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2011년도 어느새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 SNUCSR NETWORK와
WISH가 공동 발간하는 Sustainability Review vol.14이 나왔습니다. SNUCSR NETWORK은 기업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사람
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경영에 대해, 친환경사업에서는 생산자 재활용 의무화 제도와 재활용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서는 한국기업 CSR의 문제점과 대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11월 본교에서 열린 한국윤리경영학회 2010 추계학
술대회에 참여하여 회계투명성과 국제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고, 저탄소 경제에 관한‘녹색금융’
이라는 책을 읽고 북리뷰를 실었습
니다. WISH는 이번 호에‘사회적 기업 산업분석’기획특집 기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종사하는 대표적인 산업 분야
인 자원재활용 산업, 문화예술 산업 및 가사·간병/보건 산업을 선택하여 각 산업의 최근 동향 및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
내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성공 및 실패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국내외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통해 향후 과제 및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ustainability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학기 중에도 바쁘게 활동하며 기사 집필에 노력해주신 필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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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통합 경영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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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경영

[기획특집]

경영에 대한 방법을 알아본다.

사회적 기업 산업분석

사회적 기업의 산업별 현황 소개, 사례 연구 및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나아가
야 할 방향 모색

인권경영 관련 규범들을 소개하며 인권

친환경사업
생산자 재활용 의무화 제도와 재활용

26

1부. 자원재활용 산업
- 들어가며 : 자원재활용 산업 개괄, 최근 동향

자원재활용 산업
최근 환경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관심
증대로 인해 각광받고 있는 산업 분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연구하였다.

- 문제점 : Key Issue, 세부적인 문제점들

9
점점 강해지는 환경규제 및 자원문제를 견
디기 위해 재활용관련 제도인 EPR제도와
그 대응책 그리고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국기업 CSR의 문제점과 대안

- 해결방안 연구 : 직업훈련 및 고용관계 개선,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용
- 결론

2부. 문화예술 산업
2010 한국윤리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가 후기
회계투명성과 국제경쟁력

- 들어가며 : 문화예술 산업의 정의,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의 의의
- 성공요인 :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
- 해외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사례: 프랑스 및 미국의 사례

Book Review
녹색경영 : 저탄소 경제, 부(富)의 지도를 바꾼다

- 향후 과제 :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의 과제

3부. 가사·간병/보건 산업
- 가사·간병/보건 산업 현황: 산업 개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13

- 사례 분석: GOODWILL Group의 COMSN, Home Instead SENIOR

33
문화예술 산업
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사회적 기업
들이 성공하기 위한 요인들을 살펴보
고, 해외 사례를 통해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CARE

한국 기업의 CSR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
한 제안을 탐색한다.

Book Review
- 전병길·고영,『새로운 자본주의에 도전하라』

[Introduction Section]
SNUCSR NETWORK

17
2010년 한국윤리경영학회 추계학술대
회에서는 경영학의 제 분야별 윤리경영

WISH

38
가사, 간병/보건 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상 대표적으로 예시
된 사회서비스인 가사, 간병/보건 산업
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해외 사
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황과 그 방향을 제시했다. 그 중 회계
투명성 문제에 대해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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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정작 보고서(COP)를 제출하지 않아 비활동으로 분류되

회복할 수 없었다. 게다가 임금 상승을 제품에 반영시키자는

거나 삭제되는 기업들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폭스콘의 요구를 애플이 받아들이지 않자 애플 사를 가장 큰

또한 100대 기업 중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44

고객으로 가진 OEM업체인 폭스콘은 현재의 고임금을 유지

곳에 그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보고서에 인권 부문 관리 내

하는 대신 공장을 임금이 더 싼 지역으로 옮기려 고심하고 있

용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거나,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 성

다고 한다.

과를 피상적으로 기재해 두는 등 인권과 관련이 없는 성과를
그럴듯하게 포장해 두는 곳도 비일비재하다.

코카콜라도 비슷한 문제로 노동자들이 잇달아 자살해 안
티-코카콜라 운동으로 고전한 바 있다. 또한 유명한 예로 아

하지만 인권 경영이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요즈

동노동과 노동착취로 많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강매운

음, 이제는 인권 관련 리스크를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직결될

동까지 이어졌던 나이키도 있다. 이렇게 인권 경영에 소홀해

수 있는 요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 요구된다.

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이미지를 복구하기 위해 인권경영

따라서 본고의 나머지에서는 관련 사례를 통해 인권통합 경
영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인권경영 관련 규범들을 소개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려 한다.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인권경영을 통해 경쟁 기업들보다 한 발짝 더 멀리 도
약한 기업들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로 영국의 화장품 업체인
더바디샵(The Body Shop)을 들 수 있다.

인권 통합 경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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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경영
박선혜
더바디샵은 인권 보호를 기업의 목표로 삼고 1994년부터 가

들어가며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창설되고 1948년 세계인권선
언, 1966년 국제노동규약 등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규정되었

권에 관한 부분이 강조되는 등 인권 경영에 대한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유엔에서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

지만 기업의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주장된 것은 역사

(UNGC)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이에

가 길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입하는 것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기업의 약속으로,

인식이 발전하면서 인권 통합 경영이 최근 강하게 조명되고

매년 시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전 세

있다.

계적으로 135개국 8천여 기업, 단체가 가입했고, 국내의 현대

이러한 최근의 흐름은 이제 우리 사회의 기업들에게 노동과
인권에 관해서도 의무에 가까운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단순
히 지역 사회의 요구만이 아닌 국제적 기준과 규범, 그리고 거

차, LG전자, KT, 아모레퍼시픽, STX, 신한은행, 한겨레신문
등 177개 기업과 단체가 가입한 상태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인권 경영 관리가 아직은 미흡한 수
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매출 50대 기업 가운데 글로벌

래하는 상대 기업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인권에 관한

콤팩트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28곳에 이른다고 한다.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한 기업들조차, 가입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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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금 마련에 참여해왔고 AIDS

이러한 추세 속에서 ISO 26000과 같은 국제 표준에서도 인
인권 문제를 미리 손 쓰지 못해 시민 단체와 여론의 반발에

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캠페인을 펼쳤

부딪쳐 사업 진전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의 사례는 얼마든

다. 또한 1990년 더바디샵 창업자인 고 아니타 로딕 여사가

지 찾아볼 수 있다.

전쟁이나 자연 재해로 고아가 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

세계 굴지의 기업 중 하나인 애플(APPLE)은 인권 관련 문

립한 칠드런 온 디 엣지(Children on the- Edge)는 현재 루

제로 골머리를 앓은 전력이 있다. 애플 사의 중국 롱후아 폭스

마니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아체 등 전세계 6개국에서 활

콘 공장에서 저임금에 대한 반발 표시로 잇달아 15차례 이상

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바디샵 매장에서는 칠드런 온 디

자살 사건이 일어나 이슈화 된 것이다. 심지어 이를 해결하기

엣지(Children on the Edge)를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 오가

위해 운영진이 현황 점검을 위해 공장에 나온 바로 다음 날에

닉 코튼 백인 백 포 라이프(Bag for Life)를 판매하고 수익금

도 자살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

전액을 보호 아동들을 위해 사용한다.

이로 인해 애플은‘독이 든 사과’
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여론

또한 199년‘더바디숍 인권상’
을 제정해 사회적, 경제적, 문

을 포함해 많은 인권단체의 반발에 부딪쳤다. 결국 이 지역 노

화적 권리를 위해 노력한 단체들을 발굴하고 시상해 재정적

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상승시켰지만 손상된 기업의 이미지는

지원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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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경영의 규범은 그 강제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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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글로벌 콤팩트를 비롯한 여러 규범들의 특징은 대부

(The Guideline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MNE)

있다. 인권운동 측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은 1번과

1976년 처음 발표되고, 2000년에 개정되었으며 올해 2차

분이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권 보호를 위한 행동

같은 높은 강제성을 띠는 국내법으로 기업들의 인권 문제를

개정을 할 예정이다. 다국적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강령을 아무리 많이 채택하고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이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CSR이 많은 주

위해 제정된 가이드라인으로 노동자 권리 존중, 아동노동 근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게

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인

절, 건강 및 안전 기준 충족,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해주는 허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실행하는 것

권경영을 실현하는 정도는 6번의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의 범

있다. 이와 정부가 연계하여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에 국내연

을 전부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외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영역이다.

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그 이상을 요구

락사무소(NCP)가 존재하여 국내기업이 해외 진출 시 인권 침

또한 2009년 전 세계 60개국에서 동시에 아동, 청소년 인권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인권과 경영의

해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호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손 모양의 캠페인 로고는 아동과

바람직한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행해지는 성매매, 성범죄, 폭력 등의 인권침해

각계의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5번의 행동 강령들을 소개

3. 전자산업 행동규범(EICC)

그러므로 기업들의 자율권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으

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하고, 그 외에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범

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인권 부분을 평가

더바디샵은 호평을 받고 영국 소비자연합에서 믿을 수 있는

한다.

이다. 전자산업시민연대(Electronics Industry Citizenship

할 때 국제 표준들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자신들

Coalition)가 발표한 규범으로 노동, 윤리, 환경, 안전보건, 경

의 성과를 기록하는 일이다.

브랜드 2위로 선정되는 등 인기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예들을 보면, 기업이 활동을 하기 위한 환경이 예전

그러나 이를 위해 기업들에게 외부 감사 업체에게 평가를
위탁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영시스템 등 5개 분야에 걸쳐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과는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국제기구들과 인권단

장, 차별 금지, 산업안전, 노동자 경영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

인권 관련 어휘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꺼리거나 평가 시 부적

체, 여론, 시민단체 등이 기업의 활동을 항상 주시하고 있으며

다. 여기에 가입한 기업으로는 삼성, LG, Microsoft, Intel,

절한 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직원들이 차별 받고 있는지를

기업의 인권에 대한 책임을 과거에 비해 더욱 엄격히 묻고 있

HP, Sony가 있다.

판단하는 항목에 이직 건수와 같은 관련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1. 유엔 글로벌 콤팩트

다. 또한 기업의 인권 통합 경영이 이제는 기업의 이미지 관리

참고해 답변하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전략이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전

4. 세계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략이 될 수 있다.

2000년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기업 내부에서 정립하고 이에 맞추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내

그러므로 인권 분야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를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사항이

2009년 6월 당시 통계로 유엔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에는

goal)이 제정되자 정보통신업체들이 산업계의 대응 또한 필

실 있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평가 기준이 정립

다. 우리가 거래하는 상대 외국 기업들에게서 제품이 노동자

150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가, 세계적으로는 7400여 기업과

요하다 판단하여 2001년 만든 단체로 역시 노동자 인권에 관

되고 성과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면 기업 스스로도

착취나 인권 유린 없이 생산되었음을 증명해줄 것을 요구 받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참여기업들이 지켜야 할 10대 원칙을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나라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분발하게 되어 인권 통합 경영이 보다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

거나, 기업 설비를 건립할 때 주민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제시하는 이 규범 중 인권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인권>과 <

SK텔레콤이 가입되어 있다.

으며, 성과가 좋을 시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주지 않을 경우 많은 NGO들의 반발에 부딪치는 등의 사례를

노동>파트로 다음과 같다.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한 예로 삼성과 LG역시 국제 NGO로
부터 분쟁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된 텅스텐 등의 원

것이다.
또한 국제 협약이나 표준 가입 이후에도 이를 지키기 위해

5.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
<인권>

료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으며 애플 사 또한 그렇다고 한다.

원칙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에너지업체들이 기업 활동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를 존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야, 보고서 제출을 게을리해 제명되는

중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자발적인 원칙이다. 미국의 최대

등의 불상사가 없을 것이다. 국내 기업들과 거래하는 세계의

1)

정유회사 엑손모빌, 영국 정유회사 BP등이 가입해 있다.

은 수준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노동>

인권 경영 실천을 위한 제언

(출처: 조효제, 인권경영의 모색,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제5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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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우리기업들에게 인권 관련 책임 이행을 점점 더 높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6. 적도원칙

원칙4: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하며

2003년 금융 투자자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프로젝트 파

그러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인권 경영에 관심을 쏟

원칙5: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철폐하고

이낸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 주

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원칙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민 또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지원을 하지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 중심이며 중소기업들

않기로 한 자발적 행동협약. 현재 27개국 65개 기관이 참여하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고 있다.

1) 이정훈, 인권경영 없이는 기업도 없다, 한겨레21, 제 826호,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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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인권경영이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며, 기업의 크기
와 상관없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이다. 꼭 국제 표준에 가입하
는 등의 일이 아니더라도, 가장 간단하게는 노동자의 기본적
인 권리 보호나 비정규직 보호, 사내 성희롱, 성추행 추방을
위한 노력 역시 인권 통합 경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내 민주주의 정착으로도 인권 경영을 위한 첫 걸음을
뗄 수 있다. 직장 내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권리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엄연한 권리이지만, 많은
기업 내의 위계질서들이 이를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
가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거
나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부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 아
직 많다. 이러한 점을 개선해 사내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
하는 것 역시 이 역시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경영 방식이
다.
인권 통합 경영은 이렇게 매우 간단하고 손쉬운 조치부터 시
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인권 경영이라는 개념이 많은 기업에게
낯설지라도 실은 이는 이미 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등에 포
함되는 범주의 것으로 많은 기업들은 이를 위한 기초를 충분
히 다져왔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업들이 현재 실행하는
CSR전략에 인권 요소를 더 추가하고, 변화하는 인권 통합 경
영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의 인권 경영 성과

친환경사업

생산자 재활용 의무화 제도와 재활용
정현영

를 투명하게 모니터링하며 기업 내/외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
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기업의 보다 장

들어가며

어컨의 경우 많은 양의 구리와 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이 들

요즘 들어 중국 등의 신흥국들과 강대국들의 희토류(rare

어있고 핸드폰과 PC에는 금, 은, 팔라듐 등의 귀금속을 비롯

earth), 백금 등의 미래 자원을 둘러싼 자원 전쟁이 이슈가 되

한 유기금속이 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천연 자원이

Reference

고 있으며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등 대부분의 화

절대 부족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20년 후에는 대량

이원재, 왜 글로벌 패션 의류 기업은 인권경영에 나서게 되

학 공학제품의 원료인 원유의 가격 또한 배럴 당 100달러를

생산에 따른 자원고갈이 예상 되는 품목이다. 1)

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초석이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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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금광석 1톤에는 약 5그램의 금이 함유 되어 있

업의 발목을 잡는다.

는데 폐 휴대폰 1톤에는 금 400그램, 은 3킬로그램, 구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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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연구,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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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재활용은 이 두 가지 문제 모두에 대한 좋
은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자원 부족 문제의 경우, 폐 전자제품에는 냉장고 및 에

1) 한국 전자 산업 환경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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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처리 기반을 구축했다고 한다.

환경 규제의 경우도 대다수가 생산 기업의 재활용 책임을

이렇게 국가 정책에 의해 생산자가 물건의 재활용까지 책임

EU외의 경우는 일본의 용기 포장 리사이클 법과 가전 리사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가진다면 수출 시 유리한

져야 하는 상황 아래에서 기업 자신이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이클링 제도가 있는데 용기 포장 리사이클 법의 경우 (재상품

입장에 설수 있을 것이다.

나서거나 소비자들의 친환경 의식을 높여 재활용이 쉬운 친환

화 의무총량) × (특정용기비율) × (업종별비율) × (업종 별

재활용품 처리를 각 회사 단위로 하지 않고 한 회사에 외주

경 상품의 소비를 늘리거나 재활용 참가를 늘리는 것은 기업

특정 용기 이용 사업자 비율) × (개별 특정용기 이용 사업자

를 주거나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경우 재활용 과정

입장에서도 이득이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현상이 될 것이

배출 예상량) / (업종 별 특정 용기 이용 사업자 총 배출 예상

을 전문적으로 처리 할 수 있고 여러 곳에서 하는 것 보다 소

다.

량) 의 계산법으로 재활용 의무량이 부과 되며 가전 리사이클

비자들에게 간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링 제도는 EPR제도와 유사하다.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도 있다.

유사한 제도들

외국의 예로는 이탈리아에서 전자기기 관련 대기업들이 연

외국의 유사한 제도로는 유럽의 WEEEW (waste of

용기 포장 리사이클 법의 경우 포장 용기의 다양한 재활용

합 주식회사 형태로 세운 RAEcycle이 전자 및 IT 부문의 소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와 EUP(Energy

방법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지만 가전 리사이클링 제도의 경

규모 현지 하이테크 제조업체에서 거대 다국적 기업에 이르는

using Product Directive), ELV(End of life Vehicle

우 가전 제품의 사용 주기가 빠른데 비해 처리 기술이 발달하

400여 개의 기업들을 위해 유럽 전자기기 폐기물 관리 지침

지 못하여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및 화학물질 사용 제한에 맞춰서 폐기물의 수거 및 수송 관리,

Directive) 등이 있다.

2)

친환경 운영 관리 및 신기술 연구,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홍
WEEEW란 폐 전기전자 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 처리에 관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재활용과 관련된 제도인 EPR제도
와 그 대응책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생산자 재활용 의무화 제도란?
EPR이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련하여 생산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생산자
는 제품 출하 시 소비자가 적절한 루트를 통해 폐기 할 수 있

기업이 직접 재활용 활성화에 나선 예로 리퍼 제품
(refurbished product) 판매 등이 있다.

보 활동, 처리장 관리 등의 친환경적, 법적 업무 이행을 돕고
있다.
국내의 예로는 사회적 기업인 컴윈이 있다. 컴윈은 지방자치

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현재의 기술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리퍼 제품이란 주로 아이패드, 디지털 카메라 등 전자기기

단체, 학교 등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폐 컴퓨터·모니

경우 재활용이 용이 하도록 제품설계를 변경 해야 하는 의무

중 개봉 후 반품된 제품의 문제 부분을 수리하고 중고로 판매

터·전산기기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 하거나 원자재를 회수하

를 지닌다.

하는 상품인데 법적으로 신품과는 다른 용기에 담도록 되어

여 판매하며 회수 물량에 따라 HP, 삼성전자 등 EPR에 따라

있다. 신품 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일반 중고 물품과 달리 생

재활용 의무를 지는 생산자들에게서 처리비를 받는다. 소비자

산자의 수리 과정과 신품과 같은 품질을 가졌는지에 대한 철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수거 과정을 맡길 수 있어서 좋고 제조

저한 테스트를 거치며 생산자 보증 기간을 가진다.

업체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어서

Responsibility)의 약자로 제품이나 포장재의 생산자, 혹은
판매자가 물건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국내외의 대응 방안

EUP란 전기 전자 제품의 친환경적인 설계를 요구하는 규제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기존의 폐기물 예치금 제도는

인데 이는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한 소

제품 출고량 100%에 대해서 예치금을 부과하고 재활용 실적

비전력 및 대기전력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 재활용이 용이한

에 따라 예치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취한 반면 생산자책임재활

설계를 요구한다.

하지만 한번 출시 되었던 제품인 만큼 신품으로 속이고 파는
경우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므로 리퍼 제품 임을 확실히 표시

좋고 컴윈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공급 받으며 취약
계층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하고 판매해야 한다.

용 제도는 생산량 중 현실적인 수준에서 일부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재활용 의무량 미 이수 시 폐기물 회

ELV란 자동차와 관련된 규제로서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더

수, 재활용 비용의 1.3배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여하며 직접적

불어 EU 내부의 자동차 생산업체 및 판매 업체에게 폐차의 무

기업이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 활성화에 나서는 방식으로는

인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료 수거 의무를 부과하고 재사용 재활용 재생의 의무화 비율

직접 폐 제품 회수를 하는 것 외에도 재활용 상품 제조에 나서

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는 방법, 제품 제조 시 재활용이 쉬운 방식으로 생산하거나 폐
기물 회수 시스템을 개량 하는 방법, 재활용과 관련된 사회 운

현재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
어컨, 개인용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수은전지, 산화은 전지,

이러한 법률들은 EU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니켈카드늄 전지, 리튬 전지, 타이어, 윤활유, 종이팩, 유리병,

EU의 소속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도 적용되며 각 소속

금속 캔, 형광등, 라면봉지 등의 비닐포장재 등이 있다. 또한

국가들이 별도의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또한 적용된다.

동이나 사회적 기업을 지원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자사 처리의 경우 일본에서는 폐 가전 제품 리 사이클 법에

앞으로 (2012년 목표) 자동차 폐 냉매 등으로도 범위가 확대될

대응 하기 위해 미쓰비시 사 등은 자체적으로 자사 제품을 해

마지막으로 제작 시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드는 예로

전망이며 생산자뿐 아니라 전자제품 판매자, 자동차 제조, 수

체 재 자원화 하는 시설을 갖추었고 폐기물 처리 기업 J.RC

미국의 PC업체인 DELL사와 HP가 있다. 대부분의 유해물질

그룹의 경우 폐기물 처리 통일 기준과 가격을 설정해 대량 폐

이 전자기기에서 나오기에 PC업계로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출 업자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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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의 뉴패러다임 녹색금융, 임대웅 외 15인 공저, 이패스 코리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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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한 것에 비해 훨씬 커지게 된다.

고 제품 외부에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다. HP사는 자사
제품을 수거하여 재활용 하고 있는데 기존 제품은 재활용 과

또한 자원 재활용의 경우 핸드폰에 금이 철광석 보다 더 많

정에 어려움이 있어 플라스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접착제

이 들어 있다고는 하지만 처리시 나오는 오염 물질 해결 문제

사용을 줄이고 분해가 간단하도록 나사를 최소한으로 사용하

나 자원을 회수하는데 드는 에너지를 생각하면 에너지 가격보

는 등 제품 설계 단계에서 재활용을 고려 대상에 넣고 있다.

다도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전까지는 자원 소비가 더 심해진

일본의 가전 기업들도 가전 제품 어세스먼트(assessment) 제

다고 할 수도 있다.

도를 실시 하여 재생이 용이한 설계 및 환경 오염이 적은 제품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결론
위에서 이야기한 문제점 들뿐 아니라 100% 재활용이 이뤄

문제점
가장 큰 문제는 환경 보호나 자원절약 등 구체적인 결과가

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EPR제도는 환경 및 자원 절약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는 힘들다.

아닌‘재활용’자체를 목표로 삼은, 제품 특성을 고려 하지 않

하지만 재활용을 포기할 수는 없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은 무조건적인 재활용 할당량 강요가 그린워싱(실질적인 환경

서는 사실 제품을 오래 쓰고 덜 쓰는 편이 낫지만 기업 입장에

보호 효과 없이 그린 이미지만을 취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

서 그러한 정책을 받아 들일 리도 없고 저개발 국가 및 개발도

다는 점이다.

상국의 산업화가 가속 되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 회수
비용을 생각하더라도 재활용 하는 쪽이 이득이 되는 시점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일정 비율 재활용에 대한 강요도 필요하지만 이와 같
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염 없이 재활용이 쉬운 물
품의 생산을 의무화 하는 제도나 일정 크기 이상의 공장에서
는 재활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제도, 재활용 관련 기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발에 대한 지원, 원자재 중 재활용 되는 것을 사용한 물품에

한국기업 CSR의 문제점과 대안

대해서는 세금 등에 혜택을 주는 제도 등 재활용량 수치 보다

전영광

는 환경 오염 감축 량이나 자원 활용도에 주를 두는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서론

이에 부응하여 기업도‘지속가능한 발전’
에 관심을 기울이게

기업 입장에서도 재활용을 의무로만 보지 말고 지난‘SR 13

시대를 막론하고‘이윤 추구’
는 기업의 핵심적 목표였다. 그

예를 들어 재활용 방법 중 국내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낡은

호’
에서 조사한 것과 같은 친환경 소비자 계층별 마케팅 전략

러나 산업이 고도화 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 간의 경쟁

기종을 수거 하여 저개발 국가에 수출 하여 재사용 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서 친환경 이미지를 소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무리한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본연의 기능인 이익추구활동

은 제품의 수명이 조금 늘릴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 완전히

위한 에코 백 등 재활용 상품을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 하거나

활동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의 전 지구적인 환경

을 하면서도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망가져서 사용 할 수 없게 된 전자 제품은 중국이나 제3 세계

재활용품 공정 개발로 새로운 원자재 공급처로 받아 들인다면

문제(지구 온난화, 이상기후)와 빈부간의 격차 심화, 인간소외

것으로 준법·윤리·환경경영, 사회공헌 활동 등의 내용을 포

등의‘재활용 마을’
에서 원시적으로 분해되어 자원으로 회수

점점 강해지는 환경 규제 및 자원 문제를 견뎌 내는데 유리한

현상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기

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1) 오래 전부터 CSR를 적극적으로

고지를 선점 할 수 있을 것이다.

업에게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실제로 과거에는 대부분

실시했던 선진국에는 조금 뒤진 출발이었지만 한국도 1990년

3)

된다. 이 경우 별다른 기술 없이 그냥 녹여서 금속을 추출해
내고 남은 것은 내다 버리기에 대기 오염 등 환경 문제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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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Responsibility 가 등장했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GPS 등 정보기술의 발
달과 함께 기업들이 점점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 막강한 권력

3) 지식채널 E-불편한 소문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을 갖게 되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1) 정윤미,
「선진국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제고방
안에 관한 연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6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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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들어 CSR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한국사회

개념이었다. 한국은 한국전쟁 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

위치에 오를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했다. 그러나 실상을 따져

또 다른 문제점은 선진국의 이론과 사례를 받아들이는 과정

특유의 힘 - 한강의 기적, IMF시절의 금모으기 운동, 2002

도로 놀라운 치유력을 보여줬고 정부나 기업 시민 모두 경제

보면 그리 긍정적이지 만은 않다. <표1>에서 보듯이 한국기업

에서 빠른 양적 성장에만 치중했다는 것이다. 한국 CSR 기업

월드컵의‘붉은 악마’
를 가능하게 한 힘 - 덕택에 무서운 속

를 부흥하는데 국력을 쏟아 부었다. 따라서 기업에게는 경제

의 사회공헌 활동액은 매년 증가해서 1조원이 넘는 규모이지

들은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

도로 확산 되고 있다. 이 힘은 성과주의, 인맥주의 사회(학연,

적인 성공이 미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뒤에 불

만 내부적으로 볼 때, 대부분은 최고경영자의 의지에 따른 기

하고 질 높은 CSR연구가 활발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지연, 혈연)처럼 부정적으로 발현되기도 했지만, 그 동안의 경

법적인 정경유착과 기업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발발하면서 부

부식 사회공헌이 중심이 되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서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 프로그램들도 과거의 기금, 성금 위

제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기도 했다. 한국 기업의 CSR은 최근

도덕한 기업을 사회적으로 질타하기 위해 규제를 만들었고,

활동액은 2%로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의 사회 책임 활동에서 현물 기증, 직원의 자원 봉사활동 참

들어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기존의 수

기업은 비리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을 정화시키기 위한 일회성

여 등이 대부분이다. 아직도 선진국 기업들처럼 지원 대상, 지

동적이고 간접적인 조세부담 차원에서 벗어나 CSR을 통해 소

이벤트 식 CSR 활동을 실시했다. carroll의 모형에서 보면 관

역, 사업부문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많은

비자에게 자신을 더 강하게 인식시킬 기회를 찾고 있다. 그 종

망기의 기업은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 즉, 기초적인 책임만

부분을 해외에서 벤치마킹하는 수준이어서 한국의 실정과는

류와 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발전 뒤

을 담당하고 있었다.

잘 맞지 않는다.

에는 어두운 면도 같이 존재한다. 한국 기업의 CSR이 변화의

대안

과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한국

나. 도입기 - 1996년 ~ 2002년

CSR의 성장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한

이 시기는 한국 CSR 이 가장 급격히 변화했던 시기이다. 앞

세계적인 추세는 CSR이 기업의 단순한 사회책임 수준을 벗

국 기업의 CSR 역사를 한 번 되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서 언급했듯이 성공 일변도의 기업정책이 많은 병폐를 낳았

어나 하나의 기업의 전략으로서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제안을 탐색하는 일은 한국 CSR 발전에

고, 선진국 기업의 사례를 통해 CSR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

다. 한국기업도 물론 이러한 흐름에 동조해야 할 것이다. 실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식수준이 급격히 높아졌다. 1996년 경제 단체를 중심으로‘기

로 한국 기업들은 해외 법인과 연계 혹은 현지 법인이 독자적
으로 사회공헌을 실시하고 있다. 4)

업윤리헌장’
을 제창해 CSR에 윤리개념을 포함시켰으며 국제

한국 기업의 CSR 역사와 성과평가

시아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국제표준준수
가 강조되면서 다양한 분야들이 CSR의 영역들로 윤곽을 드러
내었다. carroll의 모형에서 보면 도입기의 기업은 법적 책임
을 넘어 윤리적 책임 단계로 사회적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다. 확산기 - 2003년~
이 시기는 개별적이고 산발적이었던 CSR이 경제, 사회, 환
경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통합되었다. 당시, 반세계화 논쟁
carroll의 피라미드 모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류

과 글로벌 대형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 세계경제포럼
은‘기업시민헌장’
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

우리나라 기업의 CSR은 다음과 같이 크게 관망기, 도입기,
확산기의 세시기를 거쳐 발전해 왔다.2)

제적 차원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한국 역시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어 전략적 차원의 CSR이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그 일환으
로 지속가능성보고서가 발행되었다. carroll의 모형에서 보면

가. 관망기 - 1995년 이전
90년 초반까지 CSR은 기업이나 사회에 있어서 매우 생소한
2) 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제고방안에 관한 연
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46-48pp.

SNUCSR NETWORK & WISH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출액 변화

적인 환경기준-ISO 14001을 통해 환경경영과, 1997년 말 아

기업이 CSR의 최종 단계인 자선적 사회 책임 활동을 추구하
려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기업은 그 시작이 선진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뒤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여 년 사이에 그들과 대등한

3)

문제점
한국 기업 CSR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접근방식에 있다. 미국
의 경우는 NGO들이 중심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CSR 장관을 임명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국제
규격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제적으
로 통용되는 기준을 만족시키면서도 각국의 사회와 기업특성
에 맞는 CSR활동을 개발 · 이용하고 있으며, 학계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은 윤리경영, 환경경영, 사회공헌 활동이라
고 하는 세 가지 CSR 영역에서 골고루 조화를 이루고 있기보
다 가시적이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사회공헌 활동에 편중
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기업이 아직 CSR을 단순한 기업이미
지 개선의 도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다. 이것은 기업에게 이익이 되기는커녕 소비자들에게 기업
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뿐이다.
3) 출처: 전국경제인 엽합회 발간‘2007기업,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먼저 CSR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CSR의 목적은 정확히 무엇인가? CSR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우선인가? 아
니면 자신이 맡은 분야와 연계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
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있는 것인가? 사실 이는 겉으
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일 기업
의 이익과 CSR 정책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
는 기업이 어떠한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천양지차 일 것이다.
CSR에 대한 기업의 분명한 목적의식은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한국 기업의 CSR이 성공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CSR 활동에
대한 연구와 참여가 공유 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기업내부를 벗어나 CSR 전문가
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 간 연계가 가능한
CSR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기업뿐 아니라 대다수의 기업이
CSR활동에 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정윤미,
「선진국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제고방
안에 관한 연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6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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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기업은 자신의 CSR 활동에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목적의식과 기준이 없는 상태라면 CSR이 전략적일수록 CSR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에게 수동적 관망자가 아니라

본연의 모습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과거의

기업 CSR활동의 적극적 참여자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기

수동적, 의무적 CSR 활동에서 벗어나 진정한 CSR의 의미를

업이미지도 제고하고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소비자의 힘이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며 CSR에 대한 확

흘러 갈수 있게 해야 한다.

고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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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문적인 인력과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잘 이행해 나가려면 제도적, 법적 측면의

그 기준에는

지원과 정비가 시급하다. 이를 가능케 하려면 우선 CSR에 대

1. 건전하고 공정한 경영활동

한 정책을 고안, 홍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가 필

2. 기업 입장에서 잠재 고객들에게 시행하는 CSR이 아니라

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CSR이
독립적인 부서로 배치하여 전략적인 기회로 삼으려면 전문적

진정 CSR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맞는 사회봉사
3. 환경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ISO인증, 환경마크, 환경
친화성 기업)

인력이 확보가 시급하다.

4. 인적자원의 관리(종업원들에게 사회적 책임교육프로그램
작성기관
AA1000

목적·특징

미해관계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영국
사회논리설명책임연구소 도모하면서 기업의 사회·윤리 면
에 대한 실명책임을 개선
1999년

미국SAI(NGO)
1997넌(2001년 개정)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제3자가 인증 제도를 가짐

SD21000

프랑스규격협회
2003년

기업의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하
여 경영방침이나 전략 CSR을 도입
해가는 일을 지원

AS8003~2003

호주규격협회
2003년

기업 속에서 효과적인 CSR 프로그
램 확립을 지원

ECS2000

레이타쿠대학
1999년(2000년 개정)

윤리실천을 위한 매니저먼트 시스
템 구축

GRI지속가능성
보고가이드라인

미국GRI(NGO)
2000년(2002년 개정)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면에서의
정보 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SIGMA
가이드라인

영국규격협회外
2003년

기존의 규격, 가이드라인 등을
CSR에 관한 매니저먼트 시스템으
로서 통합

SA8000

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전문성 확보할 기회 제공, 노사관계확보
노력)5) 등이 있다.
또한 기업과 정부 NGO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CSR이 발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CSR에 가장 자극제가 되는 것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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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시민들 역시 기업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

회계투명성과 국제경쟁력

니라 스스로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기업의 CSR활동

유지은

에 참여 하거나 감시, 평가하는 적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공
적인 CSR문화가 정착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들어가며

은 자리였다.

현재 기업은 기존의 4가지 위험 관리, 즉 전략 위험(strategic

본 글은 그 중 학술 발표의 첫 순서를 장식한 서울대 곽수근

risk), 영업 위험(operational risk), 재무 위험(financial risk),

교수의 회계투명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

법규 위반 위험(compliance risk)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위험

다. 분식회계와 같은 회계불투명성 문제의 해결은 국내외 기업

(sustainability risk) 관리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들의 주요한 과제로 부상해왔기 때문이다. 2002년 미국에서 일

한다. 도요타의 리콜사태에서도 살펴 볼 수 있었듯이, 투명성과

어난 엔론(Enron) 사태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듯이 한 기업의

정직성이 결여된 문제 대응 방식은 기업의 높은 인지도와 위상

회계부정은 기업의 가치폭락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

에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속가능성 위험이 기업

이처럼 지속가능성 위험을 간과한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는 전

CSR이 전략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의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며, 기업의 사회적

체 국가의 경쟁력 저하라는 막대한 손실을 불러일으킨다. 그러

그만큼 전략적 CSR은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 전략적 CSR은

책임과 투명한 기업 활동, 특히 윤리 경영에 대한 대중의 요구

므로 우리 사회는 윤리적인 기업경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자칫 잘못하면 자체 모순에 빠질 수 있다. 즉 기업이 확고한

는 크게 높아진 상태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한국윤리경영

는 회계투명성에 대해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CSR에 대한 각국의 가이드라인

결론

학회는 2010년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경영학의 제 분야별 윤리
경영 현황과 그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회계학, 재무관리, 인사
5) 권오갑,「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p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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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그리고 생산관리에서의 윤리경영의 대안을 제시한 뜻 깊

회계투명성이란?
물론,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회계 분야에만 국한 지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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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불투명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다. 그러나 회계투명성을 이루지 못한 기업이 전체 회사운영에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기업의 회계 부정 사례는 엄격하지

Pagano(2000)의 연구에 다르면 투명한 회계 정보에 대한 기준

있어 투명성을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회계투명성은 기업

않은 회계기준의 적용, 불명확한 기업의 소유구조, 관계회사 간

이 엄격한 국가일수록 기업의 주식저평가 정도가 적은 것으로

투명성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만큼 큰 위치를 차지한다. 그렇다

자금지원 은폐, 복잡한 기업구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생겨

나타났다. 이는 회계불투명성이 정보 불균형의 주요한 원인임

면 본 논의에서 중심이 되는 회계투명성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난다. 이처럼 현재 기업의 회계불투명성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을 제시한다. 믿을 수 없는 회계 정보로 인한 정보 불균형은 투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기업의 실제 가치에 비해 주가가

수 있는가?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투명성과 수

추상적이기 때문에 기업 외부에서 이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자 위험을 증가시키고, 투자자는 직간접적으로 더 많은 자본비

저평가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런 저평가된 원인은

탁책임에 관한 IMF 실무작업반’
의 정의(1998)를 통해 확인할

어렵다.

용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주식거래량 감소라는 경제

낙후된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관행, 협소한 증권시장, 미흡한

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 법률 체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불투명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여러 경제관련 기관들은 회계불투명성으로 인

이에 따르면 회계투명성이란, 적합하고 신뢰할만한 회계 정

한 경제적 손실을 계산하여 회계부정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이 설명과 같이, 회계투명성은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을

보로의 접근을 가능하고(accessible), 가시적이며(visible), 이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감소시키고, 시장의 유동성(market liquidity)은 증가시키는

해 가능하도록(understandable)만드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가

공시충실지수 (Disclosure Index 또는 Quality of Disclosure)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업이 질 높은 정보를

리킨다. 이 때 기업이 제공하는 투명한 회계 정보는 적시성

를 계산하는 것이다. 공시충실지수란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

많이 공시하여 기업 활동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면

(timeliness), 완결성(completeness), 일관성(consistency), 위

자들 사이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하는 정보

사적인 정보를 추가로 입수하는 활동의 효익 자체가 감소하게

험관리 (risk management) 전략 정보제시, 감사와 통제과정

의 품질을 전문가집단이 판단하여 수치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된다. 결국 투자자가 개인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소

(audit and control process)의 다섯 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지수는 기관에 따라 다양한 투명성 정의와 측정 방법을 통해 계

비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변화는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산되며, 추상적인 회계투명성을 계량화한다.

자본시장 참여자의 이탈을 막으며 그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1) 기업 차원 : Korea Discount

한 기업 회계 실태는 국내 기업의 주가 저평가의 가장 큰 원인
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4년 LG 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
면, 국내기업의 평균 주가수익배율(PER)은 12.9배로 미국의
20.5배의 63%에 불과했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당시 싱가포
르 기업의 평균 PER 19배나 대만 20.8배, 홍콩의 21.2배에 비
해서도 낮게 나타난 것이었다.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 정보의 악영향은 주가 저평가에서 그
치지 않는다. 2001년 1조 5587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사
회적 지탄을 받은 SK 글로벌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회계불

또한 IMF 실무작업반은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설명함에 있어

예를 들어 미국 회계법인 PwC(PriceWaterhouse-Coopers)

‘임무충실성’
이라는 개념을 주요하게 설명한다. 즉 한 기업의

에서는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불투명성(opacity)’
을‘분명하

위와 같이 회계투명성은 기업뿐 만 아니라 한 국가의 자본 시

투자자나 채권자는 투명하게 제시된 회계 정보를 통해 경영자

고 정확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식적인 회계기준이나 회계처

장 조건을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곧 국가적인 신뢰

가 그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리절차가 부재한 상태’
로 정의한다. 이러한 불투명성 정도는 부

성 제고로 연결되어 더 많은 해외자금조달 기회를 만들 수 있

는 것이다. 경영자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책무를 훌륭히 완수

패관행, 법적 제도의 불투명성, 경제정책의 불투명성, 회계/기

다. PwC는 회계투명성이 우수한 국가를 기준으로 불투명한 국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

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 규제의 불투명성의 5가지 요인을 단순

가들의 외자유치기회 상실 규모를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미

다. 이는 회계정보의 생산, 공시, 활용의 세 단계 중 공시 측면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다. PwC는 위와 같은 정의와 방식을 바

국, 독일, 싱가포르와 같이 투명성이 우수한 국가에 비해 브라

상장 폐지된 것에서 회계불투명성의 악영향을 다시금 확인해

을 강조한 것이다.

탕으로 2001년 1월 다양한 소득수준을 가진 세계 35개국의 경

질은 매년 평균 400억 달러, 아르헨티나는 190억 달러 규모의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회계투명성은 회계정보의 질적 속성인 신뢰성과 비슷

제 불투명 지수(Opacity index)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외자유치 가능성을 놓치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그 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

조사에 포함된 35개 국 중 31위를 차지하여 최하위권에 속하는

마지막으로 불투명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간접적으로 세금

이다. 이는 기업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정보들,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내에서는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하여

비용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낳는다. PwC의 조사 결과에 따르

회계부정은 투자자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피해를 줄 뿐만

즉 기업 내 재무와 관련된 현재의 상태, 의사결정 및 행동에 대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회계투명성에 대한

면, 콜롬비아가 불투명지수를 싱가포르 수준으로 줄일 시 법인세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치명타를 가져온다. 앞서 얘기했듯이, 회

한 정보를 적시에 객관적으로 또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받는다.

율을 1/4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계정보의 투명성은 개별 기업의 가치평가, 자본비용, 투자의사

이다. 이와 같은 회계투명성을 전제로 생성된 회계 정보는 정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준다.

회계투명성의 효과
그렇다면 회계투명성은 왜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회계부정이

회계투명성의 측정 : 공시충실지수
회계투명성은 한 국가의 회계기준뿐만 아니라, 기업의 회계

초래할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과 반대로 회계투명성은 기업 활
동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정보를 감독하는 관련 법규 및 제도, 회계 정보에 대한 접근성

먼저 회계투명성은 경영자, 투자자 간 정보 불균형을 감소시

과 공시수단의 적절성 정도, 경영자의 보고 관행 등 여러 환경

켜 역선택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Lombardo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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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투명성은 기업 가치폭락과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또
한 투자자의 신뢰를 잃은 기업은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데
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한 번 장부를 조작하
면 그 흔적은 다시 되풀이되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는 더욱 막대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10
년 8월 코스닥 상장 26위 기업 네오세미테크가 회계 부정으로

2) 국가 차원 : 국가경쟁력 지수

이처럼 회계투명성의 개선, 즉 회계정보의 양과 질 증가는 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체 국가의 자원배분

국 시장 유동성 증가, 자본비용의 감소, 외국인 투자증가를 불러

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코

일으키며, 궁극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가치를 높인다. 이러한 사

리아 디스카운트 등 회계 정보에 대한 불신임으로 더 큰 손실

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염두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을 입은 바 있다. 물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대책이 나왔으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중시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비윤리적인 회계는 소비자 신뢰 상실로 이어져 기업
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나, 한국은 아직도 각종 국가경쟁력 평가의 회계투명성 부문에
서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스위스의 국제 경영 개발원 IMD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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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Management and Development)이 개발한

명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한국

른 기업투명성 상실에 있다고 파악하였다. 외환위기 당시 국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원

지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자. IMD 세계 경쟁

은 2008년 기준으로 총 38조원 규모의 주식시장 축소를 겪은

내에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했다. 심

칙을 중심으로 회계처리 선택권을 넓게 허용하고 있는 IFRS

력 평가 지수는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환경을 창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8년 말 시가총액(577조 원)의

지어 정부 또한 세금을 제대로 내는 한 기업 회계정보의 질에

는 기업 거래의 현실에 맞는 회계처리방법 활용을 가능케 한

출, 유지하는 국가의 능력 정도를 살펴보는 지수이다. 2010년

6.6% 규모다. 또한 한국 주식 시장은 총 15조원의 이자비용을

는 무관심했다. 그러나 기업투명성의 중요성이 크게 제기되

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며, 현재의 가치를 반영

당시 58개 조사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종합 23위를 차지하여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경쟁력 수준이 비슷

어, 회계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회계제도

한 공정가치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다. 이는 결국 개별 기업

전년도 27위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투명성 관

한 오스트리아와의 비교를 통해 산출한 것이다. 그러므로 회

개혁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회계기준 자체가 불합리한 경우

회계정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회계투명성 제고

련 부문에서는 2009년의 44위에서 2010년 49위로 하락하였

계투명성이 가장 뛰어났던 핀란드와 비교할 시 주식시장 축소

기업이 회계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회계투명성이 보장되기 어

에 큰 도움을 준다. 실례로, IFRS를 도입한 국가들은 평균적

다. 이와 같은 회계 투명성 관련 지표는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규모는 252조원, 이자비용 추가 부담 수준은 76조 원으로 크

렵기 때문이다.

으로 불투명성지수가 4.8점 감소했다. 한국도 국제회계기준

회계, 감사부분의 투명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44위의 초라

게 늘어난다.

한 성적표는 한국 금융기관과 회계 감사의 투명성이 국내의
다른 분야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
2010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39개국 중 종합

그 결과 기업회계기준 제정 주체는 2000년부터 정부 기관

도입과 실행을 통해 불투명성 지수를 2008년 29점에서 2012

이와 같이 한국은 회계와 감사부문 지표가 국가 경쟁력 순위

에서 민간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KASB)으로 변경되었다. 이

년 24.3점으로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보다 크게 낮아 국가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

는 기업로비와 정부 정책방향에 의해 회계기준이 좌우되는 것

새로운 회계기준의 실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증가

되어 왔다. 그러므로 회계 투명성이 향상은 국가 전체의 경쟁

을 방지하고, 법체계 내에 존재하는 회계기준의 유연성 부족

가 불가피하겠으나, 국제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한국은 외화환산에 관

회계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등 장기적으로 큰 효과

한 회계기준을 IMF 위기 전후 2년간 5차례 개정하여, 회계기

를 기대할 수 있다.

22위의 상위권에 머물렀으나, 감사·공시 부문에서는 95위였
다. 이러한 순위는 2009년의 58위에서 대폭 하락한 결과이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IFRS 도입

준의 혼란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다.

마치며

다. 이는 전체 국가경쟁력 약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0년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국제 자본시장은 한국 기업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 및 절차의 투명성과

종합 22위의 성적은 2009년 평가 당시 보다 3위 하락한 것이

공식 재무제표를 크게 불신했다. 그 영향으로 국내 주식시장

공정성이 기대되는 민간기구, 한국회계연구원이 1999년 설립

IMF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은 기업투명성을 대표하는

었다.

에서는 주가 급락과 차입금리 급등이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되었으며, 2000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요소로 여겨져 왔다. 특히, 기업의 윤리적인 활동이 화두가 되

2010년 회계투명성과 국가경쟁력 보고서(곽수근, 황이석,

가 확산되었다. 당시 정부 및 외국의 구호자금 조달기관은 이

개정을 통해 법적 권한을 부여 받게 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국

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회계부정은 기업의 가치와 신뢰에 치

정석우)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순위를 바탕으로 회계불투

러한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이 열악한 기업지배구조와 이에 따

내의 회계기준과 공시 및 감사 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

명상을 남기는 위험 요소이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기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

회계, 즉 투명한 회계를 잘 이행하는 기업만이 소비자들의 신

예를 들어, 공시 측면에서 대규모 기업 집단의 연결재무제표

뢰와 충성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IFRS 도입과

작성을 의무화하고,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할 자회사의 조건을

같이 국내 주식 시장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작금의

크게 강화시켰다. 또한 자산 규모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노력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에 대해 감사인 선임 위원회 설치 및 회계감사 책임을 강조하
여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개선을 꾀하였다.

[회계 투명성의 개념적 모형]
* LG 경제연구원, 회계투명성 측정과 제고방안(2004)에서 재인용

SNUCSR NETWORK & WISH

그러나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과 그에 따른 회계정보 생산
만으로 회계부정을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다. 회계투명성은

회계 정보 생성의 주체인 기업에 대해서도 회계 부정과 허위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자의 의식 개선이 필수적으로 선행되

정보에 관한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2004년부터 상장

어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회계원칙을 위반하지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회계 공시 서류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증

않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외부의 투자자들이 기업의 경

을 해야 한다. 이는 회계 부정과 오류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

제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회계투명성을

히 하여 회계불투명성에 관한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회계부정이 단순히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 내외부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회계부실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 감사인 모두 민·형사상의 무거운 책임

을 검증하려는 절차는 점차 고도화되어 왔다. 이러한 결과에

을 부담해야 하는 범죄이며, 투명한 회계 정립이 기업의 지속

힘입어 한국은 2년여의 단기간 내에 외환 유동성 위기를 해결

가능한 생존 요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했다고 평가 받는다.
위와 같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2011년 새롭게

즉, 회계제도의 투명성, 회계정보의 투명성, 경영 투명성, 경
영의식 투명성이 모두 충족될 때 회계 투명성이 실제 경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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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SNUCSR 북리뷰

국가 전반적인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신

녹색경영 : 저탄소 경제, 부(富)의 지도를 바꾼다 | 김현진 | 민음사

뢰할 수 있고, 유용한 회계 정보는 기업의 재무 건전 상태를

권현진

알려주는 건강진단서와 같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회계 정보
를 왜곡, 은폐하는 행동은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윤리경영, 특히 회계투명성 분야

조직, 생산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전 밸류체인을‘그린화’
하는

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기업과 국가만이 미래의 환경 변화에도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새로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과 금융 파생상품이 생겨나며, 환경이슈의 확산
과 탄소시장의 확대는 기업 경영 전략 변화를 이끌고 있다.

Reference

과학적 차원이 아닌 비즈니스 차원의 환경

LG 경제연구원, 회계투명성 측정과 제고방향, 2004

이 책은 환경문제 중에서도‘지구온난화’
를 둘러싼 사회/경

곽수근 외, 회계투명성 평가에 관한 연구, 2004
곽수근, 회계학의 윤리경영, 2010

제적‘녹색열풍’
의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새롭게 제기되는 그

2010 한국윤리경영학회 추계 학술 대회 자료집

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전략을 소개한다. 이 책
은 후손들을 위해 지구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윤리적인 관점
에서 환경보전의 당위성을 논하고 있지 않다. 또한 지구온난
화나 기후변화의 위험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보도되고 있는 것
은 아닌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과연 산업 활동에서 발행하
는 온실가스 때문인지 등의 논쟁이나 박학한 과학적 지식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단지, 다분히‘기업적인 관점’
에서 온실가
스 감축과 규제의 상황을 하나의 트렌드 및 경영환경의 변화
로서 파악하며, 환경이슈와 규제를 오히려 수익창출을 위한
기회로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기업가들에게 기후변

들어가며 :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녹색경영

화는 과학의 차원이 아닌 비즈니스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강

‘저탄소 경제’
라는 용어가 21세기 경영의 새로운 화두로 급

조하며 과학적 논쟁에 연연하기 보다는 새로운 경영전략 수립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그린 강국 코리아’
라는 슬로건

하여 리스크 요인을 분석할 것을 당부한다.

과 함께‘저탄소 녹색성장’
의 국가발전상을 제시하였으며, 온
실가스 배출 감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입법안을 잇달아

SNUCSR NETWORK & WISH

국제적 이해관계와 탄소규제

내놓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와 지자체들은 환경친화적인 경

탄소규제는 국내에만 국한되는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영활동과 녹색 소비의 확산을 주장하고 있으며, 주주, 여론과

국제적으로 촉발되어 이행되는 거시적인 경영 패러다임의 변

NGO,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

화이다. 더 나아가 탄소시장과 탄소규제의 이면에는 해외 여

관계자들 역시 탄소관리를 기업 평가의 새로운 잣대로 들이밀

러 국가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한 지

며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종래 생산중심의 환경파괴적인 기

역의 탄소정책은 다른 지역 및 전 세계의 생산전략과 제반환

업은 시장에서 외면 받게 되고 마는 새로운 시장논리가 형성

경에 레버리지를 일으켜 더 큰 파급효과를 발휘한다.

된 것이다. 녹색경영과 저탄소 경제는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

EU는 탄소규제를 가장 먼저 시행하며 탄소시장의 성립을

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일부 선두기업들은 이미 전략,

주도한 지역으로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및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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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인방이라고 불리는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키지 못할 경우, 수출 금지 및 벌칙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기후 등)가 야기하는 산업전반의 지각변동이다. 가장 큰 변화

Substances),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되는 등 각국 기업들에 대한 위협이 가중된다. 국내 기업 역시

가 예상되는 분야는 보험업계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

Equipment),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비록 국내의 탄소규제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해로 인해 보험 처리 손실액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상

Authorization of Chemicals) 등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 중에

사업을 위해 환경 규제 및 녹색 경영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기후로 인해 정확한 위험을 산정, 보험료를 책정하고 수익을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던 부

없게 되었다.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섬유 및 의류사업의 경

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비준 부결 등 반환경규제적인 입장에

우는 예고 없이 지속되는 따뜻한 겨울, 혹은 서늘한 여름 등으

서 벗어나,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 온실가스를 감축을 위

제도를 기회로

로 인해 적정 생산량 산출과 판매부진은 물론, 재고 처리 및

한 각종 법안과 캠페인 등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시

“Green(친환경) is Green(미국지폐색깔)!”이는 친환경적인

보관비용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눈이 녹는 알프스와 너무

도하면서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인 사회/경제 추세를 따르려

것이 돈이 된다는 뜻으로, 탄소 경제라는 새로운 경영환경에

더워진 지중해 등 관광업에도 지리적 변동이 불가피하며, 독

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초반에는 해외 각국의

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GE 제프리 이멜트 회장의 의지를 표

일 산악지역의 스키장은 강설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스키장

탄소규제에 대해 중국의 수출을 저해하려는 움직임이라며 불

명한 말이다. 탄소규제는 기업활동의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것

을 폐쇄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쾌감을 표하였으나, 최근에는‘규제에는 규제로 대응한다’
는

이 일반적인 인식이나, 역으로 이것을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

반면,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여 이익을 보는 비즈니

방침 아래, 해외(특히 EU)의 규제에 대해 맞규제로 대응하며

다. 탄소규제 및 탄소시장의 형성과 탄소관리를 위한 향후 기

스 모델 역시 존재한다. 일본 건설업체인‘아세히카세이홈즈’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술방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는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형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주

이러한 해외 각 국의 온실가스 규제는 또한 국가 간 무역과
연계하여 움직이면서, 탄소관리 및 녹색경영은 글로벌 사업

1.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바이
오 연료 등 청정에너지 개발

택을 선보였다. 기둥으로만 이루어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1
층과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2층을 갖춘 이 주택모델은 기후

및 기업의 생존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2. 기존의 화석연료를 깨끗한 에너지로 탈바꿈 시키는 청정기술

변화와 관련한 마케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보며 히트 상품

미국의 경우, 온실가스 규제 법안 제정함과 동시에 본 국 산업

3. 기존의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린화 기술

으로 등극하였다.

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에

저탄소 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한 요구가 증

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조정 및 관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하

가함에 따라 탄소관리기술을 선두적으로 실현하는 기업은 막

는 보호주의 조항을 제정,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탄소

대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HP는 1990년대

글로벌 차원의 탄소 규제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규제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철강, 알

초반부터 EU가 유해물질인 납을 이용한 땜질을 금지할 것을

형태의 협약과 의정서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는 선

루미늄, 제지, 펄프, 석유화학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예상, 10년에 걸쳐 대체재를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진국에만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된 반면,

조치이다. EU 역시 역내의 규제를 해외 무역까지 확대하였

노력 끝에 주석, 은, 구리를 이용한 아말감 땜질 방식을 고안

2013년부터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

다. 유럽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들을 탄소 배출권 거래 대상

하여, EU가 RoHS (Ri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든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규제가 시행될 예정

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여, 유럽 소속 항공사뿐만 아니라 유

법안을 발표하자마자 이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즉시 선보이며

이다.

럽에 취항하는 각 국의 모든 항공사에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재활용 처리 전문기업인

이러한 새로운 경영환경을 선도하는 Early Mover가 되기

무를 확대 부과한 것이다.

유러피언리사이클플랫폼(ERP)를 설립하며 비용 절감에도 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동시에 산업의 특색과 상황에

이러한 범 지구적 규제의 원인은 비단 환경적 당위성에 기인

효과를 거두었다. 선두 항공 및 자동차 기업들은 탄소규제에

알맞은 적절한 경영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많은 기업들은

한 것이 아니며, 각국 내외의 산업간 이해관계에 의한다 해외

대응하기 위해 배기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한 탄소섬유를 개

밸류체인을 그린화 하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으나, 단순히 사

무역국으로 확대적용 되는 EU의 탄소규제를 예로 들면, 유럽

발, 활용하고 있으며, 차량용 배터리,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업영역 전체를 그린화하는 것이 녹색경영의 전부는 아니다.

기업들의 제품 생산비에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포함되어 타

카 등을 개발하여 수익창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린화 자체도 중요하지만 최적의 이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의 지각변동

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의 도미노 현상으로 인하여, 규제는 급

저탄소경제로의 이행과 동시에 기업이 주목해야 할 또 하나

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규제 시행 국가의 기준을 충족시

의 변화는 기후변화 자체로 인한 물리적 변화(기온상승, 이상

SNUCSR NETWORK & WISH

나오며

환경을 내세운 제품가격의 합리성, 전략의 효과성, 마케팅 방

지역에 비해 가격경쟁력에 불리하다는 우려에서 EU는 그들
의 제도를 비단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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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환경과 관련한 고객의 구체적 니즈 등을 파악하여 이를 충
족시키는 서비스 및 비즈니스를 설계하고 구현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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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재활용 산업

지난 4년간 총 4000대의 자전거를 수리했으며, 일부는
지역공동체에 기증하고 일부는 지역사회에 판매하였다.

정회림

사례 3: 리바트
가구 생산 기업인 리바트의 에코디자인 전환 사례는 이
러한 녹색경영의 성공사례를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Part 1: 들어가며

자증권에 따르면, 세계 폐전자제품 재활용 시장규모는 2004

(1) 자원재활용 산업 개괄
자원재활용 산업이란, 보다 큰 범주인 폐자원 처리 산업에

최근에는 버려진 의류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패션제품을 탄

지 전 단계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바트에

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에너지 분야 내 폐기물에너지의 세계시

생시키는 에코패션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리블랭크 에서는

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또는 재활용된 자재 등을 활용해

장 점유율 또한 2030년 15.9%까지 급속한 성장이 예상된다.1)

버려진 옷으로 재디자인된 옷들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중량과 부피의 감소에 초점을 둔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원

워크숍 및 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 디자인은

자재로 쓰이는 나무는 톱밥도 100% 재활용된다. 제품의

의류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

포장재를 인테리어로 활용하기도 한다. 제품뿐만 아니라

2010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전체 501개

다. 국내의 경우 문화로놀이짱 에서 재활용 가구 디자인제품

직원들의 명함에도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재생지를

사회적 기업체 가운데 42곳이 폐자원 처리 산업 분야로 분리

을 선보이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캐나다의 CR Plastic, 미국

사용하고 있다. 리바트의 홍보팀 관계자는“이런 모든 노

될 수 있다.

의 Vetrazzo 등이 이미 가구디자인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볼 때, 경제적 직접효과는 11억

바 있다.

9900만원, 간접효과는 13억15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속해 있는 여러 산업 분야 중 하나이다. 폐자원 처리 산업은
폐자원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이용, 재활용, 소
각·매립의 세 분야로 나누어진다.
[폐자원 처리 산업 분류]
처리 방식

산업 분류
재이용

폐자원 전체를 대상으로
일부 가공 수리, 보수 후 재사용

재활용

폐자원 중 일부 자원의 속성을
분리, 추출한 후 재사용

소각·매립

폐자원 중 사용가치가 없는
부분을 태우거나 땅에 매립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각의 산업들은 같은 산업 군에
속해있지만 상이한 가공 방식을 갖고 있으므로 같은 관점에서

에코디자인은 자재 사용과 제품 공정, 그리고 폐기 과정까

년 기준 72억 달러에서 2012년 141억 달러로 연평균 8.8% 성

사회적 기업

이 중 (재)아름다운가게, (재)행복한 나눔 등은 재이용 산업
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곳이다.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탐구할 재

며“친환경 경영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

활용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은 재활용하는 자원의 종류에 따라

지만 이에 따른 이익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2)

분류해볼 수 있다. 전통적인 재활용분야의 사회적 기업으로는

사례 2: 터치포굿

㈜에코그린 ㈜사람과환경, ㈜두레환경과 같은 폐기물 처리 기
업이 있다. 또한 ㈜컴윈, ㈜한국컴퓨터재생센터, ㈜아이티그

정부

린 과 같은 전자제품 재활용 기업, 주식회사플러스, 주식회사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의 재활용산업 진

백두리싸이클링, ㈜늘품테크와 같은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또

출을 돕고 있다. 우선 정책적 측면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것

한 대표적인 자원 재활용 사회적 기업이다.

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규제기준과 재활용정

자원재활용과 동시에 이로 인해 얻어지는 파생효과에 집중

책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환경부는 폐자동

하는 기업형태 또한 존재한다. (유)다자원에서는 폐기물재활

터치포굿은 폐 현수막과 지하철 광고판을 재활용하여 세

차·전자제품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공식 출범시

용시장의 지역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양지물산,

상에 하나뿐인 독특한 디자인의 가방, 필통, 파우치 등을

켰다. 폐전자제품의 경우 발생량의 20% 수준만 적정하게 재

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밝힌 후 향후 재활용 산업 발전

㈜야베스공동체나 두바퀴희망자전거의 경우 자원 재활용과

생산한다. 수익금의 일부는 저소득층 아토피 아동들을 위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폐자동차는 재활용목표율에 못 미

과 사회적 목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동시에 노숙인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치는 수준으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좁
은 의미의 재활용 산업을 중심으로 최근의 산업 동향을 살펴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자동차 생산·수입업자의 책임

사례 1: 두바퀴 희망자전거
(2) 최근 동향
자원재활용 분야는 최근 환경이슈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다.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과 정부에서도 자체적인 재활용 사회적 기업 설립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정부 양측

2006년 사업을 시작한 사회적 기업
두바퀴 희망자전거는, 한 해 동안 수도
권에서 버려지고 있는 20여만 대의 자
전거를 재활용하면서도 노숙인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에서 재활용 산업 분야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재

동북아 국제표준의 설정도 선도할 계획이다. 3)

일반 기업

1) 이투데이 2010년 1월 21일 기사 참조.

또한 환경부는 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까지

일반 영리기업에서도 사내에서 스스로 자원 재활용 부문을

환경분야 사회적 기업 300개를 만들고 1만여 개 일자리를 창

강화하려는 노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기업내의 재활용을 통해

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 부처에서는

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

환경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의 조사와 연구를

환경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사제품의 구매요인을 상
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활용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의 반영이기도 하다. 유진투

SNUCSR NETWORK & WISH

을 강화해 폐자동차 처리체계를 구성하고 폐차의 처리에 대한

2) 이투뉴스 2010년 12월 6일 기사 참조.
3) 파이낸셜뉴스 2010년 11월 3일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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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환경분야에 특화된 지원기관을 선정하고 운영하여

현재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은 회사가 취약계층을

요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 현재 폐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은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유망 분야의 사회적 기업 모델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

기물 재활용률은 80%에 달하지만 대부분은 단순공정 작업이

할 수 있는 상호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사회적

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그 지속

며, 국내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도 선진국에 비해 60~70% 수

기업간의 지속적인 1:1 연계는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근 정부는 본연의 역할인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직접 사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

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재활용업체들도 영세해서 10곳 중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업이 정부 인증을 통한

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사회적 기업 활성

인증 기준으로 2007년 55개였던 사회적 기업은 2010년 5월

7곳은 매출이 5억 원 미만이며, 따라서 재활용 기술 개발에 도

제도적 장치로 정립되면서 생겨나는 마찰이 문제가 되고 있

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

319개로 그 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사회적 기업의 평균 고용

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활용산업 육성융자

다. 사회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계속되는 정책과 요구

는 재활용 분야에 있어서 그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서울

규모는 2007년 평균 45.2명에서 2009년에는 평균 19.5명으

금은 수년째 650억 원으로 한정되어, 업체들의 운영비만 겨우

사항의 변화가 문제가 되며, 아직 사회적 기업 정책이 시행초

4)

발굴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에서 설립한 사회적 기업인 SR센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사례 4: 서울시 사회적 기업 SR센터
서울시에서 설립한 자원재활용

로 감소하였다. 100명 이상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은 8개에 불

8)

기임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과 정부에서 요

지원할 수준이다.

과했다.5) 또한 경제활동인구 중 사회적 기업에 의한 고용비중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소외계층의 삶의 질

은 OECD 평균 4.4%에 훨씬 못 미치는 0.03%에 그친 것으로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나타났다.

6)

의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이 OECD

예비 사회적 기업인 SR센터는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재활용산업, 특히 폐기물의 수거 과정

타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하며, 사회적 기업들 역시 대부분 단

서울 및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

은 이미 기존에 노인 등 취약계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

순 서비스에 편중되어 사회 혁신 역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소형가전, 폐핸드폰, 폐OA기기

다. 그런데 정부에서 설립한 재활용 사회적 기업이 이들의 일

등을 수거한 후 분해공정 거쳐 자원화하고 있다. 전체 직

자리를 오히려 빼앗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늘정책연구

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Part 3: 해결 방안 연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재활용 산업에 종사하는 사회
적 기업은 그 산업 특성상 기존 기업과 차별화된 새로운 사회

9)

고 진단하였다.

적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또한 많은 경우 이미 재활용 산업

네트워크 측면

원의 92%가 취약계층으로 이루어진 SR센터는 지난 1년간

소에 따르면, 앞서 소개한 서울시 SR센터의 경우, 2010년 7

약 2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월, 관악구청이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에게 (주로 노인들이 수

재활용 분야의 사회적 기업 네트워

어 재활용 대상인 쓰레기, 폐기물의 대상 자체가 확대되는 등

거해 오는) 폐소형가전제품을 사들이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크로서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가 활동

(폐현수막, 페트병, 프린트 토너 등) 시장의 저변 확대가 이루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품 수거에 종사하는 노인의 수는 관

하고 있다. 재활용산업에 종사하면서

어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기서는 이 같은 사

악구에서만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과 고용창출을 목표로

실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 사회적 기업이 기존 기업과의 차별

적 기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하는 기업들의 모임인 연합회는, 삼성

화를 부각시킬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가치

못하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전자와 폐전자제품 재활용 협약을 맺

(Blended value)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측

Part 2: 문제점
(1) Key Issue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자원재활용 분야의 사회적 기

7)

정책이 요구된다.

업은 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을 갖는다. 다른 산
업에 진출한 사회적 기업과는 달리 이 분야의 사회적 기업은

시장은 기존의 플레이어들로 포화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들

10)

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면에서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재활용 수거 분야의 경우, 각자 기업이 담당하

효율성

고 있는 제품만을 따로 수거하고 처리하여 재활용시장에 보내

(1) 직업훈련 및 고용관계 개선

공통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진출하여 기존의 일반

기존의 업체들이 존재하는 재활용 시장에 사회적 기업이 진

고 있어 특정 지역 내에서도 제품마다 재활용 과정이 다르고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8조 1항 3호11) 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

기업들과 경쟁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아닌 영리기

출하여 틈새시장을 노리고자 한다면,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모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고용하여야 한다.

업도 산업 특성상 일정 정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일조하고

치 산업을 통한 비용 절감, 또는 획기적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

하지만 취약계층은 대체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원재활용 기업들과 차별화가 되지 않고

운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통한 기존 업체들과의 차별화가 반

품생산에서 폐기까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또

기 때문에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사회적 기업은 이들을

있다.

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사회적 기업들은 노동집약적인 저부가

한 요구된다.

고용하여야 정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한

(2) 세부적인 문제점들

가치 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재활용 산

사회적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과 대기업, 사회적

편으로는 그럼으로써 취약계층 고용 및 지역사회에의 공헌이

업에 참여 의지를 가진 사회적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

기업과 정부간의 네트워크도 점검이 필요하다. 대기업과의 연

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

결하기 어렵고 정부나 기업과의 기술적 연계, 또는 지원이 필

계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은 성장에 필수적인 기술적 도움을

다는 장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5) 동아비즈니스리뷰(DBR) 61호 (2010년 7월 15일자) 기사 참조
6) 매경이코노미 제1555호 (2010년 05월 12일자) 기사 참조
7) 프레시안 2010년 11월 19일 기사 참조

8) 매일경제 2009년 9월 18일 기사 참조
9) 문화일보 2010년 2월 17일 기사 참조
10) 헤럴드경제 2010년 6월28일 기사 참조

11) 제8조(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3.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
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
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관계

4) 헤럴드경제 2010 5월 9일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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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및 지자체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 훈련을 실시

교육과정은 CVE의 사무보조 서비스 업무와 지역사회 일

개개인이 정상적인 업무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

에서도‘서울사회적 기업연합’
과‘지속가능한관광 사회적 기

하고 있는 사례가 흔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재활용 물품 수거

자리를 준비하는 모든 구직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서류

였으며, OWPC 가 지역 사외 산업평균 수준의 임금을 지

업네트워크’등의 단체가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기업 간의

에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활용하는 지자체도 많다. 정부가 취

업무, 메일업무, 안내업무, 자료입력 업무 등 초급단계의

불할 수 없어 직원들의 장기 근로를 유도하는데 실패함으

연합체를 구성한 이유는 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약계층에 대한 훈련 지원을 담당하고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행정 업무 마스터를 목표로 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구

로써 고용유지 비용이 추가로 지불되었다. 또한 회계담당

즉 홍보나 정보 수집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규모의

지원을 받아 이들의 고용을 책임진다면 정규직 고용을 달성할

직자들이 업무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와

자가 회계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경제가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이들의 생산성을

동일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도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이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회계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높이는 훈련을 담당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참여자들은 전문적으로 행동할 것, 규칙적일 것, 수업에

OWPC의 사업 및 재정 계획 수립에 차질이 생겼다.

는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빅이슈 등)를 벤치마킹하거나 사회

꾸준히 참석할 것, 주어진 업무를 완수할 것, 열린 마음으

적 기업가 및 취약계층(피고용인)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로 피드백을 받아들일 것 등의 자세를 요구받는다.

제공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할 경우
재활용 자원의 수거 및 주변 기술 공유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대(對) 기업 및 대 정부 교섭력이 강화되어

(2)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용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는 것

나. 직업치료 (Occupational Therapy)

이나 앞에서 언급한 고용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직업치료 프로그램은 구직자 중심의 기술 훈련과 더불어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성장을 위해 누구나 명심해야 할

외부전문가인 사례 관리자, 심리치료사, 건강지도자 등의

점들이다. 특히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시작

지원을 함께 병행하는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 본 프로그

단계인 사회적 기업은 고급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

성 공 사 례 - CVE(Community Vocational

램은 크게 일대일 상담과 그룹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는데

고 원가 절감, 우수한 기술 도입 및 제품 차별화 등의 경영 전

Enterproses)

일대일 상담은 스트레스 및 분노관리, 시간관리, 커뮤니케

략 측면에서 일반 영리 기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CVE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개인들

이션 능력 배양, 현장분석, 목표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을 대상으로 기회의 제공, 훈련 및

며, 그룹 프로그램에는 기술기반(기술 습득), 활동기반(정

영리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주로 추구한다면, 사회적 기업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 장애인

원 가꾸기, 예술 모임), 건강기반(건강회복 실천 모임) 등으

blended value를 추구한다. 즉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

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

로 구성되어 있다.

적, 환경적 가치도 동시에 추구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오

다음은 취약계층 고용의 성공사례를 찾아 그 이유를 분석해
보고, 반면교사로 삼기 위한 취약계층 고용의 실패 사례를 제
시한 것이다.

12)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히려 영리 기업보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 추가적인 능력이 요

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CVE는 두 곳의 카페 운영, 사

실패 사례 - OWPC

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영리 기업 갖지

무보조 서비스업, 청소업의 세가지 자체 사업 운영을 통해

다양한기관들과의 파트너쉽을통해설립된 OWPC(Oakland

못한 강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기업과 다른 경제 주체

지적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얻어진 수

Workers Painting Cooperative/ Contracting Business)는

간의 네트워킹이다.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리 기

익과 외부 지원을 기반으로 지적 장애인들에게 직업 훈련

건물 내, 외부의 페인팅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적

업에 비하여 사회적 기업은 작게는 지역 사회, 크게는 국제 사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으로 설립되었다. 한 때는 20명이 넘는 임직원을 보유

회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은 사회적

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나, 운영 초기부터 경영 시스템 미비

기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CVE가 장애인들에게 제공한 직업 훈련은 다음과 같이 요

와, 임직원 고용유지의 실패 등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추구한다는 점에서 최근 화두인‘지속 가능한 경영’
과 관련하

약할 수 있다.

발생하면서 OWPC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여 일반 영리 기업과의 연계도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

OWPC에서는 직원들에게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
가. 사무기술 강화

하지 않았다. 타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사무기술 강화 프로그램은 고용을 위한 규칙적인 습관

OWPC가 채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때문에 OWPC에는

형성, 사회와의 교류 기회 제공, 필수적인 사무기술 습득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다른 사회적 기업들에 비해 직

등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 고용 및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즉 직원들

자원재활용 산업의 경우에도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사회적

이

및 지자체와의 연계는 아직 규모가 작은 사회적 기업에게 있

유리한 계약 조건을 도모할 수 있고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례 : 산업단지 내 폐기물 토탈솔루션 - 덴마크의 칼
룬보그 생태산업단지
칼룬보그에서는 기업
간 물질대사를 연계하는
식의 생태계 개념을 산업
전체에 적용하여 화력발
전소, 정유업체, 바이오
테크놀로지 전문 제약업체, 콘크리트 제조업체, 황산 제조
업체, 도시난방시설, 양어장, 온실, 농장 등이 상호 협력하
여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호협력은 1980년대에 아스네
스(Asnaes)발전소가 증기 형태로 나오는 폐열을 재활용함
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증기를 압축 액화해 인근의
피오르드로 방출했지만 지금은 증기를 곧바로 정유업체
스타토일(Statoil)과 제약업체 노보 노르디스크 (Novo
Nordisk)로 보낸다. 공공업체가 운영하는 온실과 양어장
도 이 잉여열로 운영되며 지역민들도 3500대의 기름 보일
러를 돌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여러 개의 공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서로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다.13)

어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기업과의 네트워크
사회적 기업 간 네트워크
같은 업종 또는 다른 업종에 속한 사회적 기업들이 서로 모

가계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비해서 기업이 배출하는 폐기물
은 우선 그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원재활용 산업에서 차지

여 단체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기업연합(영국의 SEC,
미국의 SEA), 빅라이프 그룹(영국)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12) 최혁준,『존경받는 사회공헌 비난받는 사회공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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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WISH report Pilot 2호: 자원재활용 산업> 참조.

030/031

Sustainability Review Vol. 14

[WISH] 사회적 기업 산업분석: 1. 자원재활용 산업

Sustainability Review Vol. 14

[WISH] 사회적 기업 산업분석: 2. 문화예술 산업

WISH 기획특집 : 사회적 기업 산업분석
하는 중요성이 크다.14) 또한 배출되는 폐기물을 거래하기에도

부 및 지자체의 인건비 보조 등 초기 지원을 기대할 수 있고,

비교적 용이하다. 즉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원재료의 원

정상 궤도에 오른 후에는 사회적 기업의 강점인 네트워크 및

활한 공급을 위한 공급자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과 동일한 의

혁신성을 살려 기존 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다. 그리

미라고 할 수 있다.

고 사회적 기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성과를 거두고

최근에 환경 경영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에

사회적 기업 간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 정부 및

있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폐기물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기업들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마케팅

도 가능할 것이다.

측면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환경 경영 및 CSR
에 관한 국제 표준화 규격인 ISO 14000과 ISO 26000은 글로

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일정 수준 이
상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벌 시장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는 기업으로서도 부담이

Part 4 : 결론

되는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산업 폐
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

지금까지 자원재활용 산업 내의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직면

축, 자원재활용 시장의 크기 자체를 늘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

한 문제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하

력이 필요하다. 폐기물 배출 기업의 조력으로 분리, 수거, 자

여 살펴보았다.

2. 문화예술 산업
송지연, 이상엽, 최혜민

Part 1 : 들어가며

이외에도 노인, 장애인, 새터민, 외국인 등의 문화 소외계층
이 존재하며 이들은 경제적 부담과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 정보

(1) 문화 예술 산업의 정의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르면 문화예술 산업은 크게 출판산

의 부족 등으로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업, 음반산업, 인쇄산업, 영화산업, 방송산업, 공연 산업, 광고

생산자 측면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많은 문

산업, 디자인 산업, 인터넷 콘텐츠 산업 등으로 나뉘어 진다.

화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고정된 수입을 올리고 있지 못하며

광의의 개념에서 보자면‘문화’
는 교육, 관광, 스포츠, 전통문

경제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에 조사한 문화

화 등의 영역도 포함한다.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의 약 37%가 문화예술

그러나 문화 예술 산업의 경우 그 안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활동을 통해 수입을 전혀 벌어들이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여
2006년에 비해 그 수치가 약 10%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밝혀

소비자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우선 문화 소외 계층의 현상

졌다. 이는 문화 예술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원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금지원 등 여러 가지 상생작업이 가능할 것이며 더 나아가 현

자원재활용 산업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기업이 일반

을 언급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문화

재까지는 경제성이 부족했던 영역까지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기업과 차별화되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요구

예술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문제가 있다. 문화체육관광

실제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은 상당히

이와 관련하여, 자원재활용 산업에 종사하는 일반 기업과 차

된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 기업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부에서 조사한 <2010 문화향유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100만

낮은 수준이며 많은 예술인들이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

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기업 간 네트

해서 제시된 방안은 직업 훈련 및 고용관계 개선 등 인적 자원

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문화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예술인 의료보험 조합 등의 제도를

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사회적 기업 간의 연합 조

측면에서의 내부 역량 강화, 그리고 네트워크의 강화이다. 제

하지 못하고 있다. 1년 이내 예술 행사 관람의향에 대해 조사

시행한 적이 있었으나 국가에서 적절히 지원해 주지 않아 지금

직이 교섭력 면에서 보다 유리할 것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시된 해결책들은 사회적 기업의 지속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

한 결과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91.5%로 높은

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 영향력 있는 사회적 기업 조직과 거래를 할 경우 폐기물의

니라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

수치를 보인 반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42.3%의 관람

친환경적인 처리에 관한 의무를 다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대

이기도 하다. 본문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 정당 및 시민단체와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소득층

하여 보다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의 네트워크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정당 및 시민단체는 환경

의 경우‘비용과다’
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문화 예술을 향유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응답하였다.

정부 및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사회적 기업이 기존 기업과 동등한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기

관련 법안 제정은 자원재활용 사회적 기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임에 틀림없다.

위해서는 초기에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기에 누릴 수 있는

당한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해 사회적 기업을 지

권리에 얽매이기 보다는 그 이점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여

원할 책임이 있다. 물론 기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로 이미 정부 및 지자체와 계약이 체결된 기존 기업이 있다면

기업가 정신을 갖고서, 가령 더 많은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해

사회적 기업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주는 등의 직접적이고 일

필요하다면 더 큰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외

방적인 형태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회

부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해 나가

적 기업이 자원재활용 시장에서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정

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수반될 때, 보다 당당히“사회적 기

이렇듯 문화예술산업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화 사각지대에 놓

업”
임을 사회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사회 전반에서 그 존

인 소외 계층 문제,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미비

14) 참고로 미국의 경우 전체 고형 폐기물 중 기업에서 배출하는 비중이 약
98%에 달한다.

SNUCSR NETWORK & WISH

재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

저소득 예술행사 관람 걸림돌

등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사회적 기
업이 문화 산업 내 등장하게 되었다.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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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대기업에서 CSR 차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외 계층의

셋째,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은 문화 콘텐츠로서 예술의 질을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은 내부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서 더 나아가 문화 예술인을 고용하여 그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양성과 융합의 정신을 중요시하

교육을 통해 전문 경영진과 관리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함으

들에게 안정된 수입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는 사회적 기업에서 더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가 개발될 가

로써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들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 예술

능성이 크다.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번째 의의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은 지역의 문화예술 인

전략적 요인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국내 및 해외 사례를 통해 문화 예술

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며, 지역주민과의 연계 속에서 사업을

분야의 사회적 기업의 역할 및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

진행하여 문화예술을 통해 함께 창조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토

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의 수익사업은 영리만을 좇으려는

및 과제를 제안해 보기로 한다.

양을 만들어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다.

게 아니라, 사회적 소명을 지속 가능하게 수행하기 위한 재정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활동은 사회적 목적의 기본 정신인“함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일종의 사회적 경영전략인

께, 더불어”
의 의식을 문화 예술화하여 유통함으로써 사회에

셈이다.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사업적 네트워크
열악한 사업환경의 극복을 위해 사회인식의 확대와 사업추
진에 협력적 관계형성을 위한 인적,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회
적 기업에는 매우 유익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과

수익사업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2)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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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의 호의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을 성장시
키거나 영위하여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Part 3 : 해외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사례

초기 창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서

한국에서 대표적인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으로‘노리단’
이

첫 번째는 문화예술 서비스의 확대이다. 국가나 비영리 단체

비스를 개발하여 시장에 진입한다. 따라서 창업단계에서 핵심

있다. 노리단은 문화예술분야의 최초 사회적 기업으로 2004

가 다 메울 수 없는 공공문화예술 사회서비스의 빈틈을 메우

적 의사결정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자신의 경

년 하자센터에서 시작되었다. 하자센터는 1999년 12월 개관

쟁위치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전략적 위치설정이

하여 서울시가 연세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일-놀이-문화작

라고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우위의 확보와 진입의 타이

업장이다. 처음에는 하자센터의 기획자, 예술가, 청소년 등 11

밍이다. 이러한 전략과 자원능력의 적합성이 경영성과에 직결

명은 신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자고 팀을 만들었

된다.

고 하자센터에서 이 팀을 사회적 문화예술 벤처로 성장하도록

는 역할을 한다. 즉 공공예술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수익이 없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

Part 2 : 성공요인

는 비영리단체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문화
예술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 소
외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공헌할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은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부의 창출에 기여하며,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며

수 있다.

인큐베이팅하였다.‘재활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활력과 지속가

사회적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둘째,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그

지역사회를 재건한다. 또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

간 만성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일자리

비스를 혁신하며, 윤리적 시장을 권장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가의 창의성 및 혁

는 노리단은 이벤트성이 강한 문화예술 활동이다. 노리단은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문화예술단

으로 유용한 일종의‘그릇’
으로, 지역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및 성취의욕이 많이 요구된다. 사회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과 교육프로그램들

체나 개인이 예술 활동에 집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역의 사회적

적 기업가는 사회변화 주도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고 지

을 개발/인큐베이팅하여 사업분야를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하는 여건을 만들어낸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적지만 안정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

속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그 소명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부

국내의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은 10개 미만에 불과하다.

인 인건비와 사회보험,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문

는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한 사회적 기업

단히 추구하며 지속적인 혁신과 적응 및 교육과정을 수행하

그 중 가장 성공적인 노리단같은 사회적 기업들은 어떤 방향

화예술인들은 기본적인 생활권과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받을

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고, 당장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며, 결

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능한 즐거움을 디자인하는 공공적 문화·예술 기업’
을 지향하

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Gregory Dees).

수 있다.

(1) 프랑스의 사례: Friche La belle de Mai

조직적 요인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 구성원간의 원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신나는 문화학교’자바르떼(Jobarte)

SNUCSR NETWORK & WISH

사업 환경적 요인

활한 의사소통과 효과적 협동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은 대

사회적 기업의 경우 환경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사회

기업에 비해 인적자원이 적어 인력의 잠재력이 매우 중요한

적 기업의 사업영역이나 구성원 등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일

성패의 요소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경영을

반인에 비하여 생산성이나 경쟁력에 차이가 클 가능성이 높

통하여 그들의 잠재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취적인 조

고, 공익적 목적이라는 특성상 사회적 관심이나 외부의 지원

직성향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없이 독자적으로 자립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들은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질 높은 문화예술 프

내부에 내재된 가치나 사회적 공헌을 인지하지 못하는 주위

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경영진을 구성하는 것이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 가능한 광범위한 사회저변에 자신들의

중요하다. 또한 내부 조직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고용된 문

생각을 전파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가의 의무이다.

화 예술인들이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도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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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역 밀착형 활동으로 참여자 간의 공동이익을 증진시켜

노스캐롤라이나의 21개 카운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익창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기본적인 임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HMA사례를 볼 때 문화예술인이 밀집된 지역을 상품판매와

금은 지원이 되지만 기업이 운영의 원활한 수익구조를 갖추기

연계해 관광지로 개발했다는 점과 개인단위의 관광이 이루어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구조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지면서 테마관광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은 프랑스 프리쉬 라

12조에 의하면, 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공공사업

벨 드 메의 사례와 같이 문화의 발전이 도시와 경제에 미치는

시 우선 구매 대상이 되지만 제대로 실천되는 경우는 드문 게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이다. 예를 들어 예술 서비스 관련 영리 기업과 예술 사회

(2) 미국의 사례: HMA 핸드메이드 인 아메리카
문화예술사회적 사업이 도시경제성장에 전반적으로 미치게
되는 이와 비슷한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가 미국의 핸드메이
드 인 아메리카이다. 미국 남부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 주

적 기업이 국가 행사나 공공예술 공연 수주를 놓고 경쟁할 경

서부의 블루 리지 산맥을 근거지로 1995년 Rebecca

우, 법적 보장이 적용되기 보다는‘규모의 경제’
에서 앞서는

Anderson과 그녀와 뜻을 같이 한 시민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Part 4 : 향후 과제

영리 기업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에서 성

한편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

공한 사회적 기업사례로 소개 되고 있는 프랑스의‘프리쉬 라

사회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콘텐츠만 가지고는 성장하기가 어

벨 드 메’
는 폐쇄된 담배제조시설물(1990년)과 주변 낙후지역

렵다. 특히, 연예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커진 한국의 경우에는

을 문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중심지로 전환하면서 문화예

교육적이면서 사회적인 프로그램만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

술 사회적 기업들의 사업이 시작됐다.‘프리쉬’
는 프랑스어로

다. 앞서 이야기한 해외 사례같이 튼튼한 소프트웨어를 이용

‘버려진 땅, 황무지'라는 뜻이다. 하지만 마르세유에서 프리쉬

하여 시민들이‘경험’
을 하고, 그 경험이‘추억’
이 가능한 공

는 창조적 에너지로 도시 재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희

간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프랑스와 미국 모두 그 공간적인 요

망의 땅’
으로 통한다. 이 곳에서는 문화예술도시 프로젝트 수

소를‘도시’
로 정하고 퇴락하거나 경제성장이 멈춘 도시를 재

행을 중심으로 하며 도시산업 문화유적 아카이브, 멀티미디어

생시켰다. 노리단이나 국내의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또한 그

제작 발표, 창작 및 발표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 하다. 프레

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공간을 얻기 위해서는 지자

쉬는 지금까지 연간 500회 이상의 문화행사, 3만 시간 이상의

문화예술분야 100개 사회적 기업육성,
1000개 일자리 창출계획

전문 문화예술교육, 180개 국제협력프로젝트(40개국 이상)를
진행하여 연간 120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버려진 도시의 하

체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며 사회적 기업 스스로도 문화 재
생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
다.

드웨어와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지닌 소프트웨어가 서로에게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의 역사가 짧고 홍보의 부족으로 아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의 과제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적 기업이 갖는 긍정적 의미와 정부의 지원 등 정부의

사례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많은 사회적 기업의 출현이 예상된다.

이 도시 내에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직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재한 실정이다. 사
회적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이
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토대가 약한 사회적 기업 특히

연극집단인 System Friche Theatre(SFT)로서, SFT는 1992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나 장기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

년 문화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으로 1991년 초반부터 그 지역

적인 전망 없이 양적 팽창만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기업의 지

원과 더불어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으로 인해, 문화예술 분야

의 오래된 곡식 제조공장에서 작업하였으며, 이후 이 지역 운

HMA의 미션은 수공예 산업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와 정

속 여부는 불확실하다. 현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

의 상품들이 우선 구매되고 상품성으로 인정받을 때 시장 메

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시민문화를

신을 보존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며, 노스캐

업 관리 및 운영 메커니즘으로 인해,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커니즘에서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기초로 한 자생적인 사회적 기업의 발전은 문화예술 사업에도

롤라이나 서부를 미국 수공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기업은 문화예술 분야의 현실과 특수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아직도 사회적 가치와 수익창출 구조 형성이 공존하는 모델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SFT같은 프랑스의 문화예술계 사회적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HMA는 직접 수공예품을

과 노동시간 및 근무형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

구축의 어려움이 있다.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

기업은 지역주민의 신뢰를 토대로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실행

파는 것이 아닌, 수공예 산업의 성장과 지속성을 위하여 질 높

해 인증이나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통한 공동 대처 방안

해 사업진행이 빠르고 네트워크가 잘 형성됐다는 평을 받는

은 수공예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수공예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분야의 사회서비스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복지라는 역할

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공익협동조합인 SCIC(Societe

을 개선하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적인 특색을 홍보하고

을 생각할 때 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문화예술분야

Cooperative d’
interet Collectif)의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적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문화예술시

사회적 기업의 공공적 역할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이 많다. SCIC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늘리

장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서부

한 구조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SNUCSR NETWORK &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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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기획특집 : 사회적 기업 산업분석

3.가사·간병/보건 산업
현지영

후 건강상태가 걱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볼 때, 노인들에

다. 올해에는 등급인정자가 37만명(6.6%), 2015년에는 45만

게 의료서비스는 복지서비스에 있어 선택이 아니라 기본사항

명(6.98%)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본인 부담 비용 대피 혜택이 커
한 번 혜택을 본 사람들이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고, 재정 누수

Part 1: 들어가며

공급 측면

가 심각하다는 단점이 있다. 복지부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10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시설

년 이 제도에 2조7780억원(2010.7월 현재 추정치), 올해엔 3

가사·간병/보건 산업은 국내 사회적 기업 중 대부분을 차지

전체 공급은 증가하고 있으나 서민을 위한 유료시설이 턱없이

조2500억원이 들어가고 2015년에는 4조4790억원이 소요될

하고 있다. 가사·간병/보건 산업 의 현황 및 전망을 통해 전체

부족하며 지역 별로 공급 불균형 상태에 있다. 요양보호사 제

전망이다. 1)

모습을 살펴본 후, 고객(노인) 니즈 분석과 핫 이슈인 노인장기

도의 신설로 노인간병인력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

요양보험제도를 둘러싼 업계 동향 파악을 통해 사회적 기업에
의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치매 노인 수 추계(단위: 명, 출처: 통계청)

공급이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시장의 기대
노인 계층이 가사·간병/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가

(1) 가사·간병/보건 산업 개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의 목
적은‘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 서비
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
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여기서‘사회 서비스’
란 보육 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장 높은 잠재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 인구가 증가함

특히 서민층을 위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에 따라 국내 가사·간병/보건 산업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노인복지법 34조에 의하면 노인주거 복지시설 중 무료 양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인 인구 중에서도 노인성 질

시설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비 양로시설은 기

병을 앓고 있거나 기초생활조차 어려운 빈곤 계층, 또는 소외

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으로 입

감을 느끼고 있는 노인들은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을 더 크게

소 대상이 한정된다. 또한,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경우도 무료

느낀다고 볼 때, 위의 통계 예측은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증가

와 실비 시설은 이용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저소

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득층 노인으로 제한이 된다. 때문에 부유하지는 않지만 일정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이 보육, 간병, 가사 지원 서비스는 법률상 사회적 기업

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설 및 인력

수준의 소득이 있는 서민층 노인은 가격이 비싼 유료 시설을

건강검진 및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장 높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료 시설은 가격이 비싼 데다

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도 주된 서비스이며, 노동부 인증 사

모든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서민층 노

회적 기업 56개(2010.9.6 현재) 중 19개(34%)를 차지하고 있다.

인들은 충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수요 측면

정리하면, 가사·간병/보건 산업은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국내 가사·간병/보건 산업의 주 수요자는 노인들이므로, 노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 공급 측면

인 인구 및 그들의 평균 서비스 이용 기간에 의하여 수요가 결

에서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다.

정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
르게 증가하고 있고 평균수명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60세 이상, 단위: %), 출처: 통계청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실시되었

60세 이상 인구 추계(단위: 만 명, 출처: 통계청)

SNUCSR NETWORK & WISH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

다. 이와 동시에 노인간병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며,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노인들이 받

국가 자격증이 새로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인구

고 싶은 복지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복지서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등급’인정자는

스 중에서도 건강검진 및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

2008년 7월 14만명(노인 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2009년

다. 신체적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큰 불편을 느끼고 있거나 향

에는 26만명(5.2%), 2010년 4월에는 30만명(5.6%)으로 늘었

Part 2: 사례 분석
(1) GOODWILL GROUP의 COMSN (굿윌그룹의 콤슨)
GOODWILL GROUP의 COMSN은?
GOODWILL GROUP 은 원래 일본에서 인력파견사업을 주
로 하던 회사로, 1995년 창립이래 뛰어난 경영전략과 고객관
리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2000년 개호2) 보
험이 도입되자, GOODWILL GROUP은 기존에 재가간병사
업을 하고 있던 COMSN을 전격 인수한다. COMSN은 한때
일본의 재가간병부문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개호보험업계 자
체를 변화시킬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으나, 2007년 대규
모 부정신고사건이 밝혀지면서 정부로부터 개호사업자 권한
을 박탈당하게 된다.
비록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이긴 하나 전성기 COMSN의 다
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에게 참고할만
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요양보험시장 개요
(1) 개호보험제도 이전: 노인의‘복지’
(1963년 노인복지법)
와‘보건’
(1982년 노인보건법)이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통
해 시행되어 종합적인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비효
율적이었다.
(2) 개호보험제도 도입 이후: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로의 개

1) 한국경제 2010.7.19 기사 참조.
2)‘개호’
란 일본식 용어로‘곁에서 돌보아 주다’
는 의미이다. 우리말 표현으
로‘수발, 간병’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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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GORUP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

혁을 위해 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의료보험으로

사이의 제휴나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간호 인정의 신청 수속

부터 분리된 개호보험은 급여와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하였으

이나 갱신,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신청의 연락이나 기간의 조정

(1) 고객만족 경영: GOODWILL은 국가가 제시한 서비스제

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24시간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고

며 일본사회전체가 개호를 지지하게끔 하는 새로운 틀로 성장

등을 돕는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인 욕구를 분석해 끊임없는

재가복지를 아울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보건, 의료, 복지에 걸친

고객의 상황과 요구를 판단하여 요양 간호 레벨을 논의하고

서비스의 개선을 추구했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이지만 일본 언론은 개호서비스

개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령

이를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굴해 내었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

인력 파견이라는 서비스업의 핵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특히 개호

비윤리성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된다.

친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도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가치가 신뢰임을 잘 파악
일본의 요양보험시장 분석

하여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개호를 요하는 고령자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등의 전략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의 수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개호보험 대상

구축된 신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자 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특히 경증환자의 급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HOME INSTEAD SENIOR CARE

증이 전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으로 2006년 경증 대상자는‘개호 대상자’
에서‘예방 급여자’

(2) 확장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로 등급이 재조정되었다.

있어서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통한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COMSN의 재가개호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 만명, 억엔, %)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2005년
개호보험사업현황보고. 주: ()내는 증가율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 조직 및 진출 지역을 확장

어떤 회사인가?

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한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율적인

HOME INSTEAD SENIOR CARE는 40만명이 넘는 치매

시설 확장과 업무 분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인

노인 요양을 전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창업자

수요를 발굴 할 수 있었고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인 폴 호간(Paul Hogan)은 자신의 할머니를 집에서 몇 년간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여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경쟁사보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

다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였으며, 이듬해인 1995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의 운영으로 Entrepreneur 잡지가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
방문 입욕 차와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해 실내에서 입욕 서비

(3) 내부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스를 제공한다. 차와 함께 간호사, 헬퍼, 오퍼레이터 등 총 3명

개호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력 파견 등과 관련된 인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

이 직접 방문한다. 모든 도구와(샴푸 비누 타올 등) 뜨거운 물까

력 관리 전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장점

부 및 지자체가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개호서

지 제공되며 입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건조 및 소독, 손톱깎이,

을 활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들, 그리고

미국의 요양보험서비스

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험 지급액도 크게 증가

수염 정리, 건강 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만원

그 이외의 직원들에게까지 꾸준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

업계의 연간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안정

하였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가하지

선이지만 개호 보험 적용자는 1만원 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였다. 이는 GOODWILL의 방어장벽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

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미루어 우선 미국 내 노인 요양서비스

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상

않았으나 관련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 재정 악화
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센터 (Nursing Care Taxi Service) :

위 기업의 연간 평균 수입이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개호가 필요한 고객이 이동 시 차량을 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
다.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동뿐만 아니라 백화점 쇼핑,

(4) 윤리적 경영의 필요성 :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한 서비스(물품) 단위

COMSN의 사업소개 및 사업구조

견학 등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

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전국 각지

당 요구되는 비용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이 지닌 비

COMSN의 사업은 은 크게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나

만 지불하면 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만 받으

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용 측면에서의 효율성에서 비롯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눌 수 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재가서비스 세 가지를 살펴보

며 서비스 되고 있다. 또한 운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등이

제공자를 근무하고 있다고 속여 신청하는 등의 부정을 저질러

이다. 한편 이미 산업 전체의 성장세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

자.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어 고객이 개인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만이 대형화할 수 있었던 것 혹

조합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평균 10만-20만원 정도에서 이

다. 이 처분에 의하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

은 대형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

용 가능하다.

하게 되었고 모기업인 GOODWILL GROUP 및 GOODWILL

인 것은 이들 기업만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들이 제공하는 차

(1)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 : 개호 이용자나
가족의 서비스 플랜 작성을 조언해주는 서비스이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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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북리뷰

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등의 요인이 기여했을 것으로 예상해

이상에 달한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

WISH 북리뷰

볼 수 있다.

는 인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고객의 입장에서 긍정적 요인이

새로운 자본주의에 도전하라┃전병길·고영┃꿈꾸는터

되었을 것이다. 고정적으로 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특징과 서비스

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들이

HOME INSTEAD SENIOR CARE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다.

정회림

위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일반적인 노인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

더불어 전화 한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

WEconomy란‘우리’
가 자본주의를 움직이며, 동시에 자본주

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인의 요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서비스

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절차적 복잡성 및 많은 제약

의는‘우리’
를 위해 공헌하는 공생 및 협력의 패러다임이다.

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슷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을 간소화했다.

즉 이기적이고 파편화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우리’

데 비해 치매라는 노인 질병에 그들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또한 George G.

가 자본주의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경제체제이다.

시사점
우리나라 비즈니스 생태계의 현실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환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 도우미들을 교육함으

저자가 제시한 WEconomy 비즈니스 생태계와 현재 우리나

로써 치매환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라의 상황을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매우 크다. 노동부에서 지

꾸준히 제고하며 전문성을 키워왔다.

정한 사회적 기업은 2010년 9월 현재 총 253곳, 창출된 일자
리가 7,500여개에 이르는 등 아직 성장 단계에 있고, 사회적

일본프랜차이즈: 더스킨 홈 인스테드(Duskin Home Instead)

기업에 대하여 3년간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지원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일랜드, 스페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자립할 정도로 자본력이 탄탄한 기업은

인, 포르투갈,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지에 약

매우 드문 편이다. 비교적 우리나라에 일찍 도입된 마이크로

800개의 프랜차이즈 업체를 소유하고 있다. 2000년 시작된 더

크레딧의 경우 자영업자 육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형

스킨 홈 인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미국 홈 인스테드

(1) 고객중심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전환하는

태가 일반적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율이 경제

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일본 내 약 125개

등의 고객 중심의 접근을 중요한 전략으로 삼았다. 또한 대부분

활동인구의 33%에 달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아서 사업 진행에

의 점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의 노인들은 그들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

어려움이 있다.

보유하고 있다.

실을 인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해서 그들을 마케팅 대상으

더스킨 홈 인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 노인들의 생활
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한정 짓지 않고 공급

프로보노, 전문지식 기부자

로 하기보다는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에서 이해득

사회적 기업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기부하는 사

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근하였다.

WEconomy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람들을 가리켜‘프로보노’
라고 한다.‘우리’
가 새로운 주인공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인력 채용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 기업

(2) 인력관리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해서 서

자본주의가 인간의 합리성에 근거한 역사상 가장 바람직한

이 되는 WEconomy의 핵심 경제 주체인 사회적 기업에 우리

은 50대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채용하는데, 이 연령대

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인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홈 인

경제체제라는 것은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의 전문적인 지식을 기부하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직접적

의 주부들은 인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할 뿐 아니라 자신 역시 늙

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전문적인 교육

는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시대적 상황에 따

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학문을 하는 대학생으로서 매우 보

어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우미들의 주

시스템을 갖추어 인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

라 그 사회가 가질 수 있는 최적의 제도는 조금씩 진화한다.

람 있는 일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직업을 갖고 현장에서 배

부로서의 경험적 지식과 노인 고객에 대한 심정적 공감능력은

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고용인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1/3 가량이

우는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장차 프로보노로 활동하는 것이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높은 수준의 서비스공급을 가능케 했으며

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믿을 만한 정직한 사람이어야 하며,

하루에 1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고, 경쟁을 미덕으

목표이다. 그 중에서도 저자가 제시한 WEconomy 생태계에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특히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

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경쟁에서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마이크로크레딧, 특히 사회적

한편, 더스킨 홈 인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연수의

한 내용과 능력을 배양시키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뒤처진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벤처캐피털에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꾸준히 점검함으로

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경제체제로서 저자

는 동료들과 함께 지식을 기부하며 보람찬 생활을 영위하게

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해 오고 있다. 또한 직원의 정착률이 80%

향상 시킬 수 있었다.

들은 선한 자본주의(WEconomy) 개념을 제시한다.

될 나의 미래 모습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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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란?

사회적 기업 (Social Enterprise)이란?

WISH는 What is Strategy for Humanity? 의 약자로 인류애를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모
여러분은 아직‘사회적 목적’
과‘수익 창출’
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여 만든 학생조직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주위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회장인사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회적 기업 연구 학생조직 WISH 대표 정회림입니다. WISH는 What

무하마드 유누스와 그라민 은행(Grameen Bank)

is strategy for humanity? 라는 고민을 공유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모여 2008년 3월에 설

마이크로 크레딧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냄

립한 학생조직입니다. 인류애(humanity)라니, 조금 거창하게 들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대학생으로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람과

쥬마 벤처스 (Juma Ventures)

사회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WISH는 그러한 생각을 현실로 만들

Ben & Jerry와의 성공적인 파트너쉽으로 빈곤 청소년들이 건강한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무대입니다. WISH에서는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 그리고

삶을 영위하고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또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WISH 정기 학술 세미나, 내·외부 프
로젝트, 사회적 기업 및 관련 조직과의 네트워킹 등 체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위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바로 이들이‘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이라는 것입니다.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역량을 쌓는 동시에 분기마다 꾸준히 <Sustainability Review> 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
WISH의 세미나 팀은 사회적 기업 Touch4Good 컨설팅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 마케팅 전략 연구, 사회적 기업 생태계 리서치의
주제로 나뉘어 활동하였으며, 한 회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르러 그 성과를 정리하여 12월 3일 WISH - SNUCSR NETWORK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공동 Open Session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2011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에 만나게 될 새로운 7기 분들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함께 보낼 즐거운

비영리

사회적

영리

상상을 해 봅니다. 사회적 기업이 가진 생생한 희망과 가슴 뛰는 이야기를 배우고 알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 WISHer로 여러분

조직

기업

기업

들을 초대합니다.

WISH Vision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을 도모합니다.
(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 기업은 한 마디로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 창출 등
의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영국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기업이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최근 도입되어 활발히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07년 노동부의 주도 아래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정책적으로도 사회
적 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사회적 기업의 기반이 충분히 탄탄하지는 않지만, WISH는‘사회적 기업’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혁신
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방안을 연구, 제시하는 사회적 기업 전문 Think Tank
를 지향합니다.

Main Activities
WISH에서는 보다 심화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WISHer들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국내의 사회적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적 통찰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미나의 결과물은 홈페이지와 분기별로 발행될 Sustainability Review를 통해 외부와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외부
Conference를 통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WISH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WISHer 한 사람 한 사람이 WISH활동을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참여 활
동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공모전 참여, 사회적 기업 창업 등)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 합니다.

“Use Business Power to Make a Better World”

SNUCSR NETWORK & WISH

044/045

Introduction of WISH

WISH in 2010

Introduction of SNUCSR NETWORK

SNUCSR NETWORK - 지속가능 경영전략 연구회
About SNUCSR NETWORK

WISH는 사회적 기업 전문 THINK TANK로 발돋움 하기 위하여, 2010년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

학술 Seminar

지 CSR을‘단순한 기부’
,‘일회성 봉사’
라고 여기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잘못된 고정

WISH회원들이 모여 사회적 기업에 대해 토론하고, 주제를 잡아 국내외 Case들을 분석

관념을 타파해야 할 때입니다. CSR은 일방적, 시혜적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이 결코 아닙니다. CSR은

하며, 사회적 기업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등, 매주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
사회적 기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소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총체적 경영전략을 뜻합니다.
SNUCSR NETWORK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전략을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학내 경영학술동아리입

<세미나 주제>

니다. 이곳은 CSR이 단순히 사회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기업 본연의 가치에도 부합되는‘경영전략’

- 1학기 연구주제: 공신 사례, 사회적 기업가 정신, 사회적 기업 통합 마일리지, HUB

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ESG(환경, 지역사회, 거버넌스)관점으로 비즈니스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 2학기 연구주제: 에코디자인, 사회적 기업 마케팅 전략연구, 사회적 기업 생태계 인터뷰

다루며 현 세계에 대한 통찰력 및 분석력을 길러 사회 각 부문의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SNUCSR
NETWORK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우리는‘당신’
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Publish
<Sustainability Review> 발간

Vision

Sustainability Review는 WISH의 연구 및 프로젝트 활동을 담은 계간지입니다.
2010년 봄에는“정부의 CSR협력 및 사회적 기업 지원”
을 주제로 10호가 발행되었고, 이후 11, 12 호
가 각각 여름과 가을에 발행되었습니다.
Sustainability Review는 대학생과 외부 단체에 배포되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WISH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SVCA(Social Venture Competition Asia)설명회 주관(2010. 5. 22)
서울대 경영대학과 소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SEN)에서 주최하는 제 5회 한국 소셜
벤처 대회 설명회를 WISH가 주관하였습니다.

Mission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대학(원)생 및 사회인이 참여하여 소셜벤처의
인식확산과 향후 일정에 대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SNUCSR NETWORK는 CSR및 ESG의 가치를 교내 외에 널리 전파하여 우리 사회에‘지속가능성’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더 넓은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미션을 선정, 거시적 관점에서

Touch for Good 마케팅 컨설팅

이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폐현수막을 upcycling 하여 패션 아이템을 만드는 Touch for Good(T4G)이 서울대에 입
점하는 과정에서 WISH가 마케팅 컨설팅을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스플레이 기획, 소
비자 설문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컨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Touch for Good은 서울

1

잡지『Sustainability Review』
의 저변 확대
: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전국적 배급망 구축

2

ESG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CSR에 대한 이해
: CSR 컨설팅 기업과 연계를 통한 교육과 피드백

3

CSR 및 Sustainability 통한 사회적 공익 강화
: 외부 활동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대 및 참여 유도

대 학생회관 문구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Open Session 개최 (2010. 12. 3)
2010년 하반기 WISH의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오픈세션은
“Strategy for Sustainability”
라
는 이름으로 처음 SNUCSR NETWORK와 공동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사회인분들이 오셔서 WISH의 연구
및 프로젝트 산물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SNUCSR NETWORK &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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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항

회장의 인사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다수가 언론매체나 학교 수업시간을 통
해서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아직‘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중심에는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는‘기업’
이
- Expert 특강
-커리큘럼(5,6회)
CSR 전략, SRI 투자
환경 경영, 윤리 경영
- 강의 내용
CSR Background
특정기업 Case Study
- 대상 기업
CSR/SRI 전문 비즈니스
일반 대기업 CSR부서

-개별Team결성(~5월 중순)
3인 Student
1인 Expert

-Final Competition
팀 Research 발표
15분 발표, 5분 Q&A

-Topic Research(2,3회)
CSR Background
Case Study

-Open Session (5월말)
공개 세션(관계자 참석)
연구 결과 발표

-Project 준비
Student간 Team 결성
Team 내 Topic 제안
Competition 위한 준비

-지식의 공유 및 전파
PT 영상 및 자료 공유
Text는 잡지를 통해
국내 대기업, 기관에 전파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단기적으로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왔습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인권을 묵살하며 내부에서는 갖은 비리가 오가며 자신
들의 성장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기업들이‘사회적 책임’
을 한다는 말을 들을 때 마다 우리들은 쓴웃음을 지을 수 밖
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기적 안목에서 벗어나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하자는 것이 CSR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책임까지 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그러한 권리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
는 것입니다.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면 마땅히 그에 따르는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SNUCSR NETWORK는‘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에 다가가고자 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
다. 전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새로운 가치
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경영에 대한 교내 학생들의 관심과 사회적 요구에 발 맞추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
는 새로운 가치를 통해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분들을 SNUCSR NETWORK에 초대합니다.

교육세션

매주 CSR 산업 관계자 분을 초청하여 CSR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들으면서 전반

SNUCSR NETWORK 회장 유지은 (독어독문학과 06)

적인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1주차: What is CSR?
2주차: 지속가능보고서 [Hynix]
3주차: 사회공헌활동 [CJ]
4주차: 사회책임투자 [서스틴베스트]
5주차: 친환경경영 [에코프런티어]

실행세션

대외활동

Conference

연세대학교와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업’
Conference에 참석하였습니다.

교육세션을 통해 습득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심화시키고자, 회원 3~4명이 한 팀이 되어 관심
있는 분야별로 Topic을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팀: 반도체산업의 지속경영 사례 분석-환경이슈중심

B4E 정상회의

2팀: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과 전략적 친환경 CSR

UNEP, UN Global Compact, WWF이 주관한 B4E(Business 4 Environ ment) 정상회의
에 동아리 차원에서 Youth 참가자로 참석했습니다.

3팀: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국내기업을 위한 제언
4팀: SRI펀드 포트폴리오 도출을 위한 사회책임투자의 의미와 가능성 탐색

발표세션

공모전 출전
실행세션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SNUCSR NETWORK 발표세션을 가졌습니다. 이번

‘중소기업 CSR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CSR 상생펀드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CSR 아이디
어 공모전에 도전하여 수상, 중소기업 CSR포럼에서 아이디어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세션은 공개 발표로, 교육세션 강연을 맡아주셨던 각 CSR 산업 관계자 분들 및 Net
Impact 회원분들, 그리고 CSR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기업인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진행되
었습니다.
본 발표세션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습득한 지식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외부 참석자분들과
의 활발한 토론과 피드백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SNUCSR NETWORK & WISH

잡지 발간

정기세션과 외부활동을 통해 축적된 성과물을 외부와 공유하고자, 학기 중 습득한 지식과 정
보를 정리하여
『Sustainability Review』
를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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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SNUCSR NETWORK
리쿠르팅 스케쥴

3월

Mon

Sun

Tue

Wed

Tur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온라인 접수기간 : 3월 2일(수) ~ 3월 16일(수) www.snucsr.com에서
동아리 설명회 : 3월 14일(월) 오후 6시 경영대 58동(SK관) 119호
인터뷰 : 3월 17일(목) ~ 3월 18일(금) (최종합격자 발표: 인터뷰 종료 후 개별 연락)
교육 세션 : 3월 25일(금)

MT : 3월 26일(토) ~ 3월 27일(일)

리쿠르딩 프로세스

지원자격

졸업까지 총 2학기 이상 남아있는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라도 SNUCSR
NETWORK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원자들은 합격 후에 있는 교육세션과 MT에 반드시 참
석해야만 함을 명심하십시오. 특히 교육세션에서는 CSR의 개념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및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므로, 향후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인터뷰

일대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뷰에서는 지원자들에 대한 배제적 스크리닝이 아닌, 향후 동아리
활동의 적격 여부에 대한 기존 회원과 지원자 사이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원서

지원서는 www.snucsr.com을 통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은 3월 16일 자정입니다.
snucsr@gmail.com으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상에서 직저 입력하시면 됩니다. 메일을 통해 발송 시
지원서의 파일명은‘2011-01 홍길동’
으로 보내주십시오. 지원서는 오직 온라인으로만 접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리크루팅 매니저 박선혜 (010-5041-4240, snucs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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