동시에 노동의 질도 향상

되는 것을 원한다. 협동조합에서 노동자와 이용

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같은 지점을 바라보려면, 

조합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여

러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생협

은 아무리 성장해도 대학의 울타리 안에서 존재

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식의 부재가 생협의 성장

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협동조합의 규모가 성장

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합원은 주인의식의 부

재를 경험한다. 이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에 의

해 공동으로 소유되기 때문에 일어난다(이호중, 

2012). 이호중(2012)에 의하면, 최소 출자금만 

내고 가입하는 조합원은, “기존조합원의 출자와 

유보이익 등에 의해 조성된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하게 된다. 소유하는 조합에 대한 주인의

식을 갖기엔 출자금이라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

은 것이다. 큰 조합일수록 소비자는 운영보다

도 이용을 우선 목표로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이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떠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일반 기업이

라면 소비자가 떠나가는 것은 사업 부진 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협동조합

에서 소비자는 조합이 운영되고 성장하도록 하

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비해 소비자가 

갖는 의미가 크다.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은 여

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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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소

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 서울대 생협의 경우, 조합원은 조

합 사업장에서 소비를 했을 때 사용금액 중 일

부를 이용에 대한 배당액으로 환원 받는, 이용

고 배당 형태의 이익을 받는다. 생협의 문구/

잡화류를 구매했을 때 조합원 할인을 받는 것

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원 가입을 유치하기 위

해 생협은 지난 2016년 가을 생협 카페인 느티

나무에서도 조합원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

을 확대했다. 이보다 더 큰 혜택을 주려면 식대

에서 조합원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이 유력하겠

지만, 이미 적자인 식당 사업에까지 혜택을 제

공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조합원의 주인의

식을 상기시키면서 조합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경

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수익 증진뿐만 아니

라 노동자의 이해관계 반영을 위해서도 중요한 

모두의 과제가 될 것이다.

2.4. 해결 방향

   이처럼 대학 생협은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서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노동자의 복지 이슈가 

외면되기 쉽다. 하지만 대학 생협뿐만 아니라 

소비자협동조합에서 노동환경이 개선되었던 사

례나, 소비자협동조합에서 노동자의 복지 향상

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안타까울 정도로 많지 않

았다. 따라서 앞서 분석한 원인을 중심으로, 서

울대 생협의 상황에서 노동자의 복지를 간접적

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

상 살펴본 문제의 원인은 크게 인력 수급 부족, 

민주적 운영 과정에 노동자 참여의 어려움, 비

영리 목적에서 오는 재정 운영의 어려움, 규모

의 제한 등이었다. 위 문제점들을 가장 이상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대학 생협 

간 연합네트워크 강화를 고안해 내었다. 둘째, 

노동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다 민주적인 생

협의 운영을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논의의 장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

이 어려운 전반적인 상황과 서울대 생협의 특수

한 지배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생협의 고유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학교의 지원을 제안하는 바

이다.

2.4.1. 대학 생협 간 연합네트워크 강화

   다른 대학 생협과 연합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것은 유동적인 노동 인력 보충, 규모의 경제 실

현, 재정적•법적 문제 해결에의 도움 등 대학 생

협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이다. 연합을 희망하는 

모든 참여자가 동의한다면, 서로가 비영리 목적

을 달성하도록 돕는 하나의 거대한 협동조합으

로 네트워크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대학 생

협들의 상생을 위해 실제로 2011년 한국대학

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대생연)가 설치되기

도 했다. 대생연은 현재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을 위한 대정부활동, 공동교섭, 공동구매, 공동

제작 등 협동의 경제 문화 조성, 각종 교육사업

과 대학 생협과의 국제적 교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되 추가로 노동안정

성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한다면, 대학 생협의 노동권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안정성 보장 장치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몬

드라곤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노동과 유통, 소비를 한 지붕 아래 포괄한 협동

조합 복합체로,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대표적 사

례로 꼽힌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대학 생협 

연합조직과 다른 점은 금융업, 제조업 등 서로 

다른 업계 그룹을 연합했다는 점, 그리고 금고

와 기술연구소, 고용보장시스템까지 전 생산체

계를 자체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연합조직보다 하나의 단위체인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 대학 생협이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연합조직 자체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정책, 그리고 독자적인 고용

보장시스템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는 단위체 자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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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간제 비조합원 노동자를 고용하고, 비조

합원과 조합원의 원활한 노동력 수급을 위해 독

자적인 고용보장시스템을 두고 있다. 이 시스템

은 라군아로 협동조합으로, 지원위원회와 재배

치위원회로 구성되며 실업한 조합원의 재취업

을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재배치위원회는 각 

협동조합과 연결하여, 휴직 상태인 조합원을 0

순위로 배치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 장치를 대

학 생협에 그대로 도입한다면, 휴직자 재배치 

시 특정 사업장 기피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대신 연합회에서 비조합원 노동자

를 고용하고, 이를 추가 인력 수급이 필요한 조

합에 배치하는 방식은 고려해볼 만하다. 대학 

생협들 간 문제의식을 공유한 후 이런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찾아본다면, 개별적인 단위

로 고민할 때보다 더 큰 규모에서의 해결이 가

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내에서 

철저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잊

지 말아야 한다.

2.4.2. 직원들의 적극적인 논의의 장 마련

   노동자가 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참여할 권리

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기

구에서 노동자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기구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는 경희대 생협의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경희

대 생협은 이사회와 대의원에서 학생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며, 감사위원 두 명 중 한 명이 학

생으로 구성된다. 이는 학생의 의견을 의사결정

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학교의 조치인 것으

로 보인다. 이를 참고하여, 모든 구성원의 의견

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의원과 이사회 구

성을 조정하여야 한다. 임금은 노조와 사무처의 

교섭을 통해 합의한다면, 임금 외에 개선되어야 

할 복지 문제들은 총회에서 잉여금 배분 결정 

시 피력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의사결정기구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속

적으로 노동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도록 

조합원끼리 자발적으로 논의하는 분위기를 조

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아이쿱 

생협의 노동자들이 연구 모임을 가진 결과로 임

금체계를 변경한 사례가 있다. 이광인(2010)은 

아이쿱 생협의 직원들이 신성식의 ‘생의 노동과 

힘’이라는 소논문을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 모임

을 가졌고, 그 결과 2003년부터 연봉체계에 변

화가 없었던 아이쿱이 2008년에 기준을 변경하

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소유노동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노동배당 항목을 임금체계에 

신설했다. 노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로 이뤄지는 

성과급과 달리, 노동배당은 기본급의 일정 비율

만큼 더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동의 소유를 

노동자에게 환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물론 노동

배당은 성과연봉제를 기반으로 하는 등 그에 따

르는 문제들이 존재하므로, 생협에 노동배당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 경영인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여 운영하는 조직인 만큼, 

연구 모임과 같은 생산적 논의 방식의 적용은 

조합의 선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4.3. 생협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학교의 지원

   생협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식대를 올리는 것이겠지만, 서울대 구성

원들의 즉각적인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78%의 학생들이 식당에 따른 급식의 질적 차이

를 제외한다면 2500~3000원의 식대는 적당하

다고 보았다. 반면 4000원인 특식은 전반적으

로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44%)이 가격

이 적당하다는 의견(41%)과 비슷했다. 4000원

인 특식이 3000원대의 메뉴와 비교하여 질적으

로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식대를 현

재보다 얼마까지 인상하면 이용 의사가 있는지

에 대한 질문에는, 41.4%가 0~500원 인상에 

동의, 36.2%가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

다. 특식 가격인 4000원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

견이 많은 것과 종합해 볼 때, 현재의 품질이라

면 식대를 4000원 이상으로 인상하기는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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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성이 부족한 생협에게는 식대 인

상보다 대학 당국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더 

효과적인 대책일 것이다. 위의 설문조사에서 생

협 노동자 복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생협의 취약한 재정구

조와 학교의 지원 부족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생협이 대학에서 완전히 독립된 사업

체라면, 대학은 생협을 다른 영리 업체들과 경

쟁하는 또 하나의 사업체 이상으로 볼 이유가 

적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생협의 사업주

와 이사회 대표를 부총장과 학생처장이 맡고 있

다. 따라서 대학 측이 생협을 지배하는 구조이

고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있는 이상, 생협의 경

영상 어려움을 방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증여세 문제 때문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행하

기 어렵다면, 생협이 사용하는 시설의 개•보수

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 측의 투자 범위

를 설정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생협의 교

내 시설 사용 임대료 문제도 대여 계약 등으로 

관계를 전환한다면 해결 가능하다. 보다 적극적

인 협의를 거친다면 대학이 생협 경영상의 불리

한 점을 함께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 결론

   생협 노동자들의 복지 관련 문제가 대두된 이

래로 생협과 학교 측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임금 협상, 정규직 전환 등의 진전을 이뤄냈지

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실정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생협이라

는 특수한 형태의 조직에서 기인한 내재적 원인

을 탐색해야 한다. 동시에 임금 인상 등의 단편

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수익구조 개편, 

노동자들의 의사결정 권한 확대 등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른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의 모델을 참고하여 현재의 생협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해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생협 노동권 개선책으로 

대학 생협 간 연합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사업 운

영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대학 내에서 실현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는 

조합원들이 노동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

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의사 결정 권

한을 확대하도록 조직이 변화할 것을 당부하였

다. 그리고 생협의 고유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

서 학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제시하였

다. 위의 방안들은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미미

하여 그 실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

다. 하지만 해결방향을 찾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협의 사업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생협의 궁극적 목

표인 노동자와 구성원들의 상생복지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협의 노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협 내부, 외부에서의 전반적인 개선

이 필요하다. 생협 노동환경의 개선은 곧 학생

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의 복지와 편의 증진으

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학내 구성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

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생협 노동

자, 학생, 학교 측이 모두 의견을 활발히 주고받

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의 마련하여 균형 있고 생

산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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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2일, 하나금융지주 기업문화팀

에서 주최하고, CSR 컨설팅 기업 ‘The CSR’에

서 주관하는 하나금융그룹 이해관계자 간담회

가 열렸다. 간담회는 하나금융그룹의 사회적 책

임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분야 전

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자문을 받고 의미 있

는 변화를 만들고자 개최되었다. 이 간담회에 

SNUCSR은 CSR 보고 분야에 대한 자문 역할

이자 대학생 이해관계자로서 초청되었으며 20

기 고하늘, 21기 이상민, 그리고 21기 송미라 

학우가 참석하였다. 윤리경영, 환경경영, 지속

가능경영 거버넌스, 지속가능경영 커뮤니케이

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초청되었으

며 ‘2016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초

안’을 읽어본 후 그에 대한 소감과 평가를 공유

하였다. SNUCSR은 초청된 인사들과 함께 하나

금융그룹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심도 깊은 이

야기를 나누었다.

 

  

내부 이해관계자들 간 소통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는 하나금융그룹이 사

회 책임 경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 기업의 목표, 핵심가치, 문화에 대한 내부 이

해관계자들의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공통

된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신 성신

여자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파악

하기 위한 중대성평가 설문조사에서 이해관계

자들의 진실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하나금융

그룹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문지가 만들어져야 

하며, 정확한 데이터 값을 산출하기 위해 최대

한 많은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지를 배

포하여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하였다. 또

한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은 ‘내부 이해관계자

와 대화를 할 때에는 “공개해주고 설명해주는” 

CSR 소통의 창구
- 하나금융그룹 이해관계자 간담회 참여 후기

 20기 고하늘(skyko2002@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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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원칙을 고수하여 직원들의 소통 참여도

를 높여나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임

직원은 기업의 운영에 있어 내부 핵심 이해관계

자인 만큼, 최고경영진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

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목표 및 사회 공헌 활

동의 취지 등을 잘 이해하고 체감하고 있어야

지만 진정성 있는 사회 책임 경영이 가능할 것

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내에서 

사회 공헌 활동과 관련한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임직원에게 배포하거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직원들에게 한 부씩 나눠주고, 사회공헌과 관련

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의 노력

이 필요해 보인다.

지속가능경영 커뮤니케이션 개선

   2016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많은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

역사회 구성원들이 하나금융그룹의 이러한 사

회 책임 활동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보아, CSR에 대한 깊이 있는 노력에도 불구

하고 그 콘텐츠에 대한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

제로 KEB 하나은행은 서울대학교에서 국제 학

생증을 발급할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은행이지만, 평소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금융

그룹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제대로 알고 체감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대학생은 곧 사회에 

진출하여 은행을 자주 사용하게 될 잠재적인 고

객이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이 기

업 이미지 제고 및 고객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

을 끼칠 것이라는 점에서, CSR 활동에 대한 외

부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쉬웠다. 따라서 SNUCSR은 지역사회 구

성원 및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

션을 강화하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 진

정성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

을 제시하였다.

 

   대학생으로서 기업에서 주최하는 간담회에 

초청되어 참석하게 된 것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되었다. 이번 하나금융그룹 이해관계자 간담

회를 통해 SNUCSR 학회원들은 기업의 실무자

들이 CSR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생한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CSR 업무를 이해하

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

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소통하

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경청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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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크의 소유권에 대한 의견을 빌리자면 노동

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노동을 투입한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노동은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며 소유권은 타인을 

배재하는 사적인 지배권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토지에 노동을 통해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

에게 있을까? 원래 토지가 생산하는 산출물과 

노동을 통해 늘어난 산출물의 차이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노동을 통해 늘어난 가치에 대한 소유권을 주

장할 수 있을지라도, 본래 모든 토지는 모두의 

공유물이었다. 만약 공유물이 무한하다면 아무

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

다. 

   물론 사람들이 토지에서 노동을 통해 새로이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 토지에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다면 그 토지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인

간이 이용할 수 없다. 그렇기에 로크가 얘기하

는 노동을 첨가한 사람이 노동을 첨가한 대상

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토지에서 본래 산출량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얻어낸다. 그

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토지의 본래 산

출량은 감소한다. 즉 사람의 손길이 닿은, 사람

이 소유했던 토지는 동일한 노동을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산출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런데 토지에 노동을 투입하던 사람, 즉 토지

를 소유했던 사람이 자의 혹은 타의로 노동 투

입을 중단하게 되거나 소유권을 포기할 때 토지

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까? 즉 토지를 소유했던 사람은, 빌렸을 뿐인 공

유물의 가치 중 일부를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다. 토지를 소유했던 사람은 무슨 권한으로 자

신이 투입한 노동을 통해 얻어지는 부가가치를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

일까? 이는 토지의 노동과 산출에 한정된 문제

가 아니다. 노동과 산출만이 아닌 다양한 가치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다. 노동을 투입하는 것

을 넘어서, 토지에 자본을 투입하고 공장을 건

설하고 다른 산출물을 끄집어내는 것을 포함한

다. 이 역시 토지가 가지는 다른 가치가 훼손되

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공유물에 대해 빌린 것이 아

닌, 영원히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농업으로 사용된 토지는 더 이상 예

전과 같은 양분을 가진 토지로 돌아갈 수 없으

며, 공장과 공장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된 토지

는 본래 토지의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많

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토지

를 비롯해 대기와 물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다양성이 감소하고 기

후는 변화하며 사람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들

은 본래 누려야할 것을 누리지 못 하고 있다.

   즉, 공유물을 이용하여 어떤 사람이 부가가치

를 창출한다면, 공유물과 산출물 모두에 대해

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소유권

에는 공유물의 본래 모습을 보전할 의무가 함께 

주어진다. 공유물의 본래 모습을 보전할 의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이 아니다.

 20기 이권희(idencosmos@gmail.com)

[SNUCSR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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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사람이 사용한 공유물 만이 아니라 영향

을 미친 모든 것에 해당한다. 살아가면서 자신

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자신의 발자국에 대해

서 지울 수 있어야 하고 지원 나가야 한다. 하지

만, 한 번 일어난 변화는 영원히 돌아가지 못 한

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고, 많은 것들은 비

가역적이다. 그렇기에 소유권과 공유물에 대한 

이 글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본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이 의미하

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똑같다.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은 기업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다. 이용한 공유물에 대해 본래 모습을 보전해

야 하고, 다른 공유물에 미친 영향을 인식하고 

역시 본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는 마찬

가지로, 단순히 모든 것을 본래 상태로 되돌리

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자신이 만든 문제

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며, 자신의 행

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

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최근에 생긴 

것과는 달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오래전부터 변함없이 이어져오는 가

치이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하나의 경영방침이자 선택의 일환으로 

간주되지 않고, 필수적이며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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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소비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소비자 불매운동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조

국(2011)에 따르면 소비자 불매운동의 논문에

서의 법적 정리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상품의 구매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타인

으로 하여금 이를 포기하도록 권유하는 일

체의 행위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동주도세력들이 개

별 소비자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특정 구매

를 억지하도록 주창함으로써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

3.  소비자들이 소비자 권익의 수호나 증진을 

목적으로 그 기업체의 상품 또는 용역의 구

매를 집단적으로 거절하거나, 나아가 다른 

소비자들에 대하여 불매운동에 동참하도록 

홍보, 호소, 설득하는 행위

   위의 세 정의에는 공통적으로 소비자가 상품

의 구매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이에 동

참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타인

으로 하여금 불매운동에 동참하도록 하기 때문

에 기업의 영업 방해로도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소비자 불매운동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진정성 

있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불매운동은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업이 소비자와 지

역사회에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불매운동의 궁극적인 성

과이다. 

   그러나 최근 BBQ 치킨의 가격 인상 철회 사

건은 소비자 불매운동이 과연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제고하는 데 실효성 있는 수단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2017년 3월 11일, BBQ는 20일부

터 모든 메뉴에 대해서 가격을 10% 인상하겠다

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표 메뉴인 

후라이드 치킨의 가격은 16,000원에서 18,000

원으로 2,000원이 인상된다. 이유인즉슨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과 배달 어플리케이션 수수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비자 불매운동의 실효성

 20기 박지원(qkrwldnjs5011@naver.com)

 21기 김경은(ehddb19@snu.ac.kr)

 21기 이미겸(wdfrost@snu.ac.kr)

[소비자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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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산 원가가 증가해 가맹점의 수익성이 떨

어졌다는 것이다. 업계 2위이자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BBQ가 가격 인상 계획을 발

표했으니, 교촌치킨이나 BHC 등 다른 치킨 업

체들도 슬그머니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닌지 우

려되는 상황이었다. 

   갑작스러운 인상 소식에 소비자 불만이 증가

했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예고 없이 기

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과 업계 전반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대

한양계협회는 불매운동을 직접 유도하였다. 업

계에 공급되는 닭고기 값은 연중 동일한데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 때문에 치킨 가격을 올린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때문에 치킨 한 마리에 2

만원을 받는 것은 그밖에 유통원가, 부대비용, 

인건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폭리라는 것이다. 

   양계협회의 불매운동경고에도 가격 인상 철

회의 기미조차 없던 BBQ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계획 발표 직후 가격 인상을 철회했다. 정

권이 교체된 후 너무도 쉽게 가격 인상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과연 불매운동은 실효성이 있

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순간이다. 소비자는 가

격 공정성이라는 사소하지만 분명 소비자의 권

익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기업에 투명성을 요

구할 수 없는 걸까? 정당하지 못한 가격 인상과 

기습적인 폭리에 대해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소비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

업에 대해 불매운동이 실효성이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소비자 불매운동이 성공 또는 실패한 

그동안의 사례들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소비자 

불매운동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양한 이유로 

촉발되기 때문에 각 불매운동이 목표한 바를 달

성하였는지 여부로 그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였

다. 나아가 사례 검토를 통해 드러난 한계를 지

적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비자 불매운동이 유효

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논하였다.

   JTBC 뉴스룸의 앵커 손석희는 작년 5월 2일, 

‘아주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에겐 불매운동에 

관한 한 성공의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전개된 옥시레킷벤키저 제

품 불매 운동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였다. 손 

앵커의 말처럼 한국 소비자들에게 불매운동이

라는 개념은 많은 경우, 번번이 등장하는 기업

의 비윤리적·반(反)소비자적 행위에 힘없이 뒤

따라 다니는 구호에 불과했다.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를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적으로 대규모 불매운동이 발생했으며 그 결과

로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판매량이 급감했다. 

한국에서도 사건 이후, 마찬가지로 불매운동은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60개월 무

이자 판매·최대 1800만원까지의 할인 등 파격

적인 가격 혜택은 소비자들을 유인하기에 충분

했으며, 결과적으로 폭스바겐의 판매량은 오히

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 

사례의 경우 비용에 따른 소비자의 제품 관여도

가 높은 점, 해당 사건이 비가시적·간접적인 방

식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 점, 일상적으로 

접하고 구매하는 제품이 아니기에 기업에의 환

류 과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불매 운동이 특정

의 소비자층에만 소구하는 점 등 자동차라는 제

품의 품목과 사건의 성격을 따졌을 때, 불매운

동의 실패를 단순히 소비자 보이콧 과정으로만 

환원시키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본고

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비

자 운동의 방안으로서 소비자 불매운동을 고찰

하고자 함에 따라, 소비자 불매운동이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반 조건을 갖춘 사례로서 옥시

레킷벤키저 불매운동을,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잘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례로 남

양유업 불매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1.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한 옥시

레킷벤키저 불매운동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은 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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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단연 옥시레

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일 

것이다. 옥시 불매운동은 일명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 촉발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

해 폐 질환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증가했고, 

사망까지 이른 환자들도 발생한 사태다.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중 대표적이었던 것은 옥시레

킷벤키저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었다. 이 

제품의 포장에 표기된 내용은 이 제품이 가습기 

내에 번식하는 세균과 물때의 발생을 막는 용도

로 쓰인다고 설명한다. 또한 가습기의 가습용 

물에 이 제품을 첨가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제품

의 사용방법을 덧붙였다. 

   이러한 사용 방법으로 인해 해당 제품에 포함

된 물질이 소비자들의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

입되었다. 2011년 5월 이후 원인 불명의 폐 질

환 증세를 가지는 환자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같은 해 11월 해당 증세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

제에 포함된 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

니딘), PGH(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로 

밝혀졌다. 호흡기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

된 독성 물질이 소비자들의 인체에 유입되어 폐 

질환 증세를 나타내는 환자가 증가한 것이다. 

피해 발생 및 규모

   피해자들의 증상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 사이

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제 때문에 가습기 살

균제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에 대한 정부, 연구

자, 환경단체가 예측한 피해 규모가 모두 다르

게 나타났다. 먼저, 정부의 공식 피해 접수 창구

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전체 피해 신고는 5410명, 사

망 신고는 1124명으로 집계되었다. 신고 후 질

병관리본부와 환경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276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16명이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정부

가 파악한 내용과 사뭇 달랐다. 정부 연구용역

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만 명에 이

르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작업환경건강연

구실 조사에서는 잠재적인 피해자가 30만 명에

서 200만 명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환경

보건시민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총 

1,528명의 피해자가 있고 사망자는 266명이다. 

소비자 불매운동의 전개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2016년 당시 전국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아래 자료는 옥시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년 6월 1일 개봉

한 영화 ‘아가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

데, 따라서 네이버 등 국내 포털사이트뿐만 아

니라 구글에서도 검색량이 상당했다. 따라서 영

화 ‘아가씨’는 2016년 한 해 구글에서 가장 많

이 검색된 단어에 오르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아가씨’와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상대적 

검색량을 비교했을 때 옥시는 그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옥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했다

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옥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하던 이 시기

에 옥시의 모든 제품에 대해 대대적 불매운동이 

전개됐다. 2016년 5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 등 

5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옥시 제품 불매 집

중 행동 기간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의 진

상규명과 피해자 배상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불

매 집중 활동 계획으로는 공동 서명 제안, 국제 

연대단체에 동참 제안, SNS를 통한 홍보, 징벌

적손해배상제, 소비자집단소송제 입법촉구 활

동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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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매운동의 결과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소비자 개개인

뿐 아니라 주요 판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2016년 5월에 소비자 불매운동이 시작된 후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채널에서 옥시 제품의 판

매를 중단했다. 이들은 소비자 불매여론을 의식

해 옥시의 모든 브랜드 상품을 납품받지 않고 있

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변화한 옥시의 시장점

유율은 그림과 같다.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는 소

비자 불매운동이 성공을 거뒀다고 볼 여지가 있

다.

   그러나 소비자 불매운동의 성공 여부가 해당 

불매운동의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다르다면, 

옥시 불매운동의 성공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시작하면서 목표했던 

바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옥시의 진상 규명

과 피해자 배상이다.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은 

정치권에서 진행되었다. 20대 국회에서 ‘가습

기 살균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청문회’가 개최

되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

해 구제법안을 통과시킨 뒤 2017년 2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오

는 8월부터 시행된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

해 수사 전담팀을 꾸려 진상 규명에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옥시 기업 내부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피해자 배상이라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옥시는 2016년 7월 정부

의 1, 2차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

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1급) 가능성이 높

다고 판정을 받은(2급)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옥시는 

피해자, 피해자 가족을 만나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보상안

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일방적인 결

정이라고 지적했다.

   종합해보면 소비자들은 옥시에 대한 불매운

동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옥시 사태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배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진상 규명의 주체가 옥

시가 아니었다는 점, 피해자 배상과 관련된 충

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은 불매운동의 

아쉬움을 더한다. 

사례2.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파동으로 
인한 불매운동

   2013년 1월, 남양유업이 지역 대리점에 '물

건 밀어내기', 즉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

나 수요가 크지 않은 상품들에 대해 강매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사실이 아니라 부정했으며 항의 집회에 참

가한 대리점주들을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남양유업 영업사원

이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가하는 녹취록

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남양유업은 재

빨리 해당 영업사원을 해고하고 대국민 사과문

을 발표했지만 이미 소비자들은 분노했고 불매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소비자들의 비판은 

단순히 남양유업이라는 개별 기업의 횡포에 대

한 반감에서 그치지 않고 대기업의 ‘갑질’이 문

제라는 의식으로 발전했다. 즉 남양유업 사태의 

전후로 발생한 여러 ‘갑질’ 문제와 맞물리며, 시

기적으로 남양유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무척

이나 거세졌던 것이다.

소비자 불매운동의 전개 및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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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점주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불매운동은 

사건 직후 빠르게 일반 소비자 단위로까지 확대

되었다. 2013년 5월 16일 기준, 남양유업의 매

출은 15% 이상 급감했으며 특히 대형마트에서

의 매출은 28%나 급감했다. 이처럼 한시적으

로는 소비자 불매운동이 효과를 보이는 듯 했으

나 운동의 지속성과 그 여파는 오래 가지 않았

다. 이러한 실패는 불매운동의 주된 세 가지 요

구사항의 결과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로 불매운동의 가장 직접적인 목표는 남양의 매

출 감소를 입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불매운동의 

열기는 눈에 보이는 여론의 분노만큼이나 뜨겁

지 않았다. 예컨대 남양의 2013년 상반기 커피

믹스 시장점유율은 전년(12.5%)보다 0.9% 상

승한 13.4%를 기록했으며, 사건이 불거진 그해 

5월 출시한 프리미엄 대용량 컵커피는 출시 1

년 만에 매출 220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또

한 2017년의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남양의 영

업이익은 4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4% 증가

를 보이며 현재에 와서는 다시금 성공적으로 재

기한 모습이다.

   불매운동의 목표 두 번째는 남양유업 측의 피

해 점주들에 대한 사과 및 차후 대책의 마련에 

있었다. 사건 직후 남양유업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현 대리점주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의

회를 조직함으로써 피해자협의회를 와해시키

려 시도하는 등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

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특

히 초기의 합의안에는 강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에 대해 피해 점주들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이 전

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남양 측에서 게시

한 사과문조차 피해점주가 아닌 국민들을 향해 

사과를 전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2013년 

7월 타결된 최종 협상에서는 남양유업이 피해

자협의회 측에 30억 원의 상생 기금을 지급하

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불매운동에 따

라 해당 목표가 어느 정도는 성취된 것으로 보

인다.

   마지막으로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처벌이 불매

운동에서는 목표되었는데, 이러한 처벌은 용두

사미로 그치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매 

사실을 인정하여 과징금 124억을 부과했지만, 

남양유업은 과징금 산정이 과다하게 되었다 주

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남양유업의 주장을 일부 받아

들여 124억원 가운데 119억원을 취소한다고 

확정했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물량 떠넘기기의 

책임자로 지목된 김웅 전 대표는 상생기금 출연 

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 노력했다는 이

유로 지난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결국 불매운동은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으로써, 당시 부분적•일시적으로 성과를 보이는 

듯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용두사미에 그치며 성

공했다고 보기 힘든 셈이다.

사례 1과 2를 통한 불매운동의 성공과 
실패 요인의 검토

성공요인

   앞서 옥시 사례에서 드러난 소비자 불매운동

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해당 소

비자 불매운동이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떨어뜨

린 점,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의 특별수

사팀이 꾸려진 점,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배상 

노력이 전개된 점 등이 있었다. 기업 운영에 영

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불매운동의 규모가 컸

다는 것이다. 

   기업과 검찰, 그리고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결집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문제에 공감했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앞서 제시한 

자료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가장 많이 

검색 되었던 단어 중 하나인 ‘아가씨’와 비교했

을 때,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옥시의 검색량은 

절반 정도를 기록했다. 그만큼 한국 사회의 구

성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

다. 

   이러한 관심 뒤에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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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신고 5천여 건 중 사망 신고가 천 건이 넘

었다. 이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 배상이

라는 명백한 목적 외에도 소비자 자신이 해당 

제품 사용으로 인해서 건강 및 생명까지 위협받

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불매운동의 규모를 키

우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안전에 대한 소

비자의 불안감이 불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은 가습기 살균제에서 폐 질환 증세의 원인이었

던 성분이 포함된 ‘메디안 치약’의 사례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생산하던 메디

안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 성분이 포함되

어 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최초

로 마이너스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옥시 사례

와는 달리 조직적인 소비자 불매운동이 전개되

지 않았지만, 옥시 사례에서와 동일한 문제 성

분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대폭 하락했다는 점은 

소비자들이 안전 문제에 그만큼 민감하다는 것

을 반증한다.

실패 요인

   본 글에서는 옥시의 사례에서 절반의 성공이

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피해 보상 측면에서 

피해 규모를 기업과 소비자가 다르게 파악하고,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배상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였다. 소비자가 제품의 사용

과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

렵다는 점은 중요한 실패 요인이라고 할 수 있

다. 정부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본 소

비자들의 신고는 5천 건을, 그 중 사망 신고는 

천 건을 넘어서지만, 그 중에 피해자로 인정받

은 사람은 200여 명 남짓, 사망을 인정받은 피

해자는 100여 명 남짓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개

인 차원에서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

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남양유업 사태의 경우 사태를 

둘러싼 여건과 그 흐름이 모두 불매운동의 성공

에 호의적이었다는 것에 있다. 박재현·최호규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불매운동 예방

을 위한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는 신속한 

정보의 공개, 불매운동의 주축이 되는 연령을 

대상으로 특화된 마케팅전략 수립, 고객의 불평

을 초기에 해결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남양유

업의 대응은 이와 정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사측의 소극적이다 못해 적반하장식의 대응, 

‘갑질’ 논란이라는 언론의 집중적 조명 등은 강

한 여론의 뭇매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경

쟁사가 포진한 유제품 업계의 시장 판세를 고려

했을 때 불매운동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

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불매운동이 실패한 점,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는 

당시 일부 제품 매출에 오히려 늘어난 것에 대

해 제미경 인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이해관계에 따라 불매운동에 제한적으로 참여

했음을 뜻한다”며 “남양유업 사태는 이물질 파

동 등으로 촉발된 것이 아니기에 소비자가 평소 

애용하던 제품을 즉각 바꿀 이유가 없었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본 글에서는 비용 또는 취향 등의 이

해관계 외에 핵심적으로 소비자의 불매운동 참

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불매운동에 대한 

사회적 효능감에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요컨

대 일부 소비자는 자신의 불매행위가 과연 기

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한

다는 것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2014 국민통합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무척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력(참여)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절반 

이상(52.8%)이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20~30

대는 ‘자신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다’(60%)고 답했다. 결국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

운동의 경우, 해당 사태 자체를 둘러싼 모든 조

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점

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한국의 소비

자 불매운동의 성패 여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 또는 공감과 같은 소비자 개개인의 

이타적 처벌 의사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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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 소비자 불매운동으로의 확장
옥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소비자

불매운동의 한계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고, 

손쉽게 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했

다는 것은 한국 소비자 불매운동의 한계에 해당

한다.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

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옥시 사례에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는 입증 책임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

다. 옥시 사례처럼 피해 규모가 클수록 소비자 

개인이 모든 개별 사례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인

과관계를 입증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소비

자 개인의 불리한 위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가 부재하다는 것은 한국 소비자 불매운동의 한

계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남양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소비자 불매운동의 한계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중지 및 

구매거부를 하고, 불매 운동에 타인의 참여를 

촉구하는데 얼마나 신속하고 원활하게 행동할 

수 있을지는 불매운동을 통해서 소비자가 얻

을 이익과 기업의 변화를 얼마나 이끌어 낼 것

인가 하는 결과에 대한 판단과 관련한 자기조절

(self-regulation)이 중요”하다. 이때 자기조절

성향은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소비욕구를 조절

하고 자신의 소비생활에 주도권을 가지며 어떠

한 소비상황에서라도 적절히 자신의 의지대로 

자율적이며 융통성을 가지고 소비생활을 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불매운동

과 관련한 이러한 자기조절성향을 철저히 개인

적인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소비자 불매

운동이 집단적 참여행동이지만, 이에 대한 개인

의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이러한 개인적 

능력이 핵심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조절

성향이 높다는 것은 원활한 인지적 통제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음’을 뜻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자기조절성

향은 곧 사회적으로 경험해온 소비자로서의 성

패의 기억과 밀접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연

달아 실패해왔던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기억

으로 인해 한국 소비자들은 이러한 자기 조절 

성향이 사회적으로 좌절되어 왔던 것이다. 이처

럼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능력 이상으로, 기업

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효능감에 대

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자기 조절 성향은 곧 소

비자가 스스로 얼마나 기업에 자신의 권리를 주

장·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다. 

즉 한 사회의 소비자가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망하는가가 자기 조절 성향

을 거쳐 불매운동에의 참여, 즉 결과적으로 불

매운동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

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소비자가 기업은 이익 

추구만을 위한 집단이라는 전통적인 기업관을 

넘어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어떠한 방

식으로 인식·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배지양·우정화·양승준(2016)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실무자·언론인과 비교했을 때 기

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보다 이기적인 동기로 

귀인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의 사회공헌 활동

에 대해 소비자들이 갖는 불신의 원인을 보여준

다. 또한 권영철(2012)은 연구를 통해 대학생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국내기업과 외국계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진단 내리게 했

을 때, 법률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 모두에 걸

쳐 국내기업들보다 외국계기업에 대한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남을 보였다. 이처럼 국내 소비자

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동기 및 활동 모

두에 있어서 낮은 기대 및 평가를 지니고 있다. 

특히 닐슨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글로

벌 조사’(2013)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의 절반에 

가까운 47%는 기업이 한국 사회를 위해 충분히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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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들이 체감하는 기업의 사회공헌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구매 의사에서 잘 

드러나는데,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착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 소비자는 기업과 그 사회적 공헌

에 대한 연결고리를 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적대적·단절적인 

관계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소비자가 소비자 불매운동 등 사회의 기업의 책

임에 대한 환류 과정에 대해 효능감을 낮게 인

식했을 것이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한국 소비자 

불매운동의 한계는 소비자 개개인의 윤리적 감

수성, 관심도, 자기 통제력 등의 내적 성향으로 

지적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역할에 대

해 형성된 사회적 기대 및 요구라는 보다 큰 틀

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소비자의 기대•인식 

등은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 및 관련 사안에 대

한 제도적 규제 등과 밀접하게 형성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결론

   본고는 최근에 발생했던 BBQ 치킨의 가격 인

상 철회 사건에서 비롯하여 소비자 불매운동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궁극적으로 현

재 한국 소비자 불매운동의 한계를 제시함으로

써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까지도 함축

하고자 하였다. 소비자 불매운동은 현재 소비자

가 자신의 권리와 관련하여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보이콧 행위 중 하나로, 특히 개

인 단위의 소비 주체로서 취할 수 있는 기본적

인 방식이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번 BBQ 치

킨의 가격 인상 철회 사건에서 보이듯, 한국의 

소비자 불매운동은 기업에 소비자의 권리에 대

한 압박을 가하는 데에 있어 그 실효성이 미약

하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적으로 성공과 실패

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한국 소비자 불매운동

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공 요인으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줄만큼의 불매운동 규모를 결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옥시의 경우 피해 보

상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가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뒷받침하는 제도

가 부재했으며, 흥미롭게도 남양유업의 사례의 

경우 여론에의 노출과 사안의 사회적 심각성이 

주목 받으며 어느 정도 성공 요인이 갖추어 졌

음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이 실패했다는 점에

서, 한국 소비자 불매운동의 한계를 시사한다.

   대개 기존 연구의 경우 해당 한계에 대해 소

비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이와 달

리 본고에서는 이것이 기업의 CSR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선행 

연구에서는 불매운동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

한 요인으로 ‘자기 조절 능력’이 지적되었다. 그

런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기 조절 능력을 개인

의 절제력과 같은 개인적·내적 능력으로 환원시

키기보다는, 소비자가 자신이 얼마나 기업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 즉 효능

감으로 해석하였다. 이때 이러한 효능감은 사회

적으로 장려되거나 좌절될 수 있다. 즉 연이은 

불매운동에 대한 실패는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에 대해 지닌 효능감이 낮다는 의미이며, 이러

한 원인을 본고에서는 곧 불매운동과 소비자의 

권리, 나아가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으로 지적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도적 측면과 CSR

에 대한 인식 측면이 개선되어야 소비자 불매운

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데 유효한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현대의 소비자 불매운동은 다양한 이유로 발

생한다. 본고에서 살핀 것처럼 기업의 기습적인 

가격 인상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소

비자의 생명이 위협 받아서, 또한 최고 경영진

의 소위 ‘갑질’문제 때문에 소비자 불매운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모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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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매운동이 발생한 사안이나 해당 기업

이 속한 산업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소비자 

불매운동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여러 사례들

에 대한 다층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본고의 사례 

검토가 성패라는 기준의 단선적 비교로 볼 여지

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라는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소비자 

불매운동을 조망하였고, 개별 사례에 대한 한계

와 개선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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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지원서의 현황

   기업들의 입사 지원서는 지원자의 개인능력 

및 수행업무과 관련 없는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

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서울YMCA 시민중계

실이 자산총액 상위 30대 그룹 가운데 입사 지

원서 열람이 가능한 28개 그룹 및 계열사의 지

원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사항 기재를 

요구한 기업은 13곳, 키-몸무게 등 신체사항 기

재를 요구한 기업은 3곳, 사진 첨부를 요구한 기

업은 22곳에 해당했다. 또한 신세계의 경우 사

내 지인 여부, 결혼 여부, 트위터 계정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였으며 부영과 동

부의 경우 주거상황(월세-전세-자택), 재산상황

(동산-부동산 금액)을 묻는 항목도 있었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활동과 관

심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입사

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입사를 결심하는 순간

부터 기업들의 인권 침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입사 지원서

에서 가장 원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원

자의 업무능력과 관계 없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기업이 입사 지원자에게 불필

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입사 지원자의 입

장에서 차별적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자

신이 업무에 필요한 능력 외적인 부분에서 불이

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

장’)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 있어서 1)성별, 2)신

앙, 3)연령, 4)신체조건 5)사회적 신분 6)출신지

역 7)학력 8)출신학교 9)혼인, 임신 또는 병력

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겨레

21>이 우리나라 300개 기업의 입사 지원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중에서 차별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이력서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

으로 밝혀졌다.

입사 지원서의 구체적 인권 침해 요소들

   취업 준비생들의 업무능력과 관계 없는 대표

적인 요소로는 가족사항을 들 수 있다. 기업들의 

입사 지원서에는 가족들의 이름 및 생년월일과 

같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부터 최종학력 및 출신

학교, 직업과 직장명, 근무처 그리고 직위에 대

한 정보를 필수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연 가족들의 학력사항이나 직위

에 대한 정보가 지원자의 업무능력과 어떠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국제 인권 

규범이나 주요 국가의 채용 관련 법규에서 금지 

하고 있는 인권 침해 요소일 뿐 아니라, 국가인

[SNUCSR Column]

입사지원서 인권 침해 논란

 21기 배홍선(qoghdtjs@snu.ac.kr)

Figure 1 입사 지원서에 대한 한겨레21의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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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가족관계 정보는 지

원자에 대한 좋든 나쁘든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근거로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차별

로 연결되기 쉽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원자의 사회적 신분을 

확인하는 기업들도 문제가 된다. <한겨레21>의 

조사에 따르면 입사 지원서에서 주거사항 항목

을 별도로 제시하고 현재 사는 집의 소유, 전세, 

월세 여부를 묻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했으며 아

예 재산 항목을 두고 동산과 부동산의 구체적인 

액수를 쓰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입사 지

원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 

없는 집안의 재산이나 소득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은 해당 조직이 공정하게 능력 중심으로 채용

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 최근 들어 SNS가 크게 유행하면서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입사 지원서에 

SNS 계정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기업들도 생

겨났다. SNS계정의 경우 지원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에서 사상 및 신

조(인생관, 생활신조, 지지 정당, 구독 신문 및 

잡지, 애독서 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사시에 SNS

계정을 수집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을 존중하는 입사지원서를 향하여

   입사 지원서는 기업들의 채용 절차, 나아가서 

회사 생활의 첫걸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배제하고 내용적 측면에서의 공

정성을 담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입사 지원서

의 차별적 요소는 기업의 채용 절차 전반에 있

어서 공정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간접적으

로 드러내주기 때문에 지원자와 소비자들로 하

여금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인식 변화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보완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

리 나라의 경우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대표적

인 차별 요소 다섯 가지(사진, 나이, 성별, 출신

학교,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항목을 제거한 표

준이력서를 노동부에서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표준이력서 사용 여부를 기업

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측

면에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만일 표준이

력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한다면 입사 

지원서 인권 침해 문제는 다소간 해결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올 하반

기부터 공공기관에 한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

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블라인드 채용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벌이나 출신지, 신

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된다면 

채용과정 전반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기업의 경우 채

용 방식에 있어서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서 공기업과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기업의 

채용 과정 전반에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일 수 있으므로 먼저 표준이력서 사용을 의

무화하는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시켜나가는 

등 타협의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혜은(2015), “30대 기업 입사지원서, 부모 직업, 신

체사항 등 인권침해 항목 존재”, 이투데이, 9월 23

일,http://www.etoday.co.kr/news/section/

newsview.php?idxno=1204590 (2017-7-16 확인)

조미현(2017), 문재인 대통령 “학력, 지역 보지 마

라”…기업들 ”채용 방식까지 간섭 지나쳐”, 한국

경제, 6월 23일,http://news.hankyung.com/

article/2017062255561 (2017-7-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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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2017-7-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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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고 있

다. 2016년을 시작하며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세계가 주목해야 할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언

급했고, 그 이후 유행어처럼 회자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업뿐 아니라 정치권이

나 정부, 개인 모두 기술 진보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 기술, 자원과 융합

되어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낳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

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은 더욱 중요해질 뿐 아니라, 그 범위가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대개 단순 기부협찬 활동이나 임직원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

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그 영역을 확장

해 가고 있다.1) 즉, 기업이 경제적 활동 이외에

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분야

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

다.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영역과 수준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기

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주체로서 활

동할 뿐 아니라, 그러한 활동으로 인해 파생되

는 부작용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주범으로서 책

임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산

업혁명으로 인해 업종 간 경계가 흐려지고, 시

장 예측이 어려워지며, 시시각각 상황이 급변하

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에서 기업은 시장 

1)  배유진. (2016). 융합환경에서의지식기반사회공헌의발전방
향- 기업의사회공헌을중심으로

[CSR 모델제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업 환경 변화와
카카오를 통한 새로운 CSR 모델 제안

 21기 송미라(micuca@snu.ac.kr)

 21기 송지현(ellens95@snu.ac.kr)

 21기 주가영(joogaye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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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 CSR을 전개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

한 기업 환경 변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연

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특히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독점시장 문제에 초점을 두어 국

내기업 카카오 사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기

업의 핵심역량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CSR 모델을 제시하여 4차산업혁명에 알맞은 

CSR영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볼 것이다.

1.2 용어 정의

   연구를 전개하기 앞서, 4차 산업혁명의 용어

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

와 핵심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

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통일된 정의를 찾기 힘

들다. 4차 산업혁명 개념은 2011년 하노버 박

람회에서 제시된 industry4.0에 근원을 두고 

있지만, 클라우스 슈밥이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를 거론한 후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슈밥에 의

하면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가상 시스템과 물리적 시스템이 유연하게 협력

할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한다. 크게 물리학, 디지

털, 그리고 생물학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을 구

성하는 다양한 핵심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대

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

차 산업혁명을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의 융합으로 정의하고, 특히 그동안 오프라인

에 머물러 있던 기존 산업이 앱과 온라인을 통

해 수요자에게 즉각 제공되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본론

2.1.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업의 환경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업 환경이 급속도

로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급격한 

확산으로 사람들에게 체감되기 시작한 4차 산

업혁명은 디지털 기술, 3D프린팅, 드론 등 광범

위한 분야에 걸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

적 평가로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 평가로는 새

로운 가치 창출, 노동의 해방 및 생산성 증가 등

이 거론되고 있고, 부정적 평가로는 기술보유 

선점으로 인한 승자 독식2)과 일자리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담론에 자주 거론되

는 기업들은 미국 등 신기술을 선도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

히 차량 공유를 위한 플랫폼 우버(Uber)와 숙

박 공간 활용을 위한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Airbnb) 같은 플랫폼 기반 산업이 급속도로 성

장하고 있다.

 

<그림1> 우버의 주가 변동

자료 출처: Forbes

   위 <그림1>은 최근 몇 년 사이 우버의 주가 

변동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를 통해 우버 주

가가 몇 년 사이 포드를 상회할 정도로 급등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공유경제 등 

신개념과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기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판도를 바꾸고 있

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환경 변화는 기

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우선, 기업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

2)  김윤경,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환경 점검과 정책 방
향」, 『KERI Brief』 , 한국경제연구원, 제16호, 2017.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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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 중 하나

는 ‘융합’으로, 제조업과 디지털 기술 등 신기술

들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제조업체 제너럴일렉트릭

(GE)은 비행기 엔진에 센서를 부착해 판매한 

후, 센서로 수집된 정보를 통해 사전정비, 연비

증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물인터넷

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3) 이러한 융

합은 또한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예를 들

어, 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한 아마존의 경우, 오

프라인으로 진출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

한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 유

통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월마트의 경우, 온라인 

기반 회사들을 인수함으로써 온라인 사업을 확

대해가며 이에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기업에 위기로 다가올 수

도 있다. 산업 간 경계가 약화됨에 따라 4차 산

업혁명으로 촉발된 신기술과 그에 따른 환경 변

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경쟁에서 도태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 환경

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

업의 대비가 필요하다. 그 중 특히 독점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심기술과 플랫폼을 선점

한 기업을 중심으로 독점적인 시장이 형성될 조

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

명이 가져올 위기 중 하나인 독점에 주목해 4차 

산업혁명과 독점시장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새

로운 CSR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2.2 4차 산업혁명과 기업의 독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출해 새로

운 활로를 개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

해 온라인을 기반으로 공유경제, 온디맨드 등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위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은 선두기

업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 체제를 조장할 가능성

3)  노용관,  「4차 산업혁명과 고용 변화 전망」, 『산은조사월
보』, 한국산업은행, 제738호, 2017.5, p.35.

도 지니고 있다. 아마존의 사례에서 본 것과 같

이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며 영향력을 강화하는 

등 기존의 산업 경계를 뛰어넘어 확장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신망을 

활용해 전세계 시장에 접근하기 용이해졌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전세

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보하

고 있다.

   이미 글로벌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

수기업들 또한 온라인 시장, SNS 등 디지털 커

뮤니케이션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이용자 정

보 및 소비 성향 등에 대한 대규모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은 확보된 데

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자율자동차 등 신기

술을 도입해 사업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4) 빅

데이터 활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 관련 

데이터를 선점한 기업들이 이를 바탕으로 한 새

로운 사업을 모색, 확장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점 기업들의 독점은 어떤 

문제를 유발할까? 기업의 독점에 대한 여러 견

해가 상충하고 있지만, 독점 기업은 1) 기존 사

업자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2) 공정한 경쟁을 

막고, 3)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여 새로운 기업

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4) 결과적으로 부의 

편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

가 있다. 이처럼 기업의 독점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데,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사업 영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점이 가

능해지면서 그 파급 효과 또한 더욱 커지고 있

다. 그렇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독점기업

이 지닌 사회적 책임이 크며, 각 기업들은 이를 

인식하여 새로운 CSR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독점 기업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에

서도 CSR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정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4)  전범수, 「[열린세상] 4차 산업혁명 담론과 기술 독점 사회의 
함정」, 『서울신문』 인터넷판  2017.06.06. 입력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
0170607030001#csidx162c63b34cecdf982334dce8
247f1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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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기업 활동에 대

한 감시도 강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의 투

명성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을 향한 사회적 책임 

수행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소비자가 기업 활

동에 더욱 활발히 관여하고 있다. 개인이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정보를 제작, 공유

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기업 활동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

도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기업의 활동을 저지하

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대적으로 불매운동 

등을 벌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옥시 사태를 떠올려볼 수 있다.

   특히 여러 분야로 진출하며 사업을 확장해나

가고 있는 독점기업의 경우 소비자 운동의 집

중 타깃이 될 수 있는데, 일례로 아마존의 경우

를 들 수 있다. 지난 2014년, 아마존은 비정상

적으로 낮은 납품 단가를 요구하고, 공급업체를 

압박해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아마존은 출판업계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야 했으며, 프랑스계 대형 출판사 아셰트

와, 월트 디즈니와의 분쟁을 벌이던 같은 해 10

월에는 ‘New republic’이라는 시사잡지에 의

해 ‘Stop, Amazon’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5) 

 출처: New republic 홈페이지6)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는 독점 기업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대할 뿐만 아니

라, SNS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기업 활동

5)  유진우, 「[아마존 2014]⑦ 스톱 아마존…독점 논란 거세져 
(끝) 」, 『조선일보』 인터넷판  2014.12.08. 입력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 
2014/12/08/2014120801645.html#csidx04e522b1
21f0fe2b7ffde01199a59f6)

6)  ‘New republic’이 비판 글과 함께 올린 사진으로, 아마존에 
대한 거부감을 담고 있다.

에 대한 소비자의 감시가 강화되기 때문에 기

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은 더욱 커질 수밖

에 없다. 따라서 경영환경 상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

해 전략적으로 CSR 활동에 힘쓸 필요가 있다. 

이 때 기업은 자사의 핵심역량과 기반 기술을 

활용한 CSR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수익 확보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CSR을 재정의

하고, 단순한 기부나 자원봉사 같은 일회성 활

동을 넘어 새로운 관점에서 CSR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3 국내 독점기업 사례: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업 다각화를 펼치고 독

점적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기업 사

례로는 카카오를 살펴볼 수 있다. 모바일 메신

저 시장은 사실상 카카오톡의 독점 체제를 이루

고 있다. 삼성전자의 메신저서비스 ‘챗온,’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공식 인증한 이

동통신 3사의 모바일 메신저 ‘조인,’ 그리고 SK

플래닛의 ‘틱톡’ 모두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국내 모바일 메신저는 카카오톡과 ‘라인’만 살

아남았다. 하지만 라인은 해외 시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선 사실상 카카오톡이 유일

한 모바일 메신저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10년

부터 서비스를 선보이며 스마트폰 보급에 발맞

추어 일찌감치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선점한 카

카오톡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96% 안팎에 이른

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의 독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고, 실제로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

의 시장지배 문제가 이슈로 부상한 적이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부분 사용자로 확보하

고 있는 카카오톡은 이를 기반으로 O2O 사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택시, 카카오뱅크, 카카오헤어샵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사업 다각화를 실시하고 있다. 하

지만 추진하는 사업마다 중소사업자들과 갈등

을 빚으며 상생을 뒤로 한 채, 수익성 극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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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멀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게임 

시장과 모바일 교환권 시장에서의 독점 횡포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카카오는 게임 플랫폼 ‘게임

하기’를 런칭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게임

을 출시하는 게임사들은 유통세 명목으로 매출

의 21%의 수수료를 카카오에 지불해야 한다. 

상생을 외치는 카카오가 정작 중소게임사를 상

대로 과도한 수수료율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카카오는 모바일 교환권 판매대행 서비스

를 제공해왔지만, 기존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시장에 진출하기로 해 마찰을 빚

었다. SK 플래닛 등 모바일 상품권 3사는 카카

오의 일방적 계약 해지 및 독자적 서비스 제공

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중 카카오를 모르는 사

람은 거의 없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카카오

톡은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선점 우위를 

누리며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로 더욱 확장하고 

있다. 기업의 핵심역량인 우수한 플랫폼을 활용

하여 O2O를 실현하고 있지만, 카카오의 독점

적 시장지배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소사업자와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

어진다면 카카오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미지

가 추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카카오의 신사

업 진출 성공 여부는 특히나 기존 카카오 이용

자의 기호에 달려있는 만큼, 보다 더 사회적 책

임을 인식하고 기업 이미지 제고에 노력할 필요

가 있다.

그림21 (출저: 2017년 5월 Relations-카카오)

2.4 카카오의 새로운 CSR 모델 제안

   카카오의 독점은 전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플

랫폼 독점을 그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림 2에

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카카오톡 사용자 수는 

4243만명으로 국내 스마트폰 전체 사용자 수의 

97%를 넘어섰다. 이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

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며 이로 인해 조인 등과 같이 카카오톡 외의 다

른 메신저 어플들이 줄줄이 서비스를 중지해 현

재 카카오톡의 독점체제로 굳어졌다. 

   카카오는 현재 클라우드 펀딩 기부 플랫폼인 

같이가치 with 카카오, 해외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CSR 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하지만 독점 형태의 플랫폼이 비판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산으로 활

용되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 메신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핵심역량을 보

다 극대화한 CSR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점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이용자를 확

보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플랫폼과, 카카오의 핵

심 기술 중 하나인 위치기반서비스를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Amber Alert를 이용한 CSR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Amber Alert는 어린이 유괴가 발생 했을 때 

전광판, 이메일,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

해 대중들에게 실종 아동과 납치 용의자의 정보

를 알리는 시스템으로 목격자의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1996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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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텍사스 알링턴에서 9세의 엠버 르네 헤이 거

만(Amber Rene Hagerman)이 납치 된 후 살

해당한 사건이 일어나 어린이 유괴에 대한 대

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만들어진 프로그램으

로 우리나라에도 2007년 4월에 도입되었다. 우

리나라에서 앰버경보가 발령되기 위해서는 우

선 경찰관서에 유괴나 유괴의심 신고가 되어있

고 보호자의 경고 발령 및 아동 관련 정보의 공

개에 관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장

이 공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을 지방

경찰청에 보고했을 때 지방경찰청장이 경고발

령을 승인하여야 한다.7) 이렇게 앰버 경보가 시

행되면 도로와 지하철 전광판, 교통 방송을 통

해 실종 아동의 신상정보를 알리고 182센터 홈

페이지에 실종아동의 사진과 정보를 게시하며 

개인 휴대폰에 앰버 경보 문자를 보낸다.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Amber Alert는 양지

승 어린이 사건이다. 2007년 3월 16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양지승 어린이가 실종되었고 유

괴 당한 지 40여일 후에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으로 앰버 경고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를 찾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앰버 경보가 시행되고 있

지만 양지승 어린이 외에도 예승, 혜진 어린이 

등 앰버 경보를 발동하였으나 시신으로 발견되

거나 찾지 못하는 등 효용이 없었던 경우가 많

아8) 비판을 받고 있다. 실종 후 48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동되는 늦은 경보, 성인 실종자에 대

한 대책 불가능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앰버 경

보에 대한 홍보 부족과 대중들의 무관심 또한 

큰 비판의 대상이다.9) 실종자 관련 담당자가 아

7)  여성청소년과,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시행키
로”,https://m.police.go.kr/portal/bbs/view.do?b
bsId=B0000011&nttId=7169&menuNo=200067 
(2017.7.15 최종검색)

8)  뉴스한국,“예슬,혜진 양 실종경보 좀더 빨랐어야 했
다”,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
asp?news_idx=2008031810213172736 (2017.7.15 
최종검색)

9)  김정현,”올해만 7000명 ‘실종 공화국’魔의 48시간 앰
버경보를 울려라”,http://weekly .chosun.com/
c l ien t/news/v iw.asp?c tcd=c02&nNewsNu
mb=002336100016 (2017.7.15 최종검색)

닐 경우 해당 부서의 경찰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일반인들의 앰버 경보에 대한 관심

은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사용

하는 카카오톡이 참여할 경우 앰버 경보에 관한 

관심도는 매우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 

사용하는 앱에서 앰버경보에 관한 내용이 보인

다면 자연스럽게 앰버 경보에 대한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Amber Alert에 사용되는 매체는 휴대

폰 재난 문자, 전광판, 방송 등이 있다. 도로 전

광판의 경우 사설 전광판이 아닌 이상 사진을 

띄우기에 적합하지 않아 실종아동의 이름과 인

상착의를 글로만 알릴 수밖에 없다. 또한 방송

의 경우 해당 방송을 시청중인 사람에게만 경보

가 간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실종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실종아동의 사진과 함께 경

보를 알릴 수 있는 Amber Alert에 가장 적합한 

매체는 휴대폰이라 말할 수 있다. 

   문자는 앰버 경보를 알릴 수 있는 유용한 수

단이 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으

로 카카오톡을 들 수 있다. 첫째로 문자의 경우 

휴대폰 사용자들이 경보가 울렸을 때 한번 보고 

끝나는 일회성 경보로 끝날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문자로 앰버 경보가 

울렸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끌기에는 어려울 것

이다. 하지만 카카오톡의 경우 주간 평균 구동 

횟수가 55회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일 수준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사용빈도가 문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

다. 따라서 카카오톡 채팅목록 상단에 앰버 경

보를 띄워둔다면 계속해서 사용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10) 또한 문자의 경우 

사진을 첨부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글로 인상착

의를 설명하고 사진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에 그치지만,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실종

아동의 사진과 용의자의 차량, 몽타주 등 이미

지를 쉽게 전달 할 수 있어 아동이나 용의자를 

10)  윤보람,”카카오톡, 전세계서 가장 많이 실행되는 앱 1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
/29/0200000000AKR20150529064600017.HTML 
(2017.7.15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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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특히 용의자의 

차종의 경우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차종의 

이름만으로는 차종 구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카카오톡은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는 점이 큰 장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카카

오톡을 활용해 앰버 경보를 울리고 목격 제보를 

카카오톡을 이용해 받는 참여 공간을 마련해 지

속적인 노출을 가능하게 한다면 시민참여의 필

요성에 대한 홍보효과로 자연스럽게 참여의식

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목격 제보시 목격한 

차량이나 용의자의 사진을 찍어 첨부하여 제보

하는 등 더욱 신뢰성이 높은 제보를 받을 수 있

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렇듯 카카오톡이 Amber Alert의 플랫폼을 

제공하게 된다면 ‘소비자참여형’ CSR활동을 전

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를 가진다. 카카오톡

을 사용하는 수많은 소비자들이 Amber Alert

를 받아보아 신고 접수를 하기 때문에 시민으로

서의 책임감과 소비자로서의 참여의식 모두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CSR 활동은 급변하는 경

영환경 속에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서

론에서 밝혔듯, CSR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어 

발전하고 있는데, 이 때 특히 중요한 흐름은 단

순한 기부 형식의 획일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사

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진정성을 선보이는 활동

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동적인 CSR을 

넘어서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비자의 적극적

인 참여가 기반이 되는 소비자참여형 CSR은 소

비자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와의 교감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전략적 관점에서 

우수성을 띤 CSR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11)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CSR 모델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김가혜. (2014). 소셜미디어를활용한소비자참여형 CSR 
사례연구: 활명수‘생명을살리는물’캠페인중심으로. 석사학
위논문,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1.  카카오톡의 위치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실종

지역 근처 거주자와 지역 내 사용자들에게 

실종아동의 신상정보와 사진, 납치 용의 차

량 사진, 납치 용의자 몽타주 등의 정보 함께 

앰버 경보를 알린다.

2.  앰버 경보가 발생한 경우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와 함께 목격 제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채팅 목록창 제일 위에 띄워둔다.

   기업의 Amber Alert 참여는 페이스북에 의

해 이미 시행되고 있다. 2015년 7월 22일에 경

찰청과 페이스북이 협력하여 페이스북을 통한 

앰버경보(AMBER ALERT)가 국내에도 도입되

었다. 페이스북은 앰버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 

실종지역 내에 있는 이용자들의 뉴스피드에 실

종아동의 신상정보와 사건관련 정보를 띄워 실

종아동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국내에 도입되기 

전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통한 앰버경보가 수년

간 실행되고 있었다. 페이스북 뉴스피드를 통해 

앰버경고를 본 한 모텔주인이 실종된 11세 소

녀를 알아봐 신고를 통해 소녀를 구할 수 있었

던 등 도움이 되었던 여러 사례가 존재한다. 하

지만 국내에서는 페이스북 보다 카카오톡이 더 

적합하다 말할 수 있다. 

   표1을 보면 연령대별로 사용 앱 순위를 볼 수 

있다. (카카오톡은 노란색, 페이스북은 파란색

으로 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 중 97.7%가 카카오톡을 사용해서 1위

를 기록했고 페이스북은 전체 사용자 중 55.5%

를 차지해 카카오톡의 사용자 수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10대에서 60대까지 모든 연령

대에서 카카오톡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페

이스북은 30대 이후 연령대에서 그 이용 비율

이 현저히 떨어져 6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따

라서 전체 이용비율도 높고 연령대에 따라서 도

고르게 이용 비율이 높은 카카오톡이 페이스북

보다 앰버경보를 활용하기에 더 좋은 조건을 가

지고 있다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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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연구 한계와 의의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업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그 중 특히 플랫폼을 통

해 독점적 시장지위를 확보한 기업이 펼칠 수 

있는 CSR모델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

다. 먼저 카카오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Amber 

Alert의 경우, 미국에 본고를 두고 있는 시스템

인 만큼 우리나라에 적용되었을 때 지역적, 문

화적 차이를 가진다.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수와 실종아동건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 모델은 실종아동 외에도 치매노인이나 정신

장애인 등으로 그 대상을 확장하는 방안을 생

각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알림 기준을 

체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실종아동

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내용을 사건 발생 반경 

몇 km 내의 카카오 이용자에게 어떻게 전달할

지 구체적인 기준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 이

유는 경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허위 제보가 발생할 우려뿐 아니라, 

너무 자주 여러 번 울리는 경보는 이용자로 하

여금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과 관심에 오히

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방할 필요

가 있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기

적 적절성에 있어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최근 들어 이슈가 

되기 시작한 만큼 용어 자체에 대한 통일된 정

의가 부재할 정도로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

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관련기

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

은 거의 전무하다. 하지만 신기술의 파급력과 

그로 인한 산업 구도 변화 및 사회적 문제 발생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에게 더욱 많은 책임

을 요하게 된다. 또한 기술 발전과 함께 시시각

각 변화하는 기업 환경은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

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전략적으로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위
카카오톡
(97.7%)

카카오톡
(98.6%)

카카오톡
(97.5%)

카카오톡
(96.7%)

카카오톡
(96.7%)

카카오톡
(97.0%)

카카오톡
(93.8%)

2위
네이버

(71.0%)
네이버

(75.0%)

V3 Mobile 
Plus 2.0
(87.6%)

V3 Mobile 
Plus 2.0
(86.4%)

V3 Mobile 
Plus 2.0
(71.9%)

카카오
스토리

(66.4%)

네이버
(61.6%)

3위
카카오
스토리

(62.8%)

Facebook
(68.7%)

네이버
(67.7%)

카카오
스토리

(76.2%)

카카오스토리
(68.2%)

V3 Mobile 
Plus 2.0
(65.8%)

카카오
스토리

(59.0%)

4위
V3 Mobile 
Plus 2.0
(57.1%)

카카오
스토리

(57.2%)

캐시
슬라이드
(63.4%)

네이버
(65.7%)

네이버
(66.1%)

네이버
(61.8%)

V3 Mobile 
Plus 2.0
(55.4%)

5위
Facebook
(55.5%)

Messenger
(55.9%)

Facebook
(62.8%)

캐시슬라이드
(64.8%)

캐시슬라이드
(57.8%)

Dropbox
(56.2%)

캐시
슬라이드
(54.7%)

6위
캐시

슬라이드
(55.4%)

캐시
슬라이드
(55.4%)

Dropbox
(62.6%)

OK 캐쉬백
(61.6%)

네이버 밴드
(56.3%)

캐시슬라이드
(54.1%)

Dropbox
(50.2%)

표 1 (출처: 앱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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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향후 

관련 분야의 연구를 활발히 하기 위한 초석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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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2017.06.06,http://www.seoul.co.kr/

news/newsView.php?id=201706070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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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장미대선 이후 새 정부의 사회 개

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ESG 정보 공시, 스튜

어드십 코드 등을 언급해왔던 왔던 터라 CSR

분야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런 가운데, 지난 5월 30일 ‘사회적 책임, New 

Standard’를 주제로 ‘국제CSR콘퍼런스’가 개

최되었다. KOSRI와 이투데이가 주관한 이 행

사에는 기업 CSR 담당자, NGO단체, 사회적 

책임에 관심 있는 청년들 등 각계각층 사람들

이 참여했다. 서울대 지속가능경영학회 학회

원들 또한 미래청년포럼 관련 연락을 받고, 콘

퍼런스에 참가하게 되었다. 매년 이맘때쯤 개

최되는 국제CSR콘퍼런스는 세계 곳곳에 저

명한 인사들이 강연 및 토론을 진행하는데, 이

번에는 ESG퀀트펀드회사인 아라베스크 파

트너스(Arabesque partners's)의 Dominic 

Godman과 지속가능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GRI의 Tim Mohin회장, 그

리고 아시아 지역 CSR 컨설팅 및 연구기관인 

신타오(Syntao)의 Peng Jilai가 자리를 빛내주

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알려진 신기술들이 

도입되면서 기업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 기업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선 ESG 공

시의무가 강화되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GRI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중국에서도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유럽의 ESG 공시의

무, GRI의 새로운 기준, 중국의 사회적 책임 트

렌드 등 이번 콘퍼런스에서 CSR 및 지속가능성

에 대한 세계적인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의 중요성,

 아라베스크파트너스 도미닉 갓맨

   기조연설 이후 ‘ESG 공시의무 강화와 임팩

트'라는 주제로 ESG 퀀트 펀드 자산운용사 아

라베스크파트너스 소속 도미닉 갓맨(Dominic 

Godman)의 발표가 있었다. 이날 도미닉 갓

맨은 양적인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질적인 

비재무적 정보, 즉 ESG 정보를 고려한 투자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에는 기업 이익 극

대화를 우선시하다 여러 기업 스캔들로 기업

의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환

경Environment, 사회책임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14년 유럽의회에서는 직원 수 5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로 인해 유럽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도 ESG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유럽뿐만 아니라 현재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의 지속가능

변화의 시대, 새로운 기준
 - 2017 국제CSR콘퍼런스 후기

             21기 송미라(micuc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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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숫자로 비교적 명확히 측정될 수 

있는 재무적 요소와는 달리 비재무적 요소는 어

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아라베스크파트너스는 

ESG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툴, 에스-

레이(S-Ray)를 도입해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

고 있었다. 에스레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평가 툴로 4000여개의 기업 정보를 온

라인으로 제공한다. 기술의 융합을 통해 ESG를 

양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인상 깊

었다. 앞으로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뿐만 아니

라 CSR 전반에 에스-레이와 같이 기술을 기반

으로 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활동 과정 전반이 기술을 통해 더 투명하고, 정

밀하게 알려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은 

의무를 뛰어넘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인

식하고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

까 기대된다. 

   최근 한국 몇몇 기업이 경영주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적이 있

다. 반대로, 기업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선행이 

SNS에서 퍼져나가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

다. 굳이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읽지 않더라도 

기업 활동이 쉽게 공중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다.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ESG정보 공시

가 의무화되는 이런 추세 속에서 기업들은 좀 

더 투명한 경영과 기업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새로운 기준

 - 팀 모힌 GRI 회장 

   도미닉 갓맨의 발표 이후, GRI의 회장인 팀 

모힌(Tim Mohin)이 'GRI G4에서 Standard

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GRI G4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읽어봤을 누구나 한번쯤 

봤을 법한 기준이다. GRI는 기업의 지속가능경

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로, 

글로벌 250대 기업들 중 74%가 GRI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 저번에 학회에서 GRI-G4

의 기준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적이 있어서 이번 발표가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팀 모힌 GRI 회장의 약

력을 잠깐 듣고, GRI의 새로운 ‘스탠다드’에 대

해 들을 수 있었다. 회장이라고 하기엔 젊어보

여서 놀랐었는데, GRI는 사기업을 거쳐서 GRI

의 회장이 된 그와 함께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

고 있었다. 지난해 GRI는 가장 널리 쓰이는 가

이드라인 G4를 발전시켜 GRI 스탠다드를 내놓

았다고 한다.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모듈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기

존에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 기준 전체가 바

뀌었지만, 이제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업데

이트 할 수 있다. 그동안 G4 가이드라인을 보

면서 용어가 다소 모호해, 기업 입장에서는 활

용하기 번거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

는데, 이번에 활용하기 쉽게 변한 것 같아 반가

웠다. 기존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

련되었으니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더욱 활발히 

발간되길 바란다.

   한편, GRI는 유앤글로벌컴팩트와 협업해 

SDGs 액션 플랫폼을 시행했다고 한다. 학회 활

동 초반에 SDGs와 GRI 등등 새로운 개념들을 

접하면서 이 둘 간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

해왔던 터라 이번 발표를 들으면서 각 기관들이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깨달을 수 있

었다. SDGs가 목표라면, GRI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성과를 측정할 도구인 것이다. 이제 

각 기관들이 경계를 넘나들며 함께 협력하는 모

델을 구축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펑 지라이, 중국의 CSR 트렌드

 ‘자선법 제정’

   마지막으로 '2017 Top 10 CSR trends in 

China'라는 주제로 중국 CSR연구소 신타오

(Syntao) 소속 펑 지라이(Peng Jilai) 컨설턴트

의 발표가 있었다. 한국과 밀접한 정치, 경제적 

관계를 맺어온 이웃나라 중국의 CSR 지형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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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할까 기대하면서 들었다. 기존의 CSR은 어느 

정도 정착한 대기업, 선진국 중심이었다면, 현

재는 중소기업, 개발도상국에까지 CSR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파리기후

변화협약에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을 포함한 195개 당사국을 탄소 배출 감축의무

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최근 환경 관련 

이슈가 뜨거웠던 중국 또한 감축의무를 지게 되

었다. 그렇기에 중국이 환경 CSR 관련 어떤 움

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했다.

   펑지라이는 중국의 CSR을 총 10가지 키워드

로 설명했다. 먼저, 그 중 환경 관련 변화를 보

자면, 중국 정부에서 녹색 소비를 권장하기 위

해 정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녹색채권의 규모가 32조

원을 웃돌 정도로, 녹색 금융도 빠르게 성장했

으며, 정부는 녹색 금융에도 관심을 갖고, 시장

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앞서 도미닉 갓

맨 파트너의 발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ESG정

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또, 중국 

내에서 CSR 활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중

국 정부가 현재 빈곤경감을 SDGs 제 1의 목표

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5,500

만명 이상이 빈곤하게 살고 있으며, 빈곤층들

이 자생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CSR을 추

진하고, 중국 정부에서도 이를 유도하고 있다

고 한다. 그밖에 자선법이 통과되는 등 중국 내

부에서도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 지속가능성, 

특히 환경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국

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런 대규모의 콘퍼런스를 참가

한 건 거의 처음이라서 이번 콘퍼런스 참가는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왔다. 특히 콘퍼런스의 규

모와 열기에 놀랐다.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

었던 것은, 일각에선 CSR 회의론 내지 무용론

이 일고 있긴 하지만,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

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CSR, 사회적 경제 등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분

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

다. 올해 서울대 지속가능경영학회에 들어와서 

CSR 분야를 탐색하면서 놀랐던 것은 생각보다 

컨설팅, 임팩트 투자 등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

에서 CSR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 세

계 곳곳에서 CSR에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

다는 걸,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이 분야를 꿈꾸

고 있다는 것을 콘퍼런스 현장에서 느낄 수 있

었다. 

   공식적인 콘퍼런스가 끝나고 청년들을 대상

으로 한 미래포럼 발족식이 열렸다. 이날 함께 

지속가능경영학회에 참가한 회장님, 대회협력

부장님과 함께 발족식에 참가해 이종재 코스리 

대표님의 환영사를 듣고, 미래포럼에 관한 이야

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뒷풀이에 가서 여

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CSR학

회원들과 함께 참가해서 더욱 뜻 깊었다. 다음 

해에는 어떤 주제로 콘퍼런스가 열릴지 기대된

다. 다음 학기부터 시작될 미래포럼에서 학회원

들과 즐겁게 참여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CSR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준 코스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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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 년간 미세먼지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가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고 국내 많은 기업 역시 미세먼지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나름대로의 대응 방

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6년 6월 3

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공표하여 미세

먼지 농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특별대책은 새로운 것이 없이 과

거에 발표했던 내용들과 비슷하고 미세먼지 위

험 농도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 등

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근본적인 관리 및 해

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우창, 2016) 이렇

게 미세 먼지 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나 지자체 또한 미세 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기업 및 지자체의 대응

   기업의 미세먼지 관리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후에 살펴볼 롯

데 홈쇼핑과 같이 대기오염 등의 환경 관련 이

슈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기업의 활동이

다. 이는 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촉

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미세먼지 문제 해

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는 미세먼지 발생 및 관리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의 대응을 살펴보

자. 예컨대 1차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연료연

소시설을 갖춘 기업은 시설 및 기구의 성능강

화, 저감 시설 마련 등의 대책을 통해 1차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또

한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경우 미세 먼지

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거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제품을 설계할 수 있다. 

  기업 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역시 미세

먼지 저감 노력에 발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디

젤 자동차를 대기오염의 주원인 중 하나로 보았

으며, 서울시는 이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

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디젤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한 사

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경기도 시는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계획을 변경하긴 했지만 미세먼지 

입자를 줄이기 위한 인공 강우 실험을 계획하기

도 했다.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으로 본 기업의 CSR

 21기 위세라 (wiesera@naver.com)

[SNUCSR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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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홈쇼핑의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기업과 지자체가 각종 연구와 기술을 통해 미

세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와 사후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캠페인

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

여주는 기업이 있다. 롯데 홈쇼핑이 2017년 6

월 진행한 ‘stop 미세먼지 캠페인’이 그 예이다. 

롯데 홈쇼핑은 주문 건당 1004원이 기부되는 

릴레이 나눔 프로그램 나눔릴레이 '천사데이’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 1억 원을 환경재단에 미세

먼지 방지 기금으로 전달하였으며, 이어서 미세

먼지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며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의식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롯데 홈쇼핑 임직원 봉사단이 참여한 ‘STOP! 

미세먼지, GO! 에코마켓’ 행사에서는 세계환경

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 참여형 환경 축제를 만

들어나갔다. 이 행사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공연

이 펼쳐졌으며 각계 인사들의 애장품과 홈쇼핑

을 통해 판매되었던 물품을 에코마켓에서 판매

하여  수익금 전액을 미세먼지 방지 기금으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롯데 홈쇼핑의 환경 캠페인

은 홈쇼핑이라는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에 맞게 

에코 마켓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여 사람들에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하지만 롯데 홈쇼핑의 미세먼지 관련 캠페인

이 실제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단순히 환경 단체

에 기금을 전달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미세 먼지 저감을 꾀할 수 있는지 

밝힌 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세먼지가 중

요한 환경적 이슈로 대두된 지 얼마 되지 않았

고 측정 방법이나 기준 역시 아직까지는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분명한 목

표를 설정하였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

려한 만큼 사후 결과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

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법이 ‘모금을 통한 기부금 전달’이라는 한 가

지 방식에만 그친다는 것 역시 아쉽다. 보다 다

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아 

캠페인에 동참하게 하고 기업 역시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순히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롯데마트의 환경 캠페인

  롯데 홈쇼핑이 전범으로 삼을 수 있는 환경 캠

페인으로 모회사를 같이 하는 롯데마트의 환경 

보호 활동을 꼽을 수 있다. 롯데마트는 201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

정하고 감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 앞서 구체

적인 목표 감축량을 발표했다. 롯데마트는 유통

업이라는 사업의 특성 상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를 감축하겠다는 목표

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보이고 있고, 이 목표 달

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롯데마트는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어울

림 푸르림’이라는 나무 심기 캠페인을 통해 매

년 5000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절감을 꾀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와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에 총 144대의 급속 충전기 인프라

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두 캠페인이 사

업 외부에서 진행된 것이었다면 롯데마트는 사

업 내부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유통 매장의 환경

경영시스템, 설비, 에너지 절감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해 우수한 친환경 유통매장을 ‘녹색매

장’으로 지정하는데, 롯데마트는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유통매장 중 가장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녹색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롯데마트

는 점포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 점포의 

유리 벽면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열차단 

필름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 노력을 보인다. 이렇게 롯데마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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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내, 외적으로 다양

한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이 나아갈 길

   환경 관련 이슈가 복잡해지고 해결을 요구하

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롯데 홈쇼핑을 비롯한 

기업들은 앞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어

떤 방향으로 진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환경

보호 활동이 단순히 시혜적 성격의 부가적 활동

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는 것을 기업 스스로도 인식해야 하고 이를 사

람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결

하려는 환경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

야 하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

요하다. 미세먼지의 경우 배출원이 매우 다양하

고 실외 뿐 아니라 실내에서 배출되는 미세 먼

지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저감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책

임을 인식하고 저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전술했

듯 미세먼지의 배출원은 다양하고 실생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그리

고 이러한 활동이 단순히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

면 안 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김우창, 특별한 것이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

책, 환경논총 vol.58, pp.47-58, 2016.

장영기, 미세먼지 오염의 현황과 문제점, 환경논총 

vol.58, pp.4-13, 2016.

롯데홈쇼핑, 환경재단과 ‘stop 미세먼지’ 캠페

인 진행, 아시아경제, 2017-06-02.http://

view.asiae.co.kr/news/view.htm?idxno= 

2017060208230967540

롯데홈쇼핑, ‘천사데이’…주문 건당 1004원 나

눔 릴레이, 서울신문, 2017-04-26.http://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 

20170427038001&wlog_tag3=naver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개인과 지자체의 노력, CSR저

널, 2017-05-30 

http://www.sjournal.kr/news/articleView.

html?idxno=210

“이것이 진정한 환경보호”…롯데마트, “올해 이산화

탄소 2만 1000톤 감축할 것”, 넥스트데일리, 2017-

02-21.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

html?id=201702218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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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들어가며

   TV홈쇼핑 산업은 채널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

는 그 특징에 따라 사실상 독점 산업의 형태로 

운영되어왔다. 그에 따라 홈쇼핑 업체와 상품공

급업체 간에 일종의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상품공급업체들이 다

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TV홈쇼핑이라

는 판매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홈쇼핑 업체

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

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일례로 2014년 당시, 건강식품업체 A사 대표 

문 모 씨는 홈쇼핑 업체 구매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기도 했고,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으로 재직

한 신 씨는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재현, 2014) 모두 상품공급

업체들이 홈쇼핑 업체로부터 자리를 따내기 위

해, 또는 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에 해

당되는 황금 시간대에 판매를 진행하기 위해 행

한 부정 청탁이었다.

   ‘갑을논란’은 업체 선정 과정에 그치지 않는

다. 일단 업체로 선정되더라도 홈쇼핑 업체들은 

상품공급업체들에게 부조리한 요구를 지속해왔

다. 원하지 않는 사은품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

나, 유명연예인을 섭외하여 출연료를 대신 내

도록 했으며, 판촉비를 고스란히 전가하는가 하

면, 가격을 일방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일도 빈

번하다고 한다. (현유진, 2014) 상품공급업체

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

라는 명분으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도록 강

요하고, 유명 연예인을 섭외하도록 하여 비용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이다. 이러한 억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끊어

 21기 배홍선(qoghdtjs@snu.ac.kr)

 20기 정병수(hotforeverzz@naver.com)

 20기 정   진(jeong_0504@naver.com)

[공정운영 Report]

TV 홈쇼핑 산업에서 유통 채널과 납품 업체의 
권력 구조 개선에 관한 고찰

- 인터넷 쇼핑 오픈마켓 시장의 변화를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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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일 또한 많았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홈쇼핑 산업의 문제와 여러 

주체들의 해결노력 및 한계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또한, 같은 쇼핑 산업의 일종인 인터넷 

쇼핑 산업에서, 특정 오픈 마켓의 독점에서부터 

소셜 커머스의 약진, 스토어팜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판매 플랫폼의 발생과 같은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홈쇼핑 산업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지 개선점을 생각해 보려 한다.

II. 홈쇼핑 산업의 이해와 다방면의 노력

1. 홈쇼핑 산업의 구조 및 현 정책

   일반적으로 홈쇼핑은 가정에서 컴퓨터나 전

화 등으로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의 상품정보

를 보고 물건을 사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서는 ‘하나로 만능 리모콘’과 ‘뻐꾸기 시계’를 

최초로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1995년 유선방

송, 케이블 TV산업의 시작과 함께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두산백과, 2017)

   TV 방송업계는 크게 프로그램공급자와 플랫

폼사업자(종합유선/위성/IPTV 방송사업자 등)

로 구분 가능하며, 홈쇼핑사는 프로그램 공급자

에 속한다. TV 홈쇼핑은 상품에 대한 특징과 정

보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플랫폼사

업자를 통해 유료방송가입자에게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시청자로부터 전화/모바일 등의 수단

을 통해 주문 및 대금을 결제 받은 후 상품을 고

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해 주는 과정을 거치

게 된다. (김성일, 2016) 방송과 유통이 결합된 

일종의 서비스로도 정의할 수 있겠다. (이종원 

외, 2011)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홈쇼핑 업체로는 

1995년에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CJ오쇼핑을 

비롯하여,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농수산홈쇼핑), 홈&쇼핑, 그리고 아

임쇼핑까지 총 7개 업체가 있다. 이들 중 CJ오

쇼핑, GS홈쇼핑은 선발업체로 꼽히며, 롯데홈

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은 2001년에 방송

을 시작하여 후발 3사에 해당한다. 이들 3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배경은 기존 2개 사업

자의 초과이윤이 과도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

의 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

이다. 3개 사업자를 추가승인 함으로써 방송산

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유통구조를 개선하

고, 취약한 분야를 상품 구성시 배려하도록 유

도하였다. (이종원 외, 2011) 그리고 홈&쇼핑

은 2012년 1월, 아임쇼핑은 2015년 7월에 론

칭하여 비교적 최근에 방송을 시작하여 시장에 

진입하였다. (김성일, 2016) 이들 두 업체에 대

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

다.

   채널수의 증가, 모바일 쇼핑 시장의 성장 등

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

되는 추세이지만, TV홈쇼핑 사업은 여전히 확

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TV홈쇼핑에서 확

보한 소비자의 신뢰와 브랜드 이미지는 온라인 

쇼핑 사업의 확고한 초석이 되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배송, 결제의 편의성은 인터넷 쇼핑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들에게 여전히 장점으

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홈쇼핑 사업

자들이 여전히 TV홈쇼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일, 2016) 또한, 최근에는 k-pop 

시장과 한류열풍의 확대로 해외 소비시장 진출 

경로로서 TV홈쇼핑이 주목받고 있다. 매체의 

특성상 판매와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단기

간에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

다. (이종원 외, 2011)

   이처럼 TV홈쇼핑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

장이고 성장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업체들만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납품업체

인 상품공급업체와 일종의 유통업체에 해당하

는 홈쇼핑 업체들 사이에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TV홈쇼핑 회사의 구두 발주, 부당한 계약 변경 

등이 늘어나고 있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

체들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풍선 효과 

또한 발생하고 있다. (박미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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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기본적으로 홈쇼핑채널에 대한 제한

적 승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

유는 방임할 시 시장이 과다하게 성장하여 과다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유치산업을 보호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있다. 또한, 조사

결과 TV 시청자들 역시 TV홈쇼핑 채널수가 “많

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TV 홈쇼핑 

이용경험이 없을수록 이 수치는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그리고 TV홈쇼핑 채널이 필요하다

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반면에, 홈쇼핑 채널

의 편성 위치에는 불만이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지상파방송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집중적으로 편성하여 의도적이지 않은 

시청이 발생하는 등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침해

된다는 주장이다. (정재하 등, 2007) 종합해보

면, 여러모로 홈쇼핑채널 자체를 무분별하게 증

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 홈쇼핑 산업의 자구책 및 한계

2.1.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홈쇼핑 채널에서의 갑을관계 논쟁이 계속되

자 정부는 2016년 9월 8일 TV홈쇼핑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TV홈쇼핑 불합

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주요 내

용을 살펴보면 첫째,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

사 시스템의 개편이 있다. 불합리한 관행에 관

한 항목이 신설되었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배점도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된 재승인 심사항

목 수준을 세분화하여 공개하고, 여러 항목의 

점수를 합쳐 사전에 설정된 커트라인을 넘겨야 

재승인을 하는 ‘과락제’도 도입했다. 둘째, 과징

금 제도가 상향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방송법상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이 1억원 

이내였지만 개선 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

금으로 물게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시 공정거

래법에 따라 납품 금액의 2%까지만 과징금으로 

징수했던 것과 달리 납품 금액의 100%까지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밖에도 TV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를 매년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ARS할인비, 무이자

할부비, 사은품, 경품 등 납품업체가 추가로 부

담하는 비용이 TV홈쇼핑사별로 얼마인지 비교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방침을 냈고, TV홈쇼핑

사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과 정률수수료 조

건의 방송 비율 등을 공개해 납품업체 보호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규제의 대상이 된 홈쇼핑 채널들은 ‘납품업

체 보호지원과 관련된 중요 항목을 공개하겠다’

는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 홈쇼핑 회사

별 설립 목적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편성 비율

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육성을 목

적으로 설립된 우리홈쇼핑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인수한 롯데홈쇼핑과 당초 설립 목적

이 중소기업 육성인 홈앤쇼핑, 공영홈쇼핑이 그 

예다. 또, 갑질 행태 개선과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확대를 동일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

기도 한다.

   중소납품업체 측에서도 개선방안이 유명무

실하다며 그다지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 중소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프라임 시간대에 방

송을 배정해야 하는데, 개선방안에도 이에 대

한 강제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

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

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

르면 중소기업에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설립된 

홈앤쇼핑의 경우에도 2013년부터 2016년 8월

까지 방송된 대기업 제품 중 절반이 훌쩍 넘는 

59.3%를 프라임 시간대에 편성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제품이 프라임 시간대에 편성된 비율

은 약 16%에 그쳤다. 납품업체의 재고 부담 완

화를 위해 추가 방송을 편성토록 하는 방안 역시 

정확한 기준이 적시돼 있지 않아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크다고 주장한다. 재고 처리를 위해 방송

을 추가로 편성할 경우 판매 가격은 떨어지고 홈

쇼핑사에 내는 수수료는 올라가기 때문에 납품

업체의 부담을 전혀 줄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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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홈쇼핑 채널: 아임쇼핑과 홈앤쇼핑

   아임쇼핑과 홈앤쇼핑이 생기기 전의 홈쇼핑 

채널은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사업

체로 구성된 독과점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홈쇼핑 채널들에 대해 높은 판매수수료율과 

불합리한 거래관행 등 중소기업 납품업체들에

게 불리한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임쇼핑과 홈앤쇼

핑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1

년 홈앤쇼핑의 출범을 선두로 대기업 위주의 독

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TV홈쇼핑 산업 내

에서 중소기업과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하겠다

는 명분을 가지고 개국되었다. 두 TV홈쇼핑 채

널은 정부의 승인 하에서 이루어지는 TV홈쇼핑 

사업이 지니고 있는 폐해에 대해 정부와 중소

기업계의 주도하에서 일종의 자정작용을 시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공영홈쇼핑인 아임쇼

핑의 경우 중소기업유통센터(50%), 농협경제지

주(45%), 수산업협통조합중앙회(5%)가 출자하

였으며 회사의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공익적인 목적에만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경필, 2015)

   개국 이후 두 TV홈쇼핑 채널은 급속한 성장

폭을 보이며 빠르게 중소기업의 판로로 자리 잡

는 모습을 보였다. 홈앤쇼핑의 경우 2011년 설

립 이후 5년 만에 취급고 2조 110억 원을 기록, 

홈쇼핑 업계 5위로 올라서면서 대기업이 운영

하는 홈쇼핑 채널들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아

임쇼핑은 개국년도인 2015년 3분기에 649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하였고 지난 해 같은 기간에 

1926억원의 판매액을 올리면서 매서운 성장폭

을 보여주고 있다. 아임쇼핑의 경우 비록 아직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이지만 2015년 190억에 

달하던 당기순손실의 폭을 2016년에는 94억 

원까지 줄였으며, 중소기업청은 2018년에 아임

쇼핑이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기

도 했다(변상이, 2017).

   두 홈쇼핑 채널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임쇼핑의 경우 

각급 지자체와 협약을 추진하여 지역 우수상품

을 발굴하고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또 

혁신제품과 지역특화 제품 등을 위한 전용 프로

그램을 운영하면서 혁신상품의 방송편성 비중

(12.7% -> 17%)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익

성 추구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아임쇼핑은 

판매수수료를 매출액의 23% 수준으로 낮게 설

정하기도 하였다. 기존 홈쇼핑 업계 평균 판매

수수료는 34%로 중소 납품업체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부담 중 하나였는데 이를 크게 줄인 것이

다(강경필, 2015).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협력

사를 지원하기 위해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300억원에서 출발한 상생펀드 조성액

은 2016년에 700억원 규모로 늘어났으며, 시

중 금리 대비 2%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업

체당 10억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 홈앤

쇼핑은 초과이익에 대한 성과공유제도 운영 중

이다. 매출기여도가 높은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연간 목표액을 넘는 초과이익의 최대 20%

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2013년 이후 3

년 간 약 16억 원이 협력업체들에게 되돌아갔

다. (조문술, 2017)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홈앤쇼핑의 실질수수료는 18.3%로 경

쟁 홈쇼핑업체들의 25~33%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에 해당한다. 홈앤쇼핑 측은 이에 대해 매

출에서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모바일(10%

대)의 판매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더해서 대규모 판촉 비용을 전액 부

담하거나 신규 중소 협력사의 첫 제품방송에 수

수료를 5~10% 인하하여 적용하는 등 여러 가

지 경로를 통해 입점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동효정 , 2017)

   그러나 일각에서는 홈앤쇼핑과 아임쇼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밝

힌 바와 같이 홈앤쇼핑의 수수료율이 낮은 이유

는 모바일 거래의 비중이 높은 탓이 크다. 또한 

홈앤쇼핑은 더 많은 기업들을 알린다는 명목으

로 제품 당 방송시간이 다른 홈쇼핑보다 20분

가량 짧다. 또 택배비는 2500원으로 경쟁사의 

1900원대보다 비싸 상품공급업체가 체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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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은 30%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 (정태선, 2017) 실제로 홈앤쇼핑의 이러한 

행태는 또다른 중소기업 및 농수산물 전문 홈쇼

핑업체인 ‘아임쇼핑’이 2015년 출범하게 되는 

빌미를 마련해주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윤영

미, 2016) ‘갑질 논란’ 등 홈쇼핑 업계의 고질적

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아임쇼핑의 경

우에도 같은 비난을 받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

해 아임쇼핑이 개국 첫 주 방송한 제품 가운데 

41%가 기존 홈쇼핑에서 판매되었던 제품에 해

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개국 이후 총 

613회의 농·축·수산식품 방송 중 농협경제지주

(387회)와 수협중앙회(161회)의 상품 판매 편

성에만 집중해 아임쇼핑이 주요 주주의 눈치를 

보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강

승태, 2015)

   이는 결국 아임쇼핑과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의 판로 확보라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출범하였

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두 TV홈쇼핑 

채널 또한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라는 사실

을 보여준다. 비록 공익적 취지의 홈쇼핑 채널

이 설립되기는 하였지만 홈쇼핑 산업의 전체 구

조를 살펴보면 정부의 인허가제의 울타리 속에

서 7개의 사업자가 독과점 시장을 나눠먹는 형

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홈쇼

핑의 매출 수수료가 극적으로 인하하거나 TV홈

쇼핑 채널의 갑질이 하루아침에 사그라지는 일

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 홈쇼핑 납품업체: 상품공급자협회

   2016년 2월 29일 홈쇼핑-공급업체 간 상생

과 홈쇼핑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이하 상품공급

자협회)가 출범하였다. 200여개 홈쇼핑 상품공

급자 회원사들이 상품공급자의 권익을 보호하

고, 판로를 개척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단

체다. 당해 5월에 취입한 이창한 협회장에 따르

면 상품공급자협회는 TV홈쇼핑사의 관계를 협

력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홈쇼핑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갑을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품공급자협회는 공동사업을 통해 

상품 제조, 구매, 배송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로의 판로도 개척하려는 과제를 가지고 있

다. 출범 이후 상품공급자협회는 중소기업형 리

테일인 한국T-커머스, 그리고 공영홈쇼핑과 업

무협약을 맺으며 중소기업 납품업체들이 납품

을 받는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

력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홈쇼핑채널사업자, 납품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홈쇼핑 산업에서의 불공

정 관행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홈쇼

핑 사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산업구조 아래

서 ‘갑질’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그 효과성 

측면에서 의문이 든다. 예전에는 채널수가 제한

되어있어서 방송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홈쇼

핑 채널을 규제하였다. 현재는 기술발전으로 인

해 채널을 원하면 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종교방송, 낚시방송, 스포츠방송 등 여러 전문

채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쇼핑 채널을 규제하는 것은 기존 홈

쇼핑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라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그들이 ‘갑’일 수밖에 없는 지위를 보장하

면서 불공정 행태만을 개선하려는 것은 모순적

이다. 2014년, 유통업계의 빅뱅인 아마존과 출

판업체 아셰트가 대립한 적이 있었다. 아마존

의 전자책 가격 할인 요구를 아셰트가 거부하

자, 아마존은 예약 판매, 신속 배달 등 특정 서

비스에서 아셰트의 책을 제외시켜 생긴 일이었

다. 이처럼 하나의 유통업체가 수요를 독점하여 

횡포를 부리는 일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시장 

내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홈쇼핑 

산업의 문제가 크다고 보여진다. 아래에서는 이

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오픈마켓 시장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III. 오픈마켓 시장의 독점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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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

인 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

록 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플랫폼을 제공하고 

수수료와 광고비로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

을 지닌다. 현재 주요 오픈마켓에는 G마켓, 옥

션, 11번가가 있고, 시장 점유율은 G마켓 38%, 

11번가 32%, 옥션 26% 순이다. 이 중 G마켓

과 옥션은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고 있고, 11

번가는 SK플래닛이 운영하고 있어 한국 오픈

마켓 시장을 2개의 기업이 과점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언뜻 보면 오픈마켓에 진출한 기

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통해 초과이윤을 얻고 있

을 것만 같다. 그러나 실제로 온라인 쇼핑 시장

은 그 어떤 시장보다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

다. 전자상거래업계에 따르면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의 지난해 영업적자 규모는 1조원을 넘어

섰다. 오픈마켓 시장을 양분하는 주요 브랜드인 

11번가도 지난해 2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 

이는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광고 등 투

자비용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이 

처음부터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는 오

픈마켓 시장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 산업의 양

태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홈쇼핑 산업 문

제의 해결책을 파악하고자 한다.

3.1. 오픈마켓의 독점 체제

   90년대 후반 온라인 쇼핑 시장에 옥션이 등

장하며 오픈마켓 시장을 새로 열었을 때는 지금

의 경쟁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2003

년까지 꽤 오랜 기간 옥션의 독주가 이어졌고, 

이어 2004년 G마켓이 등장하면서 경쟁이 시작

되었다. 동시에 오픈마켓 시장은 빠르게 성장

하여 2009년 기준 6조 5000억원의 시장 규모

를 달성하였고, 옥션과 G마켓의 점유율이 도합 

90%가 넘는 양강 체제가 지속되었다. 이후 CJ, 

GS, SK 등 많은 대기업들도 오픈마켓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업을 접

었으며 유일하게 살아남은 SK의 11번가 역시 

미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2009년 4월 옥션이 G마켓을 인수하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옥션과 G마켓의 점유율의 합이 

90%에 육박했다는 점을 볼 때 둘의 기업결합으

로 인해 독점이 형성될 것이 불 보듯 뻔했기에 

많은 사람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존에

도 옥션과 G마켓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판매자

들이 오픈마켓 측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

는 상황에서 오픈마켓의 갑질 행태가 더 심해질

까 하는 우려였다. 실제로 당시 G마켓 수수료는 

12% 정도로 타 오픈마켓 수수료에 비해 50%나 

더 비싼 수준이었다. 독점의 폐해가 있을 것이

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

업결합을 승인한 이유는 당시 온라인 쇼핑 시장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쇼핑에서 독점

이 이어지자 자연스럽게 시장에 변화가 일기 시

작했던 것이다. 오픈마켓 높은 수수료와 과도한 

광고비로 인해 1인 쇼핑몰이 붐을 일기 시작했

고, CJ몰과 같은 대형 종합쇼핑몰과 포털 등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

태의 온라인 시장 판로가 개척되자 오픈마켓의 

경쟁자가 다수라고 간주한 공정거래위원회가 3

년간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기업 결

합을 승인한 것이다.

3.2. 소셜커머스의 등장

   공정위의 생각처럼 오픈마켓의 새로운 경쟁

자들이 등장한 것은 맞지만 사실 이 시기까지도 

오픈마켓을 이길 수 있는 플랫폼은 없다는 것

에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2010년 티몬을 필두

로 소셜커머스라는 플랫폼이 예기치 못하게 등

장하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에 거대한 지각변동

이 일어났다. 처음에 소셜커머스는 서비스업과 

숙박업체들을 중심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했으나 

공산품의 판매로 확대했고, 온라인 쇼핑 시장의 

커다란 변수가 되었다. 판매자의 입장에 선 중

소기업들은 소셜커머스의 등장을 환영하지 않

을 수 없었다. 오픈마켓의 비싼 수수료와 광고

비와 달리 저렴한 광고비에도 노출이 많이 되었

고, 대량 구매가 이루어졌기에 상품을 많이 팔 



Summer 2017 vol.28    61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오픈마켓을 위협하는 

경쟁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

자와 납품업체의 힘이 점차 균형을 맞춰가기 시

작했다. 이 때문에 수수료, 광고비 등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가 개선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 소셜커머스는 점차 오픈마켓화 

되면서 기존의 소셜커머스의 장점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소셜커머스 업계의 선두인 쿠팡의 경

우 대단위의 물류센터를 지어 직접 배송하는 형

태로 변화하며 최저가 정책을 고수했고, 이에 

따라 공급업체를 압박하는 오픈마켓의 횡포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쿠팡은 배송인력

의 인권 문제, 지속적인 적자 등으로 투자금 1

조를 2년만에 소진하면서 성공과 실패의 기로

에 서 있다. 기존의 지배적인 기업을 위협하던 

새로운 개념의 기업이 성장기에 접어들며 그 동

력을 잃으면 또 다른 기업이 나타나듯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기존 플랫폼을 위협하는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삼성, 카카오, 구글, 네

이버 등 IT기업들의 진출이 바로 그것이다.

3.3. IT기업의 온라인 쇼핑 시장 진출

 : 네이버 ‘스토어팜’

   최근 IT기업들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 진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존 사업자들을 가

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네이버다. 네이버

는 최근 무료 온라인판매 플랫폼 ‘스토어팜’을 

선보였다. 네이버는 과거 오픈마켓형 서비스인 

‘샵N’을 출시했다가 전자상거래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는데 이번에

도 기존 사업자들은 네이버의 마켓파워를 위협

적으로 느끼고 있다. 네이버는 스토어팜이 오픈

마켓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방어하고 있지만 수

수료 없이 누구나 무료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더욱 그들을 위협한다. 특히 오픈

마켓을 통해 수수료와 광고비를 지불했던 납품

업체들은 스토어팜을 통해 결제 수수료만을 지

불하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또, 좋은 상품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

들에게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상생에 힘쓰

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오픈마켓이 독과점을 하며 지

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시장에서 스스로 일어

난 것이다. 다시 말해 독점의 폐해가 판로의 다

양화와 대기업과 납품업체 간 힘의 균등화를 통

해 해소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홈쇼핑 시장의 

문제 역시 오픈마켓 시장의 변화와 같이 중소기

업체들의 판로를 다양화하고, 납품업체인 중소

기업과 홈쇼핑 채널의 힘의 균등화를 이뤄냄으

로써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V. 해결방안

1. T-커머스의 활성화

   앞서 살펴봤듯이 TV홈쇼핑의 가장 큰 문제는 

제한된 채널과 황금 시간대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경쟁에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단순히 채

널이나 판매 경로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T-커머스가 있다. T-커머스란 TV와 상

거래(Commerce)가 결합된 단어로 디지털방송 

환경에서 리모컨을 활용하여 상품 검색, 구매, 

결제 등의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다

시 말해, TV를 보면서 리모컨으로 쇼핑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T-커머스는 TV홈쇼핑과 온라

인쇼핑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홈쇼핑

의 경우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지만, T-커머

스는 시청자가 상품을 직접 검색하고 쇼핑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차이점이 있다. (한경비즈니스, 

2016)

   T-커머스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일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연관상품이 화면에 뜨

는 연동형이 있고, 기존의 홈쇼핑처럼 채널 번

호를 받아서 운영하는 독립형이 있다. 독립형의 

경우 시청자가 리모콘으로 상품을 검색하고 원

하는 광고 VOD를 시청할 수도 있다. (문용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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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동형 T-커머스의 예시

그림2. 독립형 T-커머스의 예시

   T-커머스의 가치는 홈쇼핑 채널확대와 황금

시간대의 가치 감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허가를 받은 10개 사업자가 2015

년부터 모두 시장에 뛰어들면서 TV를 이용한 

홈쇼핑 채널 자체가 늘어난 효과가 있다. 납품

업체입장에서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홈쇼

핑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또한, 독립형 T-커머스의 경우, 언제든 상품 검

색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특

징이 있다. 따라서 꼭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좋은 상품이라면 시청자가 

자유롭게 검색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생

긴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홈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고질적인 권력구조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하지만 T-커머스의 한계 또한 드러나고 있다. 

우선 T-커머스가 가능한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

자 수가 아직 적다. 따라서 TV홈쇼핑의 매출액

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T-커머

스의 핵심인 리모컨 주문은 여전히 전체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50~60대 주부들이 리

모컨 결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연진, 

2016) 그러나 이러한 한계들은 대부분 아직 T-

커머스가 걸음마 단계를 겪고 있기 때문에 나타

나고 있고, 시간이 지난다면 TV홈쇼핑에서 상

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한

다. T-커머스 업체 자체에서 더욱 더 좋은 상품

을 판매하고, 편리한 결제 방식을 택하려는 노

력 또한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2. 채널 연번제 실시

   TV홈쇼핑이 야기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대기업 홈쇼핑 업체들이 지상파 채널들 사이사

이에 끼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납품업체들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대할 

수 있는 대기업 홈쇼핑 업체들에 납품을 희망하

게 되었고, 희망하는 업체들 사이에 경쟁이 심

해지면서 다양한 비리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된 대안으로 채널 연번제가 있다. 

채널 연번제란 TV홈쇼핑과 T-커머스 방송 채

널들을 모두 한쪽으로 모으는 방법이다. 연번제

를 통해서 유사성격 방송을 묶어서 배치함으로

써 시청자의 접근성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김

승규, 2015) 대기업 홈쇼핑 채널들의 횡포를 방

지하는 부가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미 스포츠나 드라마와 관련된 케이블 채널들은 

연번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홈쇼핑 업체들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누

려온 ‘재핑(Zapping)’ 효과를 포기해야 한다. 

지상파 채널 사이에 위치하여 비자발적인 시

청을 유도할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매출 감소로 이

어질 수 있다. (김승규, 2015) 또한, 홈쇼핑 채

널 연번제가 종편 특혜에 해당된다는 논란이 있

다. 홈쇼핑 채널들이 뒤로 빠진 자리를 일부 종

편 채널들이 메움으로써 더 높은 시청률을 확보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정철운, 정민경, 2015)

   하지만 채널 연번제를 실시함으로써 장기적

으로 납품업체는 홈쇼핑업체에 지불하는 수수

료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홈쇼핑 업

체 역시 채널 번호를 뒤로 이동함으로써 방송사

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

이다. 수수료와 관련된 여러 비리들이 근절될 



Summer 2017 vol.28    63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이유다. 시

청자들의 불필요한 충동구매를 방지하고, 관련 

채널을 모아서 생기는 편리함이 증대되는 것은 

덤이다. 따라서 채널 연번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3. 중소기업 지원 기금 마련

   대형 홈쇼핑 채널에 물건을 공급하는 중소기

업들의 자생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금을 마련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정부의 허

가나 승인을 받는 지상파 방송, 홈쇼핑 채널, 종

편과 보도채널, IPTV 등 방송 사업자들은 방송

통신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무성과의 일정 

비율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정부에 납부하도

록 되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산한 2016

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액은 약 2260억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 그 중에

서도 홈쇼핑 채널의 경우 독점적 지위를 강하게 

누리고 있고 공익적 성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총액 중 13%에 해당하는 분

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국들이 평균

적으로 3%대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케이블

의 경우 평균 2% 정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홈쇼핑 채널이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국가가 홈쇼핑 채널의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분담률을 낮춰주는 대신 홈쇼핑 채

널들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홈

쇼핑 채널의 입장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금의 총

액은 동일하지만, 중소기업 기금을 통해 신제품 

개발 등 홈쇼핑 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의 질이 

높아질 경우 매출 증대와 함께 홈쇼핑 채널의 

수익 구조 또한 개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한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중소기

업의 활성화를 돕는 기금 마련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좋은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지도 아래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 외에

도 홈쇼핑사들은 자발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기

금 마련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대 홈쇼핑의 경

우 2009년부터 중소 협력사를 선정하여 각각 

5000만원씩 총 3억원의 상품 개발기금을 지원

하고 있으며 GS홈쇼핑은 해외 홈쇼핑에 진출하

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방송영상 제작이나 상품 

현지화 비용을 최대 2500만원 한도로 지원하

고 있다. 또 GS홈쇼핑 CJ오쇼핑 등 주요 홈쇼핑 

채널 6 곳은 2013년부터 2000억 규모의 중소

기업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

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펀드를 통해서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 저렴하게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

다. 이러한 펀드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면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홈쇼핑 산업 생

태계 안정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Ⅴ. 결론

   대기업 홈쇼핑사들이 합심하여 중소기업 펀

드를 조성하는 등 홈쇼핑 산업 내에서 상생 분

위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본론에

서 살펴보았듯이 홈쇼핑 업계 내에서 홈쇼핑 채

널과 중소기업 납품업체들 사이의 갑을 관계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

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이

유는 홈쇼핑 채널이 소수 대기업 중심의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매출을 보장하는 소

수의 홈쇼핑 채널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홈

쇼핑 채널의 부당한 요구를 속수무책으로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홈쇼핑 업계의 과점적 산업구조

에서 발생하는 갑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오픈마

켓 시장의 변화 과정을 통해 찾아보고자 하였

다. 오픈마켓 시장은 기존에 G마켓, 옥션, 11번

가가 주도하는 과점적 체제에 머물렀지만 소셜

커머스가 등장하면서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었

고 종국적으로는 소상공인이라는 블루오션 채

널을 찾아 네이버 스토어팜이 출범하면서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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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가 확대되는 결과를 낳

았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시장에 신규 유통 채

널들이 유입하면서 경쟁을 벌인 결과 소규모 납

품업체들에게 판로 확대를 가져다 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홈쇼핑 채널에서도 

T-커머스라는 새로운 유통 채널이 등장하면서 

홈쇼핑 채널과 납품업체 사이의 갑을관계 문제

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T-

커머스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홈쇼핑 채널의 ‘황금 

시간대’를 놓고 다수의 납품업체가 경쟁하는 구

도를 얼마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T-

커머스 채널의 확대는 홈쇼핑 유통 채널 사이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납품업체의 채널 선택권과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유통 채널 간의 경쟁 확대는 유통 채

널과 납품 업체 사이의 권력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유

통 채널 간의 경쟁이 지나쳐 과당경쟁이 될 경

우 예상되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경쟁 과정

에서 생기는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유

통 채널들이 납품업체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시

장에 맡겨두기 보다 ‘채널 연번제’와 같은 제도

적인 보완책의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채널 연

번제를 실시할 경우 홈쇼핑 채널의 지출 구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방송 송출 수

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홈쇼핑 채

널들은 지상파 채널 사이의 채널 번호를 얻어 

채널을 돌리는 소비자들을 붙잡아 두는 ‘재핑

(Zapping)’ 효과를 기대하는데 이를 위해서 막

대한 액수의 송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홈

쇼핑 채널을 모두 특정한 번호대에 묶어 두는 

채널 연번제를 실시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문제 해소나 정

부 차원의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

겠지만 홈쇼핑 산업 내에서 자발적인 문제 해결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미 홈쇼핑 대기업들

은 중소기업 펀드나 각종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노력들이 조금 더 실효성을 갖추고 그 규모

가 커진다면 홈쇼핑 산업의 바람직한 생태계 구

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CSR에 참여

하고 있는 홈쇼핑 대기업들의 인식도 변화할 필

요가 있다. CSR을 단순히 중소기업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장기적인 관점

에서 납품업체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부터 납품되는 제품의 질이 향상되고 또 경쟁력 

있는 공급업체와 상호 신뢰를 구축한다면 자사

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홈쇼핑사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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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말, 우리는 CSR을 매개로 하여 일본에서 

온 쿠리무라 유키코 씨와 교류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유키코 씨는 CSR에 관심이 많은 일본 

학생으로 고려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었

다. 그녀는 가쿠슈인대학교 국제사회과학부에 

재학 중이며 세계 각국의 CSR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고, 한국의 CSR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SNUCSR의 세션에 참여하고, 학회원

들에게 CSR 의식에 대한 설문도 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고, 인터뷰도 함께 진행하였다. 

Q. 어떻게 CSR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A.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면 기업 경영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프로그램의 한 꼭지로 

UNGC에서 나오신 강의자의 강의를 들을 기회

가 있었는데 이 때 처음으로 CSR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매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학에 다니

는 지금까지 CSR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Q. 일본의 CSR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A.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 대중의 CSR 인지도가 매우 낮습니

다. 대기업의 경우 비교적 CSR을 잘 하고 있지

만 시민들의 인식이 낮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 

증대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은 아직 CSR이 

미진합니다. CSR 활동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CSR의 개념에 대한 인식조차 낮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CSR이 중소기업에 제

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황과 그 해결방법에 있어 

국제적인 CSR과 일본적인 CSR의 대립이 존재

합니다. 일본은 국제적으로 CSR 선진국임을 인

정받기 위해 영어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인 CSR

을 도입하였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대사

회에서 국제적인 흐름을 모르고 CSR을 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논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

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

는 입장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에도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상인들의 산포요시(三方良)라

는 경영철학이 있습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

이 아니라 소비자를 배려하고, 또 사회 전체에 

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철학입니다. 혹자

는 이러한 일본적인 CSR이 있음에도 국제적인 

CSR 도입에만 급급하고, 독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이러한 대립

은 일본의 중소기업에 CSR 정착을 막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Q. 일본은 중소기업 강국이라고 불릴 만큼 중

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데 그 이유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사실 일본도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힘이 그다지 세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대기업 

 20기 정 진(jeong_0504@naver.com)

[Interview]

일본의 CSR을 만나다
 - 고려대학교 교환학생 쿠니무라 유키코 씨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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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도 중소기업에 비해 훨씬 높구요. 그럼에

도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

각합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강하고, 

전문성과 자부심이 있어 장인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세 상인들

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가업을 이어 받곤 합니다. 이러

한 경쟁력과 문화가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었다

고 생각합니다.

Q. 일본이 비교적 CSR을 잘 하고 있다고 하셨

는데 CSR 부서의 기업 내 위상은 어떤가요?

A. 일본 CSR 부서도 기업 내에서 그다지 힘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명목상으로 CSR 부서를 만들어 놓기

도 합니다. 때문에 심지어 부서 내에서도 CSR

에 대해 모르는 직원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은 일본의 CSR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Q. 한국의 CSR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세요?

A. 우선 일본의 CSR 보고서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자면 SDG(지속가능개발목표)와 

ISO26000을 이용하여 기업이 수행한 CSR의 

‘내용’을 보고서를 통해 설명합니다. 형식에 맞

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생

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GRI-G4 기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GRI-G4는 CSR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좋다기

보다는 보고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가

이드라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의 기업들도 앞으로는 SDG를 사용하여 보고하

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집니다. 

Q. 마지막으로 일본의 CSR에 대한 생각을 말

씀해주세요.

A. 일본에서 CSR에 대한 정의는 기업마다 다

릅니다. 일부 기업은 CSR을 자선 사업(주로 

기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CSR의 개념

은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

니라 사업을 수행할 때의 여러 이해 관계자

(stakeholder)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

이고, 이러한 시각도 일본 내에서 점차 퍼져나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CSR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할 때, 거버넌스, 법령 준수, 공급망의 재검

토(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은 수비의 CSR와 공

세의 CSR의 양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세의 CSR은 기업이 보유한 사업이나 기술을 

사회적 문제 해결에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낳는 것입니다. 앞으

로는 그 공세의 CSR 또는 CSV에 많은 사람들

이 관심이 가질 것 같고,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한국은 일본에 20년 뒤져 있다’는 말이 있다. 

CSR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에 20년 뒤쳐져 있

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유키코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근대화 이전부터 기업가 정신을 실천해 온 

일본 상인들의 철학과 그 전통에서 비롯된 양국 

간 CSR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판매자의 입

장에만 머물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자가 진심으로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과 복리 증진

에 기여해야 한다는 일본 상인들의 산포요시 철

학이 일본을 품질력과 장인 정신의 나라로 만

든 것은 아닐까 한다. 오늘날처럼 각국이 하나

의 경제권 안에 들어온 글로벌 시대에 CSR 역

시 협력해야 할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CSR의 

발전에 있어 이웃나라 일본이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SNUCSR과 유키코 

씨의 만남도 그 일부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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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후 

주주보호를 위해 4월 27일 CSR 위원회를 겸임

할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립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통합 삼성물산은 앞으로 삼

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데, 이 지주회사

의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

다는 심산이다. 윤주화 제일모직 사장은 이와 

관련한 기업 설명회에서 “이사회의 독립운영 강

화를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 위

원회를 신설할 것”이라며 “특수관계인 거래, 인

수합병 등 주주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사장은 “위원 중 

1명을 주주권익 보호담당 위원으로 선임해 이

사회와 주주 간 소통을 맡게 할 것”이라고 덧붙

였다. 실제 거버넌스 위원회는 이인호 전 신한

은행장, 김한중 전 연세대 총장, 송광수 전 검찰

총장,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 

삼성그룹, 헤지펀드에 움직이다

   삼성이 이같이 거버넌스 위원회를 만들게 된 

데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주주가

치를 훼손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곧 부정적 여

론에 대한 삼성그룹의 대응인 것이다. 미국의 

폴 싱어가 운영하는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우리

가 잘 아는 론스타와 마찬가지로 헤지펀드를 운

용한다. 엘리엇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사건으

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2015년 제일모

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때 반대표를 들고 삼성을 

공격했던 펀드다. 론스타 때문일까, 우리나라에

서 엘리엇을 포함한 헤지펀드는 단기간에 고수

익을 올리면서 기업 경영에 훼방을 놓는 ‘악의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오히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강력한 힘이 헤지펀

드에 있다고 생각한다. 

   2016년 10월 블레이크 캐피털(Blake 

Capital)과 포터 캐피털(Potter Capital)은 삼

성전자의 경영에 관해 몇가지를 요구하는 서한

을 삼성전자 이사회에 보낸 바 있다. 이들은 삼

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어 미국

의 나스닥에 따로 상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 사업을 모두 총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현 지배구조는 주식 시장

에서의 저평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분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

와 더불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에 독

       21기 이미겸(wdfrost@snu.ac.kr)

CSR 기구로 조명받는.
‘대기업 거버넌스 위원회’

[SNUCSR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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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세 명의 이사를 추가할 것을 함께 요구

하기도 했다. 블레이크 캐피털과 포터 캐피털은 

생소한 이름이지만, 모두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모회사로 두고 있다. 엘리엇의 이름이 여러 차

례 거론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실제로 재벌

가가 이끄는 우리나라 대기업은 앞으로도 헤지

펀드의 좋은 먹잇감일 것이기 때문이다. 

■ 

사외이사제를 넘어선 CSR 기구

   그간의 오명을 뒤로하고, 저자는 헤지펀드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의 진짜 주인인 주

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하나

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비합리적인 

배당금 지급과 재벌가의 불편법적 승계로 대표

되는 불투명한 경영방식은 줄곧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고질적 문제이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주식회사는 소위 순환출자구조로 주식회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재벌 총수들이 소수 지분으로 

거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벌 지배력과 주주권익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

는 대기업은 진정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한편으로 계속해서 엘리엇과 같은 헤

지펀드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행처럼 생겨나고 있는 대기업 거버

넌스 위원회는 이런 헤지펀드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이 마련한 이해관계자와

의 소통 창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

제와는 무엇이 다른가?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

의 상무, 즉,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

사로서 경영진 또는 최대 주주와 일정한 관계가 

없는 사외 출신의 이사를 말한다. 1997년 말 외

환위기 이후 기업부실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

에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

가 본격화되었다. 기업 규모가 확대되고 업무가 

복잡 • 전문화되면서 소수주주들은 경영참여에 

더욱 소극적이 되었고, 최고경영자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어 최고경영자가 선임한 사내이사 

중심의 기존 이사회 운영체제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업경영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사외이

사제가 도입되어, 독립적인 외부전문가가 이사

회 내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진

하고, 견제 •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회사, 주주

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증대를 위한 효율

적 내부견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를 목

적으로 상장법인, 금융투자업자, 은행 등은 사

외이사 도입 의무를 갖는다. 1) 

   그러나 지금의 사외이사는 적극적인 CSR 전

략 추진기구로서 유명무실하다. ‘관피아’ 라

는 말이 있다. 은퇴한 고위 관료들, 판검사, 대

학 교수들이 대기업 사외이사자리를 노리며 재

벌 일가에 머리를 조아리는 풍경이 낯설지 않

다. 정경유착이라는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 경제

력은 사회적 지배력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때문

에 사외이사는 고작해야 재벌과 상생하고, 재벌 

총수에 사회적 힘을 실어주며 재벌 문화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역할밖에는 하지 못한다. 

■ 

주주 행동주의 바람, 그 끝은

   그럼 무엇이 달라야 주주 행동주의 바람에서 

기업은 무너지지 않고 건실한 경영 체계를 구축

할 수 있으며, 소수주주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가?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공헌

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CSR 위원회를 설

치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지만 형식적 운영에 그

치는 곳도 많다”면서 “CSR 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사외이사의 적격성 평가와 

선출이 재벌 총수의 지배력과는 무관하게 공정

해야 하며, 거버넌스 위원회의 독립성이 법률적

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CSR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외이

사제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되 종전과는 달리 

CSR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헤

지펀드의 공격으로 대기업은 지배구조는 이제 

1)  사외이사 제도란? 사외이사인력뱅크 자료실. http://www.
outside-director.or.kr/pds/ODP_info_about.asp (검
색일: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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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주주 행동주의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경영과는 무

관하다. 사실은 건전한 주주 행동주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이어진다. 대기업 거버넌스 위원회가 

앞으로 커져가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  제 일 모 직 ,  “ 거 버 넌 스 위 원 회  신 설 · 배

당 확대.” 건설경제. 2015-06-30. http://

m.cnews.co.kr/m_home/view.jsp?idxno= 

201506301412456570919

2. 삼성전자 ‘거버넌스위원회’  설립.  연합뉴

스. 2017-04-27. http://www.yonhapnews.

co.kr/bulletin/2017/04/27/0200000000A

KR20170427154800003.HTML

3. CSR경영/ 주주행동주의,,, 확산되는 주주행동

주의는 자본시장의 ‘촛불’ 지배구조 취약한 한국 재

벌,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공격 대상. PRESIDENT. 

2017-02-13. http://presidentmedia.kr/

archives/2420

4. 사외이사 제도란? 사외이사인력뱅크 자료실. 

http://www.outside-director.or.kr/pds/ODP_

info_about.asp

5. 재벌 그룹의 거버넌스위원회, 오너 경영 견

제할 수 있을까. BUSINESS POST. 2015-06-

30. http://www.businesspost.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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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지속가능경영전략학회

SNUCSR NETWORK 학회 활동 후기

SNUCSR과 함께 한 1년이 벌써 끝나갑니다. 두 학기 동안의 

활동을 통해,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고민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배우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SNUCSR 학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편집부장으로서 활동한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활동해온 20기, 21기 모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또 만나요

한 학기동안 좋은 사람들과 CSR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또 어떤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될지 기대되네요! 많은 것을 알려준 20기 

분들께 감사하고, 21기 22기도 함께 좋은 학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ㅎㅎ

배우고 고민할 수록 오히려 모르는 것들은 곤란하게도... 더 

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의 

각도도, 또 온도도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CSR을 통해 새로운 

고민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고민들이 서툴게나마 담긴 

학회집을 예뻐해 주세욧

20기 고하늘

21기 권영진

21기 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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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으로서 한 학기 학회를 잘 이끌 수 있을지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번 학기 활동을 시작했는데 벌써 후기를 작성하고 있다니 

기분이 오묘합니다 :) 부족했던 점만 많았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 학기 부족한 회장을 위해 학회 운영을 도와준 20기 

21기 학회원들 정말 많이 감사하고 제가 많이 좋아해요! 정말 

좋은 사람들과 깊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CSR에서 1년 간 활동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2기 리크루팅도 성공적으로 마쳐서 

즐거운 활동 이어나가길 바라요 화이팅!

할까 말까 고민될 때에는 역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졸업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작한 학회 활동은 제 

대학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학회 활동을 하면서 가지각색의 이유로 CSR에 관심 생긴 

학회원들을 만나 매주 금요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 컨퍼런스 등 SNU CSR의 이름으로 소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회지도 내고,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선배기수라는 부담도 들지만, 다음 학기 

지속가능한 학회를 위해 22기 학회원들과 함께 SNU CSR 잘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화이팅!

SNUCSR에서의 한 학기가 금방 지나가버렸네요. 한 학기 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학회원분들과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학회가 끝나고 나서 

가진 뒤풀이 자리도 매우 즐거웠어요. 다음 학기에도 더 재밌고 

즐거운 SNUCSR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기 박지원 

21기 송미라 

21기 배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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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은 지난 학기 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을 정도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매주 학회원들과 만나며 비슷한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만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값진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지만, 

다음 학기에도 계속해서 궁금한 분야에 대해 알아가고 싶습니다. 

SNUCSR 화이팅♡

21기 송지현 

한 학기 동안 학회 활동을 하며 CSR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넓히고 

구체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더없이 뜻 깊은 학기였어요~ 다음 학기 

활동도 정말 기대됩니다! SNUCSR 화이팅~

21기 위세라

어느덧 SNUCSR에서 활동한지 일 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회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학회원의 

한 명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는지 혹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6개월 전에, 

SNUCSR의 잡지를 읽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올바른 곳을 보고 

있다고 썼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많이 고민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다시금 그때를 되돌아보아도 역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올바른 곳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SNUCSR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기 이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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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또 한 학기가 흐르고, 여름이 오고, 새로운 SR이 발간 

되었습니다. 빨리 흘러가버려 아쉽기도 하지만, 멋진 사람들과 

알찬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인연 

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만납시다.

한 학기가 무척 짧게 지나갔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마음 

한켠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각들이 자라나 문득, 무심코 주변의 

불공정하고 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제가 

느낀 지속가능성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것이었나 봅니다. 

또 나름의 물음을 가지고 들어와 함께 답을 찾아나갈 22기와의 

활동도 기대가 됩니다! 

20기 정병수

21기 이미겸 

좋은 사람들과 CSR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배워본 뜻깊은 

한학기였습니다. 20기 21기 모두 수고많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CSR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SNUCSR의 문을 마음껏 두들겨주세요!

벌써 1년이 지나 마지막 활동 후기를 쓰는 시간이 왔네요. 처음 

리쿠르팅 때만 해도 어떻게 한 학기를 꾸려나가나 하는 걱정이 

앞섰는데 지금은 아쉬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지난 학기는 유독 

바쁘고 빠르게 지나갔는데 그 와중에도 좋은 사람들과 만나 

CSR에 대해 이야기하고 추억 쌓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20기, 21기 한 학기 정말 고생했고 고맙고 또 고마워요♡

21기 이상민

20기 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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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동아리를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한 학기 동안 

세션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SR 처음에 내가 쓸 수 

있을지 막막했는데 다 쓰고 나니 뿌듯하네요. 한학기 동안 정말 

재밌었고 다음학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21기 주가영

한 학기 동안 좋은 학회원들과 CSR에 대해서 배워나갈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들어왔던 CSR이란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CSR에 다양한 

하위 항목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CSR 

학회원들과 함께 더 많이 배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기 한승균

안녕하세요. 21기 황윤영입니다~!! 지난 학기 SNUCSR 활동을 

통해 매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열정이 가득한 학회원들과 매주 이야기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즐거운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환경, 인권, 윤리, 노동 등 다양한 주제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의 '착한 활동'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혜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어 기쁩니다. 다음 

학기에도, 앞으로도 SNUCSR에서 하는 활동이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공헌 책임에 관심을 부여함에 더불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 우리 모두 

CSR에 귀를 기울여봐요!

21기 황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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