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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기업 사회공헌 10년 

  지역 공동체의 선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가진 자원을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 

   빈곤, 환경, 교육, 문화, 보건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오랜 기간, 공유하는 것 

  Teo schuyt 

  

To achieve the good of the local community, 

Voluntarily bring out the resources of individual. 

Poverty, environment, education, culture, health 

To share various social values for a long time   

Philanthropy More direct social participation 

than political action,  

                   Design Loving for the mankind ! 



Overview: 기업 사회공헌 10년 

 기업사회공헌 지출규모 추이 

 2015년 2조 9020억으로 2005년 대비 약 2배 가량 신장, (1996년 대비 10배 가량 신장) 

  - 매출액 대비    2006년 0.12%, 2010년 0.24%, 2015년 0.19%   

  - 세전이익 대비 2006년 1.83%, 2010년 3.00%, 2015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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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600대 기업 총 사회공헌 지출규모 (응답기업 수 평균값:226) 

 중견중소기업 총 사회공헌 지출규모 (응답기업 수 평균값: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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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기업 사회공헌 10년 

 임직원봉사활동 

 2015년 임직원1인당 연간 평균 봉사시간은 18.6시간, 200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임직원 50%이상 참여율 기업 수 : 2012년 72%,  2015년 5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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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1인당 연간 평균 봉사활동 시간 

임직원 1인당 연간 평균 봉사활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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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50%이상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비중 

임직원 절반 이상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비중 



Overview: 기업 사회공헌 10년 

 운영방식별 사회공헌 지출추이 
 기업사회공헌 비용 = 직접사업 + 간접후원 

 2015년도 직접사업비율이 2006년에 대비 20% 이상 증가 함   

 2013년 이후 직접사업 중 파트너십 사업 지출 비중이 점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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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사업 지출구성(2013-2015) 

자체사업 파트너십사업 

<기업사회공헌 비용 = 직접사업비 + 간접사업비> 
 

*직접사업: 각 기업이 자체 기획 의지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또는 NPO등과 협력하는 프로그램 
1) 자체사업 : 기업 단독으로 운영하는 공익사업 

  2)  파트너십 : 외부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 
 

*간접사업: 외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 협찬, 일반적 재해구호금과 같은 비지정성 기부금 



Overview: 기업 사회공헌 10년 

 NGO와의 파트너십의 변화 
 NPO 파트너십에 대한 선호도 감소 

 파트너십 선호 이유 :  전문성, 투명성,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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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전문성(경험/네트워크)활용 대외적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기부금 처리 용이 내부 전담 인력 부족 

내부 설득이 용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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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업 NPO 파트너십 혼용 모르겠다 



Overview: 기업 사회공헌 10년 

 대표프로그램 지속성 

 대표 프로그램의 지속성 증가  

 10년↑ 된 대표 프로그램이 약 30%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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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기간 

1-3년 4-6년 

7-9년 10년이상 



Overview: 기업 사회공헌 10년 

 대표프로그램 사회문제 별 지원추이  

 3년간 접근방식별 지원추이는 유사한 패턴을 보여 대표사회공헌의 포트폴리오 형성 

 미래자원 육성, 미래 인프라 조성사업 등 핵심 키워드는 ‘사람’ 과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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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의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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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기업 사회공헌 10년 

 대표프로그램 사업지역 

 전국단위형에서 지역사회형으로 전환 
 NPO와의 파트너십은 감소하고 정부 및 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은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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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회공헌프로그램 지역별 구분 

전국단위형 지역사회형 . 글로벌형 



 기업의 미션과 비전이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만나는 접점 

 기업이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가치에 대한 정의로부터 촉발 

 

자선적 사회공헌 

장학재단, 봉사단 

전략적 사회공헌 

업과의 연계 

 

공유가치창출 

CSR  

사회혁신 

시대상의 변화(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 

기업의 
미션과 비전 

사회적 가치 창출 
인권, 통합, 노동, 공익  

(출처: 고대권, 사회공헌의 협력과 혁신) 

Overview: 기업 사회공헌 10년 



한국 사회의 변화 

 미래 사회 전망 주요 키워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삶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사회적 관계(Social Connections)의 회복 필요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2019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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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인구: 0~14세 
고령 인구: 65세 이상  자료: 통계청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한국 사회의 변화 

 미래 사회 전망 주요 키워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삶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시대의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사회적 관계(Social Connections)의 회복 필요   

 

 

(출처: 이민화KCERN이사장, KAIST미래전략대학원) 



한국 사회의 변화 

 미래 사회 전망 주요 키워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삶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의 고착화 

 4차 산업혁명 대비, 사회적 관계(Social Connections) 회복 필요   

(출처: 2015년 OECD 사회통합지수보고서) 



한국 사회의 변화 

 新 정부 사회혁신 프로젝트 : 사회적경제 + 사회적가치   



  방어 (Defensive) : 사회적 책임을 부정, 소극적 대응 

  법규준수 (Compliance) : 최소한의 사회적 역할만 수행 

  통합 (Managerial) : CSR을 경영상의 실천으로 통합 

  전략 (Strategic) : CSR를 경영전략 수립과정에 반영 

  확장 (Civil) : 기업시민으로서 사회혁신에 적극 참여  
확장 
(civil) 

  

기업 CSR의 변화 



  경제 전면에 떠오를 Z세대 주목 ( 1995년 ∼ 2005년생, 만 13세∼ 23세)  

    2020년까지 전체 소비자의 40% 차지하게 될 것 

    - 94% : 기업이 사회, 환경에 미치는 임팩트에 따라 그 회사에서 일할지 여부 결정 
    - 89% : 사회, 환경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기업의 상품 구매를 원함 

    - 65% : 실제 구매할 때 CSR 이슈를 고려                     (2017 Cone Gen Z CSR Study) 

  

기업 CSR의 변화 



 국제사회 지향점 : 지속가능발전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발표) 

- 경제적 이익 + 사회의 유익한 변화 (ACT responsibly +FIND opportunity) 

출처: 존 엘킹턴ㆍ요헨 자이츠, 2016, 『21세기 기업가정신』 

인류와 지구의 미래 

• 기후변화, 인구증가, 빈부격차 확대 

등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이슈 

• 특정 국가나 NGO단체가 해결 불가 

경영 환경의 변화 

• 물리적ㆍ재무적 자본 형태에서 탈피 

• 사회적 자본과 자연적 자본 고려 

   - GRI (2000년) → OECD가이드라인( 2000년) → ISO26000 (2010년) → SDGs (2015년) 

기업 CSR의 변화 



기업 CSR의 변화 

 지속가능경영 =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  

지속가능 전략 
Sustainability 

Strategy 비즈니스 전략 
Business mind & 

Commercial methods 

사회책임 
Doing well by doing good 

Social  
Sustainability 

Economic 
Sustainability 

사회적 
가치 

전통적  
비영리 
조직 

비영리기관의  
수익창출 

 활동 

사회적  
기업 

경제적 
가치 

전통적  
영리기업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사회책임 
비즈니스 

가치창출 
경제성장 

Business Model 

가치분배 
사회분배 

Social Mission 

출처: 이민화, 2016, 『기업가정신 2.0』 



미래 기업 CSR 1 –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기초한 사회공헌 지향 

  - 기업가정신 (起業家, entrepreneurship) :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추구 

    과거 기업가 (企業家, Businessman)와 대비, 정부, 기업, 대학, 사회단체 등 전 섹터에 적용  

    → 영국 비영리단체 총 자산 318조 원, 관련 인력은 全 국민의 50%가 참여 

창업 

기회 혁신 

가치창출 

Guth & Ginsberg, 1990 Shane & Venkataraman, 2000 

Alvarez, 2003, Vesper, 1982 

  

출처: 이민화, 2016, 『기업가정신 2.0』 

Overview: 지난 10년 

한국 사회의 변화 

기업 CSR의 변화 

미래 기업 CSR Key 

인류학자, 인텔 Lab 100명 연구소 Leader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미래 기업 CSR 1 –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value)와 사회적 이익(benefit)을 함께 창출할 수 있는 능력 

   - 인권, 환경, 고용, 건강, 교육,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 

  ※ 인텔, 구글, MS :  인문학, 사회과학 전공자 등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는 Lab 운영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 : 역사상 최고의 차별, 소외, 인권침해 
           침해를 당한 사회적 약자계층 

 마이클 포터 
미래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가치를 만드는 것 



미래 기업 CSR 1 –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MYRYMOND : Mariposa (나비를 뜻하는 라틴어) + Almond (생명과 부활의 메시지) 

  - 2012년 창립, 위안부할머니, 아동학대예방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돕는 청년 사회적 기업  

  - 디자인(Design), 콘텐츠(Contents), 커뮤니티(Community)를 통해 인간의 존귀함을 이야기  

    → 2017년 매출액 100억 달성, 영업이익대비 72% 기부 (매출액대비 10%)  



미래 기업 CSR 2 – 스마트 거버넌스 (Smart Governance)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거버넌스 (Co-Creation,                        )  

  정부, 기업, NGO 간 사람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공동 목표 설정과 사회적 가치(Social Impact) (개방, 투명, 협력, 신뢰)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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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ard Business Review  



미래 기업 CSR 2 – 스마트 거버넌스 (Smart Governance)  

 양자역학 (Quantum  theory)의 사회적 역학관계  

   - 모든 물질은 하나의 원자로 구성 : 원자 =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전자 

   -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에너지와 힘은   

                                     자유( 운동량) , 평등 (위치)의 균형과 조화  

직원 

사회

가치 

사회

가치 

사회

가치 

사회

가치 

전자기력 

강력 

약력 



미래 기업 CSR 2 – 스마트 거버넌스 (Smart Governance)  

 콜렉티브임팩트 (Collective Impact)  

   - Complex Social Problem 해결을 위한 다분야 섹터가 공동으로 협력  

     < 5 Step : 공동아젠다, 공동성과측정, 상호보완, 의사소통, 중추지원조직 >  

        (2017. FSG 발표) 



미래 기업 CSR 3 – 지역복지공동체 (Community Design) 

 BITC (Business In The Community)  

 Social 
Issues 

〮 arts /culture 
〮 cities 
〮 civic 
engagement 
〮 education 
〮 environment 
〮 energy 
〮 human right 
〮 food 
〮 health 
〮 social service 
〮water/sanitary 

Solutions 
〮 Advocacy  
〮 Collaboration  
〮 CSV  
〮 Design Thinking 
〮 Impact 
Investment  
〮 Leadership 
〮 Marketing & 
Branding  
〮 organization 
Development  
〮 Measurement 
〮 Philanthropy & 
funding 
〮 Scaling  
〮 Technology 



미래 기업 CSR 3 – 지역복지공동체 (Community Design) 

 세계는 지금, 지역공동체 개발에 집중 (Community Philanthropy) 

  - Core Program  : 공동체의식, 투명성, 소통, 지역역량개발, 성과공유   

      ( 이기환 (와이파트너스), 상공회의소 컨설팅) 



미래 기업 CSR 3 – 지역복지공동체  (Community Design) 

  사회혁신 플랫폼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자간 연계협력 모델 구축 

               ( 2017 유명훈 사회공헌플랫폼 발표) 

사회서비스 

저출산 
고령화 

보건 
복지 

청소년 
교육 

 맞춤형 솔루션 개발 

민간자원 
연계, 협력플랫폼 

지속 가능한 실행 
   Network 구축 

실행 

모니 
터링 

성과 
관리 

    Social 
 Innovation 
  Platform 



노숙인 도시농부 프로젝트 



노인사회과학복지센터 프로젝트 



 예방복지교육센터 프로젝트        
 영국 비영리단체 총 자산 318조 원, 관련 분야에 全 국민의 50%가 종사  



 임팩트 사회공헌 복합타운 프로젝트        

◎ Social & Public Space  

•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제작 상품 편집 매장 
• 사람책 도서관   
• 작은 결혼식장   
• 옥상 텃밭, 쿠킹 스튜디오, 가드닝샵  
• 유기견 & 반려 동물 문화센터  
•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 레스토랑 & 카페,  
                                로컬푸드 마켓, 디저트샵 등 
• 힐링 센터  
• 취약계층 청소년 잡팩토리   

◎ Culture Space 

• 조세현작가 갤러리 & 스타 도네이션샵  
• Affordable 아트 갤러리 
• 예술인 공동 작업실    
• 멀티 공연장, 인디 영화관   
• 키즈 놀이터  

• 성동구 봉제, 수제화  
• 업사이클링 & 리폼샵, 친환경 상품샵   
• 핸드메이드 공예 상품, 캐릭터 상품샵 

◎ Fashion & Design Space 

• 성동 혁신 중소기업관 
•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 청년 창업 지원 센터 
• 인포메이션 센터, 보건소, 화장실     

◎ Local Space 



 지역사회 기부 플랫폼 (JustGiving)        
 세계에서 가장 큰 기부 모금 온라인 소셜 플랫폼으로 성장 (2001년 설립)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2,400만 명의 사용자가 치매연구, 재난구호, 지역복지 개발 
  13,000건, 35억 달러 (4조 원) 모금 실적  



     Changr.org 사회혁신 플랫폼 

 전 세계 196개국 1억 3천만 명 이상이 활용하는 사회혁신 플랫폼 
 개방형 플랫폼, 학교폭력, 아동범죄예방, 인권, 양성평등 사회문제 해결 
 빌게이츠, 리처드 브런손 및 야후, 트위터, 이베이 등 투자자 



사회공헌정보센터 
Community Relations Center 
 
 

Thank you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