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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퍼런스 요약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2014년 7월 4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800여 명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제2회 

Youth CSR 컨퍼런스를 개최함. 
 
7월 4일 본 회의에 앞서, 7월 3일에는 ASEAN 5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네시아, 필리핀)에서 온 대학생 대표단 30여 명이 KoreaASEAN Youth CSR Conference를 

통하여 UNGC의 핵심분야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이슈 및 각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동향 및 우수기업 사례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음. 
 
최근 CSR이 기업경영에 있어 필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미래의 지도자가 

될 대학생들이 CSR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UNGC의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기업 및 사회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음. 
 
본 컨퍼런스는 국내 대학 CSR 동아리를 중심으로 대학(원)생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기획부터 준비 및 운영까지 대학(원)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진행하였음. 또한    

대학(원)생들의 CSR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CSR 논문    

공모전 및 기업 CSR 전략제안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원)생들의 다양한 활동 및 참여

를 이끌어 내었음. 
 
제2회 Youth CSR 컨퍼런스는 공익마케팅, 빅데이터와 CSR,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윤리적 생산과 소비, Post-2015 개발의제와 민관협력, ASEAN과 CSR협력 등 다양한   

분과세션을 통하여 학생과 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본 컨퍼런스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및 Georg Kell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국장의 비디오 

메시지, 특별강연 및 CEO와의 대화, 기업시민사회학계학생이 참여하는 분과세션,   

대학생 기업 CSR 전략제안서 발표 및 CSR 논문공모전 시상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컨퍼런스 결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매니페스토를 채택하여 그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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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2nd Youth CSR Conference held at the Grand Peace Hall at Kyung Hee University in 
Seoul, Republic of Korea, from July 3–4, 2014, was attended by approximately 800 
students, The two-day conference under the theme “Corporate Challenges for a 
Sustainable Future,” took place to raise awareness of the UN Global Compact and CSR 
among students in Korea and to provide the largest student-centered CSR platform in 
Asia.  
 
Prior to the main conference which took place on the second day of the two-day event, 
the KoreaASEAN Youth CSR Conference was held on the first day in the presence of 
30 youth representatives from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and Vietnam 
to share and discuss current trends and best practices of CSR in each country.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CSR in business, the Conference sought to provide 
students wishing to become aspiring leaders with a unique platform to share their 
expectations, endeavors and responsibilities on CSR and corporate sustainability in the 
areas of human rights, labour, environment, anti-corruption and development. 
 
The 2nd Youth CSR Conference also organized a student steering committee mainly 
comprised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from CSR communities within 
universities in Korea. All members of the committee actively contributed to and 
participated in the coordination, preparation and execution of the Conference. Also, in 
order to expedite concrete and in-depth study of CSR for students, CSR Thesis Contest 
and CSR Strategy Proposal Program was organized to induce variety of activities and 
engagement of students. 
 
The Conference set the stage for future generations to draw attention to and engage in 
CSR issues such as Public Marketing, Big Data & CSR, Social Enterprise & Co-
operative Union, Ethical Sourcing & Consumpti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 &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CSR Cooperation between Korea & ASEAN, while 
providing chances to create a sustainable future through student-corporate connections. 
 
Commencing with messages from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and UN Global 
Compact Executive Director Georg Kell, the 2nd Youth CSR Conference included a 
special session, dialogues with CEOs, as well as six breakout sessions inviting 
companies, governments, civil societies, NGOs, and academia to discuss the latest 
trends and best practices of CSR and corporate sustainability. This year’s Youth CSR 
Conference also celebrated the winners of the academic contributions of young students 
towards raising awareness of CSR and the UN Global Compact values and principles, 
and concluded with the adoption of its manif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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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니페스토 
 
 

하나. 나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지지하고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기업,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모든 조직의 사회책임 이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사회책임의 가치가 우리 사회로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이상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다. 
 
 

2014년 7월 4일 
 
 

대표 선서자: 김소정 & 문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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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festo 
 
 

First, I will take the lead in creating a sustainable future. 

 

Second, I will support and respect the Ten Principles of the UN Global Compact in 
the areas of human rights, labour, environment and anti-corruption. 
 

Third, I will actively engage in implementing social responsibility of organizations, 
such as business, government, academia and civil society. 
 

Fourth, I will actively attend in education program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ifth, I will dedicate myself to disseminate social responsibility values in our society. 

 

I hereby affirm that I will fulfil the promises mentioned above. 

 

 

4 July 2014 

 

 

Student Representatives: So Jung Kim & Seon Ho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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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퍼런스 개요 
 
 
1) 개최 배경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견인하는 중요한 주체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따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책임있는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기업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로 CSR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CSR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장과 세계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조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미래의 지도자가 될 대학생들이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 하에 제2회 Youth CSR 컨퍼런스를 개최함. 
 
 
2) 개요 
 

카테고리 내    용 

행 사 명 제2회 Youth CSR 컨퍼런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전 

일    시 2014년 7월 3 - 4일 

장    소 
 DAY 1 경희대학교 청운관 (한•ASEAN Youth CSR Conference) 

 DAY 2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 (분과세션: 청운관, 경영대) 

주    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참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 유엔, 개발 등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800여 명 (ASEAN 대학생 대표단 30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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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KoreaASEAN Youth CSR Conference 
 

시    간 프로그램 

08:30-09:00 등록 

09:00-09:10 
개회사 

 이승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09:10-09:40 
한∙ASEAN 경제통합과 UNGC의 역할 

 임홍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09:40-10:10 글로벌 CSR 동향과 우수 사례 공유 
 Oliver Williams 노트르담 대학교 교수 

10:10-10:20 휴식 

10:20-12:00 

국가별 CSR 주제 발표 및 토의 세션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12:00-13:30 점심 

13:30-15:30 기업 방문 프로그램 
 SK Telecom T.um 

15:30-18:00 시티 투어 

18:00-19:30 저녁 

 
 

제2회 Youth CSR 컨퍼런스 
 

시    간 프로그램 

08:30-09:30 등록 

09:30-09:32 
개회 선언 

 임홍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09:32-09:34 
VIP 축하 메시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서한) 

09:34-09:38 
환영사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 

09:38-09:40 축사 
 Georg Kell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국장 (비디오 메시지) 

09:40-10:00 
개회사 및 기조 강연 

 이승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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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05 포토타임 퍼포먼스 

10:05-11:25 

CEO와의 대화 

 좌장: 손지애 前 아리랑TV 사장  

 김영기 ㈜LG 부사장  민희경 ㈜CJ 부사장 

 안준희 핸드스튜디오 대표  김정헌 WOOZOO 대표 

11:25-11:40 휴식 

11:40-12:20 
축하 공연 

 금난새 지휘자와 e파란 앙상블 

12:20-13:50 
점심 

 CSR 지식 나눔터 동시진행:기업협력기관학생단체 홍보데스크 전시 

13:50-15:20 

분과세션 (대학생 패널 참여) 

 공익 마케팅  윤리적 생산과 소비 

 빅데이터와 CSR  Post-2015 개발의제와 민관협력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ASEAN과 CSR협력 

15:20-15:40 이동 

15:40-16:10 
특별 강연 

 박원순 서울시장 

16:10-17:30 CSR 논문공모전 대상 수상작 및 우수 기업 CSR 전략제안서 발표 

17:30-17:40 CSR 논문공모전 시상식 

17:40-17:45 
특별 공연 

 샌드아트 

17:45-17:50 제2회 Y-CSR 컨퍼런스 결과 매니페스토 채택 및 낭독 

17:50-18:00 경품 추첨 

18: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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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oreaASEAN Youth CSR Conference 
 
 

1) Opening 
 

 Opening Remarks 
Seung Han Lee, President, UN Global Compact Korea Network 

 
Commenced with various greetings in different ASEAN languages, President 
Seung Han Lee began his opening remarks with emphasis on how timely and 
important the 2nd Youth CSR Conference is to build a sustainable future for all. 
He discussed the significance of conscious social responsibility and its 
characteristics with reference to a story of a boy. 2nd Youth-CSR Conference 
with its theme of “Challenges for a Sustainable Future.” He briefly talked about 
how the conference will provide a platform for some 1,000 students to share 
their expectations and endeavors on CSR. In addition, he talked about what 
UN Global Compact is and what it does to foster organizations’ participation in 
CSR. He then defined what CSR is and what he believes the true CSR 
characterizes. He concluded the opening remarks by encouraging ASEAN 
nations and Korea come together to life the big ston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 we can make the world for the better tomorrow. 
 
 

2) Special Lectures 
 
 KoreaASEAN Economic Integration by 2015 

Hong Jae Im, Secretary-General, UN Global Compact Korea Network 
 

Secretary General Im started off the presentation by giving various figures of 
ASEAN such as demography, economic value and trade volume. He then 
explained establishment process of ASEAN while strongly emphasizing how 
integration of ASEAN community is important to not only Korean economy but 
to the world economy. However, he talked about some of the challenges that 
will arise when member states are integrated into ASEAN. Some of the 
challenges include different political, economical system and diverse religion 
are few examples. He concluded the presentation by stating that in 2015 when 
community is established, ASEAN will be converted to active production base 
and will strengthen Asia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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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tainability: CSR Trends & Best Practices 
Oliver Williams, Professor, University of Notre Dame 

 
Professor Oliver F. Williams gave a lecture about ‘CSR Trends and Best 
Practices.’ He broadly explained the changing role of business in society in 
three different areas: change in consumer expectations, worker expectations 
and the purpose of the corporation.  
He then explained what exactly CSR is. He defined CSR as follow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a long-term strategy, which aligns business 
strategy and operations with universal values while leading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strategies, operations, relationships, corporate culture and 
identity. Furthermore, he expanded on some of the benefits of implementing 
CSR such as improving risk profile, raising employee morale and productivity 
and strengthening corporate reputation. 
 
 

3) ASEAN CSR Presentation 
 
 Indonesia 
 
Indonesia gave two best practices as to represent Indonesia CSR Trend: 
Million Coral Reefs & Coral Reefs Ambassador Program, Teach for Indonesia. 
Coral Reefs Ambassadors get involved from project planning to action. Their 
projects include going out to school to educate student and campaigning with 
traditional patterned products that they make. Teach for Indonesia is voluntary 
organization that works in fields of education, environment, health, quality of 
life and disaster recovery. Programs such as Teaching program and Program 
for Natural Disasters have helped many communities and have received many 
CSR awards. 
 
 Malaysia 
 
10th Malaysia Plan is a CSR Roadmap to achieve the goals of vision 2020. 
The goal focuses on improving standard and sustainable quality of life and 
addressing socio-economic inequalities constructively and productively. The 
new 2020 economic model expects to improve on sustainable agricultural 
practices, fair wages, working conditions and labour policy. Examples of good 
practices are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 and Bursa Malaysia. 
RSPO is a leading initiative to produce sustainable Palm Oil and Bursa 
Malaysia makes mandatory for its companies to publish CSR efforts in Annual 
Reports. Other companies include Canon Malaysia, TNB, DiGi 
Telecommunications, UMW Holdings and Sime Dar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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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ippines 
 
Philippines CSR statistics show that 25% of respondents implement CSR 
program through Corporate Foundation and 2% through membership with 
Social Development Organizations. Much of CSR is implemented on 
environment and education. Since 2010, CSR in Philippines is increasing and 
CSR is taken as important concept of business. Inclusive Business Imperative, 
a part of project of Philippines Business for Social Progress (PBSP), 
incorporates the poor within the company’s value chain as suppliers, 
consumers, distributors in such a way that it creates shared value. 
 
 Singapore 
 
Singapore Compact was formed in 2005 as the focal point to raise awareness 
and best practices, build capacity and provide a network for organizations to 
share the CSR journey. National policies for CSR include: Sustainable 
Development Blueprint(2009),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2012). In 
Singapore, CSR is mainly led by MNCs but SMEs are trying to catch up. Anti-
corruption and transparency tend to be high on the agenda but there is lack of 
proper understanding of CSR by the local media. Singapore’s company best 
practices in CSR include Origin Exterminators, Siloso Beach Resort Sentosa, 
Cerebos Pacific Limited and City Developments Limited. 
 
 Vietnam 
 
The Doi Moi Reforms (1986) and open policies have stimulated Vietnam’s 
economic growth. However, environmental decline and poor labor condition 
remains major social problems. CSR is firstly introduced by international 
corporations outsourcing in Vietnam, under the form of CoCs or social 
standards requirements. UNGC Vietman was launched in 2007 and by 2011 it 
reached 95 members. However, limited support of government and lack of 
awareness of the actors and priority of preferences have become a barrier to 
develop CSR. Some of Vietnam’s CSR best practices are Vinamilk, General 
Electric, Dutch Lady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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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회 Youth CSR 컨퍼런스 
 
 

1) 개회 
 

     
반기문 이승한 조인원 Georg Kell 임홍재 

 
 

 개회 선언 
임홍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제2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학생 컨퍼런스의 개회를 선언함.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위한 
책임있는 교육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2012년에 이어 금년에도 Y-CSR 컨퍼 
런스를 개최함. UNGC의 가치와 원칙을 지지하는 많은 기업이 본 회의에 중요
한 역할을 함. 홈플러스, SKT, 풀무원, ㈜CJ, KT, 유한킴벌리, LG전자, 아시아나
항공, 아름다운커피에서 금전 또는 물품을 후원하였고 SBS, 중앙일보, 한겨레, 
네이버에서 미디어 후원을 하였으며, 경희대학교에서 모든 회의장소를 제공함. 
모든 후원사에 깊이 감사드림. 
 
 
 VIP 영상: 축하 메시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오늘날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들 가운데 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
함. 이는 기업들이 핵심 역량, 기술, 시스템을 이용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해 나가는 등 사회의 여러 
문제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임.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향후 경제∙사회 발전을 주도하고 사회 규범과 가치를 
창출해 나갈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추구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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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사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함.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대학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 경희대학교는 

설립 이래로 학문과 평화의 가치를 추구해 옴. 배움과 탐구,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더 나은 세계를 이루는 것이 경희대학교의 가치이자 전통임. 기업은  

기업과 이해관계자를 위한 이익을 추구함. 그러나 그 이익을 넘어서 기업이  

인간의 존엄과 복지 그리고 안전을 함께 지향할 때 그 기반이 더욱 더 굳건해 

진다고 믿음. 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된 이익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속한 큰 공동체의 공동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것이 오늘날 기업에  

주어진 새로운 과제이자 도전이 아닐까 함. 컨퍼런스에서 논의되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지혜가 평화로운 인류의 미래, 풍요로운 문명의 미래를 열어  

주길 마음 깊이 희망함. 
 

 축사 
Georg Kell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국장 
 

 

기업들은 움직이고, 세계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부문의 우선

순위가 점점 더 겹치고 있는 추세임. 기업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무엇을 파는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 미래와 자연을 지속

적으로 만들어 갈 것임. 여러분들은 아직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그들이 인권, 업무현장, 환경적,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볼 수 있으며, 여성역량 강화, 기후 변화, 환경적 책무와 같은 우선 과제에 

대해 실무그룹을 구성할 수 있음. 우리는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가 필요함.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  
 
세계적으로 8,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되어 있음.  

8,000개라는 개수가 많아 보이지만 전세계 기업의 수를 생각해 보면 아주 적은 

수에 불과함. 여러분의 도움과 참여는 이러한 변혁의 움직임을 확대할 수     

있으며, 시장을 내부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임. 오늘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

도 기업 환경과 세계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해주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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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및 기조 강연 
이승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ASEAN 5개국의 학생들과 전국에서 

모인 한국 학생들과 함께 제2회 Youth-CSR Conference를 개최하여 기쁘게   

생각함. 학교에서 우리 기업의 목표는 오직 이윤 추구라고 배웠음. 그러나   

기업의 도움없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지구 온난화, 빈곤 등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으며, 기업이 참여해야만 가능함. 그 뿐만 아니라 기업의 CEO  

또는 단체 리더의 마음 속 깊이 CSR이 내재화 되어 있어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기업의 이윤추구와 더불어 기업의 의식있는 사회적 책임이 아주 중요함. 

오늘날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하지만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는 단순히 금전적인 후원이나 의식없이 활동함. 이를  

방지하려면 진정성, 지속성, 연결/확장성 및 투명성의 가치를 가진 의식있는  

사회 책임을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과 더불어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그 구조 속에서 여러 회사나 단체들과 협력해야 함. 마지막으로 

‘Be yourself, but not for yourself’. 여러분이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되,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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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EO와의 대화 
 
 
 좌장 

 손지애 前  아리랑TV 사장 

 연사자 
 김영기 ㈜LG 부사장 
 민희경 ㈜CJ 부사장 

 패널 
 전병길 예스이노베이션 경영컨설팅 대표 

 학생패널 
 안준희 핸드스튜디오 대표 
 김정헌 WOOZOO 대표 

 

     
손지애 김영기 민희경 안준희 김정헌 

 
 
 김영기 ㈜LG 부사장 
 
많은 사람들이 CSR을 대부분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하나 사회공헌은 그 일부분

일 뿐, 진정한 CSR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 모두를 포함하며 그 과정 

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최대화시키고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시키는 것임. 또한 

CSV(공유가치창출)는 CSR 방법 중의 하나임. 
 
LG의 CSR을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겠음. 첫째는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CSR 

이며, 기준을 항상 확인하고 지키는 것임. 국제표준화기구(ISO), 다우존스평가

지수(DJSI), 전자시민연대(EICC)의 기준이 있음. LG는 이러한 글로벌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 둘째는 기업철학,  

열정의 수단으로서의 CSR임.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사회공헌을 하는 것과 글로벌 CSR 활동(아프리카, 케냐,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임. 셋째는 CSV 즉, 사회의 이슈도 해결하면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방법임.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사용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 화장품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냄. 또한, 쓰레기를   

버릴 때 무게가 측정되는 봉지, 말라리아 퇴치에 효과적인 에어컨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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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경 ㈜CJ 부사장 
 
CJ의 미션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임. 이를 위한 사회책임경영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함. 그래서 CJ는 1999년에 CSR 전담 부서와   

재단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음. 
 
CJ의 사회책임경영의 기본은 첫째, 준법임. 법을 준수하고 윤리적이고 안전  

하게 경영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함. 둘째, 사회공헌은 자선/기부와 전략적 

사회공헌으로 나뉨. 자선목적의 나눔재단은 오늘날 어린이 공부방 제공 등의 

자선활동을 벌이고 있음. 또한 음악의 다양성과 신인발굴, 뮤지컬의 세계 진출

을 돕는 문화재단은 전략적 사회공헌의 대표적인 예시임. 셋째, 중심 가치는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CSV임. 그 사례로 ‘KOICA-CJ 

베트남 새마을 CSV 사업’이 있음. 고품질의 고추를 안정된 가격으로 수급하기 

위해 베트남 마을을 새마을 운동의 형식으로 운영, 마을 개선에 도움을 주고 

고추농사를 하고 있음. 베트남 농가의 자생력과 CJ의 안정적인 수급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 또한, 청소년 캠프를 통해 CJ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청소년 교육을 위해 활용하고 있음. 이 외에도 클러스터, 실버, CJ리턴십 프로

그램 등을 운영하여 CSV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안준희 핸드스튜디오 대표 
 
핸드스튜디오는 스마트 TV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만드는 기업임. 대학생 

다섯 명이 원룸에서 창업하였고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서 직원들의 복지에    

힘쓰게 됨.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27세로 하루하루가 이벤트이며 모두 즐겁게 

일하고 있음. 직원들에게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적극 지원함. 송년회는 직원들의 부모님과 함께 1박 2일 동안 진행함으로써  

효도하는 기회를 줌.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의 대표는 아니지만 가장 행복한 

기업의 대표라는 믿음이 있음.  
 
나의 기업에 대한 정의는 대학교 1학년 경영학 개론에서 ‘기업은 가계의     

자원을 활용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그 이익을 다시 

가계와 사회에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정의로부터 시작됨. 이 정의를 

토대로 이익을 가계와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을 경영해 나가고자 함. 이전 세대는 

Good과 Great를 구분하고 Good to Great라고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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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in Great Company라고 생각함. 기성세대들은 이것을 구분하고 살아갔지만 

우리 세대는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분리되지 않고 Good과 Great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김정헌 WOOZOO 대표 
 
WOOZOO는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CSV를 하고 있음. 특히 서울의 

주거비용은 너무 비싸고 대학생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주거 

문제를 하드웨어적인 해결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문화로 해결하려 함. 셰어 

하우스라는 공유 공간과 개인 공간이 합쳐져 있는 형태의 집을 빌려주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공유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음.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취미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에게 

문화생활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일 년에   

한 번씩 다같이 모여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사회 혁신은 한 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대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소개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변화에 동참할 거라 생각함.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원해 주느냐에 따라 그 편익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임.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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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과세션 
 
 
 공익 마케팅 (기업 브랜드 제고, CSR 커뮤니케이션) 
 

기업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이에 발맞추어 기업은 공공 이익과 이윤  

추구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공익마케팅에 주목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기업경영과 공익의 접목에 대해 관심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본 세션에서는 공익마케팅에 대한 관점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

하기 위해 기업의 공익마케팅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및 학생들이 공익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 
 
 
 좌장 
 문형구 고려대학교 교수 

 연사자 
 김홍탁 제일기획 마스터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 

 패널 
 전병길 예스이노베이션 경영컨설팅 대표 

 학생패널 
 강효인 건국대학교 
 박기향 중앙대학교 

 

    
문형구 김홍탁 설도원 전병길 

 
 

 김홍탁 제일기획 마스터 
 
오늘날의 미디어 생태계는 공유, 팔로우, 리트윗 등을 통해 가치를 확장,     

재생산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 특히 소셜 미디어는 진정성의 미덕을 추구하며, 

이는 유튜브를 통한 Free Hug 캠페인을 통해 볼 수 있음. 진정성 있는 1인의 

의제 설정이 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줌. 디지털이라는 

생태계는 점차 개인에서 인류 전체를 위한 봉사를 중시하며, 디지털의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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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을 결합한 디지털 웜스(Digital Warmth)를 만들어냄. 메시지 전달에 있어

서도 창의적인 플랫폼과 공유가치 창출이 강조되고 있음. 예를 들면, CJ의 미네

워터 바코드롭 캠페인과 축구공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소켓(Soccket)  

프로젝트가 있음. 이에 따라, 과거의 소비를 촉진 하여 구매자의 인정을 받아 

그 가치를 확산시키는 ROI(Return on Investment)의 시대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경험과 삶을 공유하는 VOI(Value on Investment)의 시대로 전환  되고 있음.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 
 
홈플러스는 1999년 삼성테스코로 설립한 후, 2013년 매출 11조 6000억원의  

기업으로 성장함. 기업브랜드 가치에서 CSR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사회  

공헌은 기업이미지 제고 및 경영성과 상승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냄. 홈플러스의 CSR은 설립기, 도약기, 성장기, 

혁신기를 거쳐 성장함. 첫 번째 설립기에는 홈플러스의 CSR 기반 조성시기  

였으며, 환경과 어린이에 초점을 둔 CSR 전략을 구성함. 두 번째 단계인    

도약기에는 홈플러스 규모 증가, 새로운 매장 구성, 내부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홈플러스의 CSR 시스템 구축 시기였으며,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존경

받는 기업 모델을 개발함. 세 번째 성장기 단계에서는 기업 경영에 지속가능성 

개념을 도입하고 홈플러스의 국내 CSR 선도기를 이끌었으며, “4랑 모델”로   

환경, 나눔, 가족, 지역 사랑을 앞세움. 혁신기에는 CSR의 글로벌화, 자본주의 

4.0,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혁명, CSV의 등장이 있었으며, 홈플러스 CSR의  

연구와 개발 개념을 도입함. 
 

 
 전병길 예스이노베이션 경영컨설팅 대표 
 
설도원 부사장의 강연은 CSR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제공하였고, 김홍탁 마스

터의 강연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CSR을 설명함. 설도원 부사장은 소셜 마케팅

이 어떻게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가를 보여주고, 디자인 사고와 적정 

기술에 대해서 설명함. 김홍탁 마스터는 전략적 CSR의 구체적 사례를 보여  

주며 구체적인 컨셉이 있다는 점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통합하여   

접근하려는 시도가 인상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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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패널 토론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이럴 마케팅이며, 
이를 위해 좋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같은 제품이라도 공익마케팅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공익  
마케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제품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품력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함.  
 
홈플러스는 '생명의 쇼핑카트'라는 공익 마케팅을 펼치며, 해당 아이콘이 붙어 
있는 상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1%를 협력회사와 홈플러스가 각각 기부  
하여 어린이의 치료비와 수술비로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280개의 회사를 선발하고 상품을 엄선해 캠페인 마크 표시를 
부착함. 또한 이를 통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게 함. 
 
 
 
 
 
 빅데이터와 CSR 
 
빅데이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있는 정보 제공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정보화 
시대의 ‘원유’로 비유될 만큼 빅데이터는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며 현대사회의 
필수요소가 되고 있음.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검색, 분석하여 의미를   
도출, 사회현상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CSR 분석과 예측은 중요한 의미를 지님. 
 
본 세션에서는 효과적인 CSR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과 빅데이터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빅데이터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함께 논의함. 
 
 
 좌장 
 이문용 카이스트 교수 

 연사자     
 권미경 다음소프트 이사 
 김도훈 트리움 대표 

 패널 
 전용준 리비전컨설팅 대표 

 학생패널 
 김성재 경희대학교 
 이인원 코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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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용 권미경 김도훈 전용준 

 
 

 권미경 다음소프트 이사 
 
빅데이터의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 분석가, 관리자의 필요성은 급증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얻은 빅데이터로 여러 분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 예를  

들어 전문성, 리더십, 혁신성, 사회 기여도의 네 가지 측면에서 리더의 특성  

분석이 가능함. 사회기여도 측면에서 분석할 경우, CSR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

이 1%에 불과하며, 기부를 통한 활동만이 리더의 사회기여도로 인지됨을 파악

할 수 있음. 따라서, 리더들은 CSR을 단순히 기부를 통한 사회적 환원이 아닌 

근본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는 데이터 입출력의 속도(Velocity), 데이터 종류의 다양성

(Variety), 데이터의 양(Volume)을 통해 가치(Value)를 창출해내야 함. 그리고 그 

플랫폼(Velocity, Variety, Volume)에 문제(Problem)와 사람들(People)을 통해   

생산성(Productivity)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함. 
 
 
 김도훈 트리움 대표 
 
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과 관련한 첫 번째 문제점은 매스미디어 시대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임. 소셜미디어는 수용자들의 피드백이 활발함. 하지만 여전

히 일방적 메시지 전달 및 이벤트에 천착, 수용자의 능동적 참여 여지가 적음. 

두 번째 문제점은 오염된 소셜환경임. 체리피커(Cherry Picker), 봇(bot) 등은  

데이터 분석을 교란할 수도 있음.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가 가져올 성과에   

대해 섣불리 과장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시장과 사회에  

실망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이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직시하고 정확한 비즈

니스 플랜을 세워야 하며, 근본적으로 현재 논의되는 기술과 데이터 분석의  

본질을 보아야 함. 끝으로, 앞으로의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함. 사업가적 역량 및 전문성, 근면성 뿐만 아니라 

도덕성, 창의성, 사회적 리더십 등의 통합적 가치를 실현, 다원적 기회창출을 

통한 사회적 공헌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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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준 리비전컨설팅 대표 
 
빅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한계점도 발표를 했지만, CSR과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음. 먼저 과장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은 명확함.    

빅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은 사실을 과장할 수   

있음. 이는 현실을 왜곡하여 소비자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임. 새로운 관점

에 대한 신뢰성 있는 근거를 찾는 것이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목적이므로, 자의

성을 버리고 객관적인 분석을 시행해야 할 것임. 또 우리의 기술이 아직 한정

적이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소셜미디어는 많이 다르지 않음. 마지막으로 거짓말 

확인에 빅데이터가 활용된다면 기업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가능할 것임. 
 
 

 학생 패널 토론 
 
비정형 데이터의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선별하느냐에  
달려있음. 오히려 많은 표본이 중요한 의미를 덮어버릴 수도 있음. 빅데이터의 
관리는 기존의 리서치, 컨설팅 및 가치와 사상을 통합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음. 사회적 환경으로 인식되어야 함.   
빅데이터는 정확한 타겟팅을 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정확한       
타겟팅을 위해 지방 및 시민사회 등을 활용하여야 하나, 현재 이를 위한 사회
적인 연결 시스템이 부족함. 이를 위해 평상시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함. 
 
데이터 수집에 있어, 프라이버시 관련 이슈는 현재 지속적인 검토 중에 있음.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는 정보는 개인정보까지는 아님. 수집하는 목적 자체가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초점이라 개인 정보의 침투라고 생각하진  
않음. 다만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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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최근 자본주의 위기의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주목 받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약 1,0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또한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 설립조건을 완화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며   
협동조합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수익과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과 1인 1표제 경제 민주주의 기반인 협동조합은 단순히 새로운 조직 형태
가 아닌 따뜻한 자본주의의 실천방안임. 
 
본 세션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설립 동기 및 성공 
전략을 공유하고, 학생 및 전문가 패널이 이에 대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함.  
 
 
 좌장 
 양용희 호서대학교 교수 

 연사자 
 송인창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이사장 
 임정택 ㈜향기내는사람들 대표 

 

 패널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학생패널 
 최화령 성균관대학교 
 홍수지 연세대학교 

 

    
양용희  송인창 임정택 최혁진 

 
 

 송인창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이사장 
 

해피브릿지는 ‘사람 중심의 기업’ 모델을 만드는 이념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후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재탄생함. 사회의 

제1섹터가 정부, 제2섹터는 기업, 제3섹터를 시민사회라고 할 때, 이들 각자의 

단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도달하여 교차하는 지점이 ‘사회적 경제’ 

(제4섹터)라고 생각함. 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과거부터 있던 흐름이 협동  

조합임.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을 말함.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자본, 노동, 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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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요소 중 자본을 우선시하며 돈 그 자체가 목표인데 반해, 협동조합은 

노동을 우선시하며 돈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함. 
 

 
 임정택 ㈜향기내는사람들 대표 
 
교육은 궁극적으로 자립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한 동기부여 교육은 필수적임. 
향기내는사람들은 취약계층 한 명, 한 명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사회 혁신 기업
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임. 향기나눔지원센터는 장애인, 새터민,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된 계층에게 맞춤형 직업 재활 훈련과 경제교육 그리고 각종    
세미나를 통해 꿈과 비전을 심어줌. 히즈빈스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바리스타 
교육 및 파티셰 양성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립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히즈빈스 카페 컨설팅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하는 정직하고 착한    
카페를 창업하려는 대한민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창업 관련 솔루션을 제공함. 
컨설팅은 장애인 고용, 정직한 비용, 바른 재투자의 3대 원칙에 기반함. 장애인 
직업 교육 및 이들의 자립을 위한 노력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임. 대학생은 전공을 도구로 활용  
하여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지 고민 하여야 함.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현대인들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남의 회사를 위해, 어딘가에 종속되
어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그들은 수동적인 업무패턴에서 벗어나길 원하며 
자율적인 노동에 대해 열망함. 자율적 노동의 대표적 예는 사업과 창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창업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쳐 및 협동조합이 창업의 새로운 형태로 떠오르고 있음. 

 
 

 학생 패널 토론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리스크가 매우 큼. 이에 향기내는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의 모델은 차용하되,   
민간기업에서 초기자본을 투자받고, 그 이후에는 기업 자체의 이윤으로 자본을 
충당하는 식의 사회적 혁신 기업으로 변형함.  
이러한 관점에서, 과부화된 현 커피업계에서 향기내는사람들의 주요 사업인  

히즈빈스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 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사업 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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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하고 있음. 기업은 법적으로 장애인을 일정부분 이상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는 기업은 많지 않음. 이러한 기업에 히즈빈스의 고용인을 연계  

시킴으로써 기업에게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Win-Win   

전략을 취하고 있음. 
 
 
 
 
 

 윤리적 생산과 소비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최적 활용과 폐기물 

최소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생산의 효율성 확보 및 소비패턴의 변화가 요구

됨. 최근 윤리적 생산과 소비를 위한 다양한 운동이 국제적으로 펼쳐질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음. 윤리적 생산과 소비는 공정무역, 동물

보호 소비, 친환경 소비, 유기농 제품 소비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인권을 존중하며,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본 세션에서는 윤리적 생산과 소비에 앞장서는 기업 및 단체의 사례를 살펴  

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정무역에 대해 토론하며 이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함. 
 
 
 좌장 
 천경희 카톨릭대학교 교수 

 연사자 
 김지영 LG전자 과장 
 한수정 아름다운커피 팀장 

 
 

 패널 
 김태연 iCOOP 생협 팀장 

 학생패널 
 변정아 와세다대학교 
 유지성 코넬대학교 

 

    
천경희 김지영 한수정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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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 LG전자 과장 
 
오늘날 환경파괴 및 노동인권 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55%의 사람

들은 더 바람직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주는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함.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시장 생태계의 건강한 생명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 LG전자의 CSR은 1) 사회와 사업에 기여  

하는 제품개발 및 연구, 2) 윤리적 조달 및 공급망 관리, 3) 근로자의 노동 인권 

및 환경보호, 4) 고객 관리 보호 및 공익연계 마케팅, 5)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주요 골자로 삼음. 이를 통해 LG전자는 노동, 윤리, 환경, 안전보건의 분야에서 

글로벌 규범을 지키고, 자가진단을 통해 개선활동을 수행 및 모니터링함. 또한 

EICC기준의 리스크 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업계 공동의 노력으로 고안된 점검

항목을 사용함. 마지막으로 윤리적 소비에서 윤리적 생산이 파생됨을 홍보,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 성장을 유도하고 있음. 
 
 
 한수정 아름다운커피 팀장 

 
공정무역이란 세계 무역과 빈곤의 문제를 가난한 생산자들을 위한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운동임. 장기적인 거래, 공정

무역 가격, 소셜 프리미엄, 사회∙환경적 기준을 핵심가치로 정함. 아름다운   

커피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정무역 단체로, ‘빈곤을 심화시키는 무역을 빈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열망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비전을 갖고 있음. 즉,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는 생산자와 약자를 우선순위로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또한, 노동조건과 윤리수준을 점검, 자사와      

제조사의 ‘파트너십’을 지향함.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제3자의    

감사를 받음. 더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위해 아름다운커피는 어려운 사람을 

우선 배려하고,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자립하며, 윤리적인 소비와 함께 생산자

와 판매자가 함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학생 패널 토론  
 

소비 부문의 매출 감소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LG전자는 2006년부터 세계 최초 

시각 장애인용 휴대폰을 생산하고, 콩고에서 EICC 제련소 관리를 통해 아동 

노동착취 근절을 위해 노력하며, WFP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콩고 난민 여성들

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등 국제적인 이슈에 맞춰 대응하고 있음. 아름다운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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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혁신 기업으로서의 입지 개발, 협력 전문 단체

로의 정체성 탐색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었음. 의사결정 직후에는 메시지  

전달 부족 및 사업 분리 문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현재는 

전년대비 매출이 성장세로 돌아섰음. 지금은 조직 재정비 이후의 방침으로   

캠페인은 캠페인대로 진행하면서 소비자들만의 네트워크 보다는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 중임. 
 
한편, 윤리적 생산 및 소비에서 유통업자의 역할 역시 생산과정에서 매우 중요함. 
유통은 ‘을’ 입장에서 제조공장, 노동환경 등에 대한 감사를 받는 쪽임. 비영리
재단인 아름다운커피는 갑을관계로 대표되는 Top-down, Bottom-up같은 관계  
보다는 모든 공동체 일원이 힘을 모아 이상적인 단계로 전진하는 것을 추구  
하고 있음. 
 
또한, 윤리적인 생산의 일환으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비장애인 소비자들은 이러한 제품의 존재를 모름. 이를 홍보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연계 마케팅이나 광고∙캠페인을 하는 등 조직의     
변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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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2015 개발의제와 민관협력 (공유가치창출) 
 
지구촌의 빈곤·불평등 감소를 위해 이행해 온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2015년
을 기점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2011년 부산총회에서 채택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은 2005년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부와 
국제기구 이외에도 시민사회단체, 의회, 지방 정부,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를 
국제개발협력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다자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Post-2015 개발의제의 이행방안 중 하나는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으로,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비전과 목표 하에 다양한 
섹터간의 협력은 개발효과를 제고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음. 
 
본 세션에서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과 기업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발제와 
기업 사례 발표를 통해 Post-2015 개발의제와 민관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 패널 및 학생 패널들의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상호 의견을 공유함. 
 
 
 좌장 
 손혁상 경희대학교 교수 

 연사자 
 김정수 SK텔레콤 실장 
 이성훈 KCOC 정책센터장 

 

 패널 
 최민지 기아대책 팀장 

 학생패널 
 김소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양지유 숙명여자대학교 

 

    
손혁상 김정수 이성훈 최민지 

 
 
 김정수 SK텔레콤 실장 

 
SK는 장학퀴즈와 한국고등교육재단 지원 등의 CSR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왔음. 현재는 여러 가지 CSV 활동을 통해 사회∙

경제적 발전과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임. 대표적인 CSV 프로

그램으로 BRAVO RESTART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음. 은퇴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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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를 통해 2,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6개월의 인큐베이팅을 거쳐   

기술자금을 최고 1억원 까지 지원함. 또 다른 CSV 활동 으로 ICT 전통시장  

활성화를 들 수 있음. 단순한 시설보수에서 벗어나 단골 고객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경품추천, 문자 알림 등을 지원함으로써 약 10% 매출 증가라는 결과를 

낳음. 또한 전통시장의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IT 체험관을 만들어 아이동반   

가족과 젊은층 고객을 유치하고자 노력함.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글로벌 

CSV 활동으로 인도네시아 소외 계층 청소년에게 ICT 교육 기회를 제공 중임. 

SKT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CSV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이성훈 KCOC 정책센터장  
 
Post-2015 개발의제란 MDGs (2000-2015)의 시한이 종료되는 2015년 이후   

유엔의 새로운 국제개발목표를 말하며 2008년부터의 MDGs 이행 여부 평가에 

따라 새로운 개발목표의 내용과 수준과 형식이 결정됨. 새로운 개발목표의   

명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이며 기간은 

15년임. Post-2015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1) 범위와 내용(국제 개발의   

구조적 문제)의 포괄성과 효과성, 2) 기후변화와 빈곤의 연관성, 3) 보편성과  

상호의존성(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4) 책무성 메커니즘: 효과적 이행수단과 

모니터링, 5) 재원확보: 기존의 ODA 외에 새로운 개발 재원의 확보, 6) 부산  

파트너십과의 연계, 7)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국익 중심의 정부간 협상의 

정당성과 효과성, 8) 시민사회의 참여. Post-2015 개발의제의 우선적인 쟁점은 

개도국의 빈곤퇴치임. 한편, 선진국 내 과생산, 과소비와 불균형이 새로운 쟁점

으로 떠올라 최종 개발의제에 반영될 가능성이 큼. 
 
 
 최민지 기아대책 팀장 
 
기아대책은 2011년부터 모잠비크에서 농업 영농 지도자 육성을 목표로 포스코, 

코이카와 함께 민관협력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음. 빈곤율과 실업률이 높은 

모잠비크에 수입창출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문맹을 위한 교육 제공, 공동농장을 

통한 수익창출과 자립을 위한 농장 경영 등을 지원함. 민관협력 활동에 있어 

사업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이는 것 역시 사업의 성공 요인 중 하나임. NGO는 지역사회의 주민과 

리더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있어 강점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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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패널 토론  
 
Post-2015는 전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대학생이 Post-2015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Post-2015 개발의제

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번역하여 배포하거나, 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

이 있음. 
 
SK텔레콤의 CSV 활동에서 가장 중시되는 측면은 지속성임. 또한 SK텔레콤이 

한국사회에서 비즈니스에 기반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 어떤 사회공헌을 할 것인가, 사회공헌을 통해 어떤 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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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과 CSR 협력 
 
As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the ASEAN, aims to establish 
an ASEAN Community, integrating politics, security, economy, society and 
culture by the year 2015, the Korea-ASEAN exchanges have become more 
frequent and fruitful over the recent years. The 1st Youth-CSR Conference held 
in 2012 raised awareness of CSR among students from China, Japan and 
Korea. Expanding its scope to the ASEAN, the 2nd Youth CSR Conference 
seeks to bring together students from Korea and the ASEAN region to improve 
awareness of CSR and enhance exchanges. 
 
In this session, the Korea-ASEAN student representatives will deliver 
presentations that will give an overview of CSR in Korea and the ASEAN 
region with focus on the four UN Global Compact issue areas: human rights; 
labour; the environment; and anti-corruption. Thi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search for new directions in developing cooperative CSR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the ASEAN. 
 
 
 좌장 
 박용승 경희대학교 교수 

 패널 
 임홍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발표자 
 김지혜 서강대학교 
 문선호 고려대학교 
 윤성규 연세대학교 
 이한내 이화여자대학교 

 학생패널 
 Fong Jun Hao Temasek Polytechnic 
 See Kai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Xinyu Tok Nanyang Technologicla University 
 Jin Zhanhe Nanyang Technologicla University 

 
 

 

  

 

 박용승 임홍재  

 
 
■ Anti Corruption 

Jian Ma’arij, Eva Binti Mohd Shah, Jara Chelsea Paguirigan, Xinyu, Tok 
Koha Nguyen, Seon Ho Moon, and Jongwoon Park 

 
Anti-corruption team delivered the presentation with a title of “Towards a 
Corruption-Free ASEAN and Korea.” In the beginning, the team went over the 
significance of anti-corruption, explaining what anti-corruption means and 
some of the reasons why it hinders corporate sustainability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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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mining public trust and providing a source of injustice. After the team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corruption and actively engage in 
anti-corruption activities, it presented on examples of how each ASEAN 
country is doing to combat corruption. Some of the examples that were 
mentioned were Kim Young-ran Act of Korea, effective anti-corruption acts and 
agency of Singapore and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of Indonesia. 
Furthermore, the team highlighted 3 common measures that these ASEAN 
countries share in order to combat corruption. At the end, the team concluded 
with how ASEAN-Korea network can further develop the existing platform such 
as MOU of ASEAN and ASEAN-Korea Center to completely eliminate 
corruption. 
 
 
■ Environment 

Wienda Ardiyani, Carmen Loo, Jacobson Dalay, Jin Zhanhe, Lien Nguyen, 
Jihye Kim, and Sangeun Jee 

 
Environment team began a presentation with a brief statement of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business in the area of environment protection and 
sustainability. The team emphasized that environmental issue is the most 
important issue that affects each 6 nation. The team then proceeded to explain 
each country’s overall facts regards to its environment such as the most 
pressing environmental issue and government policy on improving nation’s 
environment. Furthermore, they have chosen each country’s best practitioner 
and talked about how each company is performing to help environment and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while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They concluded their presentation by emphasizing that 
environment issues affect everyone and any company in any industry can do 
their part to improve environment.  
 
 
■ Human Rights 

Emmy Suryani, Nur Mohamed Ismail, Mariz Patanao, Kai See, Phan 
Nguyen, Sung Gyu Yun, and Sanha Shim  

 
Human rights team gave a presentation with a title “Looking for Humans in 
Business.” The team gave a brief definition of what are human rights. It then 
proceeded to look into the issues in specific regions of ASEAN that relate to 
human rights. Each country had particular issues. For example, Indonesia and 
Phillipines biggest human right issue was internally displaced people in the 
country while Singapore and Malaysia suffer from lack of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rights. The team also shared anecdotes from interviews that took 
place before the conference with three individual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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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our 
Wenny Carnika, Nur Nazari, Dianne Kathryn Datu, Tu Pham, Taehwan Lee, 
Hannae Lee, and Fong Jun Hao 

 
Labor team started off the presentation with the question, ‘why is labor 
important?’ The team then proceeded to explain labor on UNGC principles and 
possible problems it have. After, it showed which ASEAN countries and Korea 
are violating which human rights, showing that current trend of labor is different 
for ASEAN and Korea. They found out that common problems across ASEAN 
and Korea was discrimination and child labor. Next, they went deeper to 
investigate what kinds of discrimination there are and what exactly is child 
labor and briefly explained the types of discrimination while presenting 
solutions that each country showed.  
 
 
■ Discussion Session 
 
Chip Pitts, Professor, Standford University: First of all, UN Global Compact 
principles are interrelated. For example, environment is related to human rights. 
Corruption is also related to human rights issue. Also, each one of you can play 
role through various entrepreneurial actions. Start Facebook, insist letters to 
editors, and insist universal values.  
 
Hong Jae Im, Secretary-General, UNGC Korea Network: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ells us to ‘Put the people at the core, not at periphery”. CSR 
existed from long time ago and even 2,500 years ago, they recommended 
businesses and governments to always put people first. Secondly, as ASEAN 
colleagues and Korean colleagues worked together on presentations, 
collaboration will help to disseminate UNGC principles. ASEAN will be 
integrated collaborated socio-culturally,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So 
collaboration is essential. You need to remember that UNGC principles are all 
related with human beings. Empowerment of human beings should be the 
highest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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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 강연 
 
 
 박원순 서울시장: 글 읽는 사람의 사회적 책임 
 

  
 
글을 배운 사람들은 그 시대와 사회에 대해서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따름.   

대학생(大學生)의 大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뜻처럼 우리 시대의 과제들, 이웃들

에 대해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책임임. 인권변호사, 참여연대 사무 처장, 아름

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와 같이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  

였음. 작은 것들을 끊임없이 이루어나가면 결국은 큰 것도 이루어냄. 큰 꿈을 

가지되 Think Globally, Act Locally 해야 함. 끊임없이 걸으면 자신의 인생의   

길이 보임. 
 
인생은 자신을 위한 딱 한 번뿐임. 자신을 다 바쳐 무언가를 성취해낼 수 있는 

삶을 기획하고 수행해 나가야 함. 여러분은 설레는 감동이 있는 그런 일을   

하였으면 좋겠음. 많은 분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회를 변화

시키는 사람들이 많음. 인생에서 돈을 많을 벌고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성공이 아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더 중요함. 세상은 지금 그러한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은 도전적인 삶을 살고 있음.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젊을 때 꼭 해야 될 것은 책 많이 읽기, 언어 배우기, 연애하기임. 

형식적인 대학생활보다 책을 통해 젊은 시절에 어떤 지성을 쌓았는지가 중요함. 

20대 때 배운 언어가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임. 영어와 불어는 기본이고, 블라

디보스톡, 동경, 북경, 마닐라 등을 포함해 비행기를 타고 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국가의 언어는 배워야 함. 또한, 연애는 인간을 성숙시킴. 시련을 겪어

보는 것도 중요함. 젊은 시절 꿈꾸고, 꿈을 이루는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길 

바람. 
 
 
  

- 33 -



Outcome Report 

 

 

 

5) CSR 논문공모전 수상작 
 
 

 대상 
- 현지혜, Frank Okai Larbi, Nicholas William Ward 
- Emerging models for technologically-enabled CSR: Antenatal parent 

education to reduce maternal and infantile mortality in Ghana 
 
 최우수상  

- 김찬유, 임예지, 정은미 
-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CSR: 산후 우울증을 중심으로 

 
 우수상 

- 박윤중 
- 오피니언 마이닝을 활용한 한국 CSR 담론 분석 2003-2013 

 
 우수상 

- 김진희, 김수정, 한은하 
- 공익연계 상품 구매와의 시간적 거리와 메시지 소구방식이 브랜드 CSR 

활동 평가에 미치는 효과: 조절 초점을 중심으로 
 
 
 
 

6) 기업 CSR 전략 제안 우수팀 발표 
 
 
 SK텔레콤 CSR전략 제안 

- 팜핑: 김민지, 박광훈, 박수빈, 박채린, 이혜민, 최유림 
 
SK텔레콤은 ‘가능성의 동반자’라는 비전 아래 ‘사회와의 동행’을 지향하고 있음. 

특히 ICT 역량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현재 농·어촌 경제는 과잉생산 농산물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음. 외국 농산물이 

유입된 상태에서 농산물이 과잉 생산될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쳐나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할 수 있으며,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으로써 

식량 안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SKT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첫째, ICT 전문 기업인 SKT의 역량을 기반으로 소셜 커머스  

플랫폼을 시장으로 제공함. 소비자들은 유통 비용 절감과 높은 할인율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공급자는 수수료 비용이 없으므로 더욱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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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 얻을 수 있음. 둘째, SKT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신뢰도와  다자간 협력

모델을 통해 시장 신뢰도를 형성함. 농산물 직거래 성공의 핵심은 품질의 신뢰인 

만큼 SKT의 브랜드 신뢰도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셋째, SKT의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유통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잉여 생산물에 대한 불확실한 수요 

문제를 해결하고 이 방안들로 SKT의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할 수 있음. 
 
 
 LG전자 CSR 전략 제안 

- 큐센: 김성재, 김지은, 김태호, 문보람, 송정근 
 
LG전자는 교육, 빈곤, 질병을 3가지 핵심 가치(Triple Core Value)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CSR 활동을 전개 중임.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은   

2015년을 목표로 빈곤과 질병을 비롯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를 세웠음.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사회공헌활동은  

감소하고 있음. 그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기부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현물 기부율은 35.4%에 불과함. 기부율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부를 통해서 얻는 가치

(reward)가 확실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혀짐.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기부형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함. 다이어트 시장의 5-10%의 

꾸준한 성장세를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콘텐츠와 기능을 포함한 애플리케이션

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함. 
 
 
 국민연금 CSR전략 제안  

- 4IN1: 김소정, 박기향, 이인원, 황은진 
 
‘모든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이념

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 사회공헌의 보완점을 분석함. 첫째, 사회공헌 활동 

수혜자 간 편중 개선이 필요함. 둘째, 전국에 지부가 있음에도 지역간 연계성과 

협력체계가 미흡함. 셋째, ‘공기업’으로서 사회 공헌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의 

강화가 필요함. 이러한 보완점을 반영하여 ‘반딧불이 선생님 프로젝트’와 ‘찾아

가는 위기가정 발굴 협동조합’을 구상함.  
 
‘반딧불이 선생님 프로젝트’는 초·중등 교과서에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하여 청소년층이 올바르게 국민연금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프로그램에 지속가능성을 더함. 사회적 

기업, 교육청 등과 협력한다면 국민연금의 신뢰강화와 사회공헌 인식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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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 ‘찾아가는 위기가정 발굴 협동조합’은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점차 위축되는 고용시장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직접 발굴하여 지원을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 이를 통해 

적합한 지원 제도를 알려주고 신청 절차를 도와주는 것이 가능하며, 협동조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문제 해결 등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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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컨퍼런스 의의와 향후 계획 
 
 
Youth CSR 컨퍼런스는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인 대학생들이 스스로 한국 

CSR의 논의의 장을 이끌어 나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특별히 선발된  

전국 대학생 실무위원들은 컨퍼런스 준비 단계부터 참여해 컨퍼런스의 주제와 

내용, 홍보방안 등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와 함께 기획함.  
 
또한 국내외 대학(원)생들이 ‘유엔글로벌콤팩트 CSR 논문공모전’에 참가하여 

CSR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우수한 논문들을 많이 제출하였고, CSR 동아리 

대학생들은 ‘기업 CSR 전략 제안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유수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그 기업의 사례를 분석, 연구하고 새로운 CSR 전략을 기업에   

제안하기도 함.  
 

논문공모전에는 국내외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140여개 팀이 신청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대한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음.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청년들의 CSR 및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관심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주요 언론에서 총 59건이 보도 되었음. 
 
제2회 Youth CSR 컨퍼런스는 제1회 한중일 대학생의 CSR 교류에 이어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한-ASEAN 대학생 회의를 전날 개최하였음. ASEAN 국가 중 

총 5개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베트남, 필리핀)의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각국의 CSR 상황을 교류하고, 한-ASEAN 대학생이 함께 팀을 구성

하여 UNGC 4대 분야(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해 분석하여 컨퍼런스   

분과세션에서 발표함. ASEAN 대학생들은 한국의 CSR 및 문화에 대해 경험  

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CSR 참여를 도모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CSR 관련 

회의 및 컨퍼런스에 학생들의 참여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발표기회

를 제공하는 등, CSR 토의의 장에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할 것임.  
 
이와 별도로 한중일 3국 글로벌콤팩트 협회의 지원 하에 한중일 학생들간의 

CSR 교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한국협회는 대학생 CSR     

교육을 위해 한국 학생들의 회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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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 Report 

 

 

 

제2회 Youth-CSR 컨퍼런스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기업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업의 핵심전략으로 삼고자 하는 미래의 CEO들,  

혁신과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 및 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및 단체 등이 한데 모여 토의하고 공감하는 장으로 지속

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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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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