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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제원론적 지식이 아닌 현실 경제를 교실수업과정에 어떻게 도

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경제교육학의 오래된 과제 중 하나이다. 그

렇다고 시장에 나타나는 잡다하고 단기적인 경제 현상들을 모두

수업에 가져올 수는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르쳐야 할 가치가

있는 현실 경제 개념을 발견하고 내용을 선정할 필요가 생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할 가치가 있는 현실 경제를 ‘동시대적 경제

의제’(contemporary economic agenda)로 명명하고, 이를 사회적·경

제적 흐름에 부합하며 이론적·실천적으로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진

경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동시대적 경제의제로서 ‘기업시

민성’(CC:Corporate Citizenship) 개념에 주목하고, 이를 경제교육

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하는 탐색연구로 진행하였다.

우선‘기업시민성’개념이 수업할 가치가 있는 ‘동시대적 경제의제’인

지, 우리 사회와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기업시민성’개념의 특성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경제 교육적 함의를 찾을 수 있

는지가 주요 탐색과제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탐색을 통해 기업시민성 개념을 경영

전략적 필요-사회 윤리적 정당성-창조적 자본주의 등 세 가지 관

점에서 현재 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연구문제에 대한 본격적 탐색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1990~2017년 상반기까지 언론과 기업인들의 신년사에 나

타난 기업시민성 개념을 분석하였다. 언론은 사회적 담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업시민성의 사회적 담론의 현주

소를 파악하기 위한 텍스트로, 신년사는 기업인들의 기업시민성

인식을 분석하는 주요 텍스트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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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언론의 경우 보수적 성향의 매체는 ‘사회공헌’과 같은 경영 전략적

측면을, 진보적 성향의 매체는 기업의 사회 윤리적 정당성의 측면

을 주목했다. 둘째, 언론과 기업인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업

시민성 어젠더를 점점 더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개념

의 지속성과 확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시대에 따라 사회적·정치적으로 기업에 요구되는 어젠더

를 중심으로 기업시민성 관련 개념을 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기업시민성은 실천적이고 논쟁적인 동시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어젠더라는 점이 분석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역동적 개

념은 현재의 경제수업처럼 단정적이며 고정된 교과서적 경제 개념

을 교육하는 방식으로는 가르치기 힘들다. 즉 새로운 경제수업의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문제제기와 지

식교육을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경

제교육방식으로 최근 제시된 ‘실천과 탐구의 인식공동체’로서의 교

실, 그리고 학생들도 지식의 주체적 탐구자로 참여하는 지식의 공

동구성수업 방식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기업시민성’이라는

한 개념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탐구하고, 개념

탐색과정에 경제뿐 아니라 일반사회, 역사, 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동시에 학습하면서 한 개념을 둘러싼 학제적 수업과 함께

모든 개념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구조를 함께 학습하는 방법은

탈현대사회의 수업방식으로 고려해볼 과제이다.

주요어 : 기업시민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동시대적 경제의제, 실천

과 탐구의 인식공동체,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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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경제 혹은 시장의 문제와 관련해 영원불변하는 개념과 규범 및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문제와 시장은 늘 변화하기 때문이다. 경제문제에

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기존의 관점을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개

념과 가치가 수시로 등장한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자본주의 진영에서 일어난 가치체계의 변화는 드

라마틱했다. 21세기 초반까지 자본주의 진영의 ‘정신적 지주’였던 이념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였다. 시장과 정부의 관계 설정도 변화했다.

시장자본주의에서는 갈등을 빚어왔던, 정부의 개입이냐 시장의 완전자유

실현이냐를 놓고 대립했던 논리구조는 신자유주의에서는 정부의 불개입

이 아닌 정부의 친시장적 개입을 강조하는 논리로 지난 30여 년간 자본

주의 진영을 지배했다. 즉 정부는 시장의 자유경쟁 환경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최소화 혹은 친시장적 정책을 펼치고, 시장의 자유경

쟁을 최대한 보장하면 자본주의가 꾸준히 발전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

만 자본주의 진영에서 맹위를 떨쳤던 신자유주의는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퇴조하기 시작했고, ‘월가 점령운동(Occupy Wall

Street)’으로 폭발한 거센 비판과 자기반성에 직면했다.

물론 자본주의 진영의 위기는 항상 반복돼 왔다. 하지만 21세기 초입에

모습을 드러낸 위기는 과거와 양상이 달랐다. 과거 경제 위기는 시장실

패 혹은 정부실패로 설명이 되었으나 새로운 세기의 경제위기는 시장실

패와 정부실패가 동시에 일어나는 양상을 보였다.(손대권, 2012) 이를 전

후로 자본주의 진영 내에서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자

본주의 실험이 다각도로 모색됐다. 자유경쟁을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추

구하는 ‘자유 시장경제’논리부터 기업이 사회적 효율과 가치를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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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사회적 시장경제’까지 한자리에서 논의되고 동시에 추진되는 모

습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21세기적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과 정부’ ‘자유

와 개입’이라는 이분법적 체계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게 됐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변화하고 있다.

기업은 사회적 부의 독점과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비판과 견제를 받는 동

시에 구원투수로서의 기대도 받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총수들이

정경유착과 비자금조성 등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 일이 번다해지고, ‘가

습기 살균제’사건처럼 기업이 소비자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들은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선 일자리 창출, 투자확대, 빈곤의 해결, 환경문제

해결 등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아예 사회의 공공적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도 부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존

영리기업들도 다방면에서 ‘공공성’과 ‘공공선에 대한 헌신’의 책임을 요구

받는다. 이와 함께 기업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반부패와 같은

고도의 사회 윤리적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선

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기업시민성(CC: Corporate

Citizenship)등이 대표적인 개념이다.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

들을 위한 이익창출만이 아니라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Carroll & Shabana, 2010)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CC는 기업도 시

민사회의 일원처럼 사회의 공공선에 헌신할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활용에 있어서 CC와 CSR이 크게 구별되지는 않

는다. 이들 개념은 기존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진행된 세계화

(globalization) 과정에서 기업들이 ‘친사회적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마

케팅 목적으로 도입하면서 널리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 개념들을 둘러

싸고 다양한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기업의 관점에서 사회구성원



- 3 -

과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는 혁신적 경영전략(Carroll & Shabana, 2010)으로 강조되는 측면이 강

하다.

CC와 CSR의 개념은 기업이 공공부문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

는 근거는 무엇이며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본래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시민권을 토대로 발현되는 것인데 시민권이 없는 기업이 시민성을 어떻

게 구성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탄생한 ‘마케팅 용어’ 혹은 ‘경영전략의 조어(造語)’로 출발

한 셈이다.

흔히 시장의 요청에 따라 생겨나는 경영조어들은 일회성 유행으로 지나

가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CSR과 CC의 경우 기업

경영현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1980년대 이후 주로 경영학과 홍보 및 마

케팅학의 관점에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 사회학과 윤리학 등

다양한 학술적 분야에서도 기업시민성을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의무로

보고, 기업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념 자체가 사회

적 확장성을 띠게 된 동시에 논쟁적(controversial)인 주제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교육에서 경제원론적 지식 교육을 벗어나 현실 경제를 어떻게 하면

교실수업을 통해 구현하느냐는 것은 오래된 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경제현장의 가장 현재적 관심사 중 하나인 기업시

민성 개념을 ‘동시대적 경제의제’(contemporary economic agenda)의 관

점에서 분석하고 경제 교육적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먼저 경제교육의 관점에서 ‘기업시민성’의 개념을 학습내용으

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해본다. 사회과 교육은 학습해야

할 수많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경제교육에선 수요, 공급, 희소

성, 분배, 투입 등 많은 개념들을 학습해야 한다. 경제 수업시간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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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개념들은 생소한 용어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념마다 합

의된 정의가 있어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시민성 개념은

일단 이론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불분명하고, 논쟁적이며, 개념에 대한 논

의가 여전히 확장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점에서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

는 경제교육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제교육은 경제 지식의 전수라는 기능과 함께 개개인의 경제적 의사결

정능력을 높여 실제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특징을 갖는

다.(김준태, 2014) 또 경제 사회화를 통한 경제시민성 함양은 경제교육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실천적 교육이며 사회화를 통한 시민성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경제교육 과정에서는 확립된 경제 지식의 교육뿐 아니

라 시대와 사회의 변모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업시민성은 경제교육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아직

합의된 정의에 도달하지 못한 개념이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적인 책임감을 묻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론적으로 합의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사회현상을 직접적인 학습 내용으로

하는 사회과 교육은 어느 교과목보다도 사회현상의 변화에서 민감한 영

향을 받는다(차경수, 1993)는 점에서 사회 변화를 포착해 수업과정에 적

용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이다.

특히 경제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장인 교실이 지니는 ‘실천의 인식

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 of practice)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러

한 생각은 더욱 중요하다.(조영달·김재근, 2016) 이 논의에 따르면 “수업

활동은 결국 다양한 탐구와 실천에 대한 인식적 실행이 이루어지는 학습

공동체 활동이라는 점, 이 안에서는 인간적 삶의 풍부함, 복잡함, 다양함

에서 연유하는 ‘실천으로서의 탐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며, 학생들은

이 같은 실천으로서의 탐구를 통해 인식 공동체 속에서 주체적 탐구자로

서 자신의 학습경험 과정에서 나름의 이론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기업시민성’ 개념은 경제교실에서 주체적 탐구자인 학생에 의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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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사회의 실천으로서의 탐구를 통해 인식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

들은 동시대에 사회적으로 담론화되고 형성되는 기업시민성 개념을 학교

(혹은 제도) 경제 교육의 장(교실)에서 그 자신의 경험과 탐구를 통해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교육 과정은 학습내용이 논쟁적인 경

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동시대적 의제’(contemporary agenda)를 경제교육의 내용

으로 채택할 경우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경제교육자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동시대적 의제는 경제교육 과정에서 동시대인에게

경험을 매개할 수 있도록 하므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교육 현장에서 동시대적 의제가 원활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는 없다.

2015년 개정된 경제과목 교육과정을 분석한 최종민(2017)의 연구는 중

등과정 교과서 내용요소가 여전히 ‘경제학 원론의 축소판’이라는 점을 보

여준다. 경제교육을 통한 교육목표(성취기준)에서도 기업과 관련된 목표

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

역할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여전히 기업은 상품의 공급자, 생산

요소의 수요자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자본주의 사회에 등장하는 경제문제

는 ‘자유 vs 개입’ ‘시장 vs 정부’라는 양분된 구조, 즉 기존의 경제원론

의 지식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커지고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는 것도 새로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과연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 개념과 과거적 현

상을 주로 다루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실의 경제적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시민교육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동시대 의제이며 논쟁적 개념인 기업시

민성을 학습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의제를 학습

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탐색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기

업시민성의 개념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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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이 과정을 통해 빠른 변화를 특징

으로 하는 이 시대의 경제문제와 경제현상에 대응하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동시대적 의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수업에 도입할 가치가 있는 현실 경제, 즉 '동시대적 경제의

제'(contemporary economic agenda)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현

실 경제에서 등장한 경제 개념 중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흐름에 부합하

고,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지속성과 확장성이 있는 ‘경제 어젠더’이다.

현재는 정보혁명을 넘어 초연결·초지능 사회를 지향하는 ‘제4차 산업혁

명’이라는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의 여파로 실

제로 경제현장에서는 기존 경제학 원론의 지식을 전복하거나 그와 충돌

되는 여러 가지 경제현상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적 경제의

제는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탈현대 사회로 이행하며 경제원론

적 지식을 전복하는 경제현상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경제시민을 양성하

는 교실의 지식도 경제 현실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 현실적 요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동시대적 경제의제의 하

나인 ‘기업시민성’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동시대적 경제의제를 교육

을 위한 개념으로 발견하고 숙성하는 기초적 연구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

는 것이다.

기업의 공공적 책임을 논하는 개념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은 기업

시민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사회공헌, 투명경영 등 다양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기업시민성’의 개념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

다. 기업시민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공공성을 표현하는 개념

중 가장 포괄적으로 사용되며, 활용되는 맥락도 비슷하다. 하지만 기업의

마케팅 영역에서 더 자주 활용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 경제시민성

함양이라는 경제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시민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

하는 ‘기업시민성’이 용어적으로 경제교육 개념으로 채택하기에 더 적합

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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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업시민성의 개념을 경제교육 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해

선행해야 하는 탐색연구, 즉 ‘기업시민성’의 개념을 분석하는 연구로 진

행할 것이다. 특정 개념을 교육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념이

사회에서 사용되는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고, 담론의 수준을 확인하고, 개

념 정립에 필요한 논쟁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러

한 과정을 거친 연후에야 ‘기업시민성’ 개념을 교육내용으로 구성하기 위

한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시민성의 개념이 글로벌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성되

고 전개되고 있는지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확인하고, 언론보도 분석을 통

해 기업시민성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고

자 한다. 이와 함께 결국 기업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인 기업인들의

기업시민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4대기업(삼성, 현대차,

SK, LG) 최고경영자들과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3대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인총협회) 회장

의 신년사를 빅데이터(Big Data)분석 기법을 활용해 분석한다.

2. 연구방법과 연구문제

지금 우리는 정보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정

보기술의 발달은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에도 기존의 방식 이외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은 활자 자료부터 그림 및 동영상 등 수많

은 형태의 자료들이 디지털화되어 다양한 저장소(storage)에 저장되고,

세계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들이 동시적으로 수집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과학의 정량적 분석 방법론에 있어서도 표본 추출

형식이 아닌 전수자료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근 등장한 빅데이터

(Big Data)가 그것이다. 이에 사회과학적 방법론으로서 빅데이터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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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수자료 분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이와 동시에 연구자들

은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빅데이터 분석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

제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연구문제>

“우리 사회와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업시민성’ 개념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경제 교육적 함의를 찾을 수 있는

가?”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기업시민성 개념과 인식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언론보도와 기업인들의 신년사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1990년

대 이후 우리나라 기업은 어떤 ‘기업시민성’ 개념을 형성하였으며 그 특

징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1990년 이후를 주된 시기로

정한 이유는 연구 방법론에서 자세히 다룬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

였다.

<연구질문>

첫째, 기업시민성 개념은 어떤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둘째, 기업시민성 개념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셋째, 기업시민성 개념은 기업관련 경제교육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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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오랫동안 경제교육자들은 경제 원론적 지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경제현상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탈현

대사회에서 위기의 학교 담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경제수업을 경제사회

와 일체로 상정해야 한다(조영달·김재근, 2016)는 주장 역시 경제수업 내

용의 동시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시민성은 이론적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개념이

지만 실제로 경제사회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이슈인 동시에 영역 확장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경제적 지식으로는 불완전한 상태이나 동시

대적 의제로서 기업시민성은 현실 경제적 쟁점으로 주목도가 높은 개념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쟁적이며, 이론적으로 불분명한 동시대적

의제를 경제교육의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이를 수업현장에서 교육

내용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시민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이를 통

해 기업시민성 개념을 교실의 수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확정하

여 제시하지는 못 한다. 이 개념을 구체적인 학습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개념을 둘러싼 더 많은 논의와 합의에 이르는 연구와 함께 구체적

인 수업모델이 기획되어야 한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기업시민성 개념이 어떻

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활용했

다. 빅데이터 분석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자료와 실시간 자료들을 포함해

디지털화된 전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분석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던 유용한 정보와 의미를 빠른 속도로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특히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기법은 수많은 문서더미에 자

주 활용되는 단어를 추출해 주제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특정 주제 혹은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경향성(trend)을 분석하는 데

에 탁월하다. 이밖에도 언어네트워크 분석이나 워드 클라우드 등 활자자

료를 분석하는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념 중에서 특히 강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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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적 분석방법은 개념의 활용 빈도, 시대에 따른 변화

등 전체적인 트렌드는 분석할 수 있지만, 해당 개념들이 사용되는 맥락

은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 자주 활용되지는 않더라도 의미 있

게 제시되는 개념과 어젠더를 포함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식별해내지 못

할 뿐 아니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용 빈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개념을 추출하지 못해내는 한계가 있다. 자료들에서 개념의 활용

맥락을 찾아내고, 이 맥락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등의 분석은 연구

자가 세밀하게 다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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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기업시민성의 등장 배경

‘기업시민성(CC: corporate citizenship)’은 축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기

업이 근대사회의 시민들처럼 사회적 공공선에 헌신할 의무가 있다는 의

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의 극대화’ 뿐이라는 자유시장주의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 부당한 개념이

다. 하지만 이 개념을 경제현장에 도입한 것은 기업들이었다. 기업들이

이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

적성이 강했다. 일부 종교적 펀드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이 기업의 윤

리적 측면을 따지기 시작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미지가 좋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커지면서 기업들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윤리적으로 보여야 하며, 사회적 감수

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도 글로벌 세계금융위기를 전후로 기업들이

부의 쏠림과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그동안 많은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돈을 버는 일에도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점점 커져 가며 마케팅 차원에서 시작됐던 기업시민성 논

의는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기업에 대해 공공성 요구와 사회적·윤리적 의무 수행을 요구하는 담론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며 점차 논의의 관점이 확장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

적 책임과 기업시민의 개념의 생성과 전개 과정을 먼저 살핀다.

가. 기업시민성 개념의 생성

먼저 우리는 기업이 과연 사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혹은 책임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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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야 하는 주체인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각종 자본주의 이론은 ‘사

회적 책임’의 존재에 대해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서는 관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사회적 책임’이다. 기업이 책임을 느껴야 하는 대상은 일반적인 사회구성

원이 아니라 주주와 투자자로 한정돼 있다. 기업은 사적 이윤을 추구하

는 주체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기업이 공공성이나 사회의 문제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요구를 받는 건 이윤극대화의 가치를 침해당할 수 있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60~1970년대의 주류경제학자들, 예를 들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신봉

자였던 밀턴 프리드만(Friedman, M., 1962)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

직 ‘계속기업’(going concern)이 되는 것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살아남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주주와 투자자를 만족시키고, 국

가에 세금을 내는 것 이상의 책임은 없다고 설파했다. 자유시장을 옹호

하는 주류 경제학에선 여전히 이러한 관점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기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정의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서구 자본주의 진영에서부터 도전받기 시작했다. 물론 기

업시민성의 개념을 둘러싸고 “기업이 시민권을 법으로 보장받은 것도 아

니고 투표권도 없는데 어떻게 시민성을 논할 수 있는가”(Bowman, 2000)

라는 문제제기도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진

전되지 못하였고1), 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이론 정립의 논의 쪽에 쏠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 경영전략 개념으로서의 기업시민성

기업이 공익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익창출에도 훨씬 도움

이 된다는 사실을 간파한 기업과 미국의 학자들은 기업시민성의 개념을

1) 시민성이 발현하기 위한 시민권의 문제는 경제교육에서 중요한 논의 대상이므로

다음 항목에서 다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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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과 같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사회의 관계맺음과 역할’

에 관한 문제(Matten & Crane, 2005; Altman & Vidaver-Cohen, 2000)로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20년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 하지만 당시에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묻는 윤리적 문제를 논하는 차원에서 거론되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의무로서

기업시민성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0~1980년대 구미 선진국

에서부터다. 이 시기의 특징은 독점자본주의가 등장하고, 무역이 활발해

지고, 초국적 기업들의 현지공장 진출이 늘어나는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소비자 운동과 같은 시민사회운동이 점점 강력해졌다는 점이다.

또 복지국가가 쇠퇴하는 반면 다국적 기업과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그룹

들이 강력한 파워(power) 집단으로 급부상하는 등 국가,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자본의 영향력이 더

욱 막강해져가던 시기였다.

당시 CSR이 등장한 것은 영국의 종교계 펀드들이 투자에 앞서 기업들

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가운데 인권문제 등 윤리적 침해 행위가 없는 기

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투자와 연결시키

는 전환점이 마련된 것으로 본다. 이들 투자자들의 행위는 기업들의 윤

리적, 사회적 책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기업들은 투자를 받

기 위해서라도 CSR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에 직면한 것이다(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12).

기업시민성 개념은 시장이 선행하고 이론적 근거가 후행하면서 이를 뒷

받침하는 이론이 제시됐다. Keith & Blomstrom(1975) 는 저서 『기업

2) 이건희·최창명(2004), 『기업윤리』, 학문사. 등 ‘기업윤리’ 전공 학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을 1920년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당시 영미 지역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도박·술·담배 등을 하는 기업들, 이른바 반

사회적 기업에는 투자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묻기 시작한 첫 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교기관들의 영향

은 이후 1970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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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사회: 환경과 책임』를 발표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였다. Carroll(1979)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

제적·법적 책임뿐 아니라 윤리적 책임과 자선의 의무까지를 포괄하는 개

념으로 설명했다. 당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자본주의가 고도화

되면서 기업들이 분식회계와 비자금조성, 횡령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기업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또 기업이 범죄 혹은 부도덕한 스캔들에 연루되었을

때 이미지가 추락하고, 소비자들의 저항운동에 직면하게 되며, 이 과정에

서 기업의 실제 이윤이 줄어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들

이 반복되면서 기업에서도 기업의 이미지가 이윤 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이 축적되었다.

이런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기업들과 경영·경제학계에서는 기업이 책임

감을 느껴야 하는 대상의 범주에 ‘주주’외에도 소비자, 근로자, 거래처,

정부,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을 기업의 이해당사자로 포함시키면서 중요

한 의미를 부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종래 기업이론의 주축

이었던 ‘주주이론’에 대응해 등장한 ‘이해관계자이론’(Stakeholder

Theory)으로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론화하는 데 기여했다.(Sison,

2009)

이해관계자 이론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이란 ‘이윤극대화’라는 본래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주이익뿐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포섭함으로써 기업의 우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업의 공공선에 대한 의무가 강조

된 것이 아니라 이윤극대화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공공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사회적 경험과 기업들의 새로운 전략수정 등으로 CSR

의 경험이 축적되고 기업이 관점을 이동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CSR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 즉

기업의 선행(善行) 혹은 CSR 활동이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경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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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미 있는 투자, 즉 기업의 가치창출과 시장자본화에서 표출되는 투

자로 부상한 것이다.(허영식, 2009) 이처럼 CSR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사

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착한 이미지를 만들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경영 기술의 한 장르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경영적

관점에서 기업이 CSR을 도입하는 이유는 오직 ‘기업 경쟁력의 강화’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기업시민성 개념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천으로 옮겨가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이와 동시에 진행된 세계화였다. 즉 1980년대 신자

유주의 확산과 초국적 기업들의 해외공장 진출 등으로 확산됐던 세계화

(Globalization)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기업시민성 담론을 확장시키는

데 영향이 컸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Altman & Vidaver-Cohen (2000)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지

역적 적응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기업 운영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경영가능성을 높이기 위

해 도입한 개념이 CSR”이라고 설명한다.

구정우·이수빈(2015)은 “CSR 담론의 형성 및 발전은 OECD 가이드라

인, 유엔글로벌 컴팩트(UN Global Compact),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Global Reporting Initiative), ISO26000 등 국제규범체계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해왔다”며 “기업과 관련된 국제규범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기

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밝혔다.

홍성헌(2012)의 다음과 같은 기술은 경영학계에서 CSR 혹은 기업시민

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해준다. “CSR은 오늘날 첨예한 경쟁

환경에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주된 이유를 우호적인 기업 평판 구축에

서 찾는데, 사회책임 경영활동은 기업평판을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 대중

들에게 긍정적인 기업인상을 주고자 하는 데에 있다. 기업이 조직으로서

높은 윤리수준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되면 조직구성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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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일터에 근무한다는 긍지를 갖게 된다. 그러한 태도가 기업문

화로 정착되면 조직구성원의 작업태도, 생산성 향상과 품질관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쳐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p. 48)

1980년대 미국기업들은 ‘기업시민’의 용어를 본격적으로 경영현장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역시 CSR과 마찬가지로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광고비

와 홍보비를 더 많이 쓰는 것보다 광고홍보비 수준의 비용으로 사회를

위한 캠페인 등을 벌여 얻는 친근한 이미지가 더욱 소비자들에게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기업시민성과 사회적 책임은 유사한 개념으로 구분 없이 사용되

는 사례가 흔했다. 기업시민성을 보다 정교하게 정의한 Carroll(1998)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시민성의 네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

다. 첫째, 기업은 이윤 추구와 창출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며 둘

째, 기업 윤리를 지키도록 행동해야 하고 셋째, 종업원과 소비자를 비롯

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경제적 의무를 다해야 하고 넷째, 자선

적 기부 등을 통한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은 ‘기업시민성’관련 활동과 논의를 진행하던 중

2002년 1 월 뉴욕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 글로벌 대기업

들이 "글로벌 기업 시민권 - CEO 및 이사회 리더십 도전"에 공동으로

서명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기업시민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기업

에 정착되는 양상을 보인 사건이기도 했다(Matten & Crane, 2005).

또 주성수(2012)는 기업시민주의가 강조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했다.(pp. 26-27)

첫째 기업의 평판을 유지하고 잠정적인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방어적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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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통적 비용-효과 비즈니스 측면으로, 사회공헌 활동이 유형

의 재정적 이득을 생산할 것이라는 기대

셋째 전략적 비즈니스 동기로, 기업시민주의가 장기적 성취력에

대한 광범위한 전략적 접근의 한 통합적 요소가 된다는 것

넷째 신경제라는 시대상황적 동기로, 역동적인 복잡한 환경에 대

처해서 기업시민주의로 위기관리에 도움이 되고 혁신과 학습에 기

여하기 위한 것

민병욱(2013)의 견해에 따르면 “기업시민성이든 사회적 책임이든 중요

한 것은 오늘날 근대기업에서 기업의 책임이 상당히 확대된 개념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

나는 생산, 고용 등의 활동이 사회에 기본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것뿐 아

니라 공익에 유익한 활동을 포함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세호·나인강(2013)은 기업시민성(기업시민행동)과 사회적 책임을 이렇

게 논했다. “기업에게 요구되는 기업윤리 또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행

동에서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의 본질적 특성을 배제시킬 수는 없

다. 기업의 근본적 존재이유인 이윤추구특성과 윤리적 행동을 하고자하

는 도덕성은 이제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이 양립되어야 할 요소가 되었

다. 기업을 사회 구성요인인 한 시민으로 바라본다면 기업은 자유와 권

리를 가지며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자유와 권리

는 이윤추구로 볼 수 있으며 책임은 이윤추구에 수반하는 윤리적 도덕적

책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기업시민행동으로 볼 수 있다.”(p.2)

다. 기업시민성과 사회적 정당성

기업의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기업시민성을 논하는 움직임은 21

세기 들어 활발해졌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확대로 인한 세계화가 국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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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희석시키고 국가가 위축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들은 기업시민

론의 사회적,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글로벌 차원의 파트너십 구축에 관심을 보인다.

‘기업시민성’이라는 말은 1980년대부터 미국 기업들이 마케팅 혹은 홍

보 차원에서 자주 활용했지만,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1996년

미국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기업시민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설을

통해서였다. 클린턴은 “민간기업이 종업원 후생복지와 교육에 투자를 많

이 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

켰다.

이는 자유시장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내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

을 금기시하는 관례를 깨고 정부가 기업 측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에

이른 사건이었다. 당시 클린턴이 주장한 기업시민 정신의 기준은 첫째,

가정친화적인 직장 둘째, 종업원 건강과 은퇴 이후의 보장 셋째, 직장의

안전과 보장 넷째, 사원의 능력개발 다섯째, 기업과 사원의 동반 정신 등

이었다.(매일경제, 1996년 5월 18일자)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기업시민성 담론으로 발전하

는 과정이었다.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기업시민성은 ‘사회적 정당

성’(social legitimacy)의 획득을 강조한다. 베버(Weber, M. 1864~1920)

는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권위관계를 형성하는 조건으로 설명한다. 이

런 관점을 채용한다면 기업이 사회적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윤추

구 활동 역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기업은 책임 있는 행동을 통

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이 획득해야 할 권위의 근거인 사회적 정

당성이 여러 각도에서 의심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기업은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해 사회의 각별한 지원을 받아 많은 이익을 누리고 경쟁에서 손

쉽게 승리했다. 그러나 사회와 불화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업의

사회적 무책임성과 기업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부터 파생하고 있다(이

한메, 2012)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기업시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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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세계화와 정보통신의 발달

로 소비자의 윤리의식과 권리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면서 기업에 대해서

도 성숙한 책임의식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Zadek, 2001; 이한메, 2012)

김영신·고혁진 (2011)도 기업의 경제적 목적이 합리성(rationality)을 추

구하는 경영활동이라면 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활동으로 본다. 즉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활동을 담당하면서 기

업 자체의 이윤을 추구하는 본래적 기업의 목적과 함께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정신적 가치나 목표, 또는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경제적 기능만

추구할 때 경제적 결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부의 편재, 정경유착, 소비

자 안전, 공해 문제 등 부정적 사회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확대되면

서 나타나는 필연적 귀결로 볼 수 있다.

그런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자발적 기업시민성 활동이 오히려 기업시민

성의 본래적 의미를 해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대엽·홍성태(2015)는

1990년대 이후 대기업들의 기업시민성 활동을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시장권력의 반격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기업이 사회공헌활동

을 주축으로 기업시민성 혹은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면서 ‘시장의 시민사

회화’와 더불어 공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NGO들과 경쟁하는 구도를 만

듦으로써 ‘시민사회의 시장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의 시민성

을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투명경영의 윤리(규범적 공공성), 전략적 사회공헌(제한적 시장공공

성),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적극적 시장공공성)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Birch(2002)는 기업시민성과 지속가능발전의 연관성을 논하면서, 과거

의 낡고 협소한 경제성장론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강

화하는 경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즉 경영의 강조점이 ①목표에서

관계로, ②부분에서 전체로, ③지배에서 파트너십으로, ④구조에서 과정

으로, ⑤개인주의에서 통합으로, ⑥성장에서 지속가능성으로 이동(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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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세기말 기업들이 광고비 지출 효과와 같은 일종의 마케팅 전략의 일

환으로 도입했던 기업시민성 개념은 특히 21세기 세계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사회윤리적 쟁점과 결합하며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 획득의 과

정이라는 논쟁적인 주제로 발전하고 있다.

라. 빈곤과 불평등 해소 주체 ‘창조적 자본주의’

기업시민성과 관련하여 가장 논쟁적인 제안을 한 것은 미국 마이크로소

프트(MS) 회장인 빌 게이츠였다. 빌 게이츠는 2008년 스위스 다보스 포

럼의 기조연설에서 기업시민성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가장 획기적인 제안

을 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가난과 불평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야 한다”는 ‘창조적 자본주의 (creative capitalism)’3)를 제안한 것이다.

그의 주장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가난에서 탈출

하도록 돕는 시스템을 만드는 자본주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이윤 추구와 함께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사

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이익'과 '인정(recognition)'을 포함한 새 가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기업·NGO(비정부기구)들이

시장(market)의 힘을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데 더 적극 활용해 세계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장경쟁의 주체

였던 기업은 이제 ‘호혜적 경제’의 실천자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장은 기업의 활동과 책임의 범위를 자체 기업을 넘어 시민사

회로 확산시키는 한편, 과거엔 정부가 도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빈

곤과 불평등이라는 ‘사회 문제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에 기업도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변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기업시민 관련 논의 중

가장 ‘급진적’인 생각이며, 대단히 논쟁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다.

3) 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는 빌 & 멜린다 재단의 기본적 이념으로 일찍이 주

장되었지만 2008년 다보스 포럼을 통해 세계적 어젠더로 성장했으며, 국내에서도

‘창조적 자본주의’(마이클 킨슬리 저, 김지연 역, 2011)라는 책자를 통해 소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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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업은 고용과 생산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세금 납부를 통해

정부가 복지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한

다. 이런 고전적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창조적 자본주의’는 기업과 기

업인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사회적 요구를 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창조적 자본주의는 일부 혁신적 기업인 출신 자선사업가들의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아직 이론적 정립의 단계로 발전

하지는 못 했다. 또 국내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기업시민성 개념이 등장한 이래 실제로 기업의 활동 범위도 점차 확대

되고 있다. 이규영, 곽재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를 [그림Ⅱ-1]로

표현하였다(이규영,곽재성, 2015). 이미 단순한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이 아

닌 범지구적 과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Ⅱ-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범주

※이규영, 곽재성(201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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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업시민성은 경영전략 차원에서도 활동이 다양한 범주로 확대되

고 있는 한편, 이론적 논의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경영전략으로서의

기업시민성에 대한 반론으로 사회 윤리적 책임감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점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일부의

급진적 제안이지만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기업 책임을

논하는 창조적 자본주의 개념도 등장하였다. 기업시민을 둘러싼 논의는

결국 기업의 공익성과 윤리성에 대한 요구라는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지

만, 그 논의는 [그림 Ⅱ-2]와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일부는 통합적이고

일부는 대립적인 개념으로 전개되고 있다.

2. 기업시민성 개념의 구성

기업의 공익적이고 윤리적 의무를 강조하는 ‘기업 시민성(CC)’이 21세

기 시대적 요청으로 기업의 존재 이유이자 나아갈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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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민성'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 기업시민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지속가능경

영’ ‘기업윤리’ ‘사회공헌’ 등의 개념과 혼재돼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CC

와 CSR은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 오랫동안 같은 의미로 중첩해 사용돼

왔다. 그런 한편으로 지속가능경영, 기업윤리, 사회공헌 등은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돼 왔다.

본고에서는 기업시민성을 기업의 공공성을 논하는 CSR과 그 하위개념

들을 포함한 상위개념이며, 여기에 윤리적, 철학적 요구까지 포괄하는 경

제교육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런 점에서 기존에 나왔던 기업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는 모든 개념들이 기업시민성의 내용을 구

성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기업시민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

들을 개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개괄함으로써 기업 시민성의 구체적

방향과 사회적인 기대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가.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촉구하는 ‘지속가능발전’

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기업 경영활동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인을 회피

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1987년 환경과 개발을 위한 세계위원회에서 브른트란트4)가

미래 세대에 필요한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도 현 세대의 필요를 충

족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제안하면서 확산

되기 시작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유엔 환경개

발회의에선 ‘현재와 미래 세대가 발전을 위해 동등한 환경조건을 누릴

수 있는 지속발전 가능성’을 촉구함으로써 이후에는 각국별 기업별로 기

4) 브른트란트는 노르웨이 사민당 당수로 1987년 당시 UN 특별위원회였던 환경과

개발을 위한 세계위원회를 맡아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념이 지속가능 발전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대응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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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전략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개념을 차용한 ‘지속가능경영’은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이후 개념이 확장되어 환

경뿐 아니라 인권·노동권·부패 등 사회문제에 걸쳐 기업이 당면할 수 있

는 제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함으로써 꾸준한 성장발전을 지향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유엔클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12).

나. 기업윤리, 윤리경영

‘기업윤리’ ‘윤리경영’은 윤리라는 의미 자체가 선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

하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개념정립 과정에 많은 논란을 거쳤다.

고전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윤리적 의무’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첨예한 발전 과정에서 기업은 단순한 생산의 주체와

시장의 플레이어를 넘어서 국부(國富)의 원천일 뿐 아니라 국가 및 정치

권력과 맞먹는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했으며, 세계 경제 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막강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

하면서 사회 전체의 불이익으로 전이되는 양상이 심화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정경유착과 사회 부패 먹이사슬의 중심에서

사회 공정 거래 관행을 해치고 불평등과 소비자 불이익을 심화하는 주체

로 의심받는 사례가 늘었다. 또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의 분식회계 범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도덕적 해이, 폴크스바겐의 연비조작 사건 등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범죄가 곧바로 세계 경제와 민생에 타격을 입히는

사태가 속출했다.

이 같은 사례가 축적되면서 기업윤리에 대한 고전적 관점이 도전받으

며, 기업 역시 일반적 윤리개념을 적용하여 도덕적 책임감을 물어야 한

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

기업윤리는 기업의 내적 성찰보다는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기업윤리의 과제는 ‘투명성’과 ‘반부패’로 요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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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윤리경영에 요구되는 덕목은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투명한 정보공

개와 같은 투명성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뇌물 혹은 정경유착에 의한

불공정 경쟁을 지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다.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주로 자선활동과 같이 이익의 사회 환원 활동을 통

칭해 이르는 말로 사용돼 왔다. 사회공헌은 오랫동안 정부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사회 복지 문제에 대해 기업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행위

를 이른다.

사회공헌의 활성화를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복

잡해지면서 정부가 모든 복지를 책임지기 어려워졌고, 기업이 사회에 끼

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고조되면서 영리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배지양·조수영, 2011)으로 본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의 사회 해악적 활동들, 가령 탈세나 불법 증여, 권

력과 유착하여 야기한 사회적 비리 등을 사회 구성원들이 접하면서 영리

기업(이상민, 2002; 배지양·조수영, 2011)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대수

준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주로 금전적 기부, 공익연계 마케팅, 스폰서십, 종업

원들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사회공헌을 하는가?’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기업

의 사회공헌을 마케팅 활동으로 광고 지출과 같은 개념으로 분석하는 경

향이 있다. 박준우(2008)의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연구개발비지출수준,

광고비지출수준과 기부금지출수준은 유의한 정(+)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사회공헌이 광고의 한 형태이며, 연구개발비 지출이나 광고비 지출이 모

두 기업의 이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의 수익증대를 위한

투자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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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시민성과 경제교육

경제교육 관련 연구에서 기업에 대한 연구 비중은 별로 높지 않다. 김

경모·박형준(2014)이 경제교육 전문 학술지인 『경제교육연구』에 게재

된 논문(1996년 창간호~2014년 제21권2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제

교육을 다룬 230편(총 273편) 중 기업 관련 주제를 연구한 논문은 6편으

로 2.6%에 불과했다. 그렇다보니 경제교육학에서 기업윤리, 기업의 사회

적 책임, 지속가능성 등 기업시민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을 포함하는

연구가 많지는 않다.

경제교육학 연구에 있어서도 기업의 공공적 책임을 논하는 연구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업시민성’ 개념 요소 중에서도 ‘윤리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등의 개념을 주로 탐색하고 있는 경향이 있

다. 현재 경제교육학에서 기업시민성 교육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기업

의 공공적 책임을 논하는 연구물들을 개괄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다. 기존 논문들은 기업시민성 관련 개념 중 기업시민성 관련 개념을 포

함한 기존 연구들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선행연구

오영수·권우택(2007)은 “고등학생의 기업윤리 의식 조사를 통해 본 기

업윤리 교육 방향”연구에서 경북 경주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생 4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기업윤리 의식조사를 실시했

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목적으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기업윤리에 대

한 기대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기업윤리 교육의 방향을 모색

하겠다는 점을 제시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우리나라 기업윤리 현실에 대

체로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으며 불법적 요소가 많다고 생각한다. 둘째,

시장 논리에 따른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본질적 활동에 대해서도 곱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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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각을 갖고 있다. 셋째, 불법행위가 아닌 윤리적 비난의 소지가 있는

일련의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넷째, 불법적

기업 활동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허위 및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에 매우 높

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고등학생들은 기업 행위에 대해 이성적, 논리적 접근보다 감

성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이는 정확한 지식의 부족도 큰 원인

으로 꼽았다.

이에 기업의 본질과 시장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시장과 기업을 이해시키는 한편,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에 대

해서도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

다.

이윤호·이재양(2004)은 7차 교육과정의 경제교과서에 나타난 기업윤리

내용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7차 교육과정이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통

해 시장기능 예찬과 친 기업 정서 함양을 주장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

은 가운데 어느 교육과정보다 기업윤리에 대해 강조되는 상황이라는 점

에서 두 관점의 충돌은 없는지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기업의 사

적 이윤추구를 중시하는 시장원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

업윤리의 두 관점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핀 것이다.

분석의 틀은 우선 기업윤리에 대한 기본 관점을 ‘보이지 않는 손’의 관점

에서 이윤 충분론과 이기적 책임론, ‘구성의 오류’ 관점에서 협동적 책임

론과 의무적 책임론 등 4가지 관점으로 유형화했다. 또 기업윤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소극적 및 적극적, 내부적 및 외부적 등의 4 가지로 유

형화하였다.

분석결과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기업윤리를 ‘의무적

책임론’의 관점에서 다루면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강조

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채용한 일부 교과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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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시장의 기능을 예찬하는 내용과 충돌을

일으켰다. 즉 기업윤리와 시장주의라는 두 관점에서 내적 일관성이 흔들

리며 그때그때 설명의 편의에 따라 이런 관점과 저런 관점이 뒤섞여 있

는 문제가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의무론적 책임론을 강조하는 기업윤리의 관점과 시장경제

논리의 일관성과 연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지적했다.

오영수(2009)의 연구는 국내 기업과 시장들이 2000년대 이후 기업의 사

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의무를 앞 다퉈 채택하며 기업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학교 현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 우리 학교경제교육에 나타난 기업 교육은 최근 세계적인 ‘기

업의 사회적책임(CSR)' 추세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업의 도덕적 책임, 기업윤리, 경제정의, 기업의 사

회적 역할과 책임 등과 같은 용어들이 명시적으로 등장했던 반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라는 용어상의 표현은

유지되는 반면 내용상의 강도가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최종민(2014)의 연구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의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교육과정에서 수정·보완해야 할 주제어, 목표, 민주시민상과 내용체

계와 요소 등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3개 부분, 12개 영역,

30개 하위영역, 49개 지표로 구성된 지표분석을 통해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새 경제교육과정에선 기존 경제교육의 이상적 인간모델이었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인을 ‘통합’‘안전’‘창의’라는 주제어를 통해 새

롭게 접근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추구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이익

을 고려할 수 있는 경제적인 민주시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

다.

또 새 경제교육과정의 목표를 기존의 ‘공민’의 양성 개념에서 책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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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판적인 민주 시민의 양성에 두어야 하며, 교육 내용으로는 내수산

업의 활성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환경보전 및 보호, 통일한국

경제의 경제적 당위성, 경제윤리(기업윤리), 소득분배론, 사회적 기업 등

의 주제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기업시민성 교육 관련 논쟁

선행연구에서 개괄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시민성 개념을 명시

하지는 않았으나 기업시민성 개념의 구성요소와 연관된 교육은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내용은 극히 부실함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완전자유

시장주의를 예찬하는 내적 일관성의 부재(이윤호·이재양, 200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관련 내용이 7차 교육과정에서 오히려 6차 교육

과정보다 강도가 약화되고 있는 점(오영수, 2009) 등이 내용 구성상의 문

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교육수요자인 고등학생들이 기업윤리에 대해 부

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정확한 지식에 근거하기보다 감정적으

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오영수·권우택, 2007)도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기업시민성과 관련된 개념이 불투명하며, 관련 교육이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의 기업에 대한 감정적 인지와 교육 내용 안에서의

혼선과 부실함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기업시민성’이라는 중심 개념을 잡고 이에서 파생되는 연관 개념 구성

요소와 관련된 각종 논의를 전개해나가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과정으로 보

인다. 하지만 기업시민성을 기업 교육 내용의 중심 개념으로 삼기 위해

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기업시민성’이라는 개념이 갖는

취약성에 대한 논의를 선행하고, 개념에 대한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적 개념으로서 기업시민성의 취약성은 기업과 시민성의 관계를 어

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기업시민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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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존 연구와 논의는 주로 경영 전략적 개념에서 출발한 만큼 시민성

의 성격과 이론에 대한 설명이 매우 약하다. 그러나 경제시민성을 함양

하는 경제교육의 차원에서는 시민성에 대해 대략이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성을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부

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전적 개념의 시민성

이란 시민권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라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권리는

무엇이며, 기업은 의무와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한다. 또 시민성은 공공선에 헌신할 의무와 책임

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기업에 대해 시민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요구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

먼저 기업시민성에 대한 이론화 가능성을 탐색한다. 시민성은 시민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그렇다면 시민권이란 무엇인가. 시민권과 관련

해 가장 원시적 개념을 제공한 사상가로는 홉스(Hobbes, T., 1588~1679)

와 루소(Rousseau, J.J., 1712~1778)를 빼놓을 수 없다. 두 사람은 시민권

을 사회와의 계약관계로 규정하였다. 즉 시민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면 국가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한 사회의 공민

이라는 권리와 투표권, 그리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와 같은 사회적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 그러나 근대시민사회에서 이러

한 권리를 향유하는 시민권은 단지 주어진 것이 아닌 ‘투쟁의 결과’로 인

식된다. 또 시민성이란 이와 같은 시민권을 향유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

와 의지(김동춘, 2013)이다. 이와 같은 투쟁으로 획득하는 시민권과 시민

성이라는 고전적 관점에서는 기업의 시민성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

다.

그러나 시민성의 개념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

하는 가변성을 가진다(조철기, 2016)는 관점을 채용한다면, 기업시민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 조철기(2016)의 논의를 계속 따라가 보

자면, 최근의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일어난 세계화는 국경의 의미를 희석

시키면서 시민성을 기존의 국가 시민성에서 문화적 시민성의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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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시키고 있다. 시민성은 자유주의적 시민성(liberal citizenship), 공화

주의적 시민성(republican citizenship), 탈 세계시민주의 시민성

(post-cosmopolitan citizenship) (Dobson, 2003; 조철기, 2016)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자유주의적 시민성과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구체적인 영역

내에서 계약에 따른 시민성의 개념을 가지지만 탈 세계시민주의 시민성

은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의무와 책임도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

화적 시민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실제로 세계화 이후의 세계에서는 문

화적 시민성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시민성도 이처럼 문화적 시민성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이전한 후 현지화 전략으로 활

용한 기업시민성의 개념도 이와 유사하다. 기업들은 현지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시민으로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선언과 같은 의미로 기업시민성을 활용했으며, 이는 다분히 문화적 접근

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으로 확장된 시민성의 개념을 적

용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다.

다음은 사회가 기업에 대해 공공선에 헌신할 의무와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앞의 시민성 논의는 기업들이 선의로

주장하는 시민성을 이론화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엄밀하게 시민권과

시민성의 관계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말하자면 이는 과연 사회 혹은 사

회구성원들은 기업에 대해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할 근거가

있는가에 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답이 궁해진다는 것이다. 즉 시민

성이란 시민권을 보장받은 데 대한 대가의 차원에서 본다면, 기업의 기

본권이 존재해야 사회 혹은 사회구성원들은 기업에 대해 공공선에 헌신

할 의무와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은 법인(法人)으로서 법인격을 가지며, 나라마다 법인에 대

한 기본권은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헌법에선 건국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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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단체에 대한 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학

설과 판례에 맡겨두고 있는 형편이다(권영성, 1994). 기본권이란 사회 내

에서 행위를 할 자유와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학계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으나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할 경우 궁극

적 향유자는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전상현, 2016)에서 여전히

논란만 있을 뿐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정치자금

제공과 같은 분란을 만들고, 각종 기업범죄에 연루되어도 그 내부 임직

원만 처벌하면서 기업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태에 계속 직면하고,

기업의 자본규모가 커지면서 그 범죄와 분쟁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는 점에서 기업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설정하고, 위반시 책임규범을 강화

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엔은 2005년 유엔사무총장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가 임명되어 기업들의 인권책임

과 의무를 밝히고 규정하는 유엔프레임워크(2008년) 보고서를 발표하기

도 했다.(서창록·김미우·유영수 2013) 이에 따르면, 기업에 의한 또는 기

업이 연관된 인권침해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와 기업의 책임을 규정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 할 기업

의 책임을 명시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규

범을 기업에 대한 실행기준으로 만들기 위한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

다. 또 실제로 영국에서는 1987년 P&O European Ferries사의 실책으로

승객 459명 중 19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으나 기업을 처벌하지 못

한 사건 이후 2007년 형법상 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업과실

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은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자본과 네트워크를 독과점한 핵심

적 파워집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사회에서의 법적 기본권 보장이나 책

임 규정이 없는 모순적 지위를 이용하여 오히려 자유로운 일탈이 가능한

집단이 되고 있다는 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시민성을

시민권으로부터 발현하는 책임과 의무로 바라본다면 훨씬 논쟁적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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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쳐야 하며, 기업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 깊이 관

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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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빅데이터(Big Data) 분석과 활용

1) 빅데이터의 특징

빅데이터 분석은 ICT혁명으로 각종 정보 시스템에 축적됐거나 수집되

고 있는 정형적, 비정형적인 다양한 정보 자산으로서의 데이터를 효율적

으로 집계하고 상호 연관시켜 의미 있는 가치를 추출하고, 행동 패턴과

경향성을 분석해내는 기술이다.

빅데이터 분석 연구가 통계 혹은 표본조사에 따른 소규모 데이터를 분

석하는 일반적인 사회과학적 연구와 다른 점에 대해서 박대민·오세욱

(2016)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빅데이터 분석은 기존의 소규모 데이터

로는 알아내기 힘들었던 수많은 유의미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빅데이터는 많은 경우 성장하는 동적(dynamic)인 자료이다. 즉 소

규모 데이터에서는 아무런 특성도 나타나지 않지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상 커져서 임계점(critical point)을 넘게 되면 일종의 상전이(phase

transition)를 거쳐 고유의 분포나 예측 가능한 안정 상태 등이 나타나는

복잡계(complex system)의 속성을 갖는다.”

빅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함’과 ‘다양성’이다. 규모의 방대함은

지구상에서 축적·수집·유통되는 정보의 총량에 수렴하고, 다양성은 자료

의 유형과 형태 및 형식이 각양각색이라 할 만큼 비정형적이고 복잡하

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로는 처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빅데이터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Daniel(2015)는 기존의 연구

물들이 제시한 바를 종합해 다음과 같은 '6Vs'로 설명했다.

①방대한 양(Volume):저장,처리,전송,분석,제시하기 어려운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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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속도(Velocity): 정보 축적 속도가 빠르게 증가

③신뢰성(Veracity): 데이터의 편향성, 잡음 및 비정상성. 저장된

데이터의 분석가 분석될 경우 신뢰할 만한 자료인가의 문제

④다양성(Variety) : 정형적, 비정형적인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⑤보안(Verification): 데이터 확인 및 보안

⑥가치(Value):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여부

빅데이터는 이미 수집되어 하드웨어나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이거나

수집될 데이터의 전체, 즉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되는 데이터를 모두 포

함하므로 용량은 물론 데이터의 수가 방대하다. 또한 시간적 측면뿐 아

니라 공간적으로도 다양한 기기(device)와 센서(sensor)로부터 수집된다

는 점에서 규모의 방대함뿐 아니라 수집 주체의 다양성도 기하고 있으

며, 데이터 형태 또한 각양각색이어서 정형화된 자료로서의 특징을 갖지

못한다. (박대민·오세욱, 2016)

또 빅데이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측면

에서 만들어지고 수집된다.(한신갑, 2015) 즉, 기존의 사회과학적 데이터

로 활용되는 통계적인 방식의 정형화된 자료가 아닌, 있는 현상을 그대

로 반영하는 ‘날 것’으로서의 자료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과학

데이터와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분석 자료로써 양적

인 문제뿐 아니라 질적인 문제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산적한 문제를 가지

고 있다.

빅데이터의 방대함과 다양성이라는 특징은 분석 작업에 있어서도 다른

연구방법과는 다른 문제들을 야기한다. 맥킨지 보고서는 빅데이터가 전

형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도구로는 포착(capture),저장(store),관

리(manage), 분석(analyze)할 수 없다(Manyika, et al., 2011)고 지적했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방대함과 다양성으로 인해 분석 작업을 할 때 컴퓨터

의 성능이 조금만 낮아도 측정값이 누락되거나 잘못되는 오류가 발생한

다. 어떤 데이터가 10%의 오류를 갖는다면 1,000건에 대한 오류는 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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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지만 1억 건에 대한 오류는 1,000만 건이나 된다는 점에서 재

현율(recall)과 정확도(precision)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며 이러한 오류

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계의 성능도 빅데이터

분석의 주요 관건이 된다.(박대민·오세욱, 2016)

이와 함께 활자화된 텍스트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사회과학적 분석에 있

어서 사람이 직접 인덱스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 추출하는 기계

적 인덱싱(indexing)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종종 제기된다. 이에

대해 Upshall(2014)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인력의 인덱싱 정확도도 84%

를 넘지 못한다는 Markey(1984)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기계가 인간보다

더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이미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들

에서 자연 언어를 분석해 의미 있는 주제와 의견을 추출하도록 고안된

알고리즘5)이 실제 활용되고 검증되면서 이러한 의문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유형(pattern)의 자료를 포괄하는 빅데이터는 자료들을 경험

적 통찰 또는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분석 가능한 수준으로 ‘차원축약

(dimension reduction)'될 수 있어서 연구자는 데이터의 분포를 대략적으

로 파악하고, 다양한 중심을 살펴본 뒤 분석목적에 따라 선별하여 집중

분석할 수 있다 (박대민·오세욱, 2016).

결국 빅데이터는 자료의 방대함과 다양함으로 인해 성능이 좋은 컴퓨터

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패키지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전문개발자

와 협업을 통해 자료 분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은 컴퓨터를 활용한 기계적 알고리즘

(algorithm)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들은

5)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가이며, 이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살

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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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이메일, 댓글, 블로그, 책 등의 문서(text)자료부터 동영상, 사

진, 이미지 등의 다양한 비정형적(unstructured) 혹은 반정형적 자료

(semi-structured data)6)를 포괄한다. 흔히 빅데이터는 이처럼 비정형성

을 특징으로 하는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것으로 종종 정의되지

만, Upshall(2014)은 “가장 인상적인 결과는 텍스트 마이닝 소프트웨어

도구를 수치화되고 범주화된 정형적 자료(structured data)에 적용했을

때에 나온다.”고 주장했다. 즉 자료의 정형성과 비정형성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지구상에 유통되는 모든 자료를 분석해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이다.

한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 값을 얻으려면 비정형적 자

료들에서 의미와 지식을 추출해낼 수 있는 특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해야

한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여러 알고리즘 중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활자로 기록된 문서화된 텍스트(text) 형태의 자료들을 분석

해내는 기술이다. 텍스트 마이닝은 일반적으로 비정형 자료들을 내용이

나 주제에 따라 분류하거나 묶어 군집을 만들고(clustering) 특정 정보나

지식을 추출해내는 과정(김지은·백순근, 2016)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연

언어 분석, 통계 기술,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과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포괄하

는 용어이기도 하다(Daniel, 2015).

빅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가치 혹은 내용을 추출하려면 대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데이터 수집(Collection), 데이터 정제(data

cleaning), 분석(Analysis), 시각화 및 응용(Visualisation and application)

의 단계7)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6) 많은 연구자들은 통계화 혹은 수치화된 정형적 자료에 대비해 사진과 같은 자료

를 비정형적 자료로 보고, 신문기사 등을 반정형적 자료로 분석하지만, 본 논문에

서는 비정형과 반정형 자료를 구조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두 ‘비정형성’으로

놓고, 논의하겠다.

7) 분석절차에 대한 선행연구들 중 유예림 등 국내에서 교육학 관련 빅데이터를 분

석한 연구에선 ‘수집→데이터 클리닝→분석 및 시각화’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으

나 미국의 고등교육 정책 분석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Daniel, B.의 경우 ‘수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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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온라인에 축적, 수집되는 거대한 데이터 속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수집

하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의 첫 단계다. 먼저 분석하고자하는 연구계획을

마련한 후, 유의미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를 가장 쉽게 얻는 방법은 검색 포털이나 공공 기관의 데이터베이

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

하는 다양한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 데이터 정제

원시 데이터를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정제하는 과정이다. 자연어 처리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기술을 활용해 비정형적 자료들을

정형화하는 여러 형태의 텍스트 마이닝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다.

·분석

데이터의 필터링 작업이 끝나면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양의 거대함과 다양성으로 인해 추출되는 정보들도

복잡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데이터들을 세트화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정

보를 파악하고, 유형화하는 등의 작업을 해야 한다.

·시각화 및 응용

분석된 데이터를 단순화, 유형화하고 이 자료들을 교육 방법에 활용하거

나 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 절차는 단순히 데이터 더미로 존재했던 빅데이터를 학술적 연구나

여러 의사결정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로 전환시키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이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동화된 알고리

즘도 다양하게 개발돼 있으며, 오랫동안 활용해 안정성이 입증된 알고리

즘도 많다.

석→시각화 및 응용’의 3단계를 제안하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이를 종합해 4단계

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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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인문·사회과학 연구에서 텍스트 마이닝의 여러 알고리즘

중 주목받고 있는 기법은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이다. 이는 대규

모의 문서자료(document) 더미에서 유용한 패턴을 찾아내는 기법을 통

해 주제(topic)들을 추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토픽은

문서들에 내재된 단어들의 확률분포이며,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로 이루

어진 것(박상언, 2016)을 의미한다.

확률적 토픽 모델링(Probabilistic topic modeling)의 접근법(Blei, 2012)들

은 현대 데이터 분석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런 모델들은 데이터 속에

숨겨진 의미들(hidden semantics)을 보이는 언어(visual language)로 표

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Li, et al., 2015)

토픽을 추출해내는 기법들(Topic Modeling)은 미국에서 LSA(Latent

Semantic Analysis), PLSA(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Analysis) 등

다양한 기법들이 제시돼 왔으며, 이후 Blei 등(2003)이 PLSA의 확장 버

전으로 제안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가 등장한 이래 지난 10

여 년 동안 주목도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가장 성공적인 토픽모델링 기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Li, et al., 2015). LDA는 특정 주제들의 집합이라고

가정된 한 문헌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확률적으로 계산하여 이 결과 값을

토픽 주제어들의 집합으로 추출하는 알고리즘이다.(안정국·이규현·김희웅,

2015) 토픽 모델링에서는 단어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가정에 기초하

여 단어 생성 조건에 따라 사후 확률을 추론한다.

3) LDA의 교육학적 활용

LDA는 신문 기사, 댓글, SNS, 논문 등 각종 문서에서 주제를 추출하는

데에 정확도가 높은 기법을 제공하면서 경영학, 마케팅, 언론학 등 사회

과학적 주제뿐 아니라 문학과 역사 연구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또 기업

과 비즈니스 현장이나 정계에서는 여론 동향과 쟁점, 프레임을 파악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각종 기관이 사회적 사건이나 정치적

이슈, 기업전략이나 마케팅, 제품 선호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집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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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강범일·송민·조

화순, 2013) 예를 들어 드라마 기획 단계부터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시

청자 반응 분석을 통해 콘텐츠의 수요 및 선호도를 분석해 주연배우와

감독, 주제를 선정해 제작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추세를 보인다.(박상언,

2016)

교육 분야에서도 토픽 모델링 기법이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시도되고 있는 중이다. 언론보도에 나타난 대학구조개

혁 평가의 쟁점을 분석(김지은·백순근, 2016)하거나 ‘2015년 개정교육과

정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유예림, 2017)하는 데에 LDA 알고리즘

을 활용하는 등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프레임을 분석한 사례도

있다.

교육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

사례는 이수상(2016)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특정한 책을 읽고

작성한 독후감들에 표현되는 전체의 주제 요소 파악해, 개별 독후감들에

서 표현되는 주제들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 파악하여 독서지도에 활

용할 모티브를 발견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슬

기(2017)의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논설문에 나타난 응결성(텍스트 표층의

문법적 연관성)과 응집성(텍스트 기저의 의미적 연관성)을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해 추출한 뒤 각 글에 대한 교사들의 채점과 연결하여 각각의

요소가 채점에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했다.

김경록·송혜진·문남미(2017)는 교육 내용이나 환경, 시스템 사용, 수업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지원시스템’에 나타난

질의와 응답을 분석해 반복되는 질의에 대한 효율적인 답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토픽 모델링을 통해 추출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교육학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사례는 이처럼 많지 않지만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탐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빅데이터 분석은 정치·경제·사회를 다루는 사회교육 분야에서는 훨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실제로 현재 빅데이터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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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활용하는 현장이 바로 이 분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

에서 경제교육 내용요소로서 ‘기업시민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탐색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2. 연구 분석 모델

1)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본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알고리즘은 LDA(잠재디리클레할당,

Latent Dirichlet Allocation)이다. LDA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엄청난 규모의 문서 더미들(massive collections of documents) 속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 혹은 의미 있는 지식들을 찾는 토픽 모델의 가

장 단순한 모델이다(Blei & Jordan, 2003). LDA는 문서들이 다양한 주

제들(multiple topics)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각각의 주제들은 또

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어들의 활용빈도와 분포를 종합하여 주

제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LDA의 주제 추출 방식은 LDA방식을 처음 제안한 Blei(2012)의 유명한

개념도[그림 Ⅲ-1]를 통해 핵심 프로세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주제와 단어를 추출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Blei

의 설명 방식을 인용해 먼저 이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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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 LDA 주제 추출 개념도 Blei(2012)

개념도에 제시된 기사는 많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들에서

주제를 암시할 수 있는 단어들은 여러 색깔의 하이라이트로 표시해 따로

분류한다. [그림 Ⅲ-1]의 기사를 예로 들어보면, 파란색은 데이터 분석

(data analysis)과 관련된 단어들(computer, prediction) 핑크색은 진화생

물학(evolutionary biology)과 관련된 단어들(life, organism), 노란색은

유전학(genetics)과 관련된 단어들(sequenced, genes)로 분류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기사에는 유전학, 데이터 분석, 진화생물학이 섞여있으나

주제별로 다른 확률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전과 진화생물

학과 관련된 단어들이 높은 확률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기

사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LDA는 단어의 사용 빈도와

분포 등 확률을 통해 주제를 추출하는 ‘확률모델’(statistical mode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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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LDA의 단어 추론 Blei(2012)

[그림 Ⅲ-2]는 단어들을 어떻게 주제로 추출했는지를 추론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실제 과학저널 17,000개의 기사(article)를 분석해 각각의

주제들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을 포착하고, 이를 활용해 단어를 통한

주제를 추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그림 Ⅲ-1]의 기사에서는 유전학에

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이 기사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률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주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LDA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의 문서에 하나

의 주제만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기계적인 방식으로 여러 주제들의

확률을 계산해냄으로써 문서 안에 포함된 복합적 주제들을 찾아낼 수 있

다. 이렇게 주제를 분류해냄으로써 우리는 이 기사가 과학기사로 분류되

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다른 복합적 주제를 가진 기사들은 각

각의 주제에 따라 두세 가지의 영역에 분류될 수도 있게 된다. 이처럼

단어들을 통해 주제를 분석해냄으로써 다양한 응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제시한다.

LDA에서 주제(topic)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문서는 토픽들이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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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태로 가정한다. LDA의 추론 과정은 한 문서 내에 포함된 단어들

을 활용해 우리가 알고 싶은 주제 내의 단어 분포와 문서 내의 주제 분

포를 추론해내는 것이다. Blei(2012)는 [그림 Ⅲ-3]과 같은 도식으로 문

서의 생성절차를 설명한다.

[그림 Ⅲ-3] LDA의 문서 생성 그래픽 Blei(2012)

이 도식에서 직사각 플레이트(plate) 중 N은 문서 내에서 수집된 단어

의 모음, D는 더미(collection)에서 문서의 모음, K는 토픽들의 집합을 의

미한다. 원(node)은 확률변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음영처리된 노드 Wd,n

만 문서 내의 단어로 관찰되며, 주제(topic), 주제 분포, 주제의 할당

(assignments) 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LDA는 문서에 포함된 단어들을

통해 문서의 구조와 잠재된 변수를 추론하고, 문서 더미들에서 단어들을

디리클레(dirichlet)분포를 통해 지정한 수만큼 토픽을 생성한다. 이에 따

라 관찰된 단어들(Wd,n)을 통해 잠재변수인 qd, Zd,n, bk를 찾는 데에 목

적이 있다.

2) 언어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최근 사회학과 행동과학 분석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기법을 언어에 적용한

방법론이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사회적 개체(entity)들의 관계와 이 관

계들의 구조(pattern)와 영향(implication)들을 파악하는 데에 관심을 갖

는 방법(Wasserman & Faust, 1994)으로 언어네트워크도 커뮤니케이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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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에서 단어들의 관계를 분석해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주요 단어 상호간의 네트워크는 사회적 네트워크처럼 연결 관계의 상징

성을 가지고 있어 의미론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주요

단어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빈도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중요한 연결 관계

를 상징하고 이러한 관계적 특성을 규명해 언어적 의미를 분석해내고자

하는 것이다.(이창길, 2010)

언어란 개인의 가치판단, 가치관, 선호, 희망사항 등을 표현하는 도구이

다. 경제단체장, 기업인 등이 발표하는 기업시민성의 언어는 그들이 기업

시민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업시민성의 내용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데이터 및 분석

이 연구에서는 언론보도와 기업인 신년사를 분석한다. 기업이 기업시민

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언론보도

와 기업의 신년사를 활용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먼저 언론

보도는 사회적 어젠더를 형성하고 전파할 뿐 아니라 특정 어젠더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내용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언론보

도가 이처럼 사회적 담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담론의 현주소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기사는 가장 활발하게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텍스트다.

또 기업과 경제단체의 신년사는 관련 기업과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자들

이 매년 정규적으로 내놓는 대내적, 대사회적 메시지이다. 기업 최고경영

자 혹은 단체장의 메시지는 보도자료와 함께 언론사에 배포되며, 홈페이

지 등에 공개된다. 이런 의미에서 신년사는 한 해 동안의 계획, 비전, 행

동 철학이 담겨있는 문건일 뿐 아니라 각 기업과 단체가 사회에 전하고

자 하는 공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업인들의 대표적 문건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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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텍스트들을 통해 ‘기업시민성’개념 중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개념이 언제 도입되어 어떤 형태로 발

전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분석기간은 국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혹은 기업시민성과 관련한 개념들이 도입됐을 것으

로 보이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통시적(通時的, diachronic)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시기를 1990년 이후로 잡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일어난 기원은 김

영삼 정권(1993.2~1998.2)으로, 금융개혁과 시장원칙에 의거한 여신 분배,

공정거래법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김성수, 2014) 기업들의 ‘세계화’가 장

려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이런 점에서 CSR이나 CC도 국내 경제정책

이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지향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도입된 것으로

본다. 또 특정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성장하는 이슈가 되고 있는지

를 확인하려면 시대에 따라 해당 개념의 증감 추세를 살피는 것도 한 방

법이다. 이에 데이터를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통시적으로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언론보도가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디

지털 문서화하여 저장되기 시작한 시기와 관련이 있다. 일부 대형언론사

들 중에는 창사 이래 모든 자료를 자사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곳

도 있지만,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언론진흥재단이 구축한 공공DB인 빅카

인즈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저장되었다. 이에 빅데이터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언론사들의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1990년부터 시작

된다. 또한 본 연구는 중앙일보의 자체DB를 통해 1980년대 관련 뉴스들

을 확보하여 사전 시험 분석했으나 유의미한 개념을 찾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1990년대 이후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언론매체>

본고에서는 각각 보수적 성향의 매체와 진보적 성향의 매체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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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분석 대상 기간 분석 기사 건수

중앙일보 1990~2017년 6월30일 225425
한겨레신문 1990~2017년 6월30일 149123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의 1990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의 보도내용을

분석한다. 많은 매체들 중 이 두 매체를 정한 것은 각각 진영을 대표하

는 매체이고, 28년간의 축적된 보도를 수집하기 힘든 현실적 한계 때문

이었다.

현재 뉴스 유통을 하고 있는 포털 뉴스의 경우 축적된 뉴스 데이터는

다양한 언론사의 공시적(共時的, synchronic)보도나 짧은 기간 내의 자료

는 찾을 수 있지만 장기간의 축적된 뉴스자료를 모두 확보하기는 힘들

다. 각 뉴스의 소유권은 언론사가 가지고 있어 언론사의 정책에 따라 공

개되는 기간과 양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언론보도의 빅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저작권을 가진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자체 데이터베이스나

공공 영역의 종합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신문의 빅데이터는 언론연구원에서 구축한 종합

DB인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빅카

인즈에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3대 매체는 참여하지 않고 있

다. 이들 3개 매체의 기사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에 자체

DB제공을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본 연구를 위해 DB를 제공한 곳은 중앙일보뿐이었다. 먼저 중앙일보는

자체 DB에 축적된 데이터 중 제목과 본문에 ‘기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모든 기사데이터를 제공했다. 중앙일보는 3대 매체 중 중도보수 성향에

다 기업과 경제 관련 뉴스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대표 언론으로 분석해도 손색이 없다고 할 것이다.

<표 Ⅲ-1> 언론사 데이터

※자료=중앙일보, KINDS

※전체 분석 대상 건수는 기사에 ‘기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모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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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중앙일보 한겨레

1990 3273 1745

1991 3856 1955

1992 4236 2607

1993 5238 2856

1994 7755 3194

1995 8386 3084

1996 8066 3305

1997 9938 4044

1998 9360 4626

1999 7478 4268

2000 11756 6014

2001 8975 4815

2002 7667 4263

2003 8242 4932

2004 7767 4691

2005 7471 4399

2006 7566 3839

2007 7337 4440

2008 7993 8726

2009 8434 9785

2010 8171 8522

2011 7819 9091

2012 7892 9099

2013 8340 9730

2014 8706 6980

2015 12731 7714

2016 12163 5877

2017 8808 4522

총 225425 149123

<표 Ⅲ-2> 연도별 분석 기사 건수

※자료=중앙일보, 빅카인즈 DB

중앙일보가 제공한 DB는 1980년~2017년 상반기까지 ‘기업’이라는 용어



- 49 -

가 들어간 기사 25만 건 정도였다. 그러나 사전 시험분석을 한 결과

1980년대의 기사에서는 ‘기업시민성’과 관련한 유의미한 주제를 발견하기

힘들었다. 또 빅카인즈가 국내 기사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

1990년 이후라는 점에서 두 개 매체의 분석 시점을 맞추기 위하여 1990

년 이후의 데이터 22만5천425건만 활용했다.

한겨레신문은 빅카인즈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빅카인즈 데이터의 경우

에는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할 때는 형태소 상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원시

기사를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사용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한겨레신문사에 공식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서를 받아

‘기업’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14만9천123건의 기사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신년사>

다음으로 기업과 경제단체의 신년사는 기업인들의 기업시민성에 대한 인

식 내용과 정도 등을 분석하기 위한 텍스트 데이터로 수집했다. 기업의

신년사는 기업인들이 매년 정규적으로 내놓는 대내적 메시지인 동시에

대사회적 메시지이다. 기업인들의 경우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담화

문을 발표하거나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 경우

가 있지만 이는 단속(斷續)적이어서 일정한 행동양식이나 의식의 흐름을

포착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매년 정규적으로 발표하는 신년사는 그들

의 경영철학의 흐름 등을 포착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분석의 의미

가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분석하는 신년사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기업

총수의 신년사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공회의소, 한국경영인총협회

등 기업을 회원사로 하여 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3대 경제단체장의 신

년사이다. 이들 신년사는 각 기업과 경제단체에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요

청해 직접 받았다.

먼저 4대 기업총수와 3대 경제단체장의 신년사에 담긴 메시지가 한국

기업인의 인식을 대표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본다. 이들 4대 기업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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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단체 기업인(재임기간)

삼성 이건희(1988~2007)(2011~2014)

현대자동차 정몽구(2001~2017) *2000년 현대차 계열분리.

SK
최종현(1990~1997)손길승(1998~2004 ),최태원

(2005~2014),김창근(2015~2017 )

LG 구본무(1995~2017)

전국경제인연합 1990~2017

한국상공회의소 1990~2017

한국경영인총협

회
1990~2017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강하다. 언론들은 이들 대기업 총수의 발언

과 행보에 관심을 집중하고, 이들의 발언은 언론보도의 어젠더로 자리

잡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 예로 이건희 회장이 2007년에 기자들을 만

난 자리에서 말한 ‘샌드위치론’은 한 해 동안 국내 경제의 주요 어젠더가

되기도 했다.8) 이런 점에서 이들 대기업 총수들의 인식과 발언은 그 자

체로 한국 경제계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 3대 경제단체는 각각 국내의 대기업을 대표(전경련)하거나 산업계와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단체들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기업의 이익을

주장하는 등의 정치적 협상 창구 역할을 도맡고 있다. 또 각 경제단체들

은 연구소나 조사분석실을 통해 트렌드 및 여론분석과 각종 경제적 현안

들을 분석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 시점에 맞는 어젠더를 제공하는 역할

을 한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4대 기업인과 경제단체장의 신년사에 나

타난 메시지는 기업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표 Ⅲ-3> 기업인 신년사 데이터 개요

※자료=삼성, 현대차, SK, LG, 전경련, 상공회의소, 경총

본 연구에서는 1990~2017년 대기업과 경제단체 신년사 169개를 분석했

다.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사정에 따라 기간엔 차이가 난다. 삼성은

8) 이건희 회장이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가 될 것”이라고 발언

한 이후 언론사들은 관련 기사를 대서특필했고, 중앙일보는 ‘샌드위치 코리아’ 기

획을 같은 해에만 두 차례 연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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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이 1987년 취임한 이후부터 쓰러져 일선에서 물러난 2014년

까지의 신년사가 분석대상이다. 또 등기이사를 물러났던 2008~2010년 사

이에 삼성은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다. 또 현대차는 2000년 현대그룹에

서 계열분리로 출발한 만큼 이전의 신년사는 없으며, LG는 구본무 회장

이 취임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신년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분석과정>

본 연구는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규정하는 동시대적 어젠더로서의 기업

시민성 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교육 내용으로써 기업시민성

의 함의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1990년 이후 우리나라에 나타난 기

업시민성의 특징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

해 우리는 언론보도가 특히 강조하는 기업시민성의 구성요소를 도출하

고, 기업시민성 구성요소가 언론보도 매체의 정치사회적 성향에 따라 관

점의 차이를 보이는지, 기업시민성 의제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 살펴본다. 또 기업인들의 기업시민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신년사에 나타난 기업시민성 개념의 특징을 분석한다.

빅데이터 분석으로는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기업시민성 관련 토

픽(주제)이 존재하는지 볼 것이며, 기업시민성 주제(토픽)는 기업시민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윤리경영, 지속가능성 등 기업시민성 개

념을 구성하는 개념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언론 기사를 통해 추출해낼

것이다.

구체적 분석모델로,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 데이터 전체를 대상으로

LDA로 분석했다. 본 분석에 앞서 중앙일보 기사 1만 건을 추출해 몇 차

례의 사전분석을 한 결과를 토대로 전체 토픽모델링을 설계하였다.

사전분석 결과 전체 토픽수(K)를 20개로 정했을 때, 앞에서 제시한 기

업시민성 관련 개념이 추출된 토픽클러스터가 발견되었다. 이에 본 분석

에서도 토픽수 20개(K=20)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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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로 토픽 클러스터 중 기업시민성 관련 단어가 가장 많이 포함된

토픽 클러스터를 재분석하여 우리 사회와 기업인들이 기업시민성의 여러

개념들 중 특히 집중하는 개념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신년사의 경우 LDA분석을 통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신

년사에선 기업시민성 관련 단어가 사용되는 사례가 적다보니 빈출단어의

확률을 통해 주제를 추출하는 LDA에서는 관련 주제가 추출되지 않았다.

이에 신년사는 문건에서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시민성’관련

단어들이 문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역으로 찾아내는 방식으로

바꾸어 언어네트워크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언어네트워크분석에서 활용하는 지표로는 수(degree), 밀도(density), 중

앙성(centrality) 등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중앙성을 분석한다. 중앙성은

각각의 단어가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네트워크 전체가 한 주제에 집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집중도

(centralization)와는 다른 것이다.

단어의 중앙성이란 해당 단어를 중심에 두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형태

를 보는 것이므로, 중앙성이 높을수록 본문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앙성이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많

은 연결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언어분석에서는 중앙성이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다른 단어들과의 연계가 빈번하거나 가까워지는 것이다.

중앙성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①텍스트에서 문장을 기준으로 단어와 단어를 나눈다.

② 모든 문장의 경우 의미 없는 단어를 삭제한다

③이렇게 구분된 문장은 단어의 나열로 표현되며, 특정단어와 특정단

어의 연관은 해당되는 두 단어의 인접성으로 정량화한다.

이와 함께 신년사는 기업인들이 신년사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언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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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인지 보기 위해 언어클라우드를 뽑았다. 언어클라우드란 문서들

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이미지 형태로 그리는 작업으로, 높은 빈도로 나

타나는 키워드와 개념들은 크게, 빈도가 낮은 단어들은 작게 표시되어

직관적으로 핵심단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 54 -

Ⅳ. 분석 결과

1. 기업시민성 개념의 구성

본 연구는 기계적 단어 추출로 주제를 뽑아내는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한다. 이에 따라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탐색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본 연구의 주제인 기업시민성을 표현하는 구

체적인 단어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토픽모델링을 통해 추출되

는 주제 분류에서 해당 단어들이 많이 포함된 주제를 기업시민성 주제로

채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하였듯이 기업시민성을 기업의 공공성을 논하는

CSR과 그 하위개념들을 포함한 상위개념으로 보았으며, 여기에 사회적

정당성 획득을 위한 사회윤리적 관점을 포함하는 요구까지 포괄하는 경

제교육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기업시민성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격적인 토픽모델링에 앞서 먼저 언론에서 기업의 공공적 책임

을 논한 큰 주제와 함께 해당주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시민성을 표현

하는 개념들을 추출했다. 이 논문은 언론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해당 개

념에 대해 언론이 주로 활용하는 단어들을 조사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

다. 이 개념들을 추출하기 위해 먼저 중앙일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업

지속가능경영’ ‘기업 기업윤리’ ‘기업 사회공헌’ ‘기업시민성 기업의 사회

적책임’ 등 각각의 주제별로 검색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최근 기사 순으로 화면 당 20개의 기사를 보여주는

데, 기간은 3년간으로 설정해 해당주제들을 검색한 후 3단 이상 기사 중

두 페이지에서 한 건 꼴로 골라 해당 기사에서 각 주제를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등장하는 용어들을 뽑아서 아래에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활용

할 토픽모델링이 확률적 단어분포를 통해 주제를 추출한다는 점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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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환경권, 인권, 노동권, 반부패, 상생, 소비자 중심, 행복추구, 기업윤리,

윤리경영, 투명성, 공정경쟁, 신뢰, 정도경영, 청렴경영, 동반성장, 정경분리, 갑질 근

절, 사회공헌, 자선, 기부, 이익의 사회 환원,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 공유, 대타협, 사

회적 이슈 해결, 웰빙, 사회적 책임, 청년일자리, 취약계층, 희망, 기업윤리, 종업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복리적 경제적 책임, 기업시민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자리 창

출, 지속가능성, 자선, 직업윤리, 동반성장

업시민성’의 개념을 설명하는 현장의 실천적 단어들을 뽑아보는 것은 의

미 있다고 하겠다.

그 결과 각각의 검색어를 다루는 기사들에서 자주 활용한 단어는 다음

과 같았다. 이렇게 추출한 단어들을 [표 Ⅳ-1]로 정리했다.

-기업시민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기업윤리, 종업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

한 복리적 경제적 책임, 자선, 사회공헌, 직업윤리, 동반성장, 일자리창출

-지속가능경영

: 환경권, 인권, 노동권, 반부패, 사회공헌활동, 윤리경영, 환경경영, 상생,

소비자 중심, 행복추구

-기업윤리, 윤리경영

:투명성, 반부패, 공정경쟁, 신뢰, 정도경영, 상생, 청렴경영, 동반성장, 정

경분리, 갑질 근절 (대항개념) 정경유착, 도덕적 해이, 기업범죄, 적폐

-사회공헌

:기업의 자선활동, 기부행위, 이익의 사회 환원,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 공

유, 일자리 창출, 대타협, 사회공헌, 사회적 이슈 해결, 웰빙, 사회적 책

임, 청년 일자리, 취약계층, 희망

[표 Ⅳ-1] 기업시민성을 표현하는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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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시민성 개념의 특징과 쟁점

1) 언론에 나타난 기업시민성 개념

LDA 분석 결과를 통해 국내 언론매체들은 ‘기업시민성’ 개념의 구성요

소 중 어떤 측면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강조하는 개념이 매체의 정치

사회적 성향(보수적 성향 혹은 진보적 성향)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

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중앙일보는 보수적 성향의 매체이며,

한겨레신문은 진보적 성향의 매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매체를 분류하는 이유는 매체의 성향에 따라 지지하고 있는 개

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세계 자본주의 진영에

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시민성 담론은 세 가지 측면, 즉 ‘경영 전략적 측

면’, ‘사회 윤리적 측면’, ‘창조적 자본주의’의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

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매체의 성향에 따라 지지

하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주제 분석 결과는 [표 Ⅳ-2] [표 Ⅳ-3]과 같

다. 각 주제별 제목은 필자가 단어들을 통해 유추해 명명한 것이다. 주제

분류 값은 20개(K=20)로 잡아 주제(topic)를 분석했다.

중앙일보의 주제 분석[표 Ⅳ-2]에선 기업시민성 관련 개념들 중 ‘사회

공헌’(14번 주제)이 추출되었다. 반면 한겨레신문 주제 분석[표 Ⅳ-3]에

서는 관련 주제가 뚜렷하게 추출되지 않았다. 다만 일반으로 분류한 1번

주제에 기업시민성과 관련한 단어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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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단어
비중

주제
비중

주요단어

1 일반 9.1 6.4
사회, 국민, 자본주의, 시장경제, 세계화, 민주주의, 개혁, 불평

등, 현실, 변화, 경제, 민주화, 분배, 자유주의, 경제학자

2기타1 8 6.2

아버지, 아이, 작품, 영화, 아내, 친구, 어머니, 작가, 인생,

남편, 엄마, 배우, 사람, 결혼, 관객, 소설, 남자, 노래, 드라마,

마음

3 산업 6.9 6.7

자동차, 도요타, 생산, 전기차, 에너지, 태양광, 반도체, 온실

가스, 공장, 매출, 배터리, 플랜트, 수입차, 재생에너지, 수주,

발전소, 점유율, 리콜, 설비, 태양전지, 도시바, 신차, 풍력, 기

아차, 폴크스바겐, 이산하탄소, 삼성전자, 차종, 기술력, 연비

4 정책 5.4 6.5

규제, 개정안, 현행, 부처, 개정, 예산, 관계부처, 시행령, 허

용, 정부, 공기업, 실명제, 공정위, 법령, 민영화, 완화, 시행, 제

정, 입법예고, 규제개혁

5 통화 5.2 5.3

환율, 성장률, 엔화, 원화, 달러당, 외환시장, 경상수지, 경제

성장률, 달러화, 중앙은행, 원화가치, 둔화, 기준금리, 설비투자,

금리, 통화정책, 절상, 국채, 한국은행, 내수, 물가, 경기부양,

한은, 경기회복, 외환보유액, 유로화, 디플레이션

6 IT 5.2 5.5

인터넷, 구글, 스마트폰, 모바일, 사이트, 서비스, 애플, 콘텐

츠, 디지털, 게임, 데이터, 컴퓨터, 검색, 소프트웨어, 접속, 단

말기, 서버, 무선, 사이버, 이용자, 페이스북, 미디어, 해킹,

아이폰, 네이버, 해커, 보안, 전자상거래

7 정치 5.2 4.7

후보, 의원, 한나라당, 민주당, 새누리당, 야당, 대통령, 대

선, 공약, 선거, 청와대, 국회, 출마, 총선, 여당, 박근혜, 문재

인, 정당, 원내대표, 공천, 경선, 이명박, 여야, 노무현, 유권

자,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8 경영 5 7

채권단, 매각, 법정관리, 워크아웃, 경영권, 지분, 계열사, 대주

주, 종금사, 주총, 공적자금, 합병, 사외이사, 지주회사, 현대상

선, 부실기업, 금감위, 출자전환, 산업은행, 빅딜, 부도, 구조조

정, 의결권, 금융기관, 소액주주, 현대그룹, 론스타, 채권은행

9 유통 4.9 4.6

매장, 브랜드, 와인, 선수, 구단, 화장품, 커피, 디자인, 패션,

우승, 맥주, 디자이너, 식품, 프로야구, 리그, 백화점, 평품, 스

포츠, 전문점, 축구, 요리. 대표팀, 월드컵, 음식, 메뉴, 유기

능, 올림픽

10취업 4.8 4.4

학생, 대학, 면접, 학교, 수업, 교육, 취업, 졸업생, 학과, 전

공, 영어, 지원자, 교육과정, 과목, 인재, 자격증, 입학, 전형, 이

공계, 진학, 학점, 수능, 취업률

[표 Ⅳ-2] 중앙일보 주제분석 결과(1~10) ※비중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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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중앙일보 주제분석 결과(11~20)

주제
단어
비중

주제
비중 주요단어

11국제 4.8 4.3

중국, 홍콩, 중국인, 베이징, 베트남, 상하이, 인도, 한국, 싱

가포르, 아시아, 국유기업, 상하이, 위안약세, 화교, 시진핑, 아

세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공산당, 주석

12건설 4.7 4.7

분양, 입주, 분양가, 아파트, 단지, 신도시, 수도권, 산업단

지, 평당, 오피스텔, 부지, 공사, 개통, 건물, 주민, 지상, 상가,

착공, 인근, 지하철, 기업도시, 완공, 혁신도시, 연면적, 임대

료

13북한 4.7 5

북한, 트럼프, 개성공단, 대북, 부시, 남북, 정상회담, 러시

아, 평양, 소련, 클린턴, 오바마, 이라크, 공화당, 워싱턴, 북측,

남한, 백악관, 푸틴, 금강산, 남북한, 쿠바, 방북, 노동당, 미

사일, 핵실험

14사회

공헌
4.6 6.4

기부, 사회공헌, 자원봉사, 박람회, 사회공헌활동, 행사, 장

터, 기증, 봉사활동, 캠페인, 나눔장터, 사회적기업, 성금, 어

린이, 자원봉사자, 협력사, 봉사단, 개최, 장애인, 후원, 수

익금, 소외계층, 아동, 기증품, 참가비

15증권 4.3 5.5

주가, 증시, 펀드, 종목, 수익률, 코스닥, 주식, 지수, 투자자,

증권사, 거래소, 시가총액, 코스피, 상장, 종합주가지수, 주식시

장, 코스닥시장, 공모주, 장세, 주식형, 배당, 매수, 중소형주,

애널리스트, 대형주, 저평가,상한가

16수사 4.3 5

검찰, 수사, 혐의, 의혹, 비자금, 구속, 기소, 경찰, 사건, 재

판, 선고, 판결, 소송, 소환, 노물 적발, 변호사, 압수수색, 대검,

금픔, 횡령, 징역, 세무조사, 고발, 불구속, 구속영장

17노동 4 4.5

정규직, 노조, 근로자, 임금, 파업, 노사, 민주노총, 노동부,

최저임금, 노동계, 근로시간, 정년, 노사정, 한국노총, 임금피크

제, 연봉, 육아휴직, 일자리, 노조원, 근무제, 통상임금, 고용,

상여금, 생산직, 금속노조, 성과급, 기본급

18바이

오
3.6 2.2

로봇, 신약, 환자, 드론, 스타트업,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임상시험, 제약사, 질환, 임상, 의약품, 병원, 세포, 산

업혁명, 특허

19금융 3.5 3.3

대출, 보험료, 예금, 보험, 정기예금, 수수료, 퇴직연금, 소득

공제, 이자, 적금, 연말정산, 비과세, 세금, 연금, 카드사, 가입,

신용카드, 통장, 대출금리, 금융상품, 세울, 과세, 보험금, 노

후

20
기타2 2 3.2 병원, 부친상, 모친상, 별세, 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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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단어
비중

주제
비중 주요 단어

1 일반 8.8 5.7

사회, 교수 자본주의, 경제, 국가,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시

대, 한국, 진보, 변화, 인간, 추구, 체제, 가치, 책임, 사회적,

발전, 관점, 세계화, 경제학, 역사, 자본, 사회책임경영, 이데올

로기

2기타1 7.4 5.3
사람, 이야기, 생각, 마음, 세상, 아이, 작가, 아버지, 영화, 드

라마, 친구, 엄마, 결혼, 작품, 아내

3 정책 6.7 6.6

규제, 정부, 개정안, 개정, 제한, 허용, 완화, 제도, 공정위, 법

안, 부처, 강화, 폐지, 전경련, 추진, 부총리, 시행, 재벌, 재계,

국회, 현행, 시행령

4 정치 6.5 5.2

후보, 대통령, 의원, 선거, 대선, 한나라당, 민주당, 정치, 야

당,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총선, 언론, 정당, 이명박, 종편, 청

와대, 여당, 국민, 공약, 원내

5 국제 5.4 5.8

중국, 미국, 달러, 한국, 영국, 아시아, 홍콩, 유럽연합, 오바

마, 베이징, 대만, 자유무역협정, 프랑스, 트럼프, 인도, 협정,

클린턴, 부시 유럽, 무역, 세계, 상하이

6 수사 5.4 5.9

검찰, 수사, 혐의, 사건, 의혹, 비자금, 국세청, 비리, 구속,

기소, 뇌물, 변호사, 세무조사, 선고, 소송, 불법, 조사, 재판, 고

발, 진술, 횡령, 소환

7 취업 5.3 6.3
대학, 교육, 학교, 취업, 학생, 채용, 면접, 교사, 기부, 영어,

인재, 수업, 선발, 졸업, 지원, 교육부, 프로그램, 학과, 모집

8 재벌 4.8 5.1

회장, 삼성, 계열사, 그룹, 지분, 총수. 부회장, 경영, 인수,

주주, 사장, 일가, 재벌, 삼성그룹, 에스케이. 이건희, 임원, 현

대, 이사회, 현대그룹, 합병, 지주회사

9 통화 4.8 5

환율, 경기, 물가, 수출, 달러, 경제, 금리, 상승, 회복, 하락,

전망, 엔화, 가계, 내수, 둔화, 한은, 원화, 수지, 성장률, 금융위

기, 소비, 4분기, 한국은행, 증가, 성장, 유가, 외환

10건설 4.8 5

지역, 도시, 주민, 아파트, 서울시, 분양, 주민, 마을, 수도,

단지, 사업, 공사, 주택, 건설, 유치, 건물, 수도권, 시설, 세종

시, 임대, 토지, 입주, 제주도, 협동조합, 조성

11 IT 4.7 5.4

인터넷, 컴퓨터, 서비스, 스마트폰, 구글, 정보, 소프트웨어,

애플, 디지털, 모바일, 사이트, 게임, 콘텐츠, 개인정보, 온라인,

단말기, 네이버, 데이터, 통신, 이용자, PC, 검색,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12
에너지

4.7 5

에너지, 자동차, 생산, 부품, 가스, 원전, 전력, 공장, 배출, 반

도체, 온실, 전기, 물질, 제품, 태양광, 발전소, 도요타, 유전자,

화학, 연료, 산업, 배출량, 전지, 전기차, GM, 이산화탄소, 원자

력

[표 Ⅳ-3] 한겨레 토픽 분석 결과(1~12) ※비중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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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단어
비중

주제
비중

주요단어

13금융 4.6 6.4

은행, 대출, 금융, 자금, 채권단, 채권, 회사채, 신용, 부실, 워

크아웃, 부도, 어음, 발행, 만기, 예금, 금리, 보증, 상황, 산업은

행 외환은행. 금융기관, 담보, 법정관리 여신, 대출금, 이자,

금감원

14유통 4.4 5

브랜드, 선수, 매장, 대형마트, 월드컵, 축구, 백화점, 슈퍼마

켓, 디자인, 커피, 구단, 홈플러스, 광고, 식픔, 점포, 스포츠, 야

구, 맥주, 올림픽, 제품, 이마트, 판매, 프로, 소비자, 유통, 패

션, 입점, 상품, 시즌

15
노동계

4.2 4.5

노조, 노동자, 파업, 노동, 해고, 노사, 정규, 임금, 노동계,

민주노총, 정규직,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부, 쌍용차, 사업장,

한국노총, 노총, 노동조합, 조합원, 교섭, 통상임금, 사내하청,

노사정, 근로, 복직, 농성

16고용 4.1 3.5

일자리, 소득, 복지, 법인세, 세금, 고용, 과세, 증세, 연금,

감세, 공제, 소득세, 세수, 세율, 청년, 감면, 실업, 예산, 창출,

혜택, 재저으, 취업자, 비과세, 정년, 세액, 자영업자, 보험료,

최저임금, 실업자

17북한 3.8 4.2

북한, 남북, 개성, 공단, 북쪽, 러시아, 개성공단, 대북, 회담,

남쪽, 한반도, 이란, 경협, 금강산, 이라크. 남한, 정상회담, 통

일, 통일부, 방북, 소련, 남북한, 남북관계, 미사일, 평양, 제

재, 외교, 남북경협, 평화, 리비아

18기업 3.5 4.3
중소기업, 조사, 매출액, 대기업, 업체,기업, 비중, 납품단가,

면세점, 담합, 평균, 하도급, 동반성장위, 동반위, 설문, 과징금

19증권 3.4 5.4

주가, 증시, 주식, 펀드, 코스닥, 종목, 상장, 매수, 실적, 거

래소, 외국인, 주식시장, 투자자, 증권사, 투자, 코스닥시장, 투

자자, 배당, 종합주가지수, 증권거래소, 시가, 코스피, 장세,

지수, 수익률, 공시, 증권, 나스닥, 자사주, 수익

20
기타2 2.4 1.2 전보, 발안, 별세, 모친, 병원

[표 Ⅳ-3] 한겨레 토픽 분석 결과(13~20)

가. 기업시민성 관련 주제의 특징

주제 분석 결과 중앙일보의 뚜렷한 특징은 기업시민성 개념 중 ‘사회공

헌’이 전체 ‘기업어젠더’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전체 주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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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는 1번 주제에서 사회책임경영, 사회적 책임, 신자유주의, 세계화

등 기업시민성과 관련된 단어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

다. 중앙에서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던 사회공헌은 한겨레에서는 빈출단

어에 추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먼저 LDA분석의 한계와 이

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LDA분석은 한 개의 단어

(형태소)를 기준으로 쪼개어 분석하기 때문에 단어들을 통해 주제를 유

추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해당 단어가 쓰였는지, 어떤

기사 형식으로 작성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단어의 사용 맥락과 주제별 기사형식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기사

들을 샘플링하여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토픽별로 100

개씩의 기사를 무작위 샘플링하여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중앙의 14번 주제인 ‘사회공헌’을 샘플링한 결과 주로 단신, 행사소개

등 기업이 홍보를 위해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가 주류

를 이루었다. 또 중앙일보가 자체적으로 매년 한 차례씩 여는 자선기금

모금 행사인 ‘위아자 장터’ 소개 기사도 발췌되었다. 100개 샘플링 중 절

반 이상에 기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는 단신 처리되는 ‘알림’형

태의 기사라는 의미다. 단신 기사에는 기자명이 표기되지 않는다. 중앙일

보의 사회공헌 기사는 소식을 알리기 위한 홍보성 기사들로 구성되는 경

향이 있다.

중앙과 한겨레의 1번 주제는 모두 ‘일반’으로 분류되었다. 이 주제는 단

어의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샘플링해 확인한 결과 모두 칼럼, 사

설, 외부기고, 책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보도 형태의 일반

기사가 아닌 의견(opinion)과 평론 형식의 글로, 주장을 담고 있으며 해

당 언론사의 색깔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중앙의 1번 주제에서도 세계화와 같이 경제시민성을 유추할 수 있는 단

어들이 발췌되었으나 자본주의, 시장경제 등의 시장주의 관점을 다루는



- 62 -

현대제철·롯데푸드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등록 :2017-06-27 12:02수정 :2017-06-27 17:51

환경부, 미세먼지 심한 평택·당진 단속

대기업 포함 47개 업체 불법배출 등 적발

미세먼지 오염이 특히 심한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의 항만과 산업단지

단어들이 더 많이 분포되었다. 한겨레의 1번 주제는 사회적 책임, 사회책

임경영, 신자유주의, 세계화 등 보다 직접적인 기업시민성 관련 단어들이

더 많이 분포되었다.

나. 매체별 차이

주제 분석에서 두 매체는 추출되는 단어와 주제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두 매체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앙은 ‘사회공헌’을 주제로 하는 기사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으나 보도자료에 기반한 단신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기업

시민성에 대한 이론적 측면 중 ‘경영전략적’ 측면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

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사회공헌’이 빈출단어에 나타나지 않는 것

으로 미루어 기업들의 홍보수요에 부응하는 보도자료성 기사 비중이 높

지 않다. 이런 점에서 한겨레는 ‘경영전략적’ 측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 한겨레는 1번 주제에서 칼럼 등의 의견기사를 통해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을 묻는 기사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모든 주제별 샘플링 분석을

해본 결과 ‘기업시민성’의제보다는 기업의 정경유착과 부패 등 ‘반(反)기

업시민’적 경향을 드러내는 기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6번 주제(수

사), 8번 주제(재벌) 등에서도 기업들의 반기업시민적 성향을 고발하고

질타하는 기사가 많았다. 다음 두 개의 사례를 통해 한겨레의 특징을 살

펴볼 수 있다.

<한겨레 기사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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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해오던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

발된 업체 가운데는 현대제철, 동부제철, 롯데푸드 등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강조해온 대기업 계열사들도 포함돼 있다.(이하 생략)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00412.html#csidx407f2175

891b03bb19e0f0d25286165

‘말짱 도루묵’ 2008년식 쇄신안으론 삼성 신뢰 힘들어

등록 :2017-02-24 17:39수정 :2017-02-24 22:16

미래전략실 해체와 투명경영 강화

비자금 특검때 경영쇄신안과 비슷

“사회가 믿을 수 있는 후속조처 내야”

삼성그룹이 다음달 초 내놓을 경영쇄신안은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해

체와 수뇌부 퇴진 이외에도 투명경영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

민사회에서는 삼성의 방안이 ‘헛된 약속’으로 끝난 2008년 쇄신안의 한계를 넘어

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784103.html#csidx5b42587a4f7d34d

928ea27b7401a127

<한겨레 기사 사례 2>

제시한 두 개의 기사처럼 기업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기사에 기업시민성

관련 개념만 빌려와 ‘반(反)기업시민성’을 드러내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했다. 앞의 두 기사 사례처럼 한겨레는 기업시민성 주제와 관련된 홍보

혹은 기획기사가 아님에도 일반 기업관련 보도기사에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공공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와 주문을 포함

시키는 형식으로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한겨레가 기업시민성의 측면 중 경영 전략적 차원보다는 사회 윤

리적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업시민성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보다는 비판적 관점이 두드러지거나 책임을 촉구하

는 데에서 머무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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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두 매체의 차이는 ‘기업 어젠더’ 기사를 다루면서도 주제에 대

해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난다. [표 Ⅳ-2] [표 Ⅳ-3]에서 보듯이

두 신문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의 비중이 5%가 넘는 주제들을 보면, 중

앙은 산업, 정책, 통화, IT, 정치, 경영 순이었다. 한겨레는 정책, 정치, 국

제, 수사, 취업 순이다.

비중이 높은 주제로 볼 때, 중앙에서 6%가 넘는 주제들은 경영, 산업,

정책, 사회공헌, 개념, 기타 순으로 산업과 경영 등 기업어젠더에 집중하

는 경향을 보여준다. 한겨레는 정책, 금융, IT 주제 비중이 높고, 그 다

음이 수사(5.9%)이며, 다른 주제들은 5%대 부근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앙의 경우 기업 어젠더 기사는 산업· 경영 등 기업

과 직접 연관된 관련 주제를 더 많이 다루는 반면, 한겨레는 기업 어젠

더에서도 정책, 수사 등 사회쟁점과 기업이 연계된 기사가 많이 다루어

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중앙이 경제적·산업적 주제에, 한겨레

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연관된 주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앙의 기업어젠더 보도들은 기업, 산업, 경제 등의

관련 주제에 더 밀접하게 몰려 있는 반면, 한겨레는 기업어젠더를 다루

면서도 주제와 관심사의 폭이 다양한 경향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Pyton의 'pyLDAvis'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주제들 간의

관계를 시각화해본 결과 [그림Ⅳ-1] [그림 Ⅳ-2]에서도 드러난다. 이 시

각화된 그림은 각각의 주제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영역에서 나오고 있는

지 주제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맵(map)은 횡축과 종축의 기준선을 두고 주제들이 몰려있는지 넓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몰려 있을수록 주제간 연관성이 큰 것이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주제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 시각화 그림을 통해 우리는 중앙일보 [그림Ⅳ-1]의 경우, 주제들이

좌측에 몰려있어 주제간 근접성이 비교적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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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겨레 [그림 Ⅳ-2]는 주제가 폭넓게 퍼져 있다. 기업 어젠더를 다루

는 기사들 사이에서도 관심사와 주제가 다양한 방면과 연결돼 있음을 보

여준다.

[그림Ⅳ-1] 중앙일보 주제 간 밀접성

[그림Ⅳ-2] 한겨레신문의 주제 간 밀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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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업 어젠더’ 기사를 다루는 두 매체의 차이, 즉 중앙은 경제와 경

영 측면에 더 집중하고, 한겨레는 사회와 정치적 측면 등과 폭넓게 연계

하는 차이가 각각 기업시민성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풀이할 수 있다.

2) 언론보도에 나타난 기업시민성의 시대별 변화

기업시민성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를 살펴본다. 이는 기업시민성 개념이 단순히 특정 시기의 유행으로 지

나가는 것인지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주제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글로벌 기업 어젠더로서 ‘기업시민성’은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담론의

차원도 달라지고 있음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우리 언론

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LDA 분석 결과 기업시민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포함한 주제의 기사

들은 해가 갈수록 꾸준히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중앙의 14번

주제 비중을 보여주는 [그림 Ⅳ-3]을 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관련 기

사가 2%대에 머물렀으나 2005년 7.2%, 2010년부터 3년간 10%대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겨레의 경우 [그림 Ⅳ-4]에서처럼 1번 주제도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여준다. 특히 1990년부터 2004년까지는 연도별 증감은 있으나

3~4% 정도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 6.5%로 크게 증가한 뒤

2015년까지 5.9~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그래프에서 주목할 만한 해는 2005년이다. 중앙과 한겨레 모두 관

련 주제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기점이 되고 있다. 이 해는 노무

현 정권 3년차로 ‘반부패’의지가 강하게 천명되던 해였다. 이 해에 정부·

정치권·재계·시민단체 대표들은 ‘반부패투명사회협약’에 공동서명했다. 기

업들은 분식회계 등으로 비자금을 만들던 관행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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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전국경제인연합도 ‘기업윤리위원회’를 설치했고, 삼성도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삼성 경영원칙’을 발표하는 등 각종 경제

단체와 대기업들이 ‘기업시민성’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투명경영 강화

를 위한 각종 원칙들을 발표했다. 이를 기점으로 기업시민성 관련 보도

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으로 반부패 어젠더가 던져진 후 관련 어젠더가 일회성 유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Ⅳ-3] 중앙 14번 주제의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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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한겨레 1번 주제의 연도별 추이

3) 기업인 신년사에 나타난 기업시민성 개념의 특징

대기업 최고경영인과 경제단체장의 신년사는 기업인들이 기업시민성을

인식하는 내용과 정도를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신년사는 기업인들의

대내적, 대사회적 메시지라는 점에서 다양한 차원의 담론을 담고 있다.

즉 실천과 의지를 표현하는 실천적 담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사회적

담론, 구체적 방향성보다는 좋은 의미만 전달하기 위한 수사학적 담론,

비판적 혹은 방어적 담론 등이 포함될 것이다.

기업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기업시민성의 언어가 실천적, 사회적, 수사학

적 담론 중 어떤 담론 형태에 가까운지 분석함으로써 개념에 대한 인식

정도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의 중앙성 분석>

중앙성을 찾기 위해 대입한 단어는 [표 Ⅳ-1]에 제시했던 기업시민성

관련 단어들이며, 이 단어들 중 2~3개 단어가 연결된 용어들을 중앙성을

뽑을 수 있는 단위에 맞도록 핵심이 되는 한 단어로 변환하였다. 언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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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헌,기부,기업윤리,대타협,동반,복지,상생,소비자,신뢰,윤리,일자리,지속

가능,투명,투명경영, 투명성,행복, 환원, 희망

트워크 분석은 기본적으로 형태소 분석이 단어 단위가 되기 때문에 ‘사

회적 책임’과 ‘기업시민성’처럼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하나의 개념이 되

는 형태의 단어는 분석하기 어렵다. 사회적 책임은 각각 ‘사회적’ ‘책임’

의 형태로 쪼개져야 한다. 이에 39개 개념 중 중앙성을 도출할 수 있는

형태소 형태의 단어 19개를 도출하여 단어들을 대입해 분석하였다.

[표 Ⅳ-4] 중앙성이 분석 단위로 만든 형태소

단어의 중앙성이란 해당 단어를 중심에 두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형태

를 보는 것이므로, 중앙성이 높을수록 본문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앙성이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많

은 연결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언어분석에서는 중앙성이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다른 단어들과의 연계가 빈번하거나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림 Ⅳ-5] 전체 기업과 단체의 단어별 중앙성 추이

우리는 여기에서 19개 단어에 대해 각 기업별 혹은 단체별, 연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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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어들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추적하였다. 해당 단어의 중앙성

이 높으면 기업시민성 어젠더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고, 낮으면 중요성

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Ⅳ-5]는 7개 분석 대상의 모든 중앙성을 합쳐본 연도별 추이 그

래프다. 이 그래프에서는 ‘신뢰’ ‘행복’ ‘희망’과 같은 수사적(rhetoric) 표

현의 중앙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기업시민성이 아니더

라도 일반적 국면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는 점에서 이것이 기업시민성

어젠더에 집중하는 증거라고 분석하기는 어렵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일자리’의 중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단어들의 중앙성 수준은 미미하거나 특정한 해에만 반짝 높았다가 사라

지는 등 계속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림 Ⅳ-6] 경제단체와 대기업의 중앙성

그렇다면 경제단체와 기업의 사용언어는 차이를 보이는가. [그림 Ⅳ-6]

은 경제단체와 기업의 사용언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단체와 기업들

을 따로 묶어서 분석해 보았다. 왼편에는 경제단체, 오른편에는 대기업을

분류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단체의 경우 1999~2000년에 신뢰,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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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공헌, 투명성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5년 이

후 ‘일자리’가 늘기 시작해 2010년 최고치를 이루었다 줄어든 후 2017년

에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기업은 행복, 신뢰, 희망 등의 수사적

용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기부, 공헌, 동반, 복

지 등 구체적 단어들은 활용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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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4대 기업 각각의 중앙성 분석

기업별 차이를 분석해보았다. [그림 Ⅳ-7]은 각 기업별로 선호하는 단어

가 무엇인지 살펴본 것이다. 각 기업과 경제단체가 각각 선호하는 단어

가 있는지 분석해보면 각 집단의 정체성 혹은 선호 개념을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삼성과 LG는 ‘신뢰’ ‘희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현대차는

‘행복’ ‘희망’을 비교적 높은 빈도로 사용하고, SK는 2005년 이래 ‘행복’을



- 73 -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에선 19개 단어 중 한 번이라도 등장한 것이 13개, SK와

LG는 11개였다. 이들에선 수사학적 단어를 제외하고, 실질적 현안과 연

결된 구체적 단어들은 특정한 해에 단속적으로만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해당 쟁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

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경제단체들의 활용패턴은 [그림 Ⅳ-8]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경제단체들

은 기업보다는 투명경영, 투명성, 일자리, 윤리 등의 구체적 단어를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같은 단어가 비슷한 시기에 사용되는 패턴의 유사성도 일부 보

인다. 전경련과 경총은 일자리와 투명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시기가 겹

치고, 경총과 상의도 ‘상생’을 사용한 시기가 겹친다. 이는 경제단체들이

좀 더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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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각 경제단체 중앙성 분석

이처럼 단어의 중앙성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기업 최고경영자

들은 행복, 신뢰, 희망과 같은 수사학적 담론을 선호하고, 기업들의 이익

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장들은 행복, 희망과 같은 수사학적 담론과 함께

(사회)공헌, 동반, 상생, 일자리, 지속가능 등 시기별로 사회적 쟁점이 되

어 온 기업시민성 관련 단어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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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기업시민성은 ‘수사학적’이거나 ‘사회반응적’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워드 클라우드>

그렇다면 기업인들이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이며, 기업인들

의 신년사에 기업시민성 개념의 단어는 언제부터 등장하는가. 언어네트

워크분석은 형태소로 잘린 개별적 단어를 중심으로 분석한 데 비해 워드

클라우드는 개념형태의 언어와 해당 언어의 빈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 개념들을 추론할 수 있다. 언어클라우드 분석도 단어의 중

앙성 분석결과처럼 기업인들의 ‘기업시민성’ 개념은 수사학적이거나 사회

반응적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워드클라우드를 기업별, 단체별로 10년 단위

로 끊어서 분석해 보았다. 워드클라우드를 나눈 단위는 1990년대

(1990~1999), 2000년대( 2000~2009), 2010년대(2010~2017)의 세 시기다.

대기업신년사에 ‘기업시민성’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2010년대 삼성, 현

대차, SK다. LG의 경우엔 2010년대 이후에도 기업시민성 개념이 도출되

지 않는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든 기업에서 기업시민성 개념이 의미

있게 등장하지 않는다.9)

대기업들 중 기업시민성 개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SK

다. 사회적 기업, 사회공동체, 책임경영, 지속가능, 양극화, 사회문제 등

다양한 언어를 활용하고 있다.

9) 기업들의 워드클라우드 자료는 별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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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기업 신년사에 등장한 기업시민성

[그림 Ⅳ-9]에서 볼 수 있듯이 삼성과 현대차는 기업들이 가장 자주 사

용하는 언어인 ‘사회공헌’이 눈에 띄고, 삼성의 경우 지역사회, 국민 등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많은 단어를 활용하고 있다. LG에서는 기업시민

성 관련한 의미 있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워드클라우드와 단어사용빈도수를 통해 분석해보면, 1990년대에는 삼성,

SK, LG 10)모두 구조조정과 세계화 관련 단어와 구체적인 사업내용 관

련 단어들이 신년사에 주로 사용되었다. 삼성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는 ‘초일류기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2000년대에는 기업

들이 공히 세계시장, 일류기업, 국제경쟁력 관련 화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기업들의 신년사는 기업의 내적 경쟁력과 시

장 환경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2010년대에 오면서 LG를 제외한 3개 기업은 국가경제, 국민, 사회공헌

10) 현대차는 2000년대에 계열분리됨에 따라 당시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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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와 연관된 언어들로 바뀌는 경향을 보였다. LG는 대사회적 언어

가 아닌 고객가치, 고객 중심 등 고객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대기업 기업인들이 기업시민성 관련 의제를 의미 있게 발언하기 시

작한 것은 201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경제단체는 대기업들과 다소 양상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경제단체들

은 회원기업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목표를 한다는 점에서 당대 경제 및

정책 현안 혹은 정부와 사회의 요구 등에 대해 주로 발언하는 경향이 강

하다. 경제단체들의 신년사에선 1990년대까지는 기업시민성 관련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다 2000년대 신년사에서는 모든 단체에서 윤리경

영 혹은 투명경영이 [그림 Ⅳ-10]에서처럼 높은 빈도로 다루어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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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2000년대 경제단체 신년사의 기업시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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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는 진보정권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1998~2008년) 시절로,

기업에 대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시대였다. 관련

단어는 1990년대와 2010년대 신년사에서는 빈출단어로 등장하지 않는다.

2010년대에는 활용하는 단어가 달라졌다. 공공성과 관련된 언어로는 일

자리창출 혹은 고용창출 등 일자리 관련 언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전경련을 제외하고는 기업시민성 이슈를 제기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대

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은 일자리창출뿐 아니라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

기업시민성 관련 단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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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2010년대 경제단체 신년사의 기업시민성



- 82 -

이처럼 언어클라우드 분석에서도 기업시민성 관련 언어는 시기별로 사

회적 쟁점이 되는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회반응적’ 특징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와 상치되지 않는다.

4) 분석에 나타난 쟁점 정리

언론보도를 통한 ‘기업시민성’ 개념의 분석은 우리 사회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통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요와 경향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언론에서 다루는 기업시민성 개념은 기업이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

한 경영전략적 목적에 따른 활용과 기업의 사회윤리적 정당성을 촉구하

는 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시민성은 기업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활동과 개념

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 매체들이 보도하는 분야는 ‘쏠림’의 경향

이 있었다. 즉 보수성향의 매체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홍보에 기사의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진보성향의 매체는 기업시민성의 긍정

적 측면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기업시민적 특성에 대한 비판에 관련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의 경우 ‘기업시민성’ 담론의 다양성 면에

서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 기업시민성 담론의 세 측면, 즉 경영 전

략적 목적-사회 윤리적 정당성-창조적 자본주의에서 창조적 자본주의의

담론을 형성하지는 못한 단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론보도 분석 결과 기업시민성 개념이 포함된 보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기업시민성을 인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대와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시민성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점점 커지는 경향성이 뚜

렷한 만큼 관련 논의가 좀 더 깊고 넓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기업신년사를 통해 분석된 기업인들의 기업시민성 관련 언어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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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이고 ‘사회반응적’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4대 기업의 경우 기업시민

성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현실적 언어보다 ‘신뢰’ ‘희망’ ‘행복’과 같은 수

사학적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수사학적 언어 사용, 당대의 현안에 따른 언어의 사용은 ‘각성에 따른

언어’가 아닌 전형적인 ‘홍보성 언어’다. 따라서 기업인 신년사에 나타난

기업시민성도 결국은 경영전략적 필요에 의한 언어로 분석할 수 있다.

경제단체는 해당 시기마다 쟁점이 되는 경제 현안과 관련된 단어들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반

에는 윤리, 투명성, 투명경영 등의 단어를 반짝 사용했고, 일자리가 사회

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일자리’가 비교적 지속적인 중앙성을 갖기 시작

했다.

또 언어클라우드 분석에서도 시기별로 사회와 정권 차원에서 기업에

요구되던 덕목들이 주로 거론되는 등 기업인들이 보여주는 기업시민성

개념의 활용은 사회적·정치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

에서 기업인의 ‘기업시민성’은 사회적 담론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즉 우리 사회가 위치한 담론의 성숙도에 따라 기

업의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 언론과 기업인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의 ‘기업시민성’ 인

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기업시민성 개념과 관련하여 보수적 성향의 매체는 기업의 ‘사회

공헌’과 같은 경영전략적 차원의 개념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진보

적 성향의 매체는 기업의 사회윤리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기업시민성을

논하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기업시민성 관련 개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수와 진보 성향의

매체 모두에서 점점 더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성과 확

장성이 있는 경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독자적인 철학적 관점보다 시대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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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정치적으로 기업에 요구되는 어젠더를 중심으로 기업시민성 관련

개념을 구성하는 ‘사회반응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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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경제교육적 함의

언론과 기업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발

견하였다. 기업시민성 개념은 지난 29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

며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기업시민성

실행의 주체인 기업인들의 신년사에서도 2000년대 이후 꾸준히 기업시민

성 관련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개념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사회 여

론이나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시민성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합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언론보도 비중이 높아지

고, 기업인들의 메시지 속에 기업시민성 관련 언어들이 시간이 갈수록

많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시민성’은 동시대적 경제의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론적·사회적 논의의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없다. 기업과 보수

성향 언론의 관점에선 기업시민성을 사회공헌이나 기부와 같은 ‘기업의

선행’으로 홍보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진보 언론에선 사회 윤리적 책임감

을 강조하며 사회적 정당성 차원에서 의무를 강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반면 다양한 이론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이론적으로도 매우 협소하고, 사회적 논의의 발전 수준

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계에서도 경영전략적 차원의 기업

시민성 논의와 사회윤리적 차원의 기업시민성 논의는 분절적으로 진행되

고 있으며, 사회 담론을 이끄는 언론보도에서도 기업의 사회공헌을 홍보

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 수준에 머무는 것이 그 사례다.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기업이 정부와는 다른 관점과 방법으로 사회의 빈

곤과 불평등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창조적 자본주의 어젠더까지

나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선 이에 대한 숙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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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또 이 개념은 논쟁적 이슈를 넘어 철학적, 법적, 사회학적 연

구와 개념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은 교실 이슈로 끌어들

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면 경제교육학에서는 어떤 과정과 논리

를 통해 이 개념을 향후 교실 이슈로 삼을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

다.

가. 동시대적·논쟁적 의제로서의 ‘기업시민성’ 개념

앞에서 실행한 분석을 토대로 경제교육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기업시

민성’ 개념은 관심이 높아지는 동시대적 의제이며 논쟁적 주제이지만, 우

리나라의 사회적 논의의 수준은 낮으며, 개념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도

출되기 어려운 과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논쟁적인 동시대 의제

는 과연 경제교육 내용으로 적합한 것인가.

경제교육에 있어서 논쟁적 개념은 환영받는 주제이다. 특히 경제적 사

고는 비판적 사고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경제교육에서는 논쟁적 개념

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내용으로 적합하다(박형준, 2003)는 논리

가 압도적이다. 또 경제교육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원론적 지식교육에서

벗어나 실천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경제시민성을 함양

하는 경제교육은 경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방법론에 대한

모색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른다면 ‘기업시민성’의 논쟁적

특징은 경제 교육 내용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기업시민성’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동시대적 의제이

자 기업이냐 시민사회냐의 입장에 따라 때로는 대립적 양상까지 보이는

주제라는 점이다. 또 기업시민성은 기업이 합법적인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와 책임의 실체 혹은 정체성이 모호한 개념이

라는 한계도 갖는다. 단순히 논쟁적인 주제가 아니라 시각의 대립이 극

명하고, 시민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는 모호한 부분이 많은 개념이라

는 게 기존 경제교육에서 선호한 논쟁적 주제들과는 다르다.

하지만 급변하는 현대 경제사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경제문제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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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개념들은 이처럼 기존의 이론적 사고의 틀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개념적 특성을 갖기 쉽다. 그러므로 탈현대사회의 경제교실에서

경제사회와 일체가 되는 교육을 지향한다면 이 같은 복잡한 주제를 피해

나갈 수 없다. 또한 학생들은 다양한 탐구와 실천에 대한 인식적 실행이

이루어지는 학습 공동체 안에서 주체적 탐구자로서 학습경험을 통해 스

스로 이론을 구성한다는 실천 혹은 탐구의 인식공동체라는 관점(조영달·

김재근, 2016)에서 볼 때 논쟁적이며 동시대적인 경제의제는 경제교실

수업으로 구성할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의 구축을 위한 시사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혹은 도출되기 어려

운 동시대적 의제이자 논쟁적 주제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정적 서

사로 이루어진 교과서적 지식을 탈피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

가 있다.

먼저 앞에서 시행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업시민성’개념은 관점

과 시기에 따라 개념의 구성내용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먼저 관점에

따른 차이는 대립적인 양상도 보인다. 보수적 혹은 진보적 성향에 따라

서로 완전히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

다. 즉 기업의 사회공헌과 선행의 측면을 부각하려는 입장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기업시민적 측면을 부각하여 기업의 좀 더 적극적인 공공선

에 대한 헌신을 종용하는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이다.

또 기업시민성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어젠더이기는 하지

만 시기별로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강조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기업시민성 개념은 ‘기업의 공공성’이라는 거대담론은

공유하면서도 시대적 담론과 엮이면서 기업의 인식과 행동양식도 변화하

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확정되지 않는 논쟁적 주제인 기업시민성을 고착화된 교과서적

지식으로 구성할 경우 개념의 왜곡과 주체적 탐구자로서의 학생들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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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 경험 구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기업시민성

과 같은 논쟁적인 동시대적 경제의제를 학교 교육의 장에서 다루기 위해

서는 학생들 스스로 경험과 탐구를 통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

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한 방안으로 동시대적 의제에 대한 경제사회적 경험과

자율적 탐구를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

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듯이 경제교육이란 경제 지식의 전수와 기존에

확립된 수업방법뿐 아니라 개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능력을 높여 실제

문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식의

내용보다는‘문제해결’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지식의 전수를 통한 학습’이 아니라 ‘사고의 과정을

가르치는 학습’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일종의

‘경제사회화의 변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어진 내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것도 ‘교육’의 한 방

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실천과 탐구의 인식공동체로서의 교실수업

을 상정하는 하나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수업 과

정을 통해 학생들은 주체적 탐구자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경제지식을 공

동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기업시

민성’이라는 한 개념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학습하면

서 한꺼번에 여러 개념과 사회구조를 함께 학습하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즉‘문제제기와 지식교육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학습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시민성과 관련한 학습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

성한다고 가정하자.

1) 기업은 시민인가?

-시민권과 시민성

-공간적 시민권과 문화적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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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업의 기본권주체성의 문제

-현대의 기업에 대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책임규범의 제정에 관하여

2) 실천 행위로서의 기업시민성은 우리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기업의 사회공헌, 기부 등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가.

-기업의 시민활동은 선행인가, 사회적 책무인가

3)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어

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Ⅱ장에서도 살펴봤듯이 ‘기업시민성’은 기업들의 경영전략 용어로 출발

한 탓에 시민권, 시민성과 같은 이론적 논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의 명확한 개념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

지식에서 이를 시중에서 통용되는 용어로만 가르치기는 힘들다. 이에 기

업시민성의 성격을 먼저 논의하고, 현실 경제에서 일어나는 실천행위들

을 고찰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때 학습 단계 1)에서는‘기업시민성’이라는 경제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시민권과 시민성, 헌법상 기본권 등 일반사회, 역사, 법교육의 영역에서

개념의 유래와 지식을 빌려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시민성이나 시민권

의 본래적 의미에 대한 학습뿐 아니라 동일한 개념을 다양한 사회적 장

면에 적용함으로써 개념적 사고의 확장을 가져오는 교육을 기대할 수 있

다. 또 이 과정을 통해 경제 개념이라 하더라도 학제적으로 연결돼 있음

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실제 경제 문제는 경제에서만 국한해 일어

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개념과 장면들이 복합돼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줄

수 있다. 즉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

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

다.

2)의 과정은 이론적인 논쟁이 이루어지는 문제라 하더라도 실제 경제

현장에서는 실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경제활동들이 실제

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천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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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천적 사례 발굴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성의 문제를 바

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는 기업시민성과 반기업시민성

의 사례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이 전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례는 실제로 시

민적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넘어 기업의 무책임함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반기업시민성’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시민성 활동이 사회적 효율을 끌어올린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보자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다.

<사례 1> 에스티로더의 핑크리본 캠페인

사회적 변화를 선도한 주요 사례 중 하나가 글로벌 화장품 회사

인 에스티로더그룹의 ‘핑크리본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1992년

고객들에게 핑크리본과 유방암 자가 진단카드를 나눠주며 유방암

의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으로 시작해 유방암 연구기금

을 만드는 등 유방암 예방과 퇴치운동을 벌였다. 이후 이 캠페인은

전 세계 70여 개국으로 파급되고, ‘핑크리본’은 유방암 예방 운동

의 상징이 되었다.

<사례 2> 나이키의 생산과정 쓰레기 줄이기

나이키는 7년간 600만 달러를 투자해 다양한 패션 재료들이 환경

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디자인 방법을

고안한 소프트웨어 "Environment Apparel Design"을 디자이너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보급했다. 또 2012년 이런 디자인을

적용한 플라이니트(Flyknit) 기술 배출되는 쓰레기가 60%나 줄이

기도 했다.

<사례 3> 공정무역과 북극곰 살리기

스타벅스가 벌였던 저개발국 아동들의 저임노동을 활용한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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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는 사지 않겠다는 공정무역 캠페인 이후 공정무역은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코카 콜라는 광고모델인 북극곰이 지구온난화로

멸종 위기에 몰렸다며 북극곰 살리기 기금을 내놓고 소비자들의

기부활동을 이끌었다. 이 두 사안이 제기된 후 많은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지만 각각 공정무역어젠더를 통해 저개발국 아동들의 저임

노동실태를 세계에 알렸으며, 북극곰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지구환경보호라는 어젠더를 사회에 제기하기도 했다.

즉 기업들의 기업시민성에 대한 당초의 이해는 공익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면 기업에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마케팅 마인드에서 시작되

었다. 하지만 앞의 사례들처럼 기업들이 사회공헌, 기부, 자선, 사회적 책

임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벌인 사회적 이익 추구 혹은 공익활동은, 때론

획기적인 사회변화를 선도하기도 한다.

특히 이들 사례를 통해 기업의 기업시민활동은 정부 혹은 시민단체들의

활동과는 다른 차원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할 수 있다. 대부분 자

신들이 영위하는 업역(work area) 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기 때

문에 정부나 시민단체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공

익적인 목적이 실현되는 실천적 활동이 가능해진다. 또 에스티로더, 스타

벅스, 코카콜라 등 글로벌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과 같이 그 미치는 영

향력의 범위는 전세계적이다.

이와 같은 사례 경험을 통한 경제사회화는 향후 기업인, 근로자, 주주,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로 살아가게 될 학생들에게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적 사회화의 방안이 될 수 있다.

3)은 논쟁적 개념 수업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우리는 1)을 통해 시민

권과 시민성 등 개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원론적인 지식을 학습했다. 그

렇다면 이후에는 여론조사나 토론 등을 통한 논쟁적 개념에 대한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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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특히 기업시민성 개념과 관련해 경제 현실

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해야 할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경제

적 사고방식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현

장 논의들이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논의는 경제

현실의 문제를 반영한 논제가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물결 이후 완전자유시장을 이상적 시장의 모범으로 추구해

온 우리나라 기업가들과 경제인들인 사이에서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도 ‘기업이 과연 공공적 책임을 공유하는 시

민의 의무를 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퇴조 이후 최근 들어 기존의 자본주의적 사고에 대

한 이념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새로운 경제적 트렌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자본주의 개념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 요소에 대한 쟁점

을 정리하면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영원불변의 이념이

아니며 그 안에서 다양한 관점과 방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칠 수 있

다. 또 이 과정을 통해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회적

맥락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념적 갈등이 객관적이고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되다 보면 오히려 합의점을 찾고, 경제사회적 이념을 재정립하는 길

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 사회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이념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 사회적 시장경제’ 혹은 ‘공동체 자본주의’의 이념이 혼재

하며 자본주의 자체의 이념적 갈등이 각각 독백처럼 진행되고 있는 상태

다. 이는 과거 경제학 논의에서 등장했던 ‘자유시장 vs 개입주의’의 논쟁

과는 또 다른 양상의 논쟁이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사회적 시장경제’

는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위해선 국가가 경제 질서에 개입하는 것을 정

당하게 여기는 북유럽식 사회적 자본주의와도 다음과 같이 다른 모습으

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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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장경제 혹은 공동체 자본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과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Defourny, 2001) 이런 사회 내에 있는 조직들은 4가지 원칙을 추구한

다. 첫째 이익창출보다는 지역 혹은 지역주민을 섬기고, 둘째 독립적 경

영을 하고, 셋째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따르고, 넷째 소득을 배분하는

자본보다 사람 혹은 노동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다.(Defourny,2001; 배

귀희, 2011) 사회적 시장경제는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 실업과 빈곤, 지

속가능한 개발, 세계화 대안 등의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하

고 발전된 개념(배귀희, 2011)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

는 ‘사회적 기업’의 근거 혹은 배경을 형성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에 대한 탐색은 기존의 자유시장주의에

기반한 고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부익부빈익빈’의 쏠림에 따른 양극화

와 이로 인한 빈곤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논의로 발전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대안이 제시되는 새로운 자본주의 진영의 개념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우리 사회도 최근에 등장하고 있

는 다양한 자본주의 개념에 대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이념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을 학습개념으로 검토하는 경제교

육개념의 탐색 과정을 통해 중립적으로 개념들을 정립함으로써 타 영역

에서보다도 선제적으로 이 개념들을 사회적으로 합의된 모형의 개념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

경제 교육적 관점에서도 이 같은 다양한 쟁점들이 검토되고, ‘기업시민

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철학 혹은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행위는 사회적 이념과 철학적 기반

위에서 정당화되고 논의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일방적인 ‘반

기업 정서’와 같은 소모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다. 빅데이터 분석의 방법론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기업시민성’개념의 탐색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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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했다. 빅데이터는 정보통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기술의 발달로 창출된 새로운 연구기법으로 빅데이터 분석

의 발달은 기존 사회과학에서 주로 활용했던 통계적 분석이나 표본추출

분석과 달리 인터넷, 모바일, 하드웨어 등 각종 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어

떤 유형의 자료든 그 모든 자료, 말하자면 특정 주제나 쟁점에 관해 지

구상에 유통되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기

계적인 방법을 통해 유의미한 가치를 분석해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실제로 ICT혁명은 책, 보고서, 신문 기사, 댓글, 웹 페이지, 이메일, 블

로그, 사진, 동영상이나 모바일 통신을 통해 개인 간에 주고받는 사회관

계망서비스(SNS)자료까지 엄청난 양의 인류의 정보 자산을 축적, 유통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빅데이터란 이렇게 쌓여있는 대량의

정보 그 자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범주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

적으로 집계하고 상호 연관시켜 현재 상태를 단순히 범주화하는 기존의

이론적 연구의 테두리를 벗어나 반복되는 행동 패턴과 의미 있는 경향을

식별하는 데이터 처리의 새로운 기술(Daniel, 2015)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실시간 자료들을 포함하여 기존

의 사회과학적 분석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던 유용한 정보와 의미를

빠른 속도로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지은·백순근, 2016) 물론

현재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통계적 의미를 갖는 정량적 분석에 국한되

어 있으며, 분석되는 주제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활용되었는지

에 대한 질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연구자가 추가로 분석

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업시민성’개념 분석에서 보았듯이 빅

데이터 분석 기법은 경제교육학 연구에 분명한 시사점을 준다. 먼저 특

정 경제개념과 관련한 전수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해당 개

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어떤 측면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분석

에서도 나타났듯이 기업시민성 개념을 둘러싸고,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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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 따라 개념을 구성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수많은 자료들 중 일부만을 채택할 경우 우려되는 경제 개

념에 대한 상상적 혹은 편파적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현실 경제의 실질적

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 보도와 기업인

신년사를 중심으로 분석했으나 여기에 SNS나 댓글 등의 데이터를 분석

한다면 대중들이 인식하는 개념의 특징을 살펴보는 용도로 확장될 수 있

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념의 변화 혹은 변이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는 해당 경제개념의 지속성과 확장성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한편 시대적 특징에 따른 개념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

다. 이뿐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석해낸 통계적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제 개념의 변화

와 특징을 시각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 예로 본 연구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처럼 각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활

용한 언어의 시각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조직마다 혹은 시기마다

언어와 개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개

념이 활용되는 조직적, 시대적 맥락과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경제개념이 고정되거나 단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처럼 진화, 발전,

변화, 전이 등의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며, 다양한 사회·정치적 변화에 따

라 개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이론적 설명이 아닌 실체적 형상을 통

해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 경제교육을 위한 직접적인 경제개

념의 이론적 특징과 지식을 구성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제개념의 지속

성과 확장성을 확인하고, 사회적 활용도와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에서 경제교육 내용으로 채택할 가치가 있는 동시대적 경제의제를 발견

하는 탐색연구 방법으로는 적절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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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 및 결론

기업시민성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물결을 타고 도입된 후 다양한 실천

과 논의, 성숙의 과정을 거쳐 현재 자본주의 진영에서 상당한 숙고의 대

상이 되고 있는 동시대적(contemporary) 개념이다.

기업시민성이란 ‘사적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새롭게 부

여된 개념으로, 기업도 사회의 공공선에 헌신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와

관련 있다. 여기에 다양한 실천과정과 이론적 논의, 사회적 요구 등이 합

쳐지면서 기업의 공공성을 넘어 윤리적 의무와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

는 책임감까지 논의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교육을 위한 동시대적 경제 개념으로써 기업시민성을

기업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분석 작업을 진

행하였다. 실제로 이 같은 동시대적 개념은 경제사회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교육에서 내용으로 채택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경제

교육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탐색연구가 필요하다.

탐색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이론적 탐색을

통해 ‘기업시민성’ 개념의 생성과 전개과정 그리고 다양한 측면의 논의들

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

업시민성 담론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언론보도와 기업인 신년사에

나타난 기업시민성의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먼저 이론적 탐색을 통해서 세계 자본주의 진영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

업시민성’을 파악했다. 기업시민성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열풍과 세계화

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들이 ‘친사회적 이미지’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갖기 위한 경영전략적 목적에서 도입했다. 그러

나 이후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와 이론적 발전, 신자유주의가 도전받기

시작한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며 기업시민성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 기업시민성 개념을 둘러싼 논의는 크게 세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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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갖게 되었다. 즉 경영전략적 선택, 사회윤리적 책임, 창조적 자본

주의가 그것이다.

경영전략적 선택은 ‘기업시민성’ 개념이 출현하고 발전한 본래의 모습이

다. 즉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기부, 자선 활동을 펼치고,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한 현지에서 사회적 기여를 통한 현지화로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고 신뢰를 얻는 마케팅적 목적이다. 그러는 한편에선 사회

과학적 연구와 기업범죄나 기업의 편법적 관행에 대한 견제와 단죄의 목

소리가 높아지고, 기업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윤리적 의무를 수행

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여기에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설

립자인 빌 게이츠는 기업이 불평등 극복과 빈곤 퇴치 등 사회문제 해결

의 주체로 나설 것을 호소하는 ‘창조적 자본주의’ 주장이 가세했다. 이처

럼 기업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기업시민성’은 점

차 그 범주와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기업시민성’ 개념은 어떻게 인식되고, 실천되

고 있으며, 논의의 수준은 어디쯤 도달해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본 연구에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언론보도와 기업인 신년

사에 나타난 기업시민성 개념을 분석하였다.

언론보도는 사회적 어젠더를 형성하고 전파할 뿐 아니라 특정 어젠더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내용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담론의 현주소와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적합한 텍스트다.

기업인 신년사는 매년 정규적으로 내놓는 기업인들의 대내적, 대외적

메시지다. 여기에는 기업인들의 한 해 동안의 계획과 비전, 행동철학, 사

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인들이 기업시민성

담론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로 채택했다.

본 연구는 보수적 성향의 매체인 중앙일보와 진보적 성향의 매체인 한

겨레신문을 분석했다. 분석 기사는 1990~2017년 상반기 기사 중 본문과

제목에 ‘기업’이 포함된 모든 기사로 분석건수는 약 37만 건이었다. 이들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토픽모델링 LDA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였다. 기업



- 98 -

인 신년사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

국경영인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개 경제단체장들의 신년사

(1990~2017년)을 분석했다. 이들 텍스트 분석에는 언어네트워크 분석과

워드 클라우드 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먼저 언론분석 결과 언론에서 다루는 기업시민성 개념은 기업의 좋은

이미지와 선행을 홍보하기 위한 ‘경영전략적’ 목적에 따른 활용과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 획득을 위한 책임을 촉구하는, 두 개의 측면으로 나뉘어

있었다. 보수성향 매체는 전자에 많은 비중이 쏠려 있는 반면, 진보성향

매체는 기업들의 ‘반기업시민적’ 행태를 고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정당

성과 관련한 보도를 하는 경향이 강했다.

언론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시민성과 관련된 보도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업시민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신년사는 기업인들의 기업시민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텍스트에

포함된 관련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살펴보았다. 언어네트워크 분석에 따

른 단어의 중앙성 분석에선 대기업 신년사의 경우 ‘신뢰’‘희망’‘행복’과 같

은 수사학적 표현이 높은 중앙성을 보였다. 기부, 동반, 공정 등 일부 구

체적 언어는 특정한 해에 중앙성이 높아졌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

었다. 이는 구체적 행동언어는 자체적으로 내재화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해에 필요 혹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장들의 신년사에도 역시 신뢰, 행복

등의 수사학적 언어가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헌, 일자리,

지속가능 등은 비교적 특정 시기를 지나면서 일정한 중앙성을 갖는 모습

을 보였다. 언어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2000년대 경제단체 신년사에 윤리

경영, 투명경영이 동시에 등장했다 이후에는 사라지는 모습이 분석됐다.

이 의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에서 기업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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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언어의 활용 사례로 볼 수 있다. 또 일

자리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우리 사회의 주요 어젠더로 등장한 점 등으

로 미루어 경제단체의 경우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대해 민감하게 반영하

는 경향을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기업인들의 기업시민성에 대한 인식은

‘경영전략’의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업시민성 담론은 ‘경영전략적’ 차원과 ‘사회

적 정당성’ 요구라는 두 가지 쟁점이 대립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관련 주제가 논의된 전체 문서를 대상으로 특정 주제

를 뽑아낸다는 점에서 전체적 경향성(trend)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전체적 추세와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특정 개

념이 활용되는 방향과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기업시민성이 실천적 개념인 동시에 논쟁적 개념이

며,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성장 어젠더라는 점을 분석했다. 이런 점에

서 기업시민성은 현재 경제교육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탐색적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경제교육적

함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경제교육에 있어서 논쟁적 개념은 경제지식이 아닌 경제적 사고

방식을 기를 수 있다. 기업시민성은 기업의 사적인 측면과 공공성과 윤

리성 측면의 논쟁부터 기업의 경영전략 활동과 사회윤리적 측면 등 다양

한 논쟁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입장에 따라 합의될 수 없는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복잡한 논쟁적 문제이다. 그럼에도 현대사회의 경제문제

가 점점 기존 지식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복잡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개념에 대한 학습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문제제기와 지식교육을 결합하는 새로

운 수업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교실수업 현장을 ‘실

천과 탐구의 인식공동체’로 상정하고, 학생들도 지식의 주체적 탐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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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 지식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즉 ‘기업

시민성’이라는 한 개념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학습하

면서 한꺼번에 여러 개념과 사회구조를 함께 학습하는 방법이 유용하게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개념을 탐색하기 위해 경제뿐 아니라 일반사

회, 역사, 법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학습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시민성은 원래 기업현장에서 사회공헌, 기부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생성되고 발전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일부 활동은 획기적

인 사회변화를 이끌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기업의 공익적 활동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점검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분석하는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계속 연구를 통해

우리는 기업시민성 개념을 보다 정교화할 수 있으며, 사회적 대안도 제

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경제교육적 함의뿐 아니라 사회적 함의도 생각해볼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기업가들의 기업시민성 인식에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반영되

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업인들의 기업시민성 관련 인식

이 사회적, 정치적 요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개념의

사회적 성숙은 기업인들의 성숙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

원들의 기업시민성 인식이 우리 기업들의 인식전환과 실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기업들의 실천사례 연구나 이념적 논쟁 등을 통해 기업

시민성 개념을 더욱 확장시키고, 논리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구성

원들의 기업시민성 개념을 숙성시키는 것이 기업에 대한 요구와 주장보

다 선행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과 공공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헌

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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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of introducing real-world economic issues, as distinct

from knowledge based on economic theories, to classrooms and

curriculums has been a lasting challenge to the discipline of Economic

Education. Indiscriminate allocation, however, of class time to

miscellaneous and short-term economic phenomena in the market is

inadvisable.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identify and select down to

earth economic concepts and contents that are worth teaching.

In this study, real-world economic issues with educational values

were named “contemporary economic agenda (CEA)” and CEA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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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as “economic concepts that (1) reflect social and economic

trends and that (2) demonstrate theoretical as well as practical

sustainability and expandability.” Focusing on “corporate citizenship”

as a CEA concept, 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concept was

carried out as a preparatory step for creating content for Economic

Education. Major exploratory issues included the following: (1) the

conceptual value of corporate citizenship, (2) characteristics found in

the social and corporate understanding of corporate citizenship in

Korea, and (3) implications for Economic Education.

The exploratory research was followed by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social discussion of corporate citizenship in Korea, which has

been mostly generated by three perspectives: managerial strategic

necessity, socio-ethical legitimacy, and creative capitalism.

To implement a full-scale exploration of the research topic, a big

data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analyze the use of corporate

citizenship in media articles and New Year’s addresses made by

business leaders from 1990 to the first half of 2017. The media texts

were subject to analysis because the media is a major influence that

delineates the current social discourse on corporate citizenship. The

New Year’s addresses were selected because they are important texts

that reflect businesspeople’s understanding of corporate citizenship.

The following conclusions could be drawn from the analysis. First,

the conservative media focused on the managerial strategic issues

such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hereas the progressive media

emphasized the issue of socio-ethical legitimacy that has to be

secured by corporations. Second, the sustainability and expandability

of corporate citizenship as a concept were demonstrated by the

increasing use of the concept by both the media and corporations

with passage of time. Third, corporations and economic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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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 to cope with corporate citizenship in accordance with the

socio-political agenda that are required by the era.

In sum, this research has shown that corporate citizenship is at the

same time practiced and debated and that the social interest in

corporate citizenship as an agenda is growing. Such a dynamic

concept is difficult to teach in the current environment of Economic

Education: textbook-centered education to teach conclusive and fixed

understanding of economic phenomena. In other words, a new method

of Economic Education teaching is called for.

In response to the necessity, this study proposes a new design of

classroom teaching that combines issue-raising with knowledge

education. To fulfill that goal, “epistemic communities of practice” is

proposed. In the practice, students participate in the classroom as the

major actors who seek and create knowledge. A multidisciplinary

focus on corporate citizenship as a means to explore and educate

diverse inter-related issues in economic, social, historic, legal realms

demands new teaching methods suited to the coming

post-contemporary society.

keywords : corporate citizenship,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temporary economic agenda, epistemic communities of

practice,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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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워드클라우드 결과

◇ 삼성 (1990, 2000, 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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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2000, 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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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1990, 2000, 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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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1990, 2000,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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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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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1990, 2000, 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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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1990, 2000, 2010년대)



- 123 -


	Ⅰ. 서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방법과 연구문제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Ⅱ. 이론적 배경 
	1. 기업시민성의 등장배경 
	2. 기업시민성 개념의 구성 
	3. 기업시민성과 경제교육 

	Ⅲ. 연구 방법 
	1.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1) 빅데이터의 특징 
	2)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 
	3) LDA의 교육학적 활용 

	2. 연구 분석 모델 
	1)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2) 언어네트워크 분석 

	3. 데이터 및 분석 

	Ⅳ. 분석 결과
	1. 기업시민성 개념의 구성 
	2. 기업시민성 개념의 특징과 쟁점 
	1) 언론보도에 나타난 기업시민성 
	2) 언론보도에 나타난 기업시민성의 시대별 변화
	3) 기업인 신년사에 나타난 기업시민성 개념의 특징
	4) 분석에 나타난 쟁점 정리 


	Ⅴ. 결론 및 제언
	1. 경제교육적 함의 
	2.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startpage>10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의 방법과 연구문제  7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9
Ⅱ. 이론적 배경  11
 1. 기업시민성의 등장배경  11
 2. 기업시민성 개념의 구성  22
 3. 기업시민성과 경제교육  26
Ⅲ. 연구 방법  34
 1.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34
   1) 빅데이터의 특징  34
   2)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  36
   3) LDA의 교육학적 활용  39
 2. 연구 분석 모델  41
   1)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41
   2) 언어네트워크 분석  44
 3. 데이터 및 분석  45
Ⅳ. 분석 결과 54
 1. 기업시민성 개념의 구성  54
 2. 기업시민성 개념의 특징과 쟁점  56
    1) 언론보도에 나타난 기업시민성  56
    2) 언론보도에 나타난 기업시민성의 시대별 변화 66
    3) 기업인 신년사에 나타난 기업시민성 개념의 특징 68
    4) 분석에 나타난 쟁점 정리  82
Ⅴ. 결론 및 제언 85
 1. 경제교육적 함의  85
 2. 요약 및 결론  96
참고문헌 101
Abstract 107
부록 111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