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지난 2012년 2학기 동안 SNUCSR이 땀 흘려 준비한 정기 간행물 Sustainability Review vol.19 가 나
왔습니다. 이번 호는 18호를 시작으로 하여 저희 SNUCSR이 단독으로 발행하게 된 두 번째 잡지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것을 수확하는 마음으로, 저희 SNUCSR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독자 여
러분께 좀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기사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땀
과 노력의 결실인 Sustainability Review를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지난 학기는 처음으로 SNUCSR이 학생자율세미나‘포스코와 함께하는 지속가능 경영 산학연구’를 개
최하여, 포스코와 연계하여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CSR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율세미나 후반부
에는 4개의 큰 주제(윤리경영, 사회공헌, 동반성장, 환경경영)로 나누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이러
한 내용을 이번 잡지의 메인 기사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UNGC에서 개최한 제 1회 Y-CSR 컨
퍼런스에 참가했던 후기를 실었습니다. 본 행사는 대학생이 중심이 되는 CSR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저희
SNUCSR로서는 의미가 깊은 자리였고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UNGC의 허정수 매니저님을
만나 본 행사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교통상부에서 주최한 제 1회
CSR 국제포럼에 참가했던 후기를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학기에 SNUCSR의 일원으로 함께 울고
웃었던 11&12기 회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SNUCSR의 힘이 되어주시는 조동성 지도교수님, 안중우 교수님, 인터뷰에 응해주신 UNGC 허
정수 매니저님 그리고 CSR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저희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UNGC와 외교통상
부에도 감사 드립니다. 또한, Sustainability Review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
리며, 바쁜 와중에도 기사 작성에 노력을 기울여 주신 SNUCSR 필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SNUCSR 편집장 11기 유연이
SNUCSR 편집장 11기 이영선

[윤리경영] 통계분석과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CSR과 기업가치의 관계분석
오규진, 정재웅, 김진우, 김승구, 김옥빈
[사회공헌] 사회공헌도 이제 네트워크다.
윤여름, 조문성, 권정은, 권영준
[동반성장]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한 동반성장지수 개선의 필요성
하유진, 백명현, 안석찬
[환경경영] 지속적, 장기적인 환경교육 제안 -유한킴벌리를 중심으로심혜영, 유연이, 신윤정, 최대산

www.snucsr.com
snucsr@gmail.com

학생자율 세미나 소개 정재웅
UNGC Y-CSR 컨퍼런스 참가 후기 정현영, 최재은, 윤여름, 심혜영
UNGC 허정수 매니저님 인터뷰 조문성, 정현영
외교통상부 컨퍼런스 참가 후기 김옥빈, 윤여름, 안석찬
동아리 소개 윤여름
활동 후기

04

10

[윤리경영] 통계분석과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CSR과
기업-가치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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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지속적, 장기적인 환경교육 제안 -유한킴
벌리를 중심으로-

CSR과 기업가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가. KEJI지

기업이 환경경영을 하는 것 못지않게 소비자들이 친환경성에

수와 Tobin Q를 사용한 나영과 홍석훈(2011)의 연구에서는 이

가치를 두고 그러한 방향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

미 둘 간의 관계가 정적 상관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적 연

한 친 환경적 가치관 확립에 있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

구에 그쳤으며, 아웃라이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바 이를 보완

경 교육은 그 잠재성이 매우 크다. 한편, 기업은 자본과 인프라

하여 후속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정적

를 제공해 줄 역량이 있는 환경 교육의 핵심적인 주체로 떠올랐

상관을 다시 확인하였고, 나아가 아웃라이어별 질적 사례 연구

다. 우리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유

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CSR활동과 기업가치 간 논의를 확장

한킴벌리를 선정하여, 유한킴벌리만의 강점을 살리고 기존 사례

하였고, CSR활동이 기업가치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의 단점은 보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공헌] 사회공헌도 이제 네트워크다

25

기업의 사회공헌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단체 간의 협력

학생자율세미나 소개

이 있다. 사업내용과 사업주체에 따라 협력에 의한 사회공헌 방
식이 3가지로 나뉘는데 본 기사에서는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네
트워크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것이다. 네트워크 형에 대한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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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례 비교를 통해 논의를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다. 3가지

UNGC Y-CSR 컨퍼런스 참가 후기

사례를 제시해 볼 것인데 각 사례는 같은 네트워크 형이지만 다
른 특성으로 인해 다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

15

이점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네트워크 형 사회공헌 사업을 할

33

때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UNGC 허정수 매니저님 인터뷰

[동반성장]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한 동반성장지수 개
선의 필요성

36
외교통상부 컨퍼런스 후기

경제민주화가 화두인 오늘날, 정부는 경제양극화가 기업수익
의 양극화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동반성장위원

39

회가 출범했으며, 작년 5월 첫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가 발표

동아리소개

되었다. 그러나 이 지수 산정에 있어서 대기업 실적평가 부분에
재정지원에 치우친 평가 방식, 매출액이 기준이 되는 지원금 산
정 방식의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기사에서는

43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반성장지수가 중

활동후기

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수익을 극대화시
키는 선 순환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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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 주로 참고한 나영과 홍석훈(2011)의 연구는 시차모형(Time-lag model)을 이용해 2005년부터 2011년
까지의 KEJI 지수와 Tobin q를 비교 CSR활동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2) 분석결과 CSR지수 종합과 종업
원만족도, 경제발전기여도는 기업가치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환경보호활동은 기업가치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나영과 홍석훈은 이를 종업원만족, 경제발전기여는 이익창출에 기여하는 반면, 환경보호활동은 기업에게 비
용부담으로 작용해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는 나영과 홍석훈의 연구에 기반해 시차모형을 바탕으로 CSR활동과 기업가치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
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해 세 가지 부분에서 차이점을 두었다. 먼저, 본 연구는 최신자료인 2011년 CSR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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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를 바탕으로
CSR과 기업가치의 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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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12년 기업가치를 분석하였으며 CSR활동의 지표로는 KEJI 지수를, 기업가치의 지표로는 PBR을 사용하였다.
CSR활동 지표로 KEJI 지수를 사용한 것은 KEJI 지수가 국내 기업의 CSR활동을 측정해온 공신력 있는 지표로 다양
한 연구에서 사용됐기 때문이다.3) 기업가치 지표로 Tobin q가 아닌 PBR을 사용한 이유는 PBR이 Tobin q보다 지표
수집에 용이하고, PBR도 Tobin q와 마찬가지로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차이점으로 본 연
구에서는 CSR활동과 기업가치의 보다 일반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연구에서 74개였던 연구대상을 198개 기
업으로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뿐만 아니라 사례연구도 병행함으로써 양적인 방향뿐만 아니
라 질적인 방향에서도 연구주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인 198개 기업의 KEJI 지수는 경제
정의실천시민연합 산하 경제정의연구소의 제
20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자료집을 참조하였
으며4), 각 기업의 PBR은 다음 포탈 증권 섹션
에서 공시하는 PBR 자료를 사용하였다.5) KEJI
지수와 PBR에 대한 통계분석은 서울대학교 통
계학과에서 배포한 통계프로그램인 KESS를

1. 연구동기

사용하였다.

라이트 형제, 스티브 잡스, 마틴 루터 킹. 이들이 등장한 후 사람들의 삶은 그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어떻게 이들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 Simon Sinek은 이들이 Why-How-What으로 이루어진‘Golden Circle’중
Why에서 행동을 시작했기에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1) Simon Sinek의 이러한 논리는 CSR과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만약 기업들이 CSR을 수행할 동기 즉, Why를 갖지 못한다면 기업들은
CSR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기업들이 사회적 압력이나 특정사건 때문에 Why 없이 CSR활동을 실시한다고 해
도 이는 단기적이거나 전시적일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진정으로 CSR을 수행하게 변화시키려면 기업들에게 CSR을
수행할 Why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기업들에게 CSR의 Why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CSR과 기업가치를 본 연구의 주
제로 선정한 계기였다.

▲ KEJI지수와 PBR의 산포도. CSR 수행 정도를 나타낸 KEJI지수와 기업가치를
나타낸 PBR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상관지수(ρ
)와 유의확률(p)은 ρ
=0.26,
p=0.0002로 나왔다. 따라서 CSR과 기업가치 간에는 약하지만 분명한 상관관계
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안의 값들은 CSR과 기업가치의 정적 상관관계의
경향성 안에 존재하는 값들이고, ○안의 값들은 경향성을 벗어난 아웃라이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CSR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대한 통계분석뿐만 아니라, ○안의 값
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3. 통계분석
기업들의 KEJI 지수와 PBR을 분석한 결과
둘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ρ
=0.26, p=0.0002)
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변수 간의 회귀
분석 결과의 경우 두 변수 간 관계는 유의미하
게 나왔으나, 원인의 결과 기여도는 그렇게 강

본 연구에서는 CSR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만약 CSR이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
한다면 기업들에게 CSR을 실시할 충분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CSR과 기업가치의 관계
를 단순히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증명한다면 그 설득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득력 강화를 위해 CSR과 기업가치의 정적 상관관계 규명과 이에 대한 통계적인 검정을 실시하
였다. 그러나 연구에서 통계적 분석만 실시할 경우 질적 요소를 놓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
적 요소들을 포착하기 위해 통계적 검정뿐만 아니라 아웃라이어를 중심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사례연구도 병행하였다.
1) 2010.5.4 TED. http://www.youtube.com/watch?v=qp0HIF3Sf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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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영과 홍석훈의 연구에서는 시차모형(Time-lag model)을 사용했는데, 시차모형이란 다른 시간대의 두 변수를 비교하여 인과관계를 명확
히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두 변수를 분석한다면 [2010년의 A : 2011년의 B] 비교와 [2011년의 B : 2012년의 A] 비교를 같이
함으로써 어떤 변수가 원인이고 결과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나영과 홍석훈의 연구에서는 시차모형을 통해 CSR활동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양방향으로 분석했고, CSR활동이 기업가치 변화의 원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나영과 홍석훈이 참고한 시차모형 관련 연구로는 CSR활동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기여한다는 것을 밝혀낸 Waddock & Graves(1997)와 Becchetti et al(2007), King & Lenox(2001) 등의 연구 등
이 있다.
3)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의 연구소 제 20회 KEJI 시상자료집(2011), 경제정의연구소, p. 83~87
4) 경제정의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ccej.or.kr/index.php?mid=brd_org_1_3&document_srl=168477
5) 다음 증권 가치지표 랭킹, http://stock.daum.net/invest/ranking.daum?type=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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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음(R2=0.0697, p=0.0002)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CSR활도이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농 주가의 저평가 원인으로 보인다. 경농의 사례를 통해 CSR활동이 우수하더라도 외부요인의 영향과 시장인지도 등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며, 19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CSR활동이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일반적인 범위에서도 CSR활동이 기업가치에 기여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CSR활동과 기업가치의 정적 관계를 확인한 뒤에는 질적 연구를 위해 사례연구 대상을 선정하여야 했

한솔제지(아웃라이어 유형1) 제지 업계는 여느 사업과 비교했을 때 특히 환경부문의 중요성이 더 많이 부각된다.

다.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CSR활동과 기업가치의 정적 상관관계를 벗어난 아웃라이어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

환경과 사업간의 연결고리가 명확하고, 사업의 확대가 환경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경영시스

았다. 이는 CSR활동과 기업가치의 정적 상관관계를 벗어난 아웃라이어들에 대해 분석할 때 CSR활동이 기업가치의

템인증을 받는 것과 산림을 지속가능한 양만큼 채집하고, 다시 산림을 가꾸는 일은 제지업계의 필수사항으로 여겨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둘 간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져 왔다.

때문이다.

한솔제지는 이와 같은 산림보존과 더불어 제지재활용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덕에 한솔제지는

아웃라이어 선정을 위해 각 기업의 CSR활동 순위와 기업가치 순위를 매겨 둘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11년 국내 제지업계 처음으로 GR(Good Recycle)인증을 받았고,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 중 최초로 FSC(Forest

CSR활동 순위와 기업가치 순위의 차이는 평균 0, 표준편차 66.77의 값을 보였다. 확인한 표준편차 66.77의 2배인 2

Stewardship Council)인증제품을 대규모 공급하였다. 이에 따라 한솔제지의 CSR순위는 198개 기업 중 14위로 상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이 밖의 값들(정규분포 상 2.28%)을 아웃라이어라 정의하였다. 그 결과 CSR지수는 높으나 기

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PBR 점수는 157위 하위권에 속했다.

업가치는 낮은 아웃라이어 유형1(총 8개)과 CSR지수는 낮으나 기업가치는 높은 아웃라이어 유형2(총4개)가 존재함

CSR활동과 기업가치의 불일치 원인으로 먼저 친환경 인증이 재무적 부담이 준 것을 들 수 있다. 한솔제지의 GR인

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12개의 아웃라이어 중 논의를 거쳐 4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

증제품은 재생지임에도 일반 종이와 품질이 다르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GR인증제품의 제조원가는 일반 종이의

하였다.

제조원가보다 더 높다. 현재 이를 충당할 정부지원금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GR인증제품은 한솔제지의 영업이익
상승에 기여하지 못하는 있고, 이것이 PBR의 하락 요인일 수 있다.9) 둘째 이유로는 시장상황을 볼 수 있다. 비록 한

4. 사례연구

솔제지가 중국시장을 FSC인증으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하나, 시장에서 중국업체들의 상승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경농(아웃라이어 유형1) 경농은 살충제, 살초제, 살균제 등의 농약 제조와 비료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2위
의 농약제조업체이다. 최근에는 식품 안정성에 대한 관심과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역의 농약 판
매상, 농협 등 유통경로 확보에 주력하고, 고품질 작물보호제 및 친환경 작물보호제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FSC인증의 파급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10) 특히 중국이 환경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개발도상국이라는 점도
한솔제지 저평가의 요인이다.
종합해보면 CSR활동, 특히 환경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CSR활동 자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요소들은 CSR활동이 회사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에서 환경요인의 영향임을 확인

경농은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원칙 하에 나눔/환경/윤리/창조/혁신경영이라는 모토로 CSR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에는 조비장학재단을 통한 장학금 지급과 2007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외에도 쌀 나누기행사, 환경위원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나영과 홍석훈의 연구에서 환경보호만족도와 기업가치가 부적 상관관계를 이룬 결과
와도 연결시켜 해석할 수 있다.

회 구성과 저탄소배출, 사이버감사실 운영 등의 CSR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만족도 증가를 위해 다양한
직원교육도 실시 중인데, 자체교육과 외부위탁을 통해 임원, 연구소장, 지점장 등 직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코스맥스(아웃라이어 유형2) 코스맥스는 화장품 연구 개발,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11)

특히 이러한 직원교육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뿐만 아니라,‘관계구축→커뮤니케이션→성과도출→성과향상6)’

기업이다. 현재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에이블씨엔씨(미샤), 소망화장품 등 국내 130여 개의 기업에 제품을 공급

으로 구성된 단계별 교육체계를 통해 높은 종업원만족도를 이끌어 내고 있다. 경농은 외부적으로도 12개 마을 2500

하고 있으며, 2010년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매출을 올린 핫앤바디와 단독 품목으로 1천만 개 누적 생산을 한 젤아이

명을 대상으로 작물재배, 병해충잡초 관련 지식 전달과 토양검정과 약제 살포, 병해충관리 기술 교육, 영농폐기물수

라이너 등의 유명제품을 개발 및 생산했다.

거 및 환경보호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회사의 핵심역량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농촌사회에서 기업의 인지도
를 높이는 CSR활동이다.

코스맥스의 CSR활동 순위는 157위로서 2위인 PBR 순위와는 확연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CSR활동과 기업 가치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데, 코스맥스가 이러한 대비를 보이는 이유는 ODM업체라는 코스맥스의 특성 때문이다. 코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농의 CSR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로 직접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업계 특성상 원료의 대부분

맥스는 시장지배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코스맥스가 속한 국내 화장품 ODM 및 OEM업체 시장(2011년 기준

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농약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경농은 환율변동에 심한 영향

연 6조 385억원)에서 코스맥스의 점유율 23.6%로 시장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한 코스맥스는 전체 인력의 약

7)

을 받는다. 2011년 당시 원화가 전년 대비 3.3% 하락하면서 경농은 수입원가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30%를 연구개발 인력으로 두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기준에 맞는 생산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보유12)하는 등 세

받았다. 또한 경농의 기업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경농은 지난 2009후
약 3년간 19% 내외의 성장을 했지만, 주가 상승은 이에 상응하지 못했다.8) 작은 회사이고 비주류 업종이라는 점이 경

6) http://www.knco.co.kr/management/management_01_1.asp
7) http://blog.daum.net/ra01012/424
8) http://blog.daum.net/hwaseong/1375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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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595305&cloc=olink|article|default
1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61451731
11)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에 상품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생산방식. 유통업체가 주도권을 가지는 OEM 방식과는
다르다.
12) 화장품 ODM 기업 최초의 ISO 9001 인증, 2006년 국내 화장품 기업 최초 호주 의약품 관리국 GMP 인증 획득, 환경 경영 인증인 ISO
14001, 에코서트 유기농 인증 획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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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수준의 R&D 능력과 자체생산 시스템을 갖추는 등 시장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코스맥스는 최근의 경기

첫째, 코스맥스나 경농처럼 ODM, OEM 등 기업의 직접적 노출이 적은 기업이나 인지도가 낮은 기업은 CSR활동과

불황을 기회로 삼아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에 제품을 꾸준히 납품해 불황기에도 성장할 수 있었다. 최근엔 적극적으로

기업가치의 정적 상관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CSR활동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로 중에서 브랜드 이미

13)

중국 등 해외시장을 공략해 2010년 수출이 230억원에서 2011년 290억원으로 26% 성장하고, 2012년 상반기까지

지 개선으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이 큰 부분임을 보여준다. 둘째, 코스맥스나 LG디스플레이와 같이 기업의 성장기 혹

200여억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해 올해에도 3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압도적인 시장지배력과 경쟁력

은 공격적 투자기에는 CSR활동이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이는 PBR과 Tobin q 같은 지표들의 특성과도 연결되는 부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지배력과 경쟁력이 있음에도 ODM업체라는 특성 때문에 코스맥스는 외부에 공

분이다. 기업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들은 대부분 주가와 자산의 크기를 비교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성장하는 기

개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CSR활동의 유인이 적었다. 따라서 코스맥스는 ODM이

업이나 투자를 활발히 하는 기업들은 가치지표가 높은데 반해 아직 CSR활동이 활발해지지 않아 둘 간의 차이가 발생

라는 특성과 탁월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CSR활동을 경영 전략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SR활동의 재무적 성과와의 연관성에 따라 둘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발현하지 않을 수 있다.
한솔제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CSR활동이 영업이익이나 매출증가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둘 간의 상관관계는 발

LG디스플레이(아웃라이어 유형2) LG디스플

현되지 않을 수 있다.

레이는 코스피 20위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가치

따라서 CSR활동과 기업가치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정적 관계를 가지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업인지도, 성장성, CSR

가 높았지만(2012년 12월 20일 기준) CSR지수

활동의 재무적 연관성 들을 고려해야 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

는 낮았다. 연구대상인 198개 기업 중 CSR지

구를 진행한다면 CSR활동이 기업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수 순위가 197위일 정도로 LG디스플레이의
CSR활동은 부진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CSR
지수가 낮은데도 LG디스플레이의 기업가치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앞에서 제시된 코
스맥스의 사례와 유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 LED LCD패널 판매량 기준 시장점유율 (출처:디스플레이서치)

보인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다른 기업보다 LCD사업에 늦게 진출하였다. 중소형 LCD사업의 경우 특히 느린 2006년에
진출하였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와 R&D를 병행하였다. 결국 삼성전자와 대만의 디스플레이 업체
AOU를 제치고 LCD사업분야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격적인 투자과정에서 기업가치가
상승한 데 반해 CSR활동은 증가하지 않았고 LG디스플레이의 CSR활동과 기업가치의 차이를 가져왔다.
그리고 최근 LG디스플레이의 주 고객인 애플 아이폰의 인기와 함께 LG디스플레이의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LG디스플레이는 코스맥스와 마찬가지로 LG디스플레이의 브랜드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된
다. 따라서 LG디스플레이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CSR활동의 유인이 줄어들고 이것이 LG디스플레이의
CSR활동을 감소로 이어졌을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해 CSR활동과 기업가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8개 기업
의 KEJI 지수와 PBR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CSR활동과 기업가치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기
존 연구들에 비해 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CSR활동과 기업가치의 일반적인 관계를 발견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통계분석을 넘어 질적인 방향에서의 연구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적 경향성 밖에 있는
아웃라이어을 분류하였고, 그 결과 CSR지수는 높으나 기업가치는 낮은 아웃라이어 유형1 기업 8개와 CSR지수는 낮
으나 기업가치는 높은 아웃라이어 유형2 기업 4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각 유형의 아웃라이어들이 어떠한 이유로 경
향성을 벗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4개의 기업을 선정해 사례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 2004년 처음 중국에 진출한 코스맥스는 지난해 중국에서만 400억원대의 매출을 거둬 전년대비 61%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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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선상에서 본 기사에서는 사회 공헌의‘협력 모델’
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협력
모델인‘네트워크형 모델’
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 모델로는 크게 고객참여형, 파트너십형, 네트워크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고객참여형은‘고객’
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파트너십형과 네트워크형은 주로‘기업’혹은‘기관’간의 협력을 강조한다.
고객참여형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고객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확장, 진
화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확장 가능성은 높지만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고객을 참여시키는 형태로 진행된다.
파트너십형은 기업이 다른 소수의 기관과 직접적인 협약을 통해 파트너십을 맺고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 전문성
을 보유한 파트너와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두 개 이상의 단체가 전문성을 확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하
는 방식이나, 사업 규모의 확장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사회공헌도
이제 네트워크다

네트워크형은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다수의 기업 또는 기관이 참여해 자발적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복
잡하고 규모가 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네트워크형 사회공헌은 다수의 기업이나
기관이 개방된 네트워크를 결성하거나 혹은 이미 결성된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각자 여건에 맞는 사회공헌 활
동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참여가 개방되어 있어 여러 기관의 힘을 모으기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업
의 온실가스 정보 공개를 위한 네트워크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는 영국 정부의 후원을 2000년에 설립 당시
35개 기관으로 출발해 현재는 550여개 기관이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한국에서도 다양한 기관이 쉽

11기 윤여름 summereal@hanmail.net
11기 조문성 ssanae11sg@daum.net
12기 권정은 kje7025@naver.com
12기 권영준 kshyjib1550@naver.com
1. 서론
ISO 26000의 발효를 기점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ISO 26000의 7대 이슈 중에서 사회공헌과 매칭되는 이슈는‘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으로 초점이 모아지게 되며, 이
는 결국 사회공헌의 추진목표가‘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해 준다. 이런 흐름 속에
서 사회공헌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초기의 제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참여형 사회공헌에서 제 2세대 전
략적 사회공헌으로 변화를 겪어왔고 이제는 제 3세대 사회혁신적 사회공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흐름이 일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 사회공헌은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국가 전반에 걸친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발판
으로 사회공헌 분야에서 거대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질적인 성장을 향해 질주해 나감
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가고 있다. 이렇듯 세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흐름도 질적으로 수준 높은 것, 더
나아가 혁신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우리나라의 사회공헌 단계도 양적인 확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단계에 왔다.
위와 같은 요구에 맞춰 기업의 사회공헌은 단순한 기부에서 벗어나 자신이 보유한 자원과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가
치를 창출하는‘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
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
회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 사회 공헌
활동이 보통 기업 단독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NGO나 정부기관 등과‘협력’
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 사회 곳곳의 여러‘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이 있겠다. 이러한 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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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재단이 출현했는데, 2010년 12월 홈플러스는 재능기부 등의 사회공헌을 희망하는 개인,
기업, 단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작은 도움 클럽’
을 출범했다.

3. 네트워크형 사회 공헌 활동
네트워크형 사회공헌 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기업이 많아질수록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여 개별
기업의 투입 비용에 비해 더 큰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다. 이는 네트워크에 속해 있지 않은 기업이 네트워크에 참여하
게 하는 효과도 동반한다. 예를 들어 칼룬보르 지역의 생태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은 한 공장의 폐기물을 다른 공장에
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총 9,000만 달러의 투자로 매년 7.5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여
생태산업단지 내의 기업의 참여를 유발하여 여러 단계에 걸쳐 공생 가능한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했다. 이렇게 개별 기
업의 투입 비용에 비해 큰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특성 덕분에 중소기업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사회공헌이 가능하며,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강한 경우 중소기업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업 평판이 상승하는‘후광 효과’
가 발생한다.
둘째, 네트워크형 사회공헌 활동은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확장, 진화하고 그 사업의 효과의 파
급력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문성의 분야가 다양한 다른 기관이 네트워크에 참여함에 따라 분업이 가능하고 따
라서 종합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기아, 빈곤 등 규모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 영양, 교육 등
여러 부분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동 영양부족 퇴치를 위한‘레이저 빔’프로젝트가 있
다. 아동의 영양 결핍은 세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식량계획과 식품
기업, 위생용품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레이저 빔’
이다. 몇몇 단체의
역할을 소개해 보면 세계적 식품기업 kraft foods는 개발도상국 여성들에게 저비용의 친환경 농작법을 전수하고, 위
생용품을 파는 unilever는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각각의 참여기관이 각자 적합한 방법으로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라 종합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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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네트워크형 사회공헌 활동은 사업 내용을 고정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개방하여 참여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

에 놓여진 사람들을 위해 부산지역 내 치과병원들이 모여 후원기업, 후원자, 후원단체를 네트워크로 유입시켜 소외되

라 프로그램이 양적, 질적으로 진화, 발전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사업 범위, 활동 내용 등

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삶의 용기를 심어주고 온 사회의 인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한다는 목적 위

을 참여기관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독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에 따라

에 설립되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다. 미국의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족한‘건강한 체중 지키기 재단(HWCF)’

② 사업소개

는 2009년 7월 출범하여 100개 이상의 식료품 제조업체와 레스토랑, 스포츠 용품 회사, NGO 등 170개 이상의 단체

위드 투게더의 사업은 크게 학교보건사업, 지역사회보건사업, 해외의료봉사사업, 장학지원사업으로 나뉜다. 학교

가 합류하면서 비만문제를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고, 미국의 각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

보건사업은 부산지역 내 저소득 아동을 선정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구강질환 및 구강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학생

그램을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변화를 이루어 냈다.

에게 무료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보건사업은 지역사회 내 구강진료와 낙후지역 무
료 구강진료봉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구강진료와 낙후지역 주민들의 구강건강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위

4. 각 사업 소개

드 투게더의 의료진과 봉사자들은 봉사단을

(1) 드림 투게더

구성하여 매년 방글라데시, 네팔 등 저개발국

① 추진배경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료봉사를 시행하고 있

드림 투게더는 기업 사회공헌의 질적 고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회적 가치창출 요구에 대응하는 추세에 맞춰

다. 또한 기존의 장학사업을 진행하던 해성장

이동통신사 기업 KT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형 사회공헌 모델로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

학회가 위드 투게더 사업으로 편입되어 장학

는 이슈인 미래세대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드림 투

금 지원과 더불어 국내외 봉사활동 및 다양한

게더는 사회양극화에 따른 소외아동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단체의 사회공헌에 도움이 될만한 전문성을 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 사회적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합적으로 추
진하여, 이를 통해 상생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3)Dream Village Project

② 사업소개

① 추진배경

드림 투게더는‘함께하면 아이들의 꿈이 자랍니다. 즐거운 나눔

포스코의 포스코패밀리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POSCO Family Dream Village Project)는 2006년 포스코가 베트

Dream Together’이라는 슬로건 아래‘100만 톨 나누기 캠페인’
을

남에 진출한 이후 베트남의 인민위원장이 포스코 측에 요청하여 시작된 사업으로써 베트남의 붕따우(Vung Tau) 빈

진행하고 있다. 100만 톨 나누기 캠페인은 SNS를 활용해 Time of

민지역에 총 200가구의 주택을 지어주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포스코베트남은 2006년 베트남 진출 이후 지역사회에

Love(시간나눔), Tall(재능나눔), 톨(자원나눔)로 대표되는 자원봉사

서 현지 빈곤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참여, 후원 참여 등의 개인의 네트워크 활동, 임직원 봉사활동, 참여

② 사업소개

사 후원활동 등을 기업 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이

Dream Village Project는 낙후된 베트남 붕따우 지역에 한국의‘새마을 운동’
을 도입하여 베트남과의 자매결연을

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활동을 전개하

통해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함께 펼쳐 새로운 마을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중이다.

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포스코를 중심으로 포스코 자회사 및 계열사(통칭 포스코패밀리사)가 각자의 능력

이 중 대표적인 활동이‘새싹꿈터’사업인데,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

을 발휘하여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베트남의 현지인, 현지기업 등과 접촉하여 베트남 지

소외아동 등을 초대하여 2박 3일간 꿈 찾기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역의 상황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포스코패밀리사는 붕따우 주민들과 석 달에 한

이 과정에서 드림 투게더는 네트워크형 사회공헌의 장점을 살려 아

번씩 회의를 통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현지기업과의 컨택을 통해 한 회사가 한 학교를

이들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각 기업의‘재능’
이라고

도와주는‘1사 1교’사업을 구상하여 현지 기업, 다른 외국 기업에도 포스코패밀리사가 벌이고 있는 사회공헌 모델이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그 기업을 대표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아이들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에게 제공하여 기업의 특색을 살리면서도‘꿈 찾기’
라는 하나의 활동
을 하고 있다.

5. 세 가지 사례의 시사점
지금까지 KT 외‘Dream Together’
, 최창수 치과 외 위드 투게더, 포스코 패밀리사 및 현지기업의‘Dream

(2)위드 투게더

Village Project’
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보았다. 같은 네트워크 형이라도 각 사업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① 추진배경

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특징을 가짐으로써 각 사업은 각기 다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With Together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사회공헌 네트워크는 국내외 저소득층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들에게

먼저 드림투게더는 기업만이 중심 구성원이 되어서 구축한 모델이며, 대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하지 못했던 중소

전문적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어 공중보건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의료 사각지대

규모의 기업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캐논은 사회공헌 활동을 전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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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고 있다가 드림 투게더에 참여하는 것을 기점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하우를
배우고 추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 규모의 기업에
게 인지도를 올리는 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네트워크를 통해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중소기업
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 또한 드림 투게더 사업의 장점으로는 참여하는 기업간의 개성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다. 드림 투게더는 참여 기업들이 각자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의 특징을 활용하여 참여하는 방식이라서, 이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는 것과 함께 추가적인 홍보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위드 투게더는 전문가 집단, 교육청, 기업,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이며, 이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원하
는 사람이나 기업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사례와 차별되는 점이다. 기업들간의 사업이 아닌 그 지역
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참여적 분위기를 만
들 수 있다. 기업들 또한 공중보건 사업과 관련된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직접 봉사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의료장비나
물품들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어렵지 않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굳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득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고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일 수
있어서 진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의 드림빌리지 프로젝트와 같은 성격의 사업은 아직 외국기업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나라를 대상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한
동반성장지수 개선의 필요성

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현지인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으며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기
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진출을 하는데 있어서 현지인과의

10기 하유진 yourjin12@naver.com
12기 백명헌 secretkeeper89@hanmail.net
12기 안석찬 ahnsc93@naver.com

우호적인 관계 정립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공헌 활
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본사뿐만 아니
라 계열사에게도 공통적으로 좋은 사업 지역이 되는 곳의 경우, 개별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것은 한 곳에 자
원이 중복되는 것일뿐더러 홍보 효과가 분산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진출하려는 본사 및 계열사 간에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공통된 사업을 추진한다면 높은 집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드림 빌리지 프로
젝트는 포스코 계열사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사회의 기관과 기업과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거래에 있어
서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유리할 것이다.

1. 서론
경제민주화가 화두인 오늘날, 정부는 경제양극화가 기업수익의 양극화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
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대중소기업간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동반성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0년 말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식을 치렀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은

6. 결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전략이나 우수협력사례 등을 발표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

지금까지 네트워크형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가지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하는 것으로, 대중소기업간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동반성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1년을 시작

작은 규모의 기업이 참여 가능한 형태, 다양한 이해집단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형태,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으로 올해 5월 두 번째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 공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와 공정거래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 진출에 있어서 서로의 윈-윈을 추구하는 형태가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으로 네트워크

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호민관, 그리고 기존에 공정위에서 산정한 지표들을 통합하여 만든 새로

형 모델은 기존의 파트너십의 형태보다는 많은 기업이나 구성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운 지표이다.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 과정에서 각 사례에 대해서 순위를 매긴다거나 좋고 나쁨을 논하는 것은 정확한 평가가 어렵
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성격이 어떠하고, 처해진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사회공헌 사업을 함으로써 얻
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세 가지 사례 중에서 어떤 사례를 모델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공정거래 및
동방성장 협약평가
(공정위)

+

상생협력지수
(지식경제부)

+

호민인덱스
(중소기업 호민관)

=

동방성장지수

것이다. 따라서 CSR을 하려는 기업들은 각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을 분석하여 기업의 특성에 맞는 네트워크
에 참여하거나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제로 2012년도 5월 10일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동반성장지수 산정결과가 발표되었다. 평가는 총점이나 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용어가 상생과 협력이다. 사회공헌 분야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은 계속적으로 높아지

위 공개가 아닌‘우수, 양호, 보통, 개선’
의 등급으로 매겨졌다. 이 기업들은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 중 자율적으로

고 있지만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규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공헌 분야에서는 특히 협력이야말로 프로그램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을 나서서 추진하는 기업들로, 업종이나 동반성장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기업들은 모두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협

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선정되었다. 그렇기에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에 따르면 평과 결과에서 개선 등급을 받은 기업

력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

일지라도 평가를 받지 않은 기업보다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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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와

2. 동반성장지수의 문제점
대기업 실적평가의 취지와 기준을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동반성장지수가 동반성장 달성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협력(1,2차)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하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

▲ 2011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1) 재정적 지원에 치우친 평가기준

감도 평가 결과로 산정된다. 이

위 동반성장 실적평가 항목과 배점을 살펴보면 협약내용의 충실도 30점 중 상생협력 지원계획이 23점을 차지하고

과정에서 중 대기업 동반성장

이 중 13점이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협약내용의 이행도를 평가하는 70점 중에서는 45점이

실적평가는 공정위가, 중소기

상생협력 지원계획의 이행 정도에 관한 것이고 이 중 27점이 앞의 재정지원계획 이행도와 관련되어 있다. 평가 점수

업 체감도 평가는 동반위가 담

에서 자금지원 규모와 정도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평가가 각 항목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

당한다.

로 동반성장에 더 중요시 되어야 하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대기업에 의한 금융지원의 양적, 질적 개선이 필요하고 이것이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는데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금지원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서는 동반성장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한 경영대학원의 <대형조선사와 협력업체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
업과 협력중소기업간 신뢰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재정 및 결제지원은 신뢰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
여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현재의 동반성장지수 산정 기준에서는 기술지원 4
점, 교육 및 인력지원 2점, 정보시스템 도입 여부와 지원부서 설치 0.5점 등 실질적으로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개발협력 부분은 크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동반성장지수가 대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무조건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 가설검증 결과요약

지 알아보기 위해 초점을 대기업 실적평가에 맞추었다. 대기업 실적평가 기준의 구체적인 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2) 매출액이 기준이 되는 지원금 산정 방식
동반성장지수에서 발견한 두 번째 문제점은 지원금 산정 기준이다. 현재 동반성장지수는 지원금 산정 기준(평가의
만점기준)을 단순히 매출액 기준 몇 %로 정하고 있고. 영업 이익 적자기업 또는 하락 기업에게 일부 경감시켜주고 있
다. 물론 동반성장에 있어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대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
다. 대기업은 동반성장 실적평가 결과 하위권 그룹에 속하게 될 경우 기업이미지와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다른 요소들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금지원을 소홀히 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백에서 수천 억 규모의 지원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10년 기준으로 LG전자는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해서 50% 경감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77억 원의 지원금을 부담해야 했다. 이와 같은 계산대로라면 LG
전자는 2011년 기준으로 4000억 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을 봤지만 900억 원 가량을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했던 것이다. 이 외에도 2011년 동반성장 평가를 받았던 56개 기업 중 2011년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한 회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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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군데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원금을 낸 기업도 있을 것이고,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낮
은 평가를 받은 기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 장기적인
기업의 환경교육 제안
-유한킴벌리를 중심으로-

3) 기타 문제점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체감도 조사 방법 중 협력업체 선정에 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2011년 동반성장지수 산정이 이루어지던 당시 총 5200여 개의 협력업체가 조사되었는데 이 5200개의 협력업체
가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동반성장위원회에 직접 문의한 결과 기업별로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업체 수를 고려하지 않
고 각 기업 당 약 250개의 협력업체가 할당되었다고 했다. 이 경우 250개보다 많은 협력업체를 가진 대기업은 유리
한 평가를 받기 위해 자신들에게 득이 되는 협력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일
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모집단의 수가 다른 상태에서 표본의 개수를 똑같이 뽑을 경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단시간에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는 건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방법 및 기준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0기 심혜영 ecoroko.shy@gmail.com
11기 유연이 yyi2720@gmail.com
12기 신윤정 lumineux.muse@gmail.com
12기 최대산 wooang7031@gmail.com

3. 결론
재정적 지원에 치우친 평가방식, 그리고 매출액이 기준이 되는 지원금 산정 방식을 가진 동반성장지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는 방안이 아
니라, 단기적으로 자금 지원에만 주력하도록 할 뿐이고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해야 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준
조세와 같은 규제로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앞서 지적했던 첫 번째 한계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평가에 대

1. 서론

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

1) 기업의 환경교육의 필요성

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두 번째 한계점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규모, 해당 분기 재정 상황, 매출액 변화 분,

UNESCO 보고서에 나타난 견해에 의하면, 환경교육은 인류로 하여금 생물적,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당기순이익 변화 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일괄적이지 않고 유연한 기준을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반성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게 하고, 동시에 환경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환경의 질을 관리할 수 있

장실적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진정한 동반성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

는 지식, 가치관, 태도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들길 바란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환경경영을 열심히 하는 기업일 지라도, 소비자의 인식이 그에 못 미치거나, 친환경제품에 큰 가
치를 두지 않으면 그 효용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이 내부적으로 환경경영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환경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의 인식을 변화 시킴으로써 그것이 친환경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게다가 B2C 기업의 경우 환경교육의 필요성은 더욱더 부각된다. 2008년 BCG Global Green Consumer Survey 에

참고자료
이문용,「대형조선사와 중소기업 협력의 하위차원이 신뢰와 동반성장에 미치는 영향(H사 중심으로)」
,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2011.
오완진·조태용·정진욱·안남신,「11년 동반성장지수 산정발표...평가대상 56개사 중 6개사 우수, 20개사 양호, 23개사 보통, 7개선」
, 동반성
장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2012.
김영신,「동반성장지수 및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적 오류와 문제점」
, 한국경제연구원, 2011.
동반성장위원회 www.winwingrowth.or.kr

따르면 소비자들이 녹색상품을 사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환경과 환경상품에 대한 인식 부족(34%) 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는 가격(11%), 브랜드(10%), 품질(4%) 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환경경영에 공을 들이거나
환경 친화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이나 태도에 따라서 그들 기업의 상품 판매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나 지식이 환경 친화적 구매 행동에 직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고 이것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1)
또한, 환경 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효율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기업의 참여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은 자본이나
인력, 시설 등의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환경교육의 주체로서 여러 다른 집단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실현 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도‘환경교육발전 10개년 계획’에 환경 교육에 있어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경우 환경교육의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1) 이용기, 김민성, 최정구, 환경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지식이 환경 친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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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인식

프인 그린캠프가 대표된다. 그린캠프는 미래의 주부이자 현재 청소년으로써, 미래 환경의 주역이 될 여고생들을 대상

여러 중 대형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수록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들을 살펴보면, 1사 1산 1하

으로 한다. 청소년 자연환경체험 프로그램인 그린캠프는 숲의 수자원 함양, 수질정화, 대기정화 능력, 숲의 생물다양

천 프로그램, 주변 지역 청소 등 같이 다양성이 결여된 환경교육이 대부분이거나, 캠페인이나 공모전 개최와 같은 이

성 및 문화체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산림, 환경, 경제, 예술 등의 각 분야 전문가와 교수들 30여명이 매

벤트 성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나마 지속성과 독창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아시아나 항공 - 환

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 교육의 대부분은 숲 속에서 진행되어, 도시 교육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에게 감성

경스쿨, star bucks - 정원 조성 등)도 대부분의 경우 그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프로그램의 규모와 질적인 부분에서

을 심어주고 자연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주는 것이 목표이다. 그린캠프는 매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4일

떨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과연 그것이 소비자의 인식이나 행동변화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

의 일정으로 2기씩 개설되며, 2012년 현재 약 40기가 진행되고 있다.

고 제품 설명서에 쓰여진 환경보호 관련 문구나 지침 등은 환경교육의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환경교육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1988년부터 실행되어 왔으며 현재 약 40기수까지 있는 것을 보아, 유한킴벌리의 환경교육이 매우 지속적이고 장기
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3박 4일의 다음과 같은 짧은 일정이 과연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의식변

또한 최근 한 논문에 따르면,

화와 실천력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대부분 청소년들의 원래 생활 공간인 도시에서 벗어나 숲 속에서 3박

학교를 통한 환경교육의 경우 학교에 환경과목이 개설되었지만 선택하는 학교가 적고 (중학교 10.1%, 고등학교

4일간 지내면서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일상 속에서의 사소한 인식 변화나 조그마한 실천으로나마 이어지

25.9%)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30.4%(2009 환경부 현황조사)에 불과한 실정
이다……. 일반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해온 NGO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예산이나 시설, 프로

기에는 그린캠프가 가지는 특성이 단기적이고 일상생활과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한킴벌리에서 할 수 있는 좀 더 장기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그램의 부족, 전문 인력과의 연대부족 등의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라고 언급하며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학교를 통한 환경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기존의 환경교육이 약간 소홀히 했던 환경교육의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
고자 한다. 우리는 유한킴벌리 기업을 주체로 잡았으며, 대상은 초등학교로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았다.

3. 유한킴벌리 환경교육 프로그램 제안
우리가 유한킴벌리에 제안하고자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우리 학교 푸르게 푸르게’를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시켜
구체적으로 구상해 보았다.
1) 핵심파트너십

2. 유한킴벌리의 선정과 선행 사례

유한킴벌리의 환경교육 핵심 파트너로는 학교와 시민단체가 있다.

1) 유한킴벌리 선정 이유

-학교

먼저, 유한킴벌리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환경 캠페인을 20년 넘

학교의 경우 환경교육이 실제로 실행되는 장소인 만큼 핵심파트너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환경교육 프

게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또한 기업 내부의 상품 생산 과정에서도 환경을 고려한 공정을 지키면서 환경 경영 부문에

로그램 참여에 관심이 있는 학교들 중에서 심사를 통해 상반기, 하반기 별로 각각 일정 수의 학교를 선정한다. 기본적

서 다른 기업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기업 내부의 환경 경영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기업이므로, 소비자와

으로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게 지원자격이 있지만, 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의 경우가 교육 프로그램의 실현과 적

의 어떠한 연결고리가 더 단단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한킴벌리가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용에 있어서 보다 유연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리라 기대할 수 있다.

-시민단체

두 번째로, 유한킴벌리의 주요 상품이 제지와 관련된 상품인 것을 감안하면, 유한킴벌리와 환경문제는 뗄레야 뗄 수

C.A시간을 활용한 정기 환경교육은 수업의 원활한 진행과 질 높은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로보카폴리라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교육 프로그램을

경교육 노하우를 쌓아온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진행된다.‘환경교육센터’
나,‘환경재단’
,‘녹색소비자연대’
,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각 기업의 상품과 연결이 자연스러운 이슈에 대한 교육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미래의 소비자

‘YMCA’등의 시민단체들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해당 이슈에 대하여 잘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을 심어놓
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한킴벌리는 장차 소비자가 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
게 유한킴벌리는 친환경의 이미지,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한킴벌리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B2C기업으로써 소비자와 맞닿아있다. 따라서환경 소
비자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환경에 대한 소비자 역량과 인식이 증대되면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과 어우러져
서 장기적이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2) 핵심활동(노력)
유한킴벌리가‘우리 학교 푸르게 푸르게’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준비 단계
첫 번째 준비단계로서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틀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에 그린캠프 등의 환경교육을 담당하던
유한킴벌리의 사회공헌 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두 번째로는 학교?시민단체?기업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파트너십을 고양해야 한다.

2) 환경교육 사례와 문제점
유한킴벌리의 환경교육사업은 숲 체험을 통한 미래 숲 전문가 양성을 위해 1988년부터 진행해 온 청소년 숲 관찰캠

-진행 단계
교육 진행 중간에도 교육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혹은 프로젝트 진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모니
터링을 실시한다.

2) 이병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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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자원
핵심자원으로는 크게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무적 자원, 지적 자산이 있다. 인적 자원에는 유한킴벌리의 직원들이
나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있겠고, 물적 자원으로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지 등의 물자 제공이 가능한 유한킴

자리를 옮겨 정수공정(약품투입실→혼화지→응집지→침전공정→소독공정→정수지→제어실)을 견학하고 막 여과 동
자동안내 프로그램관람을 마지막으로 물 교육을 마치게 된다. 교육을 마친 아이들은 정수장 내에 조성된 천연 잔디운
동장에서 물 풍선, 공놀이 등 잔디밭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잔디밭 행사를 진행한다.

벌리사의 위생용품들이 있다. 재무적 자원으로는 전체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있겠는데 이는 유한킴벌리사
의 CSR 예산의 일부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지적 자산으로는 기존에 유한킴벌리가 환경교육을 실시하면서 얻은 경
험 및 노하우와, 시민단체와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들이 있다.

7) 고객 세그먼트
-초등학생(교육의 대상)
환경 가치관정립이 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을 통해서 인식과 태도가 다른 나이에 비해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

4) 가치제안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 친화적 인식 함양
지속적이고 정기적이며 생활에 녹아있는 환경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환경 친화적 인식을 함양하며 가치관의 변화
와 함께 행동적 변화도 함께 이끌어 낸다.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 환경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학교 내 친환경 인프라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

다. 환경 관련 시민단체, NGO가 그 동안 운영해 온 대상 별, 주제 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
탕으로 환경교육 현장에 필요한 교재, 교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 할 것이다.
-학부모, 학교 선생님(교육의 간접적인 대상)
학부모는 학부형 참관수업을 통해서 자녀들의 환경교육 현장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환경 인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선생님도 환경 교육의 실무책임자로써의
역량 개발과 실행력 확보를 통해서 환경 인식이 향상 될 것이다.

자사 제품 제공, 환경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8) 대상 별 기대효과
5) 고객관계

-기업

지속되는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오염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나 시민단체만의 노력만으로 해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소비형태를 보이며 자신의 건강 이외에도 후

결 할 수 없다. 하나의 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기업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없는 점과 사회의 구성

대에게 물려줄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하는 삶과 소비형태를 갖고 있는 사회구성원, 소비자를 양성할 것이다. 이

원으로서의 기업에게 그러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의 역할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

런 소비자를 통해 환경경영을 하고 있는 자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미래의 잠재적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고 있다. 기업의 경영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이므로 사회 이슈를 고려한 요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것이다.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소비자가 많아진다면 그러한 소비자의 needs를 파악한 기업은 환경 경영에 좀

-학교

더 귀 기울일 것이다. 이렇듯 환경 인식이 높은 사회 구성원이 많아진다면, 환경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좋은

환경 전문가가 부족했던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환경 시민단체의 전문가들로부터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환경교육

인식이 심어질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러한 사회 구성원이 미래의 잠재적인 그들의 고객이

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으로부터 자사의 제품(물적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학교 내부에 자전거 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건강한 환경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회구성원을 양성하여 건강한 사회를

전소, 유기농 텃밭과 같은 인프라가 조성되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일상생활에서도 자극 받을 수 있다.

양성하고, 더불어 환경 경영을 하고 있는 유한킴벌리의 잠재적 고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인이 될 것이다.

-시민단체
환경의 인식이 강조되는 시대에 시민사회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지만, 환경 인식을 제공하는 데에

6) 채널

한계가 있다, 기업에서의 지원으로 환경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적인, 재무적인 여건 마련하게 되어 시민단체로써

‘우리학교 푸르게 푸르게’
는 크게 학교라는 공간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과 CA시간을 통한 실질적인 환

의 역할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환경에 대한 성찰을 통해 환경 비전을 가진 시민사회의 전문성을 향상

경 인식을 함양하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보다 걸어 다니는 습관을 권고하기 위해 계단 벽면에 벽화보를 통해 즐
거운 계단 올라가기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다. 학급 내에서는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버리거나, 다 마신 우유팩을 헹군

-사회 전반
환경교육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여러 노력의 이행 전략이자 공통의 실천 덕목이다.‘우리 학교 푸르게 푸르게’

뒤 뜯어서 버리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오염을 줄이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스티커를 제공할 것이다. 스티커

의 직접적인 수강자인 학생들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부모, 학교 선생님들은 건강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

개수를 통해 아이들에게 유한킴벌리사 제품을 칭찬 선물로 제공할 것이다.

는 자아를 갖게 될 것이다. 즉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소비형태를 보이

CA시간에는 어린 새싹들에게 자연과 인간, 특히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환경 교육을 구성할 것

며 자신의 건강 이외에도 후대에게 물려줄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하는 삶과 소비형태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이다. 예를 들어 물 교육 프로그램 수강에 참여하는 안내교사(환경단체,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질협의회 위원(교수) 등

통해 친환경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환경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우리학교 푸르게 푸

강사를 초빙하여 물과 환경, 수질오염방지, 수돗물 생산과정 등 물 관련 전문지식을 이들에게 교육, 물 교사를 양성한

르게’
를 통해 환경문제가 우리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알리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교육적, 문화적 접근

다. 물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교육일 당일 물 교육장에 도착해 우선 안내선생을 배정 받고 홍보 관을 방문해 비디오

방식으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것이다. 학생과 환경단체, 기업이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시청과 전시물을 먼저 관람하게 된다. 이어 물의 중요성 및 수돗물 불신해소에 따른 물 교육 강의를 받고 정수장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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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기후 변화 시대를 맞아 우리는 환경 이슈에 대한 정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과 교육
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환경 교육에 있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교육은 가치관 정
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한편, 이러한 환경 교육에 필요한 자본과 인프라를 제공
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주체로 기업이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여태까지 기업이 해왔던 환경교육 사례를 살펴본 결과,

‘포스코와 함께하는
지속가능 경영 산학연구’
학생자율세미나 소개

단발적이고 진정성이 결여된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는 이에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
품을 생산하는 기업 유한킴벌리를 선정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우리
학교 푸르게 푸르게’
를 제안 하였다.
‘우리 학교 푸르게 푸르게’는 유한킴벌리가 주체가 되어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
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다. 유한킴벌리는 학교에 환경 교육 프로그램 틀과 인프라를 제공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일상
생활에서 환경에 대한 감성을 함양하도록 한다. 시민 단체는 여태까지 쌓아 온 환경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CA시간
을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환경 수업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친환경적인 삶과 소비형태를 갖춘 성인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우리 사회의 지

11기 정재웅 crocus1224@gmail.com

속가능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유한킴벌리에 옹호적인 잠재적 소비자가 될 것이기에 장기적인 관
점으로 봤을 때 유한킴벌리 입장에서도 이러한 환경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개설동기
오늘날 기업에서 지속가능경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학생의 이해와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
실이고 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이 실질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 재학생들과 기업 실무자들이
연계하여, CSR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포괄적인 이해와 적용을 목표로 하여 2012. 가을학기에 학생자율세미나를 개
설하였습니다. 서울대 지속가능경영학회인 SNU CSR을 중심으로 그 동안 이루어진 전 세계적 이슈이며,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CSR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동아리 내부에 그치지 않고 학내 전 구성원과 공유
하고, CSR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POSCO와 연계하여 수업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세미나의 진행
세미나는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

날짜

내용

세미나 초반부에는 학생들이‘The Oxford handbook

1

9.14

오리엔테이션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텍스트를 읽고 이를

2

9.21

CSR의 개념 및 역사

바탕으로 CSR 이론에 관한 조별 발표를 하였습니다. CSR

3

10.5

CSR에 대한 다양한 관점 및 비판

의 정의와 역사, CSR과 관련한 학계 이슈, 추진동기와

4

10.12

CSR의 추진 동인

5

10.19

사회공헌 활동

6

11.2

공정거래/동반성장 활동

7

11.9

인재 채용 특강

8

11.16

환경경영 활동

9

11.23

윤리경영/인권경영 활동

10

11.30

기말 발표회

Driver에 관한 주제로 3주에 걸쳐 발표를 진행하고 이에 관
한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의 중, 후반부는 기업 실무자를 강연자로 초청하여
CSR의 다양한 이슈에 관한 강연을 듣고, 이에 학생들이 질
문을 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CSR의 선두 주자인 POSCO의 각 부서 분들이 방문
하여 윤리경영, 동반성장, 환경경영, 인권 등 CSR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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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강연을 해주었습니다. 실무진과의 연계를 통하여, 텍스트나 학생 간 논의의 수준을 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CSR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었고, CSR의 현실적 적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배움을 얻을 수 있었
습니다. 또한 강연 후에 이어지는 토론활동을 통하여 각 이슈 별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였습니다.
세미나 종강일인 11.30일에는 학생들이 5개조를 구성하여 준비한 CSR에 관한 이슈에 관한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
다. 윤리경영팀, 사회공헌팀, 환경경영1팀, 환경경영2팀, 동반성장팀으로 이루어진 각 조는 약 1개월간의 내부 준비
과정을 거쳐 15분간 발표1)를 하였고, POSCO 및 UNGC 관계자 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와 시상도 함께 이
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윤리경영팀이 1위로 선정되었고, 2위 환경경영2팀 순이었습니다.
학생자율세미나 만족도 평가 결과
본 세미나 종료 후, 추후 지속적이고 더 나은 운영과 보완점을 찾고자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총 19명의 수강생 중 13명이 본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

POSCO 사회공헌실 사랑 받는 기업 추진 사무국 대리 이성혁
“사회공헌에 관심이 있나요?”
“사회공헌이요? 봉사활동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3년 전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부서 배치 면담을 할 때 받았던 질
문과 제가 한 답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이“CSR=사회공헌=봉사활동 또
는 기부”
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상태로 부서 배치를 받았습니다.
(포스코는 사회공헌실에 CSR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년은 정말 야릇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2년 반 가량 CSR(혹은 지속가능경영) 분야
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도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SNUCSR과 1년 동안 함께 만나보니 제
가 아는 건 이 방대한 CSR 분야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건 1%나 될까 싶더라구요. 심지어 학생들은 저보다 나
은 면이 많았습니다. 저보다 지식도 많았고, 열정도 넘쳤고, 창의력도 빛났습니다.
학생들은 제게 많은 걸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풍부한 CSR 지식이 어떻게 절
묘하게 현실에 반영되는지 듣기를 원한 것도 같습니다. 제 얕은 지식으로 기말 발표회를 위한 연구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줄까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한 거라곤 실무자 입장에서 학생들의 생
각이 과연 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건지 정도로 피드백을 줬을 뿐이죠. 사실 학생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채
찍질하게 되더라고요. CSR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부는 하지 않고 여기저기 주워들은 것만으로 적당히 때
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 입사 후 생활을 되새겨보게 됐습니다. 학생들에 비해서 저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이 오는데 되려 저는 그 아까운 기회를 그냥 놓치고 있는 것도 같고요.

본 세미나를 성과와 유익한 점

본 세미나 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

＊CSR의 이해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CSR 이론 부분에 대한 보충이 없었다.

＊CSR의 자세한 이해, 기업 실무자를 만난 점.

＊엄격한 강의 진행이 필요하다.

학생들도 더러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잘 따라와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자

＊관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난 것!

＊커리큘럼 강연자의 편차 문제

신을 돌아보게 해준 것도 감사 드리고요.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도울께요. 우

＊실무의 CSR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운영진과 실무진과의 더욱 긴밀한 연계가 필요

리나라 사람들의 잘못된 공식이 깨질 때까지!

＊CSR 전문가와 실무진의 코멘트가 유익하였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다는 핵심내용 이해에 방점

＊소그룹 토론 한 것,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준 것 등기

＊포스코 사례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존재

말발표회가 재미있었다.
＊CSR의 개념과 여러 사례들을 들을 수 있었다.

포스코에서 처음 CSR 세미나 강좌 개설, 연구 발표회를 개설해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불만이 있는

＊강의 내용의 정리 문제
＊구성원간 참여도의 편차 문제

＊관심 분야를 스스로 공부하는 데 큰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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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CSR 11기 부회장 정재웅
관악에 봄기운이 만연했던 3월 무렵, 이제 5학년이 된 제게 동아리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에 들어
간 SNU CSR은 당시로서는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지금 제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CSR? 기업의 지속
가능경영?
좋지! 하면 좋은거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들어간 동아리에서 봄학기를 보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족
하고 CSR이 가지는 함의들과 이슈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서 놀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운영진이 되
어 기업과 연계하여 CSR의 실제를 배우고 동아리 외부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자 학생자
율세미나 개설을 생각하였고, 한 학기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세미나 커리큘럼을 구상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취지는 명확
하다고 생각하였지만 단진 한 학기 동안 CSR을 접한 저희가 주체가 되어 꾸려나가는데 부담감이 있었던 것
도 사실이고, 전문적인 교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중심과 체계성이 떨어질까도 걱정되었습니다. 동아리
내부, POSCO 측과 많은 논의들이 오갔고, 결국 나온 최종안이 기사 전반부에 나온 일정들입니다. 몇몇 우
려들은 가시적으로 나타났지만 더 많은 곳에서 그 우려들이 만든 구멍들은 채워주어 사견으로는 괜찮은 세
미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존, 신입 동아리원 그리고 그 외 학내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약 20명의 수강생들은 저보다 더 열의 있고

UNGC 한국협회 주최 제 1회 대학생 Y-CSR 컨퍼런스

많은 말들로 세미나 시간들을 알차게 채워나갔습니다. 그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저희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었습니다. 필자도 참여했습니다만, 기말발표준비를 위한 각 조별 활동은 한달 여라는 짧은 준
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참여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발표회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처음이라 갈팡지팡 한 것도 있지만 가장 아쉬웠던 것은 사람들을 과소평가했다는

8기 정현영 kaldon@snu.ac.kr
10기 심혜영 ecoroko.shy@gmail.com
11기 최재은 6224183@naver.com
11기 윤여름 summereal@hanmail.net

것입니다. 수강생 절대 수도 걱정이 되었고, 어떤 마음으로 이 수업을 들을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 참여를 최소화하고, 수업 시간 채우기에 급급했던 측면이 초반부에 있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토론과 참여를 독려하는 식으로 수정해나가긴 하였지만 초반부터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발표 준비도 긴 시
간을 가지고 타이트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세미나 수강생들을 역량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지 못한 점은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고 수강생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1] UNGC Korea network youth 실무위원회 참가 후기 □ 8기 정현영
제 1회 Y-CSR 컨퍼런스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UNGC Korea network youth 실무위원회’
라는
학생들을 주축으로 하는 기획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기획위원 회의에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기획에 반영하였

하지만 저의 이런 생각들은 세미나가 괜찮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나온, 돌이켜 봐서 완벽한 세미나를 바란

으며, 학생들끼리도 각자의 활동이나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교환했습니다. 회의에는 보통 기획위원 학생들과 UNGC

감정들에서 나온 것들 입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서 CSR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수강생이

한국협회의 실무진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고, 종종 UNGC Korea network의 주철기 사무총장님이나 UNGC

있다면 만족할 만한 수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협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님도 참석하시어 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셨습니다.

참여해준 모든 수강생들과 함께 힘써준 POSCO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다

기획위원회는 각 대학교에서 CSR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거나 CSR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

음학기에는 세미나를 개설하지 않지만, SNU CSR을 통해서 혹은 다른 활동을 통해서라도 보다 나은 세상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UNGC 한국협회 사무실 또는 홈플러스 이-파란 재단 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

을 위한 CSR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생각을 공유하고 싶은 분들에게 언제
라도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니다. 제가 기획위원으로서 참여하는 동안 10명 남짓의 기획위원이 모였고, 대부분 사회적 기업 관련 동아리에서 활
동하고 있거나 대학생 연합 동아리에서 CSR 부문을 맡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참가자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분
들은‘Clipidea’
라는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CSR에 대하여 공부하는 동아리나 단
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CSR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인들끼리 뭉쳐 직접 단체를 만들고 CSR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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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개국의 학생들이 모두 열정적으로 밤을 새워가며 발표를 준비했고, 그 결과 다양하고 글로

회의 과정은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고, 지난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만든 기획안을 계속해서

벌한 시각의 CSR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나는 리우+20과 녹색경제 팀이었는데, 환경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의견들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UNGC 분들이 주제나 수정할 부분들 정해주시면, 기획위원들끼리 토론을

이 많아서 흥미로웠다. 이 외에도 학생 대표단은 경기도 여주의 4대강 홍보관에 방문하여 4대강 사업에 대해 직, 간

하여 어떤 방식이 좋을지,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을지, 홍보 방식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접적으로 체험할 시간도 가졌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 각자가 가진 자료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행사 당일이 가까
워졌을 땐 자신의 행사 홍보 기획안을 PPT로 만들거나 이번 행사 기획 및 홍보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문서로 만들
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3]‘기술의 사회적 혁신과 공유가치 창출’세션 학생 패널 참가 후기 □ 11기 윤여름

기획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학생들의 의견이 기획안에 반영되는 것
이 눈에 확연히 보였다는 점입니다. 기획위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CSR에 대한 이해나 인식, 이전에 학생 주도의 행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은 자선 식의 단순한 사회 공헌 활동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사를 기획해본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기획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다음 회의 때는 기획안에 그

최근 기업의 핵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경영 아이템을

의견들이 적절히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생 중심의 컨퍼런스인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학생 중심으로

창조해내는 공유가치 창출(CSV)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세션은 기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국내 CSV 활동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보는 자리였다. SK텔레콤 김정수 실장님, RNL BIO 라정찬 회장님이 실무자 패널로
참석해주셨다. SK텔레콤은 ICT 기술을 활용한 CSV 활동에 대해서 소개했고, RNL BIO는 자사의 핵심 기술인 줄기

[2] 제 1회 Y-CSR 컨퍼런스 한국학생대표단 참가 후기 □ 11기 최재은

세포 기술을 활용한 CSV 활동에 대하여 소개했다.
나는 학생패널로서 각 회사의 CSV 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질문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제 1회 Y-CSR 컨퍼런스의 본 행사날인 8월 14일 이전에, 8월 12~13일에 걸쳐 아시아 학생 대표단의 다양한 활동

기업의 CSR 담당 부서가 기업 홍보팀 내부에 위치하는 등 기업의 조직 구조 내에서 그 입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그

이 이루어졌다. 학생 대표단은 우리나라 학생뿐만 아니라 중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까지 참여해 총 3개국 학생들이

리고 기업 CSR 활동이 회사 전반의 고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 몇 명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이루

CSR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학생 대표단 활동은 5개의 팀으로 나뉘어서 다양한

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의 CSV 활동은 ICT 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다양한 부서의 협력이 반드시

분야의 CSR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한 참여 활동과, 경희대학교 박용승 교수님과 이원재 한겨레 경제연구소장님의 강

필요할 텐데 이러한 활동을 위한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회사 전반의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

연을 듣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학생 참여 활동은 한중일 학생 6~7명이 한 팀을 이루어 총 5가지 주제로 발표했는

여 CSV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SK텔레콤 측은 CSR 활동을 위해‘기업시민위원회’
라는 조직이 독립적

데, 주제는 Changing CSR landscape in East Asia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rilateral cooperation(동아시아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회사 전반의 유기적인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CSR과 CSV 활동을 할 때에 정말

의 CSR 시각 변화와 3개국 간의 미래 협력), Rio+20 and promoting the green economy(리우+20과 녹색경제),

중요한 요소인데, 자사의 경우 직원들이 바쁜 틈에도 시간을 내어 양질의 활동을 위해 노력하며 또한 많은 수의 직원

The way to build an inclusive market economy for a better world(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시장경제), Corporate

들이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회사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value promotion through anti-corruption(부정부패 방지를 통한 기업 가치 향상)과 마지막으로 Innovation of

다음으로 나는 기업 CSR 활동을 보면 금융업 중심의 기업은 김장 행사를 하고, 제조업 중심의 기업은 멘토링 사업

social enterprises and the way to go forward(사회적 기업의 혁신과 앞으로의 방향성)였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

을 하는 등 기업과 CSR 활동이 쉽게 연결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물론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기업 CSR 활동이 기업의 핵심 기술 및 가치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기업에게 CSR 활동은 아
무런 의미 없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 행해지는 활동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RNL BIO의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한 저소득층 뇌성마비 환자의 치료 활동은 회사에 어떤 의미인지, 회사가 이러한 CSV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물었다. RNL BIO 측은 회사의 글로벌한 CSV 활동을 통해 자사의 핵심 기술을 여러 나라에
알릴 수 있으며, 이 활동이 점차 확산되다 보면 RNL BIO에 동참하는 협력체들은 자연스럽게 자사의 핵심 기술을 그
들의 기술 표준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했다. 다시 말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세션이 마무리되며 앞으로의 CSV 활동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CSV 활동을 하기에 힘든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 전략을 펼
치면,“그건 사회 공헌이 아니지, 장사일 뿐이야”
라는 반응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의 앞선 CSV 활동을
보면 분명히 비즈니스적 가치들도 개입되어 있으며, 기업의 존재 이유는 1차적으로 부의 창출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기업에 무분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우리가 제품을 생산할 때도 10개 중 2~3개에는 하자가 발
생하듯이, 기계가 아닌 인간이 하는 일에도 하자가 있기 마련이다.‘6 sigma’철학처럼 하자가 전혀 없는 듯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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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CSR, CSV 활동을 기대하여 조금의 하자에도‘장사 속에 불과하다’
는 태도를 취해버리면,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CSR, CSV 활동이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우리는 기업이 정당하게 영리를 추구하며 사회적 책임 활동
을 실천하고 있는지 꾸준히 감시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그러한 노력을 인정하고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4]‘녹색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세션 학생 패널 참가 후기 □ 10기 심혜영
‘녹색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세션에서는 홈플러스의 환경경영의 활동과 녹색소비생활 활성화를 위한 그린카드제도

UNGC 허정수 매니저님
인터뷰

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홈플러스의 경우 소비자에게 생활용품, 음식 등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의 특
성을 활용한 CSR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 에너지 절감을 통한 물류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매장내의 에너지 효율을 높
이고 절약을 통해서 친환경 점포를 형성하려고 하였다. 또한, 제품 코너마다 탄소라벨링이 있는 제품들을 분류하여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려고 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린카드제도는 녹색소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서, 신용카드의 포인트 플랫폼을 활용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할 때 포인트를 지급하는 친환경 카
드 제도이다. 그러나 녹색제품의 수가 적어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이 좁고, 녹색 소비에 관련된 홍보가 부족하여 타 카
드 사용률에 비해 다소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제 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교통의정서에 관한 협상을 위해 열렸
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이나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은 국가
생존의 문제와 맞닿아있기 때문에 범지구적인 현실 참여를 요구한다. 그러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5%를 배출
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인도, 캐나다 등의 선진국들의 불참여로 인해 명실공히 유명무실한 협약이 되어 버렸다. 국가

8기 정현영 kaldon@sun.ac.kr
11기 조문성 ssanae11sg@daum.net

내의 정치적 갈등이나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정도에 따라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입장을 하나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 길이다. 그러나 기업은 국경을 넘어서는 유통채널과 기업활동으로 전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기에 기업의
녹색경영은 다양한 소비자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어느 기관보다도 더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기업이 점점 더 많아지길 바란다.

UNGC의 허정수 매니저님을 만나 제 1회 대학생 Y-CSR 컨퍼런스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들어보았다.
1.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007년에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생긴 이후, 협회는 대부분CSR과 UNGC가치를 기업들에게 알리
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또한 중요한 이해 당사자에 속하고 미래의 CSR활동을 책임질 소비
자, 기업인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CSR에 대한 인식을 심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들도 그에 대한 의견을 낼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2011년)에 열린 제1회 글로벌 CSR 컨퍼런스에서 채택된 서울 선언문에는 청년들에게 CSR을 널리
알린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고 그 실행 방법의 일환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CSR을 알리는 이번 Y-CSR 행사를 기획
하게 되었습니다.
2. 이번 행사의 결과와 이후의 계획은?
이번 행사에는 학생 참가자 외에도 한중일 대표단 학생들, 자원 봉사자들, 기업 참가자들 및 교수진 등을 포함해
950여명 이상이 참가하였습니다. 더욱 뿌듯한 점은 교통 편 문제 등의 불편함이 있는데도 많은 학생들이 지방에서도
올라와서 행사에 참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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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경우에는 59개의 언론에서 이 행사에 대한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대외적 성과도 컸습니다. 우선 한중
일 학생 대표단으로 참석한 중국, 일본의 학생들에게는 한국의 CSR사례와 관심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얼마 전 있
었던 글로벌콤팩트 아시아 태평양 오세아니아 지역 회의에서 각 국가의 일년간 성과를 서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
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한국 협회의 Y-CSR 컨퍼런스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의 성공에 힘 입어 이후의 활동 계획도 많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CSR관련 행사를 이정도 규
모로 성공적으로 해낸 사례는 흔치 않아 이후의 Y-CSR 컨퍼런스에는 한중일 이외에 다른 나라의 참가자도 받기를

5. 개선해 나아갈 점과 방안
항상 행사가 끝나고 나면 부족함을 느끼지만 UNGC의 기존 활동들이 대부분 기업을 대상으로 해 왔고 학생들을 대
하는 행사는 처음이라 부족함을 더욱 많이 느꼈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이 행하는 학생 서포터즈 활동들에 비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은 좋았지만 취
업 준비나 학점 관리에 바쁜 학생들이 시간을 할애하며 참가하는데 참여도 관리나 행사 초반의 기획에 대한 기본 틀
이 부족하여 좀더 짜임새 있는 참여 과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원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단체들이 자국의 행사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이번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자 하였습니다. 한

그 결과 초반에는 기획 멤버가 일정하지 못하여 새로 온 멤버는 기존의 활동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준비

예로 올해(2012년 1월 7일-9일) 포스트 2015 개발 의제에 대한 동북 아시아 청년들의 자문 회의인 NorthEast

기간이 짧았던 편입니다. 다음 2회 행사에서는 이번 행사의 경험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발상을 침해하지 않

Asian Youth Forum이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이 회의에는 한중일 학생들 이외에 몽골 학생들이 참가하고 UNDP

는 범위에서 좀더 많은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자원 봉사자의 교육 및 기준, 규칙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학생들이 주도

서울 정책 사무소, UN ESCAP, 고려대학교 국제 대학원 과 함께 UN GC 한국 협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또한 2013

적으로 기획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입니다. 또한 다음 행사에는 서울 지역의 참여자들 이외에 더 많은 지방학생들이

년 열릴 예정인 제 2회 글로벌 CSR 컨퍼런스에서는 기존의 분과 세션에 학생 라운드 테이블을 추가할 예정이고 제 2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회 Y-CSR 컨퍼런스는 2014년에 열릴 예정 입니다.
3. 이번 행사의 의의는?
경영학의 일환으로 CSR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게 CSR을 알리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stake holder)에 대한 고려를 중시하는 CSR의 기본 정신에 맞춰 기획
단계에서도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CSR이라
는 개념이 생소하기만 했던 많은 학생들이 CSR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갖게 되는데 중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이러한
개념의 존재를 알게하고 기본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것으로도 이후 한국의 기업문화를 바꾸는 초석이 될 인재들
을 양성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에 3회차 개최되었던 한중일 글로벌콤팩트 라운드 테이블의 시작을 한국이 주도하기도 했고, 이번 학생
행사도 한국이 주도 함으로서 아시아 청년들의 CSR대화 또한 한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간다는 것을 상징
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어 주었습니다.
㈜엘지, SKT, KT, 홈플러스, 알앤엘바이오 등 참여 기업들은 학생들과 직접적인 소통이 신선하고 뜻 깊었다는 반
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분과세션에서 학생들이 조사한 바를 발표할 뿐만이 아니라 각 기업들의 이야기에 대해 학생들
의 느낌을 바로 대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학생들의 시각을기업들이 다시 확인하고 학생들의 의견의 중요성
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합니다.
4. 이번 행사를 기획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사실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행사 실행에 집중하고 일이 힘들다 보면 행사의 의미를 생각하기 보다는 모든 과정
이 잘 완료되고 성공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학생 기획 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매달 만나며 학생들의 솔직한 생각과 계획을 들어보고, 그들이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CSR에 대한 열정을 보이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았고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의미를
지속적으로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또한 토론의 장에서 자기들끼리 생각
을 적극적으로 교환하고 펼쳐 나가면서 우리가 제공한 것 보다 많은 것을 얻어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CSR에 관심 있
는 학생들이 이러한 기회에 목말라 하고 있고 기업이나 UNGC같은 기관들이 그러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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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기본적 토대 위에 다양한 사례를 올릴 수 있어서 CSR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한다. 특히 인텔코리아의 사례가 인상 깊었는데 사회소외계층을 도와준다는 식의 자선적 활동이 주된 지금까지의
CSR과 달리 전력소모라는 자기 사업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환경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 과
정에서 학교와 NGO와 파트너십을 맺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케 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은 CSR
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의 베트남과 중국 진출 사례에서 보여지는 CSR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 기업이미지의 형성과 이를 통한 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시 전략적 비즈
니스 모델로서 CSR이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호텔에서 열린 국제적인 포럼은 처음이어서 많은 기대를 안고 참석했는데 기대이상으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기업의 혁신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경영전략모델로써 CSR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통해 CSR이 기업의 존속에 있어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2] CSR 환경을‘창조’
하는 기업의 새로운 움직임 □ 11기 윤여름
나는 Alexander Barkawi(Director of Council on Economic Policies)의 기조 발표가 가장 인상 깊었다. 그는 발
표에서 앞으로의 CSR에 대하여 전망했다. 지금까지의 CSR은 기업의 외부 환경을 구성하는 소비자, 직원, 정부, 투

외교통상부 주최 The first CSR International Forum

자자 등의 요구에 의해‘외부 환경에 적응하는’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업은 이제 세계화가 이루어진 지구촌에

‘글로벌 CSR 활동 : 해외 진출 기업의 역할 증대’

것이다. 아래의 예시에서 기업이 광고, 교육, 투자관계 재정립을 통해 CSR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CSR을 효과적으로

11기 윤여름 summereal@hanmail.net
12기 김옥빈 ogbin3268@naver.com
12기 안석찬 schan0428@naver.com

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로서, 외부 환경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외부 환경 자체를 창조하는’형태의 CSR을 수행할
수행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을 창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 1) Advertising □ promote the move to sustainable consumption
기업은 광고를 통해 CSR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한 해 기업 광고에 쓰이는 비용만 5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어마어마한 액수는 광고가 소비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기에 가능한 것이다. 광고를 통해 기업이

[1] 학술적 토대 위에 사례를 올리다 □ 12기 김옥빈

CSR이라는 의제를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다룬다면, 그리고 그러한 광고가 전파를 타고 세계 곳곳에 퍼진다면, CSR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서 소비자들이 CSR 인식이 성장할 것이다.‘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겠

외교통상부는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
원 정책 모색을 위하여 10월 4일 롯데호텔에서
「제1회 CSR 국제포럼」
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외교통상부 박태

다.’
와 같은 지속가능한 소비가 늘어나면 CSR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더 크게 조성될 것이고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사회적 가치 창출 모두에 도움이 되는 Win-Win의 결과일 것이다.

호 통상교섭본부장,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 CSR 분야의 국제적 권위자인 J. 홀랜더
및 A. 바르카위와, 기업 관계자 및 학계 인사, NGO 및 주한외교단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

Ex 2) Education □ encourage schools and universities to further integrate CSR into education

데 진행되었다. 본 포럼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CSR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 글로벌 시장의 CSR 요구와 대

기업은 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의 CSR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다. 아직까지 세계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CSR이 주요

응, 국제사회(선진국, 개도국)에서의 CSR 활동과 사례 등에 대한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기업 대표들은 중국, 베트남

하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UN은 비즈니스 스쿨 내 CSR 교육을 강화하고자‘UN PRME(책임경영교육원

등 현지에서 CSR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고 이는 성공적인 기업 경영으로 연계됨을 강조하며, 일부 선진

칙)’
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이 CSR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전

국에서는 CSR 활동 없이는 수출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CSR이 회사의 성장 및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달하여, CSR 실행 기술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CSR 교육 부문에 지원을 함으

있다고 소개하였다. 따라서 이번 포럼은 이제 CSR은 선택이 아니라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며,

로써 기업의 미래 CSR을 책임질 직원에게 투자할 기회가 된다.

CSR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기업의 성공적인 CSR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기업관계자들의 발표를 통해 기업이 왜, 어떻게 CSR

Ex 3) Investor relations □ make investors think more long-term

활동을 하게 됐으며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활동의 성과는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업은 투자자와 기업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CSR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기회였다. SNUCSR에서 그 동안 동아리 화요 세션과 학생자율세미나를 통해 쌓았던 CSR의 정의와 목적, 방법론 등

에 따르면 최근 들어 주식 보유 기간이 이전에 비해 급격히 짧아져, 주주들이 채 1년도 안 되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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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다시 내놓는다고 한다. 주주들은 당장 다음 분기의 기업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어 주식을 인내 없이 사고 팔아,
기업이 장기적 안목에서 시도하려는 투자를 방해하는 것이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광고를 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듯이 CSR 활동을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실행하려면 투자자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동아리 기본정보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이 투자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투자자의 인내를 이끌어 낼 때, CSR 활동의 장기적인
추진력을 얻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CSR 잘 하기, 그리고 잘 하게 하기 □ 12기 안석찬
과거 기업의 역할이 이익 극대화였다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산업사회가 다원화된 오늘날에는 사적 이익의 극대
화가 공공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동아리
등록사항

다. CSR이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글로벌 CSR 활동 : 해외 진출 기업의 역할 증
대’라는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었다. 세션은 글로벌 시장의 CSR 요구와 대응, 국제사회에서의 CSR 활동과 사례, 해
외진출 기업의 CSR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 총 3개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나는 두 번째 세션부터 참석하였다.
세션 2는 기업의 CSR 활동 우수사례 소개가 주된 내용이었다. CSR활동은 대상이 되는 사회가 가진 특징, CSR활
동의 주체인 기업의 특징에 따라 방식이 달라졌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경제대국이고 천연자원이 많은 반
면 낙후된 인프라, AIDS 등의 질병, 빈부격차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CSR활동은 기업과 학교의
결연, 도서 기증 등 남아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기업은 원전 등
인프라 수출에 앞서 국가의 신용을 얻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었다. 비슷한 사례로 중국 공장에서 신발을 만드는 창

서울대학교

소속학과

경영대학

소속형태

학술연구동아리

동아리명

SNU CSR

창립연도

2006년 3월

대표학생

11기 윤여름(사회복지학과 경영학과 11학번)

대표연락처

010-4626-0623 / SNUCSR@gmail.com

지도교수

조동성 교수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연구분야

지속가능경영 / 환경경영 / 사회공헌 / 윤리경영 / 사회책임투자

참여인원

현재 활동인원 : 15명(11기&12기) (누적 계 124명)

활동시간

학기 중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금요일 오후 5시-7시 학술토론 진행
(개인적인 학습시간은 별도)

후원

포스코

신INC라는 기업이 있었다. 제조업의 특성상 직원의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신은 직원들이 생활에
서 겪고 있는 교육, 생필품, 건강, 여가생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학교, 직원 전용 마트를 운영하고 동아리

소속학교

활동, 건강 검진 등을 지원하여 이직률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들으며 CSR 활동이 결코 기업에게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이윤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out SNUCSR

마지막 세션에서는 해외진출 기업의 CSR 확산을 위한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KOICA, 현직 외교관들의 발
표를 종합하면 요점은 CSR 활동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는 것, CSR 활동의 유인이 될 요소를 기업에게 제공해야 한

지속가능경영전략연구회 SNU CSR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지속적으

다는 것, 그리고 CSR 활동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기

로 발전해 나가는 경영전략을 연구하기 위한 경영학술동아리입니다. 7,80년대

업들에게 CSR의 의미와 필요성,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재외공관과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

에는 가격 경쟁력에, 90년대에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많은 투자가

용하여 상대국 정부와 언론, 그 외 단체들을 통해 자국 기업이 CSR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CSR 활

이루어진 반면, 2000년대에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중요한 기업가치

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KOICA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CSR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자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전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시민사회의 의식성장과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부담, 비즈니스 연계 가능성에 대한 회의 등의 이유로 CSR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불어 국제적인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기업은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발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정을 이야기했고 그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행동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의 가치를 평

이번 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CSR 활동의 필요성,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 필요

가하는 데에 있어서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지만, 지금은 우수한 경제적 성과는

한 일련의 과정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CSR 활동이 기업의 의지만으로, 또는 지역사회의 요구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물론이고 사회 및 환경적 가치 역시 균형 있게 창출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생각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 모두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적절한 CSR 활동 방향

하는 정신적 자산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SNU CSR은 이러한 경영패러다임의 전

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때로는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정

환을 누구보다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전략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비용/수

부 정책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유권자로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익 기반에 집중된 경영전략에서 더 나아가, 법을 준수하고, 기업의 재능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며, 근로
자, 주주, NGO, 시민사회 모두를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바라보며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경영전략이
바로 기업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끌 수 있는 CSR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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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학생자율세미나 수업 개설>

■ SNUCSR의 인재상
SNUCSR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SNUCSR은 본교의 심사를 거쳐 학생자율세미나‘POSCO와 함께하는 지속가능경영 산학연구’과목(1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경영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점)을 개설했습니다. POSCO의 2011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학생 이해관계자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따라서 SNUCSR의 인재상은 남들을 짓밟고 나 혼자만의 성

이번 교류를 통해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학생의 열정에 기업

공을 위해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 기업과 환경

의 전문성이 더해진 본 세미나는, CSR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등‘우리’
라는 시너지효과에 주목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생각으로 다양한 관점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꺼이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책임감과 열
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지속
가능성의 핵심 인재로 성장해 나가실 분을 기다립니다.
■ SNUCSR의 활동
<공모전 참가>
SNUCSR은 CSR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

▲ 학생자율세미나 기말발표회

합니다. SNUCSR은 사회공헌, 환경경영, 윤리경영 등 여러 분야의 공모전에 출전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
습니다. 공모전에 나가 동아리 내에서 연구된 결과물을 외부로부터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
로써,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직접 경쟁해볼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초청강연>
SNUCSR은 단순히 이론적인 탐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

<CSR 컨퍼런스 참가>

니라, 실제로 CSR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의 실무

SNUCSR은 CSR 관련 컨퍼런스에 꾸준히 초청받고 있습니다. 국내 CSR 활동에서 대학생과의 교류를

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런티어,

통한 이해관계자 활동이 점차 확산되면서, CSR을 공부하는 대학생으로서 전문성을 인정 받은 SNUCSR

서스틴베스트, 유한킴벌리, 한국생산성본부, 삼성사회봉

이 대학생 집단의 대표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UNGC 한국협회 주최 제1회 대

사단 등 20여개에 달하는 각기 다른 분야의 CSR 실무자

학생 Y-CSR 컨퍼런스, 외교통상부 주최‘글로벌 CSR 활동 : 해외 진출 기업의 역할 증대’
, 한겨레신문

와 만남을 가지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CSR에

사 주최 제3회 아시아미래포럼 등 다양한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하여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 초청강연

<SNUCSR 탄소발자국 측정 프로그램>
SNUCSR은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대학생들이 하루 동안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를 알려주는‘탄소발자국 측정 부스’
를 마련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의 핵
심 이슈로 떠오른 저탄소 지속가능성장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제1회 대학생 Y-CSR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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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CSR 10th&11th

지도교수님 인사말
최근 들어 CSR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기업이 사회에 가지는 영향력만큼 사회에 책임을 져

2012.W 활동후기

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만큼 기업이 봉사를 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CSR을 여느 유행의 끝처럼 일순간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CSR이 스
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장수할 수 있는‘지속경영이론’
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기업의
힘만큼 책임을 진다’
는 것이 아니라‘기업이 책임을 지는 만큼 이득을 본다’
는 점을 논리로
삼아야 합니다. 기업이 처한 환경적 조건, 즉 사회 및 지구환경에 투자함으로써 win-win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하는 것이 지속경영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윤여름 (사회복지학과 11 / 11기 회장) ]
제가 전공하는 사회복지와 경영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집합이 전혀 없는 완전히 다른 분야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는 둘 사이의 교집합을 창조하는 연구와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CSR의 가장 큰 매력은 흔히 모두가 공존

지속경영에 대한 바른 인식확립에 있어 장차 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SNUCSR

하기 어렵다고 하는 가치들-예를 들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혹은 환경 보전과 성장과 같은 가치들-을 융합시켜 새로운

은 학생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매우 핵심적인 동아리입니다. 이번에 SNUCSR 이 지속경영에 대한 학생들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SNUCSR의 회장을 맡으면서 동아리 구성원 모두와 이 '새로운 가치

큰 관심과 기업들의 지속경영 인재양성이라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발 맞추어 CSR School을 발족함에 대해

'를 향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발전하는 SNUCSR이 되길 바랍니다.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CSR School은 패기와 지식에 대한 충만한 욕구로 무장한 유능하고 열정적
인 인재들이 지속경영의 이론과 실제의 경험을 접목하여 사회에 진출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기업의 인사, 교육관리자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집단, 조직 개발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
생들이 SNU CSR을 통하여 지속경영을 접하고 배우며, 나아가 자기발전, 조직발전의 신선한 노하우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SNUCSR 지도교수 조동성

[ 정재웅 (심리학과 06 / 11기 부회장) ]
SNU CSR과 함께 한 시간이 어느덧 1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난 여름 한 학기 동안 11기 회원으로 후기를 썼던 기억이 아련
한데, 운영진을 마치며 잡지에 다시 후기 글을 적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한 학기를 돌이켜 보면서, 아쉬운 점도 많았고 준비과정
에서 감당하기에 버거운 점도 많았습니다. 운영진으로 있는 기간 동안 무언가 방점을 찍으려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와 생각해보
면 가시적 성과들 보다 그 과정들 자체가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러 경
험을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한 단계 더 개인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동아리가 생각보다 제 삶에 많은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단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마치며, 한 학기 동안 나이 많고 부
족한 부회장을 데리고 고생한 회장님께 고맙다는 말을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과정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겨내고 잘 이끌어

회장의 인사말

주어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11기 동기들과 어리숙한 운영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입으로 들어와주고 한 학기 동안 똘망똘망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12기들도 참 대견합니다. 다음 학기 저희보다 더 잘할 것이라 생각하고 더 나은 SNU CSR을 기대해

안녕하세요, 서울대 지속가능경영학술동아리 SNUCSR 11기 회장 윤여름입니다. 기업의 사
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은 세계 산업을 선도하는 여러 기업들의 보

봅니다. 훗날 돌이켜 보면 이 시간이 아련하고, 그리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훗날까지 이 사람들과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네요,
모두 감사해요 :)

편적인 경영방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동안 기업의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확인하는 지표는
재무적 성과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무적

[ 유연이 (지구환경과학부 10 / 11기 편집장) ]

성과와 더불어 비재무적 성과, 즉 기업이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 환경 보호, 사

저번 학기 초, 호기심으로 들어왔던 snucsr! 두 학기 동안 활동하면서 제가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볼 수 있었고, 항상

회 공헌을 위해 얼마나 성실히 활동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지속가능성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가 기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고, 모든 동아리원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는 학생자

업의 역량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현상은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결코 이상적인 말이 아니며, 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기업 역량 평가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NUCSR은 기업과 우리 사회의 상호 발전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기업

율세미나를 동아리 내에서 운영하게 되어 유익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이와 재웅오빠에게 한 학
기동안 정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 ㅅ…사.. 사랑해욧><

[ 조문성 (응용생물화학부 07 / 11기 회계) ]

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CSR 경영 전략을 모색하는 학회입니다. SNUCSR의 장점은‘다양성’
입니다. CSR이 기

CSR을 접한지 벌써 일년이 다되어 간다. 선배기수로서 후배 기수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점도 많고 좋았던 기억들

업 경영과 사회 문제를 동시에 끌어안는 폭넓은 개념인 만큼, 저희 SNUCSR에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

도 많이 떠오른다. 특히나 이번에는 학생자율세미나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CSR을 접하게 되어 나의 지식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SNUCSR은 사회복지, 환경, 경영 등 여러 분과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어 CSR

포스코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여러모로 풍족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직 CSR에 대해서

을 보다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 학기 CSR과 관련된 최신 이론과 비즈니스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이번 활동이 나에게 올바른 길로 가는데 도움이

이슈들을 다뤄보며, 기업의 이윤 창출과 사회 문제 해결을 균형 있게 포괄하는 경영전략을 창조하는 인재로 거

되리라고 생각된다. SNUCSR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동아리가 되기를 바란다.

듭나고 있습니다. SNUCSR은 CSR의 보다 발전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SNU CSR 11기 회장 윤여름

[ 백명헌 (경제학부 10 / 12기) ]
전공인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CSR활동 중에서도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동반성장 부분
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형평성을 고려한 효율성이 무엇이고 오늘날 왜 중요시되는지 배울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다.

SNUCSR NETWORK

43/43

[ 권정은 (서어서문학과 10 / 12기) ]
처음 해보는 동아리활동이었고 제가 해보지 않은 낯선 분야의 활동이라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잘 적
응할 수 있었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운 것도 많았고, 좋은 인연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들 2012년 마무리 잘 하시
구요.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새해에 만납시다~

[ 김옥빈 (국사학과 08 / 12기) ]
동아리, 왜 이렇게 빡세요? 이번 학기는 정말 동아리 팀플 하다가 끝난 듯합니다. 그래서 CSR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고, 자주 보며 사람들과 깊이 친해질 수 있었지만! 화요일마다 마셨던 녹두주민들끼리의 모임에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장소에서, 끝까지 봤으면 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 김승구 (경영학과 12 / 12기) ]
‘미래에 난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그리고 어떻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이와 같은 고민들이 절 SNUCSR
로 이끌었습니다. 돈 버는 주체로서의 기업의 역할 외에 사회에 미치는 가치에도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주저 없이 추천 드
립니다.

[ 안석찬 (자유전공학부 12 / 12기) ]
이번 학기 SNUCSR에서의 활동은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인 제게 정말 뜻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처음 동아리에 들어올 당시에
는 CSR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발표회 준비하면서, 특히 도중에 주제를 여러 번 바꾸면서 더
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ㅋㅋ

[ 권영준 (에너지자원공학과 11 / 12기)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위해 봉사하고 투자하는 것이 저의 뜻과 맞아 CSR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동아리에 들어왔는데
다양한 봉사활동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기업의 사회적 활동도 다양한 형태가 있고 각각의 사례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
었습니다. 아직까지 CSR이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되지 않고 또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넘어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활동들을 동아리를 통해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 신윤정 (국악과 08 / 12기) ]
작은 관심으로 우연히 시작하게 된 학회활동이 아주 많은 것을 남겨주었다. 5학년이 되니 이것저것 감당해야할 일들이 많아 온
전히 SNUCSR활동에 열중할 수 없어 다른 회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모두들 한 학기 동안 수고했고, 12기들은 다
음 한학기도 즐겁게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다:)

[ 김진우 (자유전공학부 09 / 12기) ]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동아리에 들어와서 CSR이라는 새로운 내용과 세계를 접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ㅎㅎ
그렇지만 뭐니뭐니해도 제일 좋았던 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
다들 한 학기 동안 넘 재밌고 익사이팅 했어요 ㅋㅋㅋㅋ
우리 다음 학기에도 잘 해봐요!!

[ 최대산 (기계항공공학부 11 / 12기) ]
학기 초 끓어오르는 패기로 이것저것 저질러 놓은게 많아서, 동아리 활동을 매우 충실히 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동아리 활동
을 통해 나와 다른 분야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게다가 CSR에 대해서 효율적으
로 그리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동아리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받아만 가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크다. 이 미안한 마음 가지고 다음 번엔 더 열심히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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