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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에서 은 이후 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MF 
재까지 끊임없이 담론과 규모의 측면에서 확산 및 확장을 거듭하며 제도
화되고 있다 년대 초반에 개별기업의 전략적 필요와 해외 진출 대. 1990
기업들의 모방적 동형화로 인해 실험적으로 이식 및 도입 되었던 CSR
은 이후 급속히 확산되며 한국의 재벌집단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당IMF 
성 확보의 지배적 수단으로 채택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사회공헌 지출. , 
사회공헌 전담조직 및 기업재단의 설립은 경기변동과의 연동도 없이 꾸
준히 확장을 겪는데 현 시점 년을 기준으로 주요 대기업 개사는 , 2017 198
조 억원 평균 세전이익 대비 을 지출하고 있다 총 이익 대2 7243 ( 2.2%) . 

비 지출 비율로만 보면 전략적 을 활발히 실천하는 일본과 미국의 CSR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도 더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이 제도적 확산의 정도
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제도주의적 시각에 기반한 한국의 기존 연구는 기업의 도CSR 
입과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압력 압력에 취약한 기업 그리고 학, , 
습과 모방을 통해 제도를 이식하는 수용기관들의 종류에 대해 통계적으
로 검증하며 동형화의 패턴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정리된 바에 따. 
르면 한국의 은 이후 정당성과 불신의 문제를 겪는 재벌을 중CSR IMF 
심으로 미국식 을 이식 하는 방식으로 기업집단 내부에CSR (transplant)
서는 강압적 동형화가 그리고 외부로부터는 모방적 동형화가 동시에 진, 
행해왔다. 

하지만 의 도입에 있어 재벌집단의 주도적인 역할에도 불구CSR
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재벌 이라는 조직론적 변수가 의 진화에 , ‘ ’ CSR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선행연구의 공백이 존재했다 이 글. 
에서는 재벌집단 별로 제도가 진화되고 있는 현 시점 그 전략이 CSR , 
재벌의 조직론적 성격에 의해 독특하게 구조화 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미국식 외형적 이 한국에 도입되고 진화되는 과정.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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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한국 고유의 조직론적 변수인 재벌 로 인한 의 한국적 접‘ ’ CSR
변화 현상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acculturation) .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공백과 양적 자료의 빈약함을 받아들이며, 
탐색적 단일 사례연구의 방법을 통해 하나의 대표적 사례에서 드러나는 
패턴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서 추후 연구에 대한 초석으로 기능하고자 한
다 사례연구의 대상은 년부터 현재 년 까지 진화를 거듭하고 . 2006 (2019 )
있는 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과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 도입으로SK
서의 전략으로 설정하였다CSR . 

는 사회적 기업의 직 간접 설립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SK 1) / , 2) 
대상으로 한 구매시장 제공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의 개발 및 적용, 3) , 4) 
측정된 사회적 가치에 비례하는 지원금 제공 그리고 계열사들의 사회( ) , 5) 

적 가치 측정과 모니터링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생태계를 확산
하는 방식의 전략을 차례로 실천해왔다CSR .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전략이 도입되고 전파되는 CSR 
양상 그리고 각각의 전략이 구체적으로 구조화 되는 양상이 의 재벌, SK
론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음을 보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는 년대 초반 이후 거버넌스 문제SK 1) 2000
를 위시한 정당성 위기와 규범적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서 의 확산CSR
을 추구한다 초기 제도공백기에는 선발주자 계열사로서 사회공헌전. 2) 
담실이 있는 텔레콤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식이 습득되고 텔레SK , 
콤의 인원이 그룹 차원의 의 허브에 해당하는 행복나눔재단으로 ( CSR ) 
이식되며 모방적 동형화 과정이 그룹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 
이후 제도적 기업가 로서 그룹 총수 최태3) (institutional entrepreneur) (
원 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행복나눔재단이라는 제도 수용) (
체 전담기관 이 적극적으로 작용하며 새로운 각각의 이니셔티브가 도입/ )
되고 내부 의 진화가 이루어진다CSR . 

이에 더해 의 전략은 자금과 인적자본의 상향적 결집 SK CSR 1) 
및 하향적 분배 지분망 구조의 전환을 통한 사회적기업 구매시장 체, 2) 
계 및 자원처 확보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의 자생적 개발을 통한 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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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장 공백의 대체 그리고 제도적 기업가로서 그룹 총수가 제기하, 4) 
는 이니셔티브와 영향력으로 인해 구조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 

제도가 한 기업집단 내에서 진화하는 양상은 재벌집단 내에서 발CSR 
견될 수 있는 대표적 조정양식과 구조적 역량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주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공유가치 창출 재벌 기업집: , , , , 
단 신제도주의 제도적 기업가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업, , , , 

학  번 : 2016-2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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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한국에서 은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이 담론과 규모의 CSR IMF 
측면에서 확산 및 확장을 거듭하며 제도화되고 있다 년대 초반에 . 1990
개별기업의 전략적 필요와 해외 진출 대기업들의 모방적 동형화로 인해 
실험적으로 이식 및 도입 되었던 은 이후 급속히 확산되며  정CSR IMF 
당성과 불신의 문제를 겪는 한국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당성 확보의 지
배적 수단으로 채택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사회공헌 지출 사회공헌 전. , 
담조직 및 기업재단의 설립은 경기변동과의 연동도 없이 꾸준히 확장을 
겪는데 현 시점 년을 기준으로 주요 대기업 개사는 조 억, 2017 198 2 7243
원 평균 세전이익 대비 을 지출하고 있다 총 이익 대비 지출 비( 2.2%) . 
율로만 보면 전략적 을 활발히 실천하는 일본과 미국의 대기업과 CSR
비교했을 때도 더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이 제도적 확산의 정도를 단편적
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기존 연구의 전략은 크게 두가지
로 나뉜다 첫째 거시적 시각에서 제도주의 이론을 동원해 기업의 . , CSR 
도입과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압력 압력에 취약한 기업 조직 그, / , 
리고 학습과 모방을 통해 제도를 이식하는 수용기관들의 종류에 대해 통
계적으로 검증하며 동형화의 패턴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어왔다 예종석( , 

김수한 이명진 김관우 백경민 김회성 외2003; · , 2014; 2017; , 2010; , 2013; , 
등 그리고 둘째 구체적인 전략의 실행이 특정 이해관계자에 2009 ). , CSR 

미친 효과나 혹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한 검증에 대한 연구가 있다 임순이 박종철 이한준( · , 2012; , 2007; 
김수연 김인기 김유별 손용석 유건우 등· · , 2013; · , 2013 )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조직론적인 
변수에 주목하였다 한국의 이 재벌이라는 한국형 기업집단을 중심으. CSR
로 해외의 사례를 이식 하는 방식으로 동형화 과정이 , CSR (transplant)
진행되어 왔다면 재벌의 독특한 조직적 특성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의 , CSR
한국적 접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기 (accul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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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특히 기업집단 별로 프로젝트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 그 . CSR 
전략이 재벌의 조직론적 성격에 의해 구조화 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
다.

선행연구의 공백상 이 연구는 탐색적 단일 사례 연구의 방법을 
통해 하나의 대표적 사례에서 드러나는 패턴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서 추
후 연구에 대한 초석으로 기능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의 사회적. SK
기업 생태계 지원과 사회적 가치 측정 개발로서의 전략을 사례연CSR 
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는 사회적기업의 직 간접 설립 제품 구매시장 제공SK 1) / , 2) , 3)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의 개발 측정된 사회적 가치에 비례하는 지원, 4) ( ) 
금 제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열사들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모니터, 5) 
링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생태계를 확산하는 방식의 전략을 추구하CSR 
고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전략이 어떤 형태의 기업집단 내 조직간 조정. 
을 거쳐 구조화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 
이후 한국에서 제도가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신제도주의적 관IMF CSR 

점에서 규명하는 실증 연구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다 이러. 
한 선행연구의 정리를 통해 한국에서 이후 재벌을 대상으로 한 IMF 1) 
정당성에 대한 규범적 압력의 심화와 전경련 및 재벌이 주도한 한 CSR 
제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 윤리경영 보고서의 채택과 사, 2) 
회공헌 지출의 증가로 대표되는 미국식 외형적 가 CSR (Explicit CSR)
확대재생산 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이 이후로 사회공헌 지출이 , 3) 2012
년까지 경기변동과 연관 없이 끊임없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
다. 

둘째 한국형 기업집단인 재벌 의 조직론적 성격과 이러한 성격, ‘ ’
을 조형하는데 있어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해왔던 역사적 과정에 대해 다
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금융시장의 수직적 통제. 1) 
와 유교적 가족 제도에 배태된 재벌에서 위계적인 조직 간 지분망과 2) 
거버넌스가 탄생했음을 살핀다 이에 더해 와 세계화 이후 정당성의 . ,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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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식적 구조 차원에서 지주회사 체제 정립 사외이, 
사제도 도입 직속 기획조정실 비서실의 축소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한 거버넌스 체계가 등장했지만 사례를 통해 아직도 기업간 조정 , SK 

에 있어서 위계적 양식이 잔존함을 보인다(coordination) . 
셋째 의 대표적 사례인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 전략에 , SK CSR 

대해서 다룬다 이 전략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기업집단 내 핵심 조직과 . 
행위자에 대해서 파악하고 조직간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 그리, , 
고 집합적 과제에 있어서 기업간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CSR 
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 가 전략을 추. SK CSR 
구하는데 있어서 자금과 인적자본의 상향적 결집 및 하향적 분배1) , 2) 
특정 계열사의 지분망 구조의 전환을 통한 사회적기업 구매시장 체계 및 
지원 자금 확보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의 내부화 그리고 제도적 , 3) , 4) 
기업가로서 그룹 총수가 제기하는 이니셔티브와 영향력 등 재벌집단 내, 
에서 발견될 수 있는 대표적 조정양식 그리고 구조적 역량과 위험이 동, 
시에 드러나고 있음을 보인다.

이론적 자원II. 

제도와 제도적 환경1.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의 정의와 제도화의 기제1) 

이 소절에서는 본 논문의 토대가 될 신제도주의 이론의 핵심적 내
용에 대해 살펴보고 신제도주의의 경직적 가정들을 보완하거나 다른 이, , 
론들과의 접합을 시도한 추후의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주의 이론에서 제도 란 조직을 둘러싸고 조직의 구조에 영향‘ ’ , 
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요인으로서 파악된다 여기서 제도는 특정한 장 . 
(field)1) 내에서 행위자들 간 오랜 상호작용의 결과로 관습화 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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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되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단계에 이른 상(taken for granted) ‘
호화 된 전형 혹은 사회적 규칙을 뜻한다 (reciprocated typfication)’, 

제도주의가 (Berger and Luckman, 1967; Meyer and Rowan, 1977). 
다른 거시 조직이론과 구별되는 중요한 문제의식 중 하나는 특정 조직이 
받아들이는 구조나 관행 중 일부는 명확한 조직의 맥락 공식 목표와 기능(
적 효율성 과 괴리되어 보인다는 것이다 ) (decoupling) (Meyer and 

그런데 동일한 장 내에서 조직들은 각기 다른 목표와 기Rowan, 1977). 
능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사한 구조를 띤다 제도주의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 
설명하기 위해 조직들이 환경에서 당연시 되는 규칙 규범 법률들을 일부 , , 
받아들여 조직의 정당성2)을 확보함으로서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고 , 
가정하였다 (Meyer and Scott, 1983; DiMaggio and Powell, 1991; 
Suchman, 1995). 

은 제도화 과정이 일어나는 작동 기DiMaggio and Powell(1983)
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크게 세가지 형태의 기제에 의해 조직 장 내 
조직들이 제도적 환경의 일부를 받아들여 유사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첫째 강압적 동형화 는 국가. , (coercive isomorphism)
나 강한 권력을 가진 거대 조직과 같이 상대적으로 강한 권력과 억제력을 
지닌 이들의 영향으로 특정 제도가 확산되는 현상을 포괄한다 조직들은 . 
법적 처벌 강력한 정치적 지지기반의 철회 재정적 지원 공급의 중단 등, , /
의 제재의 가능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특정 관행을 받아들인다 둘째 모방. , 
적 동형화는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속에서 여타 조직의 다른 표준적 모범, 
적 관행을 이식하여 도입하는 것을 뜻한다 셋째 규범적 동형화는 특정 . , 
장 내에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엇이 적절한 행위인지에 대한 지침

1) 여기서 조직 장 은 외부보다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고  ‘ (organizational field)’ “
결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동일한 의미의 체계를 나누는 경계 를 의” (Scott, 2001: 84)
미한다.

2) 여기서 정당성은 일반화된 지각이나 가정으로서 하나의 실체 의 행동들이 사회 “ , (entity)
적으로 구성된 규범들 가치들 신념들 정의들의 체계 안에서 바람직하고 적당하며, , , , , 
또는 적절한 것이라고 지각되거나 가정된 것이다 배병륭” (Suchman, 1995; , 2015: 

에서 재인용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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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여 이에 순응했을 때 사회적 정당성을 조직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신제도주의 이론의 수정과 보완2) 

신제도주의 이론은 거시조직 이론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론적 깊
이를 더해주었지만 조직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한계와 방, 
법론적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새로운 이론적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는. 
데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핵심 보완 지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 
다.

우선 첫째 동형화가 일어나는 조직 장 의 , (organizational field)
경계와 범위 다양한 조직 장 간의 중첩성 그리고 조직 장이 표상되는 방, , 
식 등에 대해서 기존의 논의가 너무 단순하여 현실에 있는 동형화 현상의 
다양성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존재해왔다 (Greenwood et al, 
2011; Greenwood and Meyer, 2008; Marquis and Tilcsik, 2016).

가령 한 기업이 속한 조직 장의 경계와 범위는 어떻게 표상할 것
인가 또한 기업이 속한 수많은 장 지역사회 동일 산업군 생산시장 국? , , , —
가 는 어떻게 상호중첩되며 조직의 동형화 기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네트워크 이론은 이러한 지적을 통해서 신제도주의의 설명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3) 가령 앞서 언급한 중첩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생각. 
해보자 이 지적한대로 기업은 미시적 수준에서 이를 둘러. D.Chang(1999)
싼 지분망이라는 조직 장에 배태되어 있지만 거시적 수준에서는 한 국가, 
의 법적 제도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 때 재벌에 대한 국가의 법적 제재. 
의 변화는 국내의 모든 재벌에 속한 기업들과 이들의 지분 연결망에 영향
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도적 동형화 과정이 발생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연. 
결망 혹은 더 구체적으로는 지분망 의 단위에서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며( ) , 
제도적 압력의 영향력을 각 연결망마다 다른 방식으로 조절한다 관계론( ) . 

3) 본 논문에 언급한 의 연구 이외에 네트워크 이론과 방법론을 통한 제도 D.Chang(1999)
주의 연구의 보완과 수정은 다음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Guler et al(2002); 
Westphal et al(2001); Lauman and Knocke(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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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법으로 보면 각 재벌들은 지분망 네트워크의 위계성의 정도에 따
라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혹은 구조적 역량 이 다르다 이에 더해 ( ) . 
위치적 접근법으로 보면 지분망의 구조적 위치 혹은 역할 등위성 에 따라 ( )
환경의 영향력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행위자 및 행위자성에 대한 고려가 적어 조직과 제도의 이, (
분법에 있어서 제도의 영향만을 너무 일방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제도의 ) , 
변화나 새로운 도입에 있어서 논의가 경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존
재했다. 

신제도주의 시각에서 제도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고 일방적이며 일
괄적인 것으로 설정되어 조직은 디커플링 현상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일방
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 
개별조직들이 제도적 환경의 압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적 주체적으로 , 
대응할 수 있는 상대적 역량에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화가 이루
어지더라도 조직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 정도가 다를 것이다 (Guler et 

이에 더해 조직은 단순히 일방적인 순응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al, 2002). 
으로 제도적 압력에 적응한다 는 제도화 과정 속에서 조직은 . Oliver(1991)
부정 회피 타협 등의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이에 적응한다고 주장하였, , 
다.

이에 더해 특정 구조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지향적 혹은 이익지향적 행위자 그리고 행위자들의 연합에 , ,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행위자성 의 문제를 다. (agency)
시 전면에 제기하며 제도적 기업가 라는 새‘ (institutional entrepreneur’)
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이때 제도적 기업가는 특정한 제도적 구성에 대한 . “
관심에 기반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변형할 수 있는 자, 
원과 역량이 있는 행위자들 를 포괄한” (Hardy and Maguire, 2008: 198)
다 특히 제도적 기업가의 영향력은 새로운 제도적 환경이 도입 및 형성되. 
는 초기 단계나 혹은 제도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전환의 국면에 상대
적으로 강력하게 작용한다 (DiMaggio, 1988). 

행위자성을 강조한 이러한 관점은 사회구조의 이중성 를 (d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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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구조에 배태된 행위자 가 구조를 , (embedded agent)
단순히 제약 조건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특정 제도적 선택과 실천을 촉, 
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역량이자 자원으로 동원하는 이로 설정된다 
(Giddens, 1984; Battilana and D’aunno, 2009).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론2. (CSR) 

이 소절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 (Corporate Social 
이하 의 개념과 범주 이를 둘러싼 논쟁 및 공유된 Responsibility, CSR)’ , 

가정 의 제도적 담론적 진화의 양상 그리고 기업들의 을 추동, CSR , , CSR
하는 전략적 정치경제적 제도론적 요인들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간략하게 , ,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초점인 의 사례에 대한 이. SK CSR 
해의 배경과 비교론적 맥락을 제공하고자 한다.

개념의 정의와 해석의 다양성1) 

우선 의 정의와 이를 둘러싼 논쟁부터 살펴보자 현대적 의미CSR . 
의 이 학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부터인데 그는 CSR Bowen(1953) , 

을 주어진 사회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되는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결CSR “
정을 내려서 바람직한 행동을 실천할 기업인들의 책무 로 정의 내린바 ” (6)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상민. European Commission(2011; , 

에서 재인용 의 정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사업 영역2016 ) CSR “
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관심사들을 수용해 적용함으, 
로서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 이라고 정의내리고 ” 
있다. 

은 의 광범위한 정의에 따른 학술적 혼란을 방Carroll(1991) CSR
지하기 위해 해당 개념을 네가지 하위요소로 나눈 분류틀을 제시했다 그. 
녀에 따르면 은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CS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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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뉜다. 
간략하게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자 경제적 책임 . (economic 

은 기업에 대한 경제학의 표준적 해석을 반영한다 즉responsibilities) . , 
기업은 생산의 기본 단위로서 시장을 통해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효율적, 
으로 조직화 하여 다시 시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한, 
다 이때 경제적 조직으로서의 기업의 책임은 소비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 , 
재화와 서비스를 알맞게 제공하고 이윤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주주의 이, 
익 환원과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법률적 책임은 이러한 . 
기업의 생산과 이윤추구 활동이 기존의 법률을 준수하는 제약 조건 내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윤리적 책임은 비록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 
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범과 가치에 최대한 부합하
는 방식으로 기업의 영리 추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자선적 책임은 기업의 자발적 자선과 기부라는 잉여의 사후적 사회, 
적 재분배를 통해 공익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Carroll, 1991).

위에서 언급한 의 다양한 정의와 구성 틀에서 유추할 수 있듯CSR
이 은 다양한 의미론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담론에서는 다음과 CSR . CSR 
같은 두가지의 최소한의 가정과 함의를 공유하고 있다.

우선 담론은 기업을 원자적 혹은 과소사회화 된 존재가 아CSR ( ) 
닌 관계론적 관점에서 인식하며 기업과 이를 둘러싼 환경의 상호의존성과 , 
상호연관성을 인식한다 이러한 관점은 (European Commission, 2001). 
이해관계자론 (stakeholder theory) (Freeman, 1984; Donaldson and 

의 해석에서 두드러진다 에 따르면 이해관Preston, 1995) . Freeman(1984)
계자는 조직의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목표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개“ , 
인과 집단 을 일컫는데 기업의 대표적인 이해관계자는 주주 직원 노동” , , /
자 소비자 공급자 지역사회 정부 등이 있다 현대적 기업이 이들과 맺, , , , . 
는 지속적이고 지대한 상호작용과 이에 따른 상호적 영향은 기업으로 하
여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책임의 대상이자 전략의 조건으로 인식할 것
을 요청하고 있다.

둘째 담론에서는 제도적 환경으로부터 기업에게 기대되는 ,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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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원칙과 규범이 존재하고 기업은 이에 대해 자발적이고 역동적으로 , 
대응하는 조직이라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담론이 (Bowen, 1953). CSR 
함의하는 이러한 측면은 결국 기업의 행위가 규범적이고 가치론적으로 보
았을 때 바람직하고 적당하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동반한다는 , , 
점에서 정당성 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 (Suchman, 1995) .

이러한 공유된 가정에도 불구하고 은 본질적으로 경합적인 CSR ‘
개념 으로서 다양하고 복(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Gaille, 1956)
합적이며 가치 내재적이다 때문에 이는 기업과 사회의 관계 , . 

에 대한 깊은 정치적 규범적 논쟁을 함축하(business-society relations) , 
고 있다 (Jenkins, 2005: 526). 

가령 대표적으로 최소주의적 관점과 최대주의적 관점의 대립이 있
다 엄격한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은 오로지 경제적 법. (minimalist) CSR , 
적 책임에 한정되고 이를 넘어서는 것은 단순히 어리석은 것 을 넘어 경, ‘ ’
영자의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 최소주의자들에게 기업이 생산과 판매 이외. 
의 사회적 문제에 자원을 지출하는 것은 비용 증가로 인해 기업과 직접적
인 시장 관계를 맺고 있는 주주 소비자 직원들의 몫을 감소시키는 결과, , 
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업을 소유하며 이윤배분에 대한 권리를 . 
부여받은 주주들의 몫이 줄어들 확률이 크다는 점에서 기업의 본연 의 역‘ ’
할이 저해될 수 있다 반면 최대(Himmelstein, 1997; Friedman, 1970). 
주의적 규정에 입각한 시각에서 보면 기업이라는 경제적 조직이 부여받은 , 
법적 권리도 결국은 사회적 규범과 정당성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데 기업. 
은 직원 소비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에 단기적 시장관계로 환원할 수 없, , , (
는 다양한 형태의 장기적 외부효과를 통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 . 
기업은 단순히 시장적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넘어 장기적 시장활동이 이해, 
관계자들에게 미치는 결과가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는 것인지 스스로를 모
니터링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적으로 공표하며 사회와의 적극적인 상호작, , 
용을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Freeman, 1984).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공헌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레토 
개선의 조건을 제공하고 선순환적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 (Clar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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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의 영향과 선행요인에 대한 실증연구2) CSR

그렇다면 은 기업의 경쟁력과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CSR ? 
또한 반대로 개별 기업들의 실천의 핵심영역과 수준을 결정 짓는 요CSR 
인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답하고자 하는 실증연구들을 간략히 검? 
토해보자 의 영향과 선행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는 크게 전략적 정치. CSR , 
경제학적 그리고 제도주의적 시각을 채택한 연구들로 나뉜다 , 
(McWilliams and Siegel, 2001; Pope, 2016; Pope and Meyer, 2016; 

각각의 접근법은 앞서 언급한 관계론적 시각과 Lim and Tsutsui, 2011). 
정당성 추구라는 의 핵심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분석의 초점 선CSR , 
험적 조건 그리고 강조점에 있어서의 차이가 존재한다, .

전략적 시각의 실증연구(1) 

우선 전략적 시각에서는 개별 기업들의 적극적 행위자성에 기반한 
의도적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전략적 시각에서의 기업은 계몽된 자기이. ‘
익 을 추구하(enlightened self-interest)’ (Steiner, 1971; Davis, 1973)
는 조직들이다 이들은 비록 이해관계자론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기업과 . 
환경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만 이러한 고려는 장기적 , 
의미에서 기업의 이익추구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 
중요한 환경적 요인 및 이를 우호적으로 바꾸는 전략 에 대해 적극적으로 ( )
탐색하며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선호에 부합하여 신뢰 평판 정, , , 
체성 동일화를 확보하여 장기적 이익을 추구한다 이때 기업에게 핵심적인 / . 
이해관계자는 비교적 명료하게 식별가능하며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 
로도 비교적 자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략적 시각에 기반한 실증연구는 크게 두가지 관심사로 나뉜다. 
첫째 이 조직성과 에 미치는 영향 그, CSR (organizational perform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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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영향을 매개하는 경로들을 검증하는 연구들이다 둘째 특정 기업이 . , 
놓인 기술적 산업적 조건 등에 따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 혹은 사회적 성, , 
과를 추구하는 정도 수준의 체계적인 차이가 발생함을 밝히는 연구들이다/ . 

전자 영역에는 한 기업의 측정 가능한 활동이 재무성과에 ( ) CSR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종업원 지역사회 등, , , 
의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도 포함된다 이는 기업을 .  
둘러싼 각종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서 CSR CSR
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파악할 수 있
게 한다 이러한 경로를 탐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 종업원에 미치는 . CSR
영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한 연구들에 집중된다. 

기업의 높은 사회적 성과 노무 관계 여성 약자에 대한 대우 환( , / , 
경 경영 등 는 조직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정보를 담은 시그널로서 받아들)
여져서 구직자들의 선호도를 높이며 인(Turban and Greening, 2000), 
지된 기업시민성의 정도는 조직에 대한 헌신을 높인다 (Peterson, 2004). 
이에 더해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종업원들에게 공정할 것
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Jones et al, 2014), 
참여한 종업원들은 집단적 정체성과 조직 동일시가 높아지며 이는 조직 
헌신으로 이어진다 결국 기업의 활발한 실천은 높은 (Bartel, 2001). CSR 
근로 선호도와 조직 헌신 그리고 낮은 이직률을 통해 동일한 인적 자본의 , 
높은 활용도를 이끌어내는 요소로 작용한다 (Bhattacharya et al, 2009; 

결국 은 기업 내 직업적 환경의 여Branco and Rodrigues, 2006). CSR “
타 측면들이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왜냐하. 
면 비록 급여는 한 사람을 물리적으로 직업에 붙들어맬 수 있어도 그를 
감정에 기반한 충성도와 헌신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Bhattacharya et al, 2008:29).

이에 더해 은 기업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와 평판을 향상시키CSR
고 고객 충성도와 소비자의 구매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이 때 , . 
인지된 활동 동기의 진정성과 호의성은 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CSR CSR
영향을 매개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소비자들이 기업의 활동에 대한 .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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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며 이를 진정성 있게 여길수록 그리고 활동에 , 
대한 호감도가 높을수록 기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한준 박종철 이에 ( · , 2009; Sen and Bhattacharya, 2001). 
더해 은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브랜드에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소비CSR
자 행동을 유발한다 윤각 서상희(Pivato et al, 2008; · , 2003).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이 종업원과 고객에 미치는 영향에 CSR
한정되는데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이 조, , CSR
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는 더욱더 다양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의 CSR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결국 과 재무성과의 관계는 도매급 인과관계. CSR ‘ ’ 
론의 도식으로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들이 메타분석 수준의 논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Waddock and Graves, 1997; Margolis and Walsh, 

이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성 2003; Margolis et al, 2009). 
종업원 고객 지역사회 정부 등 그리고 각각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 , , , ), 

다양한 경로 신뢰 평판 정체성 몰입 등 의 다양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 , , , )
있다. 

전략적 시각에 입각한 실증연구들은 특정 기업이 놓인 기술적 산, 
업적 조건이 개별 기업의 수준의 변이를 설명함을 보이기도 한다 이CSR . 
는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면 해당 기업이 놓인 산업적 기, , 
술적 조건의 차이에서 파생되는 의 잠재적 영향력의 차이에 대해서 CSR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의도적 전략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평판과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McWilliams and Siegel, 2001). 
조직의 경우 기부와 같이 겉으로 잘 드러나는 의 수준이 높을 것이, CSR
고 압력에 더욱 더 취약할 것이다, CSR .

이러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되었는데 가령 , 
소비자와의 직접적 접촉이 잦은 보험 소매업(e.g. , ) 전방산업 (B2C)의 경
우 다른 산업군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자선적 에 개입되어 있었다 CSR

소비자와의 높은 접촉면(Fisman et al, 2005; 2006; Fry et al, 1982). 
을 매출대비 광고비 비율로 사용해 측정한 김회성 외 에서도 가설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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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했다. 
의 경우 독재 정권 하 미얀마에 진출한 다국적 Spar et al(2003)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보이콧의 압력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이 
산업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 브랜드의 취약성 기, , 
존의 투자 그리고 전환 비용에 따라 기업들의 반응이 달랐다 가령 고정 , . 
비용이 높은 정유 자동차 제조 업체의 경우 잔류룰 그리고 의류 소비유, , , 
통과 같이 브랜드 취약성이 강한 업체의 경우 철수를 선택했다. 

정치경제학적 제도적 시각의 실증연구(2) , 

앞서 언급한 실증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기업은 생산 효율화와 
이윤추구의 조직된 단위로서 개별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하. 
지만 이러한 전략적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실적합성 그리고 설, 
명력 차원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불확실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에게 . 
구체적인 수준과 지침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그리고 어떤 형태의 이 , CSR 
가장 적절한지는 매우 모호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대기업의 사회공헌조. 
직의 임원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김지혜 는 이들도 특정 (2011)

이니셔티브의 효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적절한 수준 을 결정하는 CSR , ‘ ’
일이 매우 모호하고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일로 느끼고 있음을 밝혔다 때. 
문에 이들은 적극적으로 주위 조직들의 관행에 대해 탐색하는 경향이 있
었다.

둘째 이 정당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라는 , CSR
가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정당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 사회의 사전, 
적 기대와 규범을 내포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ex-ante) . 
때문에 동일한 섹터에 속한 기업이 동일한 실천을 하더라도 각기 다CSR 
른 사회에 따라 구성원들의 상이한 사전적 기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 
대해 각기 다른 반응 대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 특정 실천/ . CSR 
의 효과가 기업이 속한 제도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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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내포한다 가령 는 개 국가에 대한 비교론. Mueller et al(2012) 17
적 연구에서 인지된 이 직원들의 감정적 헌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CSR
의 정도가 각 직원이 속한 문화권의 인지 문화적 제도의 차이 인간성 지- (
향 집단주의 권력 거리 등 에 따라 매개된다는 결론을 위계선형모형으로 , , )
보여주었다. 

셋째 담론이 기업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와의 역동적, CSR 
인 상호작용 가운데 등장하는 책임을 가정한다면 각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역량 및 권력의 정도와 영향을 미치는 주된 방
식이 국가별로 상이함을 상기시켜볼 필요가 있다 가령 각 국가들은 이해. 
관계자들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통로와 상대적 권력의 배분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는 각 국에서 기업들에게 부여된 의 하위요소. CSR
들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의 상대적 중요성, , , — —
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스타벅스사가 자발적 차원에서 윤리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자사의 자원을 활용하여 직원 보험을 보장해준 것은 미국에서 

에 해당한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보편적 복지 제도에 의해 그리고 CSR . , 
독일의 경우 법률에 의한 보험 가입의 강제를 통해 직원 대 고용인은 절(
반씩 결제 직원 보험의 문제를 해결한다 때문에 한 사회에서 윤리적 책) . 
임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사회에서 법적 책임에 해당하게 된다 (Matten 
and Moon, 2008).

이러한 지적들의 함의를 깊게 살펴본다면 제도주의적 그리고 정, 
치경제적 시각의 필요가 요청된다 (Brammer et al, 2012; Kang and 
Moon, 2012; Matten and Moon, 2008; Meyer and Pope, 2016; Lim 

제도주의와 정치경제적 시각에서는 행위자들 간 반and Tsutsui, 2011). 
복적 상호작용과 정치적 갈등 그리고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된 각기 , 
다른 제도적 환경 속 행위자들의 기대와 갈등 해결의 제도적 통로가 CSR
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가령 미시적 수준에서 경영인들은 자신이 속한 사적 모임에서의 
구성원들 간 동료압력 때문에 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할 유인이 생CSR
긴다는 의 연구나 같은 지역에 본사가 존재하는 기업Galaskiewicz(1997) , 



- 15 -

들의 경우 서로의 관행을 중요하 참조점으로서 모방하며 자선의 수준을 
정한다는 그리고 의 Marquis et al(2007), McElroy and Siegfried, 1985)
연구가 있다. 

거시적인 수준에서는 세계사회 차원에서 진화하는 규범적 환경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국제 경제의 세계화 이후 거대해진 다국적 기업에 . 
대한 소비자 불매 운동 이/ (Seidman, 2007; Nadvi and Waltring, 2001)
나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기반한 기관투자자들의 증대 (O’Rourke, 2003; 
이상민 등의 압력 그리고 이에 대한 기업과 국가 그리고 국제사, 2006) , , 
회의 대응으로서 새롭게 등장하는 표준 (e.g. ISO26000, Global 

등 의 증가가 대표적인 예시이다Reporting Initiative ) . Pope and 
에 따르면 이러한 세계사회 차원의 추세가 범 산업적으로 확Meyer(2016) -

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더해 이러한 에 대한 압력이 조. CSR
직에 미치는 영향은 각 국의 세계화의 정도에 의해 체계적 변이가 존재함
을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Pope and Meyer, 2016; Lim and 

가령 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 비율이 Tsutsui, 2011). Preuss et al(2006)
높은 기업들은 세계사회적 규범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을 더욱 적극CSR
적으로 적어도 외형적으로 추진한다( ) .

이에 더해 각 국의 거시적인 정치경제적 구조의 영향력도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임석준 남현정 자본주의 다양성 ( · , 2018). (Varieties 

의 관점 을 수용해서 거시 제도of Capitalism) (Hall and Soskice, 2001)
적 맥락을 살펴보면 의 경우 노동 환경 등 기업 영리활동에 대해 장CME , 
기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허구상품 에 대한 국가의 법적(Polanyi, 1944) , 
제도적 보호가 상대적으로 더 강함과 동시에 기업간 수평적 조정을 통한 
공정거래 및 지배구조의 긴밀한 조율 노사간 타협을 통한 숙련 및 노동관, 
행 정책의 제도화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포괄하고 
조정하는 제도적 기제들이 존재한다 반면 의 경우 적극적 조정은 기. LME
업 내의 활동으로 내부화되고 기업들은 시장에 의해 규율화 되는 경향이 , 
강하다. 

에 의하면 국가들은 이러한 이해관Matten and Moon(2008) C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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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간 조정을 원할히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굳이 , 
중복적인 사후적 분배 기업 개별의 자율적 환원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당, 
성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국가들의 기업들의 경우 개별 . LME 
기업들을 기반으로 활동을 통하여 명시적 한 형태의 CSR (explicit) CSR 
활동을 진행한다 이 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사회공헌 예산을 . 
편성하고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실행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 CSR 
는 경향을 띤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가치3. 

이 소절에서는 사회적 기업4)의 개념과 정의 한국에서 사회적 기, 
업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제도화 및 확산에 대한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정, 
의함으로서 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 및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에 대SK
한 이해의 배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기본개념과 정의(1) 

아직도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합의는 잘 이
루어지지 못했고 국가별 학파별 학제 별로 상이하게 채택하는 강조점 , , , 
및 인과론적 도식에 따라 그 정의가 매우 다른 것이 사실이다 (Galera 

하지만 광의의 사회and Borzaga, 2009; Defourny and Borzaga, 2014). 
적 기업은 명시적으로 재무적 가치와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

4)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기업 과 사회적기업 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한국에서  ‘ ’ ‘ ’ . 
공식적으로 사회적기업 이라는 명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만 ‘ ’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이러한 개념적 제약( , 2019). 
은 가령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동시
에 추구하는 조직의 경우 이와 구분되는 의미에서 소셜벤처 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 ’
채택하는 현상 조문영 김영춘 에서 단면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 논문( , 2018; , 2017) . 
에서는 아래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과 대비되는 의미의 사회적 기업 이라는 ( ) ‘ ’ ‘ ’
개념을 채택한다 이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명시적으로 추구하는 혼종. 
조직으로서 기존 미국 유럽 학계에서 주로 채택하는 광의의 사회적 기업 을 일컫는다· ‘ ’ . 
해당 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와 같은 조직들이 , , , ,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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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비영리 공공 민간 섹터의 원리를 반영하는 상이한 조직형태와 제도적 / , /
논리가 결합된 혼종조직 으로 규정될 수 있다 (hybrid organization)

김수영(Battilana et al, 2014; Billis et al, 2010; Doherty, 2014; , 2015). 
여기서 혼종의 대상이 되는 기존 섹터의 이념형적 운영모델은 다음과 같( ) 
다5): 

조직운영의 명시적 목적과 사업 모델 1) (Battilana, 2018; Santos et al, 
라준영2015; Smith and Besharov, 2019, , 2010) 

거버넌스 구조 소유권 의사결정 잉여 배분의 방식2) ( , , ) (Birchall, 2010; 
김의영 임기홍Hansmann, 1996, Defourny and Nyssens, 2017; · , 2015)

자본과 물적자원의 구성 장원봉 김성기3) (Gardin, 2006; , 2008; , 2010)
인적자원의 구성 4) (Battilana and Dorado, 2010)

첫째 광의의 사회적 기업은 영리적 목적과 비영리적 목적 혹은 , (
사회적 가치 실현 을 동시에 표방한다는 점에서 혼종적 성격을 띤다 지) . 
속가능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혹은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 
가치의 내용을 명시적인 목적으로 채택하며 이러한 가치 창출을 지속가, 
능하게 추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영리적인 활동을 실천한다 광의의 . 
사회적 기업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로는 취약계층 고용 및 ‘
노동을 통한 자활 재활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 ) / ’ (Nyssens et al, 2011), ‘

과 소자본’ (Battilana and Dorado, 2010; Liang et al, 2014; Banerjee 
소규모 생산자 위주의 공급사슬and Duflo, 2012), ‘ ’ (Huybrechts, 2012; 

소비자 먹거리 주권 박주희Nicholls and Opal, 2005), ( , 2016; Restakis, 
일터 민주주의 수평적 친환경 재생2010), (Birchall, 2010; S.Lee, 2019), /

에너지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의 역량 (Mitzinneck and Besharov, 2018), 
증진을 위한 적정기술 제품 및 서비스 제공 (Prahalad, 2004; Mehta and 

등이 있다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목표를 지속가능하게 Shenoy, 2011) . 

5) 물론 아래에 나열한 구분은 상호독립적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여기서 언급한 네가지  . 
영역에 하나의 사회적 기업이 모두 혼종성을 띤다고 볼 수는 없다 해당 영역들은 나열. 
식으로 언급한 구분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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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기 위해 영리 활동을 영위한다 또한 때로는 이를 위해 기존 조직. 
에서는 반효율적인 자원 들을 특수한 상호보완적 형(antagonistic asset)
태로 결합하여 핵심역량을 구축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한다 
(Hockerts, 2015; Santos et al, 2015). 

둘째 사회적 기업은 거버넌스 구조의 차원에서 혼종성을 띤다, . 
특히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대표적으로 주주 직원 공급자 소비( , , , 
자 에게 의사결정권과 잉여수취권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배분되는지에 있어)
서 혼종적인 형태를 띤다.6) 한 조직 내의 의사결정권이 주주와 주주의 대 
리인 경영인 으로 한정되고 최종 이윤의 배분이 주주에게 속하는 자본주( ) , 
의적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에서는 이러한 권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분된다 (Bacchiega and Borzaga, 2001; Campi et 

한상진 가령 그러한 권한이 노동자 협동조합에서는 노al, 2006; , 2009). 
동자들 위주로 생산자 협동조합에서는 원료 공급 생산자 위주로 소비자 , / , 
협동조합에서는 소비자 위주로 생활 협동조합에서는 소비자 생산자 직, , , 
원들 위주7)로 배분되는 경향을 띤다 (Hansmann, 1996; Birchall, 2010; 
박주희 김의영 임기홍 또한 이러한 권한의 혼종적 배분은 , 2016; · , 2015). 
한 조직 내에서의 자생적 규칙을 넘어 조직 간 네트워크 상의 거버넌스, 
혹은 정부에 의한 강압적 동형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령 . 
대표적으로 유럽의 몬드라곤과 에밀리아 로마냐 그리고 한국의 원주와 홍, 
성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조직 간 컨소시엄 그리고 기업들(consortium), 
의 비배분 적립금 의 공동 축적과 공동 운영 화이(indivisible reserve) (
트 화이트 이재열 최승호· , 2012; , 1998; Thompson, 2015; , 2009; 

이 존재하며 잉여의 일부가 개별 기업을 Restakis, 2010; Rinaldi, 2002)
넘어 기업 간 네트워크 차원에서 공동재로 결집되고 관리된다 이에 더해 . 
한국에서는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국가가 조직으로 하여금 영업이익( ) , 
의 를 사회적 목적 에 재투자 해야 한다는 인증 과 이에 따른 지원 에 2/3 ‘ ’ ( )

6) 이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 연구자들  (EMES: The Emergence of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정의와 분류의 방Social Enterprises in Europe) 

식이다. 
7) 가령 한국의 대표적인 생활 협동조합인 한살림에서는 생산자 소비자 직원이 총 의결의  , , 

권리 중 로 배분 받는다 모심과살림 연구소3:2:1 (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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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필수 요건으로 내걸고 있다.8) 
셋째 사회적 기업은 동원하는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의 구성이 혼, 

종적인 양상을 띤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기업이 혼종적인 . 
목적과 거버넌스 구조를 채택하며 영리와 비영리 섹터의 운영모델을 결
합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이러한 , 
현상이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가령 사회적 기업은 시장을 통한 판매. 9) 정부와 대기업, 
을 통한 판매와 보조금 그리고 시민을 통한 기부금 기증품 자원봉사 등 , , , 
자원을 혼합적인 방식으로 동원한다 (Gardin, 2006; Laville and 

이러한 혼합적인 자원의 구성 중 구체적이고 상대적인 Nyssens, 2001). 
자원의 배분의 결합 양상은 조직형태와 거버넌스 원리라는 체계적 변이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각 조직의 핵심역량과 비즈니스 (Gardin, 2006), 
모델 라준영 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 , 2010; Santos et al, 2015)
에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에 더해 거시적으로는 국가 내 복지혼종 . 

의 양상과 기업간 대표적 조정의 양식에 따라 체계적인 (welfare hybrid)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최나래 김의영 이러한 (Gardin, 2006; · , 2015), 
변이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인과적 경로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은 사회적 기업 내 인적자원의 구성도 혼
종적인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 이는 단순히 임금 노동자 자, /
원봉사자와 같이 임금 공식 직책의 유무와 여부로만 나뉘는 것이 아니/

8) 이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목적 재투자는 일자리  < > . “‘
창출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설비 재투자 및 기술 개발 또는 이를 위한 적립금 사’ ( ), ’
회서비스 제공 추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 재투자 및 기술 개발 또는 적립금‘ ( ), 
구성원 성과급 봉급 인상 등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용액 또는 이를 위한 적립금’ ‘ ( ), 
지역사회 재투자 기부 등 지역사회에 환원한 금액 기타 재투자 로 구분 된다 장용’ ‘ ( ), ’ ” (

석 외 하지만 여기서 언급한 사회적 목적 은 기타 라는 카테고리가 별개, 2015: 68). ‘ ’ (‘ ’
로 존재한다는 점이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 
나 이러한 요건들에 대한 집행 상의 강제가 이루어지는지는 미지수이다. 

9) 여기서 시장 활동을 통한 판매도 일반 경쟁시장의 영업 활동에서의 이익을 통한 수입  
일반 시장자원 과 정부의 반 공공기관 우선(GM: Generalized Market Resources ) /– 

구매 제도와 같은 보호된 공공시장 혹은 협력조직과 연결된 시장을 통한 수입 , (EM: 
사회적 시장자원 으로 나눠야 한Socio-politically Embedded Market Resources )– 

다는 이론적 논의가 존재한다 김성기(Gardin, 2006;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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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업원들의 섹터 배경 가령 전 직장 과 가치 혹은 조직 정체성 사, ( ) ( ) 
이에서도 다양한 혼종의 양상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가령 . Battilana and 

의 경우 볼리비아의 미소금융 조직에 대한 Dorado(2010) (microfinance)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와 은행가 출신의 인적 자원 구성에 혼종이 있음을 
발견한바 있고 는 미국의 한 유기농 대안 식료품 체인에, Besharov(2014) /
서 일반직 사이에 이상가 자본가 혼합가‘ (idealist)’, ‘ (capitalist)’, ‘

의 가치와 정체성을 내면화 한 이들이 다소 고르게 분포되어 (pluralist)’
있고 대부분 혼합가적 정체성을 띤 관리직들이 이들의 가치 간 충돌을 , 
방지하고 타협하기 위한 조직 내 루틴들을 채택함을 밝힌 바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기업 내의 조직론적 혼종성을 바
라보는 여러 가지 이론적 틀이 존재하지만 광의의 사회적 기업 개념을 , 
채택하여 이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분류 틀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방법론 중 하나는 사회적 기업이 명목적으로 표방하는 사회적 목적과 생
산 과정의 가치사슬의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가 발생하는 영역의 위치를 
교차시켜 매트릭스를 작성한 후 교차 된 해당 영역에 특정 사회적 기업, 
에서 창출된 주요 사회적 가치를 분류해보는 것이다 라준영 외 참( , 2018 
조)10). 

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분류 틀1. 

10) 사회적 기업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가치를 목적과 가치사슬의 영역을 교차시켜 구분하 
는 틀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러한 분류 틀과 인식론이 본 연구(
가 다루는 에서 채택하는 시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류틀을 통해 는 ) SK . SK
사회적 기업을 파악하고 각 영역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가치의 크기에 따라 보상하는 , 
형태의 이니셔티브를 도입하고 있다CSR .

사회적 기업의 사명
사회문제 해결 환경문제 해결

사
회
성
과

제품 서비스/
(PRODUCT)

서비스성과I.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 , , , ) 환경성과III. 

고용성과II.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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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라준영 외: (2018)

이렇게 본다면 광의의 사회적 기업에서 창출된 사회적 가치는 
크게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에서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의 실질적 구1) (
매력 및 역량이 동시에 증대되며 나오는 가치 서비스성과 재활과 ) (I. ), 2)
자활의 성격이 공존하는 형태의 취약계층 고용 고용성과 친환경 (II. ), 3) 
제품 생산 및 공정 개선 환경성과 그리고 공급사슬 구조의 재(III. ), 4) 
편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농민 소상공인의 이익 증대 사회생태계성/ / (IV. 
과 로 나누어볼 수 있다) .

번의 사례로는 기술혁신을 통해 장애인 점자 교육 도구의 가격1
을 낮춰 판매하고 있는 오피테크 이새롬 도현명 표준화 사출공‘ ’ ( · , 2018), /
정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형 보청기의 보급을 확대한 딜라이트‘ ’ 
김태영 연대책임 상환 정책 및 상환기간 주기를 낮추어 신뢰의 ( , 2016),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비용과 거래비용을 줄여 무담보 소액금융을 저소, 
득층에게 확대시킨 그라민은행 등이 있다‘ ’ (Banerjee and Duflo, 2012) . 
이들은 모두 뚜렷한 타겟 대상으로서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혁신을 통해 , 
저가로 제공될 수 있는 제품 서비스가 해당 취약계층 집단의 핵심역량/ 11) 

을 증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Sen, 1985) .

11) 는 역량을 한 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기능 을 선택할 수 있는  Sen(1985) ‘ (functioning)
자유 라고 정의한다 이의 개념에 따르면 개인의 실질적 자유의 확대는 단순히 정치적 ’ . 
자유 확산에 국한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 ‘
의 공간 이 확대되는 것과 같다 센의 여러 공동 작업을 통해 역량의 개념을 발전시킨 ’ . 
누스바움 은 한 개인의 삶의 질 그리고 기능에 해당하는 보편적 역량의 리스트를 (2015) , 
제시하는데 이는 생명 신체 건강 감각 상상 사고 감정 실천이성 관계 인간 이외의 , ‘ , , · · , , , , 
종 놀이 환경통제 누스바움 한상진 에서 재인용 을 포괄한다, , “ ( , 2015; , 2018: 348 ) .

발
생
위
치

(PROCESS)

가치사슬
(VALUE CHAIN)

사회생태계성과IV. 
커뮤니티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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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의 사례로는 장애인 바리스타를 위하 교육과 고용을 동시에 2
진행하는 희즈빈스 이새롬 도현명 노숙인의 자발적인 잡지 판‘ ’ ( · , 2018), 
매로 그들의 자립과 자존감의 향상을 돕는 빅이슈 한솔 시각장‘ ’ ( , 2016), 
애인의 장점을 살린 시각 예술 전시인 어둠속의 대화 슈와츠 라/ ‘ ’ ( , 2013; 
준영 등이 있다 이는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 2016) . 
가 창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적 기업이 속한 영역과 중첩될 수 있
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들 기업들이 각 취약계층의 장애 를 오히려 . ‘ ’
특정 영역에서 투입되었을 때 전략적 우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든
지 취약계층의 심리 신체적 상태의 재활의 각 단계에 조응하는 맞춤형 , /
재활 교육 상담 등이 동반되어 이들의 실질적 역능화가 이루어질 수 있/
다든지 하는 혁신을 추구한다는 사실이다 (Santo et al, 2015; Hockerts, 
2015).

번의 영역에는 생태교란 어종인 배스를 반려견 사료 및 간식으3
로 전환하는 밸리스 폐의류 및 폐현수막 등의 소재를 활용해 패션제품‘ ’, 
을 생산하는 업사이클링 업체인 터치포굿 등이 포함된다‘ ’ .

마지막으로 번의 영역에서는 대안적 먹거리 유통사슬 공동체4 (
지원농업 농민 시장 지역 생산 소비 유통 생활 협동조합 등 윤(CSA), , - , ) (
병선 외 루이스 코너티 르바지크 에 대한 노력들 공, 2013; · , 2015; , 2014) , 
정여행과 공정무역 등의 (Huybrechts, 2012; Nicholls and Opal, 2005) 
영역이 포함된다 흥미로운 사례로는 제주올레 가 있는데 올레 도보길을 . ‘ ’ , 
통해 힐링 산책 을 하는 관광객들은 호텔 콘도 렌터카 업체 등으로 대변‘ · ’ / /
되는 거대자본이 아닌 지역의 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자연스레 접하면서 , 
이들을 위한 소비패턴이 유도될 수 있다 여행길이 투어객과 지역의 소. 
상공인 자영업자를 잇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 승수효과 / ‘

를 낳는 것이다 아쇼카 홈페이지(local multiplier)’ ( , 2019).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과정(2)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각 섹터의 원리가 한 조직 내에 혼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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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합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그리고 인증 , 
제도의 도입 이후 의미가 협소화 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사회. 
적 기업 제도화의 경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국면은 년이라2007
고 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인증 제도, 
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 
제 조 항에서 정의한 바대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2 1 “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
하는 기업 이다 사회적 기업의 인증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 . ‘ ’, ‘
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총 다섯가지이다 하지만 ’, ‘ ’, ‘ ’, ‘ ’ . 
공식적 통계상으로는 일자리 제공형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의 비대칭적인 
성장이 두드러진다.12)

역사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통찰을 수용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놀
랄만한 일은 아니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특정 제도의 성장 과정에서 . 
초기 조건과 초기 행위자들의 선택은 수확체증 잠금효과 등으로 인해 , 
자기강화를 촉진하는 발전경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Hall and 

하연섭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킨 Taylor, 1996; , 2011). 
국가 주도의 제도화는 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와 자활 관련 시민단1997 , 
체 간 타협에 따른 근로연계 복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도입되었다 김(

12) 물론 이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취약계층 고용과 이를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보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식 , . 
통계에서 취약계층 고용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두가지 변수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가령 일자리 제공형에 비해 사. 
회서비스형은 공식 통계로 봤을 때 숫자상 적은 진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서, 
비스의 분류체계 설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바에 기인한다 또한 지역사회공헌형이. 
나 기타형은 취약계층 고용률 과 같이 창출된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 ’
는 지표가 적은 경우가 흔해 인증 과정에서 불리함을 겪는다 때문에 실제 조직의 목표. 
와는 다르게 인증에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 제공형으로 인증 신청이 몰리는 것
이 공식 통계의 왜곡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은선 하지만 일자리 제공형 ( , 2015). 
사회적기업이 비대칭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대리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며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식 정책에 의, 
해 조직 간 시그널마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생태계의 왜곡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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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주현지 이해진, 2017; , 2014; Defourny and Kim, 2011; , 2015).
이러한 역사적 기원을 놓고본다면 사회적 기업은 애초에 제도를 

둘러싼 초기 이해관계자들이 구상했던 기능을 일정부분 원할히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의 숫자가 . 
급격히 성장하였다 년 개에 불과했던 사회적 기업이 년 말. 2007 55 2015 , 

개로 성장했다 그 중 취약계층 고용 기업이 에 육박하고 인증 1506 . 69% ,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가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한국사회58% (
적기업진흥원 사회적 기업의 설립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황정윤, 2015). ·
조희진 의 연구에 따르면 년과 년 사이 실업률이 높은 (2016) (2009 2015 )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설립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따는 
점에서 사회저 끼업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요를 일정부분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영국 미국 등과 같이 한국의 . , 
사회적 기업도 경기조정적 고용의 행태가 발견되는데(counter-cyclical) , 
이는 사회적 기업이 고용 충격을 일정부분 흡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노대명 외 마지막( , 2010; Salamon et al, 2010; Moro and Mckay, 2010). 

으로 손을춘 은 신생 일반기업이 년 내 생존할 확률이 약 (2014: 11) 5 30%
에 달하는 반면 사회적 기업은 가 넘었음을 밝혔다, 78% .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이 마주하는 문제들이 적다고 볼 수 없다 우선 인건비 지원 . 
기간이 종료한 년 후 인증 년 예비 년 의 사회적기업들은 생존을 위5 ( 3 , 2 )
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고용 인력을 감축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곽선화 (
외 손을춘 이는 년 기준 사회적 기업의 영업외 수익의 2011; , 2014). 2014 , 
약 를 인건비 지원으로 충당하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손을춘77% ( , 2014). 
또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교육 시스
템 체계는 중소기업보다도 낙후되어 있으며 각 취약계층의 인구학적 특, 
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 장홍(
근 외, 2011).



- 25 -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연계형 지원 사례로서 제도4. CSR 

이 소절에서는 대기업 사회적기업의 연계형 지원 사례로서의 -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등장배경 각종 연계방식을 분류하는 CSR , 

세부적 구분 틀 그리고 한국에서 해당 제도의 확산과 채택 현황에 대해 , 
간략하게 정리한다 이를 통해 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 및 사회적 . SK
가치 측정 사례에 대한 이해의 배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개념과 등장배경1) 

기업의 사회적책임 과 관련한 경영학의 담론은 끊임없이 (CSR)
기업의 이해관계의 일치 그리고 디커플링 측(alignment), (decoupling) 
면에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강구해왔다 이 단. CSR
순히 이미지 관리 의 수단 혹은 이윤의 단순한 환원 (Fry et al, 1982) , 
사후적 배분 차원에서 머물러있게 된다면 기업 차원에서는 효율성의 ( ) 

문제가 그리고 수혜 대상의 경우 효과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가령 이런 제약 속에서 수혜 대상에게 은 기업이 여유자원 . CSR

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을 추(slack resource) (McGuire et al, 1988) CSR
구하느라 경기변동 등에 따라 매우 불확실한 혜택을 얻게될 수 있다,  ( ) . 
이에 더해 기업이 가진 핵심역량과 연계된 활동보다는 단순히 금전적 기
부나 봉사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효과성이 크게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조. 
직성과를 통해 정당성을 일차원적으로 달성하는 기업에게도 이렇게 핵심
역량으로부터 괴리된 활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추구되거나 혹은 크게 , (
확대되었을 경우 정당성의 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다) .

을 위시한 경영학계의 담론은 이러한 Porter&Kramer(2006; 2011)
문제의식에 기반해 기업의 핵심역량과 사회적 가치를 긴장관계가 아닌 
상생적 관계로 파악했을 때 과 사업 전략을 통합시키는 특정한 전CSR
략의 경로가 있음을 제시했다 제품과 시장의 재정의 가치사슬의 생산성. , 
에 대한 재정의 상생적 지역클러스터 구축 등을 기반으로 공유가치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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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가 가능하다는 것이다(CSV: Creating Shared Value)’ .
이렇게 와 같이 기업의 핵심역량과 을 연계시키려는 경CSV CSR

영학계의 담론과 기업의 의 진화의 큰 흐름 속에서 대기업에게 사CSR
회적기업 비영리 간 연계를 통한 에 대한 전략과 담론도 제시되었/ CSR
다 가령 전통적인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전략으로서 시장. “
에서의 기업 이미지 향상 고용이나 프랜차이즈 성공적인 하청관계의 출, , 
처로서 사회적 기업이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 
위해 사회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 상품 판로 기술면에서 전통적인 , , 
기업과의 파트너 관계는 최선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다 박찬웅” ( , 2009). 
이러한 전략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기업들인 보잉 스타벅스 밴엔제리, , 
스 홀푸드 등이 년대부터 추구해왔다 매키 시소디어 이은애, 1990 ( · , 2014; , 

박찬웅 가령 항공 제조업체인 보잉2010; , 2009; Austin, 2000). (Boeing)
사는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재소자 등의 재활과 자활 주거 의료서비, , ( , 
스 숙련 프로그램 등 라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 ) Pioneer Human Service
과의 계약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현재는 약 천 여개의 부품을 제8
공하는 핵심 하청기업으로 성장시켜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장비. , 
기술 훈련 등을 지원해왔다, .

대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 조직의 연계를 통한 방식에 대- / CSR 
해 가장 집중적으로 탐구한 은 이러한 대기업 사회적기업의 Austin(2000) -
연계에서 관계의 발전과정을 세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단계는 단순기부. 
와 봉사로 국한된 자선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투자나 공급계약을 통해 , 
맺어진 계약적 관계 의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인력 자원(transactional) , , , 
노하우 등이 통합되어 합작투자 혹은 공동경영이 진행되는 통합적 제휴 , 

의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론적인 구분은 연계된 대기업과 (integrative) . 
사회적 기업 간 관계가 얼마나 긴밀해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연계방식을 종류별로 세분화 한 이은애 와 박찬웅 의 (2010) (2009)
연구를 종합해보면 연계는 창업 지원 구매 및 판로 지원 프랜1) , 2) , 3) 
차이즈 현물기부 연구 및 훈련 지원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직접 , 4) ,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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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비영리조직과의 공동 설립 등 매우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7) ( ) . 
이러한 광범위한 지원의 형태를 단순화 시켜서 거칠게 구분해 보면 1) 
설립지원 구매지원 생태계 지원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최, 2) , 3) (
재호 이러한 구분틀에 따라서 세분화 된 지원 방식을 나눠, 2012; 2014).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아래 표 참조( 2 ). 

표 대기업 사회적 기업의 연계방식 구분 틀2. -

최재호 와 윤진수 안상아 를 참고하여 재구성(2014) · (2012)

대기업 사회적기업 연계 의 진화와 현황2) - CSR

한국에서 대기업 사회적 기업 연계 방식의 이 등장한 기원은 - CSR
년대 초중반에 진행되었던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2000 13)에 몇몇 대기

업들이 참여함으로서 시작되었다 이 때 설립된 의 행복도시락 교보. (SK ) , (
의 다솜이재단 현대차의 안심생활 등이 가장 초기의 노력들에 해당한다 ) , ( ) 
이은애 이은선 하지만 이후 대기업들의 핵심 전략에 따라 ( , 2010; , 2015). 

주변적으로 연계하는 기업과 연계방식을 다변화 시키며 통합적 제휴 단계 

13) 사회적일자리는 년부터 진행된 정부의 공공근로 정책에 해당한다 이 때 사회적  2003 . , 
일자리 사업은 제 섹터와 정부 간의 타협과 조정으로 인해 형성되었으며 때문에 사회3 , 
적 일자리 사업은 정부 각 부처의 사업과 노동부의 중재를 통한 민간단체의 위탁사업으
로 나누어진다 대기업의 경우 후자의 노력에 대부분 해당되는데 이 때 제 섹터의 민. , 3
간단체 함께일하는재단 등 와 함께 민간 위탁사업에 진입한다 이 때 갖추어진 조직 중 ( ) . 
일부가 년 이후 인증제에 포함된 사회적 기업의 전신이 된다(2007 ) .

연계방식 세부유형 구체적 방식

설립지원
직접설립
간접설립/
설립지원

대기업이 직접 사회적기업을 설립 자회사비영리재단 형식( / )
비영리 중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지원공동운영/

구매지원 제품구매
가산점 등의 방식을 통한 보호된 시장 제공
핵심 하청업체로 지정하여 장기적 계약관계 형성

생태계지원
교육지원
투자생태계 조성
연구지원

사회적기업 관련 훈련 및 프로그램 지원MBA 
투자기금 육성기금 조성/
연구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 개발 등( )



- 28 -

에까지 이르는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분화된 전략의 양상이 (Austin, 2000)
이루어졌다 후자의 경우 나 현대차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들은 설립. SK , 
지원 직 간접 설립 구매지원 투자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 / ), , 
다양한 방식으로의 연계를 추구하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CSR . 

총체적 차원에서 한국의 대기업 사회적기업 연계의 현황에 대한 -
양적 자료는 희귀하다 그러나 기존의 자료들을 종합해서 대략의 현황을 .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년을 기준으로 개의 인증 사회적기업 중 기업연계2010 244
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제 섹터 민간단체와 함께 설( 3 ) 
립된 사회적기업의 수는 개로 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은54 22% (
애 하지만 이후 민간차원에서의 자생적 노력을 통해 설립된 사회, 2010). 
적기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년 월 기준으로 개 현재의 비(18 9 2030 ), 
중에 다소 낮아졌을 것으로 파악되나 정확한 통계는 이후 발견되지 않, 
는다.

연도별 지원을 보면 사회적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영업외 수익을 (
통해 파악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비록 정부지원의 약 에 ) 8-9%
미치는 정도이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표 참조 정부지, ( ). 
원에 비교해서 기업 지원금의 비중이 낮은 것은 물론 인증 제도를 통한 
정부 주도의 지원 체계가 급격히 확산된 한국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도 하지만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의 지원 방식이 다변화 되고 , 
직접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판로 지원 자본 지원 생태계 지원 등으( , , 
로 확산에도 불구하고 낮은 것일 수도 있다) .



- 29 -

그림 연도별 항목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및 기타영업외 수익 총액1.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018)

한국 기업들의 제도화 과정III. CSR 

본 장에서는 한국에서 이 제도화 되어온 과정을 신제도주의CSR
적으로 규명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의 사례에 대한 이해의 SK CSR 
배경과 본 사례 연구의 의의를 위치 지을 수 있는 거시적 맥락을 제공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도적 환경의 시대적 배경을 이전과 . IMF 
이후로 나누어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본 논문은 현대적 의미의 이 한국에서 제도화 되기 시작한 CSR
것을 이후로 보기 때문에 후자에 더 집중하여 서술한다 특히 IMF . IMF 
이후 재벌에게 집중된 정당성의 위기와 반기업 정서로 인해 재벌집단을 
주도로한 의 동형화 과정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내용의 CSR , 
측면에서는 미국식 을 이식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CSR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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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적 진화 이전1. CSR : IMF 

이상민 은 한국의 의 역사를 매우 긴 시간지평으로 살펴(2016) CSR
보며14) 한국 산업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의 각 국면에서 변화하는 대기업, 
국가 시민사회의 관계와 또 이에 따라 변화하는 실체론적인 - -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substantivist) ‘ ’
의미하는 바의 계보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대적 의미의 기. ‘
업의 사회적 책임 이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처음 언론에 전면적으로 등장하’
면서 고유의 담론으로서 공론화 된 첫 시기는 년에 발생한 삼분폭리1964
사건 이후였다 시멘트 밀가루 설탕을 생산하는 재벌기업들이 부정적인 . , , 
방법으로 폭리를 취한 사건에 대해 언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기업의 ‘
사회적 책임 을 촉구하는 기사들이 빗발쳤다 경향신문 이상’ ( 1964.2.18.; 
민 재인용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 정부에서는 본 개념을 사용, 2016: 110 ). 
하면서 독점기업에 대한 강압적 가격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개념으로 
동원하였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병철 회장은 본인의 재산을 출연. 
하여 삼성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이상민 이 사건 이후부터 ( , 2012). CSR
의 제도화 단계 이전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은 기업의 사회적 파행을 ‘ ’
둘러싼 사회적 갈등 국면에서 전형적 수사로서 동원되는 경향이 짙었다 
문민기 다시 말해 무리한 발전주의적 축적과 이윤창출 방식에 ( , 2017). 1) 

따른 대기업의 사회적 파행과 이에 대한 공론화 및 폭로에 따른 여론의 
비난 정부의 강압적 제재 혹은 제재의 위협 기업집단 및 경영자 , 2) ( ), 3) 
협회의 대응과 사재출연을 통한 기부 혹은 정부의 대국민 프로젝트 , (e.g. 
새마을 운동 에 대한 준조세 납부와 같은 순차적 패턴이 끊임없이 재현되)

14) 그의 논문은 고려시대의 상인들 간 통용되었던 도덕적 상인정신 부터 시작하여 실체 ‘ ’
론적 관점 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의 계보를 추적(substantivist perspective) ‘ ’ 
한다 그에 따르면 은 기업과 사회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화 된 과정. CSR “ ” 

으로 읽어야 그 의미가 종합적으로 전달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의 은 (95) . “ CSR
독립운동의 지원일 수도 있으며 산업화 시기에는 양질의 상품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 
기도 하며 경제위기의 경우에는 인력 구조조정을 자제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일 수도 , 
있는 것이다 이상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국내 언론에 기업의 사회적 책” ( , 2016: 95) ‘
임 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시초가 되었던 삼분폭리사건 년 월 으로부터 논’ ‘ ’ (1964 1 )
의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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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안 동원되는 하나의 레토릭으로 기능했다는 것이다15).
이후에도 년의 사카린 밀수 사건 년의 사채동결 조1966 , 1972 8.3 

치 년의 삼성문화재단의 탈세와 변칙상속 년의 율산그룹의 도, 1974 , 1979
산사건으로 인한 신선호 회장의 횡령죄로 인한 구속 년의 삼양라면 , 1989
우지 파동 년의 대우의 페놀 유출 사태 년의 성수대교 붕괴 사, 1991 , 1994
고 그리고 시대를 넘나들며 진행된 상습적 상속세법 불이행 등에 대해 , 
재벌은 사재 출연을 통한 기부 재단 설립 정부에 대한 준조세 납부로 , , ( ) 
대응하였고 경영인 단체 및 상공인대회 등에서는 국민의 기업 으로서 , ‘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언 및 윤리강령을 발표한다.

과거 한국적 의 고유한 특성 중 하나는 정부의 강력한 역할CSR
이었다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레토릭적 도구로 동원. 
해 기업에 대한 강력한 국가주의적 징벌적 제재를 가하고 준조세적 성, , 
격의 성금 을 동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령 년 월 일 삼분폭리‘ ’ . 1964 6 29
사건 이후 상공부 장관 박충훈 은 재벌기업의 인위적 상품가격 인하를 ( )
지도하고 순응하지 않을시 단호한 제재 조치를 내릴 것임을 언표하였다, . 
이에 더해 년대 이후 년의 수출진흥확대회의 년의 대통령 신70 1970 , 1972
년사 등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국가주의적 레토
릭을 통한 경제유신의 역군 의 주체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 받는 레“ ”
토릭으로 동원되었다 결국 조국 근대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새마을 . (
운동 등의 준조세 동원 국가 제도 대체적 사회복지 부의 탈세 및 변칙) , , 
상속의 통제 국가주의적 통제에 순응하며 산업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에 , 
저가격 고품질 상품의 판매 및 수출역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의 뜻으로 변모하였다16). 

15) 제도화 단계 이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순환론적 현상에서 동원되 
는 하나의 레토릭이였다 가령 평상시 휴지기 에 레토릭 수사학 덕담 미사여구 구. “ ( ) ... ( ), , , 
두선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 되며 지극히 보편적인 의미의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 “
싸게 파는 것 과 같은 행위를 의미하다가 불상사가 발생하는 비상기 활동기 에 그 의” , “ ( )
미의 반경은 급속히 확대되면서 임금체불 감원 해고문제 가격조작 불량상품 생산... , / , , , 
공해문제 세금탈루 산업재해 부동산 치부 밀수 등 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에 대, , , , ”
한 책임을 망각한 기업인들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때 동원하는 레토릭으로 탈바꿈한다 
이상민( , 2016). 

16) 유신체제기 기업의 사회적책임 을 둘러싼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일 ‘ ’
천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상민 이 강조하는바대로 정부에 의한 강압적 동형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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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후반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라는 담론은 조금씩 다80 ‘ ’
변화 되기 시작하는데 가령 년 민주항쟁 이후 은 협력적 노사, 1987 CSR
관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라는 레토릭에 년대 이후 더욱 , 1990
공론화 된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사회적 요
구의 레토릭에 동원되었다 외환 위기 직전까지 전경련은 기업의 사회적 . 
책임의 의미론이 넓어지는 현상에 대해 방어적 수용 전략을 펼쳤다 이(
상민, 2016). 

의 제도적 진화 이후2. CSR : IMF 

외환위기는 한국 대기업에게 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IMF CSR
밖에 없는 결정적 국면 (critical juncture) (Capoccia and Kelemen, 

로 작용한다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재벌의 부실 경영과 안주효과 2007) . 
가 외환위기의 중요한 내인론적 원인 중 하나로 이제민(entrenchment) ( , 

꼽히며 기업집단식 2017; Krugman, 1994; Kim and Lau, 1994; 1996) , 
축적 전략에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재발되었던 정경유착 및 특혜 부패 , 
및 탈세 중복투자와 투기의 문제 김윤태, (Woo-Cumings, 1991; , 2012; 
김경필 등이 전면적으로 공론화 되고 가시화되는 외생적 충격으, 2018) 
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재벌집단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단기적 의미의 IMF , 
국가주도의 강압적 동형화 뿐 아니라 전사회적 불신을 겪으며 장기적 , 
의미의 정당성 위기와 제도적 압력도 겪어야 했다. 

주지하다시피 우선 사태 직후 국가는 상호채무보증 해소 기업지, 
배구조의 개선 재무구조의 개선 업종전문화의 강화 경영투명성의 제고, , , , 

의 상대적 영향력과 정부 기업 양자 관계에 있어 전자의 일방적 영향력만 유효한지는 -
아직 사회사 연구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문민기 는 반대. (2017)
로 유신체제기 당시 기업 중심의 의료보험 도입과 기업재단의 설립의 부정적 배경 실, 
질적 운용에서의 대기업들의 이익 추구행위를 드러낸다 그리고 국가 사회복지 체계의 . 
공백을 매우는 이러한 기업의 공헌 을 볼모로 한 국가와의 적극적 협상 관계에 대해서 ‘ ’
검토하며 당시 기업의 사회공헌이 단순히 순응적인 맥락에서 등장하지는 않았다고 주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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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및 순환출자 금지 변칙상속 방지 금융지배 차단 대 핵, , (5
심과제 대 보완과제 라는 광범위한 개혁 정책을 실시했고 이에 더해 +3 ) , 
퇴출기업 리스트를 회차에 걸쳐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김은미 외2 ( , 2005; 

지주형 게다가 이러한 규제적 압력에 정당B-K Kim et al, 2012; , 2011). 
성을 실어주며 시민단체 보수와 주류를 막론한 언론 학계 그리고 일반 , ( ) , , 
여론은 재벌에 대한 비판을 가속화 하였다 재벌은 독단경영 총수의 황. “ , 
제경영 세습적 독제체제 재벌총수의 독재 경영권 세습 문어발식의 과도, , , , 
한 사업확장 과도한 부채경영 방만한 투자와 부실한 경영 분식회계 경, , , , 
영불투명성 차입경영 정실자본주의 도덕적 해이 와 동의어가 되었다 김, , , ” (
수한, 2017: 380).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태 이후 재벌과 대기업을 대상으, IMF 
로 한 반기업 정서가 발산되는 규범적 압력의 사회적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정당성과 불신의 문제가 진지하게 인식되기 시작하며 언, (
론과 학자에 한정된 관심을 넘어 대기업 및 경영인 단체 연구원 소에서) /
도 반기업정서와 대 기업에 대한 불신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과 공( )
표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기 시작하며 제도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 

김수한 이명진 김용열 한국개발연구원2003; · , 2014; 2017; , 2004; , 2007). 
년 다국적 컨설팅 회사 에서 개국의 들을 대상으2001 Accenture ( ) 22 CEO

로 한 기업인의 인지된 반기업 인식 에서 한국이 가장 부정적인 국가 ‘ ’
약 로 꼽힌 이후 대한상공회의소 현대경영연구원 대한상( 70%) ( , 2003), , 

공회의소 전경련 한국개발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등에서 꾸준히 국민, , , 
의 반기업정서와 국가별 비교에 대한 모니터링과 공표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는 년부터 기업호감지수2003 (CFI: 

까지 매년 발표하기 시작했다Corporate Favorite Index) .
둘째 이렇게 제도화 된 반기업정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

과 연구에 따르면 반기업정서의 근원이 재벌과 재벌총수에 대한 불신에 ) 
상당부분 기인한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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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가령 대한상공회의소 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불. (2008)
신과 반감의 이유는 불투명 경영과 분식회계 족벌경영과 경영(34.8%), 
권 세습 그리고 정경유착 순으로 재벌집단을 겨냥한 (27.1%), (22.9%) 
것이였다 이에 더해 정한울 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자국 . (2013)
대기업에 대한 신뢰는 으로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 36% , 

보다도 낮을뿐 아니라 이는 설문 대상인 개 기업 중에서도 최하(46%) 23
위에 해당했다 그림 참조 이러한 재벌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급( 2 ). 
격한 확산은 이들로 하여금 규범적 제도 압력을 인식하게하여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하였다.17)

17) 이에 대해 이한준 박종철 은 흥미로운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그들에 의하면  · (2010) . 
우리나라 국민들은 예상한 것처럼 대기업이 자선적 책임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 ) 
행한다고 인지할수록 반기업정서가 낮게 나타났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대기업이 경제, ( ) 
적 책임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인지할수록 반기업정서가 더 높았다 이. 
는 국민들이 한국의 대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해 연상할 때 과거 재벌의 반사회적 행동, 
과 결부시켜 보며 이 때문에 대기업의 경제활동의 사회적 기초에 대한 윤리적 불신이 , 
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이명진 은 일반 대학생들이 사회정체. (2017) (
성이론에서 사용하는 감정 능력 그리고 활동 차) ‘ (Emotion)’, ‘ (Potency)’, ‘ (Activity)’ 
원으로 한국의 대 대기업에 대해서 평가할 때 세가지 요소를 척도로 한 모든 평가에 (5 ) , 
주관적 소유주 호감도 가 유의미한 변수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가령 이건희‘ ’ . , 

구인회 최태원 회장에 개인에 대한 호감도가 기업에 대한 평가 에 유의미한 영향, (EPA)
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에 대한 평가가 총수 개인에 대한 평가에 의해 일정부. 
분 의인화 되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는 한국에서 대기업에 대한 이미지 및 신뢰가 결정. 
되는 데 있어 소유와 경영을 인 소유주 혹은 일가 가 지배하는 한국형 대기업 집단에 1 ( )
대한 특성을 당연시하는 공유된 기대가 매개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 연구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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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 개국 대기업 신뢰도2. 2013 23

출처 정한울: (2013)

종합해서 거시적으로 본다면 는 강한 외생적 충격으로 인해 , IMF
효율성의 논리로 정당성의 논리를 대체해왔던 압축적 근대화 발전국가의 , 
범사회적 암묵적 합의의 근간을 깨고 기업의 활동이 어떻게 해야 사회적, , 
으로 적합한 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압력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 기업의 어떤 활동이 바람직하. “
고 적당하며 또는 적절한 것이라고 지각되는지 에 있, , ” (Suchman, 1995)
어서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과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넘어선 다양한 사회적 
책임성의 문제가 한꺼번에 붉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로 인해 강력한 . IMF
불신이라는 배경적 기대와 환경 속에서 기업은 단순히 정부의 강압적 규
제뿐 아니라 소액주주운동 이상민 의 일상화 및 의례화 사외이사 ( , 2006) , 
제도의 확산 이항영 백경민 장용석 윤리적 소비 행동 및 불매행( , , , 2007), 
동 정한울 등의 제도적 압력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했고 이는 기(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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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대기업이 익숙하게 느끼고 당연시 여겼던 관행과 제도들을 적어도 (
이미지 관리나 포섭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개선하며 스스로의 사) 
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제도적 노력을 활발하게 진행해야하
는 배경이 되었다 한국 대기업 재벌의 의 광범위한 제도화도 이러한 . / CSR
맥락 속에서 봐야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소주제에서 선행 . (
실증연구들을 종합해 정교하게 증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추세에 맞물려 동기화 되는 제도적 변화는 외환위기 이
전부터 년대 초반부터 한국 재벌집단들을 중심으로 실험적으로 진(1990 ) 
행되어 온 모방적 동형화의 과정이었다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하며 생산. 
의 세계화를 추구하던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으로부터 탐색과 모방을 
통해 사회공헌 확대와 윤리경영 보고서 평가라는 방식의 의 미국( / ) ‘CSR
화 를 학습 및 이식하게 되었다 이상민 특히 년부터 ’ ( , 2012; 2016). 1994
국내 최초로 사회봉사단을 발족시킨 삼성 그리고 이들의 삼성연구소 , 

를 중심으로 전략적 사회공헌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었고 이후 전(SERI) , 
경련18) 산하의 윤리경영위원회와 사회공헌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로써  . 

년대 초반에 한국의 재벌기업은 미국식 전략적 사회공헌의 지식을 흡2000
수하는 수용체로서 그리고 국내의 제도적 동형화를 추진하는 중추 세력으, 
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상민 전경련( , 2016; SERI, 2002; , 2004)19). 

미국 기업의 사회공헌 프랙티스에 대한 모방적 동형화와 전경련 
등의 경영자 집단 및 재벌집단의 연구소들을 통한 규범적 동형화 과정은 
한국의 의 구체적 경로가 기본적인 제도적 틀CSR (institutional 

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명시적 template) Matten&Moon(2008)— —
로 조형되는 초기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기업간 수평(explicit) CSR . 

18) 한국에서 전경련은 년대 초반 이후 미국과 일본의 사회공헌 사례들을 모방하고  2000 , 
전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가령 전경련에서는 년도부터 사회공헌 백서. 2003
를 발행했으며 사회적 책임이 앞으로 대기업이 전략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임을 강조, 
했다 이상민 전경련 백경민( , 2012; , 2005; , 2013) 

19) 서동혁 에 따르면 년대까지 유한킴벌리 삼성사회봉사단 재단 중심의 몇몇  (2017) “1990 , , 
기업을 제외하면 국내 대표적인 사회공헌 기업이 없었는데 년대 초반에는 , 2000 CJ, 

교보생명 포스코 등이 합류하고 년대 중반부터는 은행권 등을 포함한 KT, , SKT, , 2000
대기업 전체로 기업사회공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속가능성 사회책임투자 사... , CSR, , 
회적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던 시기였다”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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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정을 통한 공정거래 및 지배구조의 긴밀한 조율 노사 간의 타협을 , 
통한 숙련 및 노동관행 정책 제도화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 
제도적으로 포괄하고 조정하는 암묵적 사회적 책임 을 ‘ (implicit CSR)’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조정 기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사회공헌 및 사회, 
책임보고서 발간 등 명시적이고 가시적인 사회 책임 활동으로 경로로 협
소화 되는 패턴의 기원이 되었다 이상민( , 2002; 2008).

이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사회공헌백서 등의 윤리경영 보고서 
사회공헌 백서 채택 및 발간이 급격히 확장되(e.g. , GC, GRI, ISO26000) 

고 사회공헌활동이 체계적으로 제도화 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 . 
년대 초반에 적극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는데 신문기사 수 그림 2000 , (

사회공헌 전담부서를 설립한 기업의 수 그림 그리고 지속가능경3), ( 4), 
영보고서 그림 를 발간한 기업의 숫자의 급격한 증가로 증명될 수 있( 5)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루기 시작한 신문기사의 숫자는 . 2000
년에서 년 사이 개에서 개로 배 이상 증가했으며 년에2005 228 755 3 , 2000
서 년 사이 사회공헌 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여개에서 여개2005 40 140
로 배 이상 증가했고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기3 , 
업은 년에서 년 사이 개에서 개로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을 2003 2010 4 98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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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 관한 누적 기사 수3. ‘ ’

출처 백경민 : (2013)

그림 사회공헌 전담부서의 설치 변화4. 

출처 김회성 외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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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의 추이5. 

출처: CVS Platform (2018)

그림 지수와 기업별 평균 사회공헌 지출액6. KOSPI 

출처 전경련 나라지표 자료를 종합해서 재구성: (2018; 2012); 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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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지출 
그림 이 총량 및 평균의 차원에서 모두 이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점( 6) ( )

인데 이러한 추세는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년까지 꾸준히 성장한다, 2012 . 
특히 한국의 주요 대기업 개사(198 20) 를 기준으로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
헌 지출비율은 년을 기준으로 로 일본 개사 의 와 미국2017 2.2% (337 ) 0.9%
의 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전경련 이러한 통계는 년1.3% ( , 2018). 2010
대 이전까지 한국의 지출에 경로의존성이 작동하여 동형화 기제가 CSR 
끊임없이 강력하게 작동하였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다.

국내 제도의 확산 동형화 기제에 대한 실증 연구들3. CSR : 

위에서 언급한 전반적인 추세에 대한 발견은 의 제도적 동CSR
형화 현상을 탐구한 실증 연구들에서도 지지되는 바이다 우선 김회성 . 
외 의 연구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이 아직 기업규범으로 형성되지 않(2009) “
아 규범적 압력이 낮은 전기 초국적 사회책임론이 유입되(1992-1997), 
기 시작한 중기 외환위기로 도입된 사회책임론이 제도화 (1998-2001), 
된 후기 으로 구분하여 환경적 맥락의 변화를 고려하면(2002-2006) ” (6) “
서 시기마다 사회공헌을 추동하는 동기와 기제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는지 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들은 년 기준 매출액 상위 대 기” (5) . (2006 300
업 중 개의 대기업에서 사회공헌 기부금) 196 21)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20) 한국에서 대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의 장기적 추이에 대해 공식적 통계를 내는 유일한  
기관은 전경련이다 이들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대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전하. 500
는데 설문지에 답하는 기업들은 각 해당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개 수준으로 거의 , 200
유사하다.

21) 이 연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를 사회공헌 기부금 사회공헌 지출이 아닌 의  ( )
액수로 잡고 기간을 년까지로 설정한 사유는 한국에서 사회공헌의 장기적 변동의 , 2006
구체적 추이의 특수성과 자료상의 한계가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기업의 사회. 
공헌 지출을 기부금 간접 지출 과 직접 지출 대기업 내부의 조직의 직접 사업에 따른 ( ) (
지출 로 나누어 보았을 때 년 중반 이후로부터는 후자가 전자의 비중을 넘어서기 ) , 2000
시작한다 전경련 때문에 년 중후반 이전의 경우 사회공헌 기부금은 기업( , 2018). 2000
별 사회공헌에 대한 총투입 혹은 헌신 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 (commitment)
적합성을 띠지만 그 이후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에 더해 한국에서 대기업의 사회공, . 
헌 지출 직접 간접 지출의 합 에 대한 데이터는 전경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여( / )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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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증해 봄으로서 각 시기별로 지배적 제도 논리 (institutional logic)
의 전환 박기태 이 발생하고 이에 (Tolbert and Zucker, 1983; , 2007) , 
따라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견인하는 제도주의적 전략적 변수가 바뀌었음, 
을 보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기 년 에는 브랜드에 대한 투자 매(92-97 ) (
출액 대비 광고비 가 높을수록 사회공헌 기부가 더 높았다는 점에 비추)
어 볼 때 기업 평판시장에서의 전략적 투자의 성격이 짙었다고 볼 수 있
다 김회성 외 위에서 언급한 년대 초반에 해외투자와 함께 ( , 2009). 1990
미국의 사회공헌으로서의 을 몇몇 선구적 대기업들이 도입하였을 CSR
때 전략적 성격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전파한 초기조건을 반영한다고 볼 , 
수 있다22).

하지만 국내에서의 규범적 압력은 중기 및 후기에 더욱 두드러
졌는데 가령 중기 에는 기업 내 경영대 출신의 사회이사가 더 , (98-01)
많이 영입되었을수록 그리고 후기 에는 전경련에 가입 한 기업, (02-06)
일수록 유의미하게 사회공헌 기부율이 높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보았을 . 
때 경영학계의 담론을 통해 수입 및 이식되어온 제도적 틀 그리고 재벌, , 
기업들에게 전해진 규범적 압력의 영향이 년대 초중반에 제도적 영2000
향력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김회성 외( , 2009). 

이에 더해 대기업 사회공헌 전담부서 설치의 결정요인에 대한 

개 대기업들의 총지출 는 공개되는 반면 각 개별기업들의 지출내역은 보) (aggregate) , ‘
안상 공개되고 있지 않다 필자가 전경련의 사회공헌 담당자와의 이메일을 통해 재확’ (
인 이러한 데이터 상의 제한은 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 대기업들의 확산을 ). 2000 CSR 
추동하는 제도적 압력과 동형화의 종류를 실증적으로 설명하는데 있어 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22) 흥미로운 보론으로서 전기 에는 수출여부가 기부금 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 (92-97)
는데 이는 초기에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추진함에 있어서 복지사회론 에 기반한 제도적 , ‘ ’
논리가 작동하였기 때문으로 저자들을 추측한다 김회성 외 년 이후 ( , 2009: 23). 1987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전국민의료보험제 고용보호법 등이 시행되었는데 정부는 갑자, , , , 
기 증대한 사회복지 사업에 따라 예산부족 및 이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의 지속성을 내
세워 기업의 참여를 호소한 바 있다 가령 년 보건사회부에서는 상위 대 대기. 1991 100
업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데 이러한 요구는 발전주의적 정, 
책에 따른 국민과 국가의 자원 및 정당성 집중에 대한 호혜적 반대급부에 따른 것이‘ ’ 
었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내수 기업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년대 초, . 2000
반 이후로 국제기구 전경련 등의 단체의 주도로 사회적 기업 책임이 제도화 되, NGO, 
면서 이러한 요구의 압력 효과는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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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도 년대의 한국에서 제도적 동형화에 대한 가설을 지2000 CSR 
지한다 백경민 은 한국사업채 패널 자료 년 를 사용한 이항로. (2013) (2007 )
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적 공헌 책임 전담부서를 설치한 대기업 /
종업원 인 이상 기준 들의 동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공헌 전( 300 ) . 

담부서는 기업의 핵심역량을 사회공헌에 연동 연관시켜 지속 연속성 있/ /
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예종석 서동혁( , 2003; , 2017)·23)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공헌 책임 . /
부서가 존재할 가능성은 기업규모를 통제하고라도 재벌집단에 속한 기업( ) 
에서 일반기업보다 승산비가 배가 높았다 이에 더해 전경련과 같은 경2.1 . 
영자협회에 가입한 기업일수록 일반기업보다 승산비가 배 더 높았다2.3 . 
이는 재벌집단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한 압력을 받음과 동시에 이들의 , 
경영자 협회에 의한 제도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설에 힘을 더 CSR 
실어주는 결과다. 

마지막으로 김관우 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의 해외 진출에 (2010)
따른 확산효과에 대해서 검증하는데 그는 년의 경실련 사회정CSR , 2008
의 지수 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기업의 해외 경험 해외 (KEJI Index) , —
지부 법인 수와 외국인 투자 지분율 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았—
다 그에 따르면 국내 변수들을 통제하고서도 해외 법인의 수는 . ( ) KEJI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최소한 두가지 해석이 가능할 , 
것이다 한국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조직 필드의 확산으로 인해 . 

기준 등 세계사회론적 규ISO 26000, OECD CSR , Global Compact CSR 
범 의 영향을 받는 제도적 압력의 접촉면이 더 (Pope and Meyer, 2016)
높아짐에 따라 동형화 과정을 겪는다고 해석하거나 이상민( , 2012), 

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었더 해외에서의 지식 학습 효과가 작(1990 ) CSR 

23) 사회공헌 전담인력이 존재하는 경우 사회공헌 확대의 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한 
다는 연구 결과 황보람 김환희 강철희 외 도 존재한다 가령 강철희 외( · , 2010; , 2012) . 

년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2012) (
연구소의 기빙 코리아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그들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따‘ 2011’ ) . 
르면 사회공헌 확대 계획은 사회공헌 전담인력 여부가 존재할수록 (log odds = 1.253), 
그리고 직원 자원봉사 교육이 실시 될 때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log odds = 0.788)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사회공헌의 확대에 있어서 미시적인 제도화 노력이 이. 
를 가속 시킬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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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고 볼 수 있겠다 영향의 경로에 대해서는 추후의 검증 연구가 더 .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에서 해외 진출을 주도하는 재벌, 
집단 대기업에게 에 대한 제도적 압력은 세계사회적 변수들로 인해서/ CSR
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대기업의 명시적 사회공헌 및 윤리경영 보고서 중심의 4. ‘ CSR’ (
로의 경로와 전략적 사회공헌의 진화CSR) 

앞서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한국에서 공식적 의미의 은 , CSR 1990
년대 초반부터 미국에 해외 지부를 확산한 한국의 대기업으로부터 실험
적으로 지식과 담론을 학습하다가 라는 외생적 충격 이후 년대 , IMF 2000
초반부터 제도의 중요성과 사회적 기능의 중요한 전환 이 (conversion)
이루어지며 재벌집단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배, . 
경은 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의 미국화 를 추동하는 근간으로 CSR ‘CSR ’
작동하였다 이러한 초기 경로로 인해 한국의 이 지출 확산을 통한 . CSR ‘
사회공헌과 윤리경영 선언 보고서라는 절차로 협소화 되는 현상 이 발생/ ’
한다 이상민 다시 말해 한국 대기업이 을 학습 및 이식 ( , 2012). CSR

한 초기의 환경이 미국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transplantation) . 
이에 더해 더욱 거시적인 정치경제적 구조와 특정 의 선택적 CSR

친화성의 문제도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임석준 남현정 자본( · , 2018). 
주의 다양성 의 관점 (Varieties of Capitalism) (Hall and Soskice, 

을 수용해서 거시 제도적 맥락을 살펴보면 의 경우 노동 환경 2001) CME , 
등 기업 영리활동에 대해 장기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허구상품 (Polanyi, 

에 대한 국가의 법적 제도적 보호가 상대적으로 더 강함과 동시에 1944) , 
기업간 수평적 조정을 통한 공정거래 및 지배구조의 긴밀한 조율 노사간 , 
타협을 통한 숙련 및 노동관행 정책의 제도화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목
소리를 제도적으로 포괄하고 조정하는 제도적 기제들이 존재한다 반면 . 

의 경우 적극적 조정은 기업 내의 활동으로 내부화되고 기업들은 시LME , 
장에 의해 규율화 되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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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국가들은 이러한 이해관Matten and Moon(2008) CME 
계자간 조정을 원할히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굳이 , 
중복적인 사후적 분배 기업 개별의 자율적 환원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당, 
성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국가들의 기업들의 경우 개별 . LME 
기업들을 기반으로 활동을 통하여 명시적 한 형태의 CSR (explicit) CSR 
활동을 진행한다 이 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사회공헌 예산을 . 
편성하고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실행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 CSR 
는 경향을 띤다 결국 한국의 경우 노사간 기업간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 , , 
으로 경제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채널이 부족했던 상태에서 이후 IMF 

이 적극적으로 학습 수용 이식 되는 과정에서 명시적 CSR , , (explicit) 
의 선택적 친화성이 큰 조건이 존재하였고 이 때 미국으로부터 수입CSR , 

되어 온 전략적 사회공헌 중심의 등을 수용하게 되며 경로의CSR, CSR 
존성이 작동하였다는 해석이 적합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사회적 제도주의. 
와 비교정치경제의 시각에 입각해 한국의 의 제도화에 대해 분석하CSR
고 해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몇가지 공백이 발견될 수 있다 첫째 대기. , 
업과 전경련 중심의 이식과 동형화 과정 명시적 로의 경로적 CSR , CSR
발전 해외 진출에 따른 제도적 압력 기제의 증가 등은 년대 중후반, 2000
까지 한국의 의 제도화 경로 및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특히 CSR . 
경기변동과도 무관한 사회공헌 지출 증대 사회공헌전담부서 설치의 증( ) , 

가 등으로 실증될 수 있는 경향이다. 
하지만 년대 이후에 한국 대기업들의 은 구체적으로 어2010 CSR

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 둘째 이와 연관하여 명시적 의 경로는 ? , , CSR
과연 정태적인 것일까 아니면 해당 개념 내부에서도 진화가 존재하는가? ? 
가령 의 개념Porter and Kramer(2011) CSV (Creating Shared Value) 
은 미국 경영계에서 널리 확산되고 수용되었는데 이러한 전략적 시각은 , 
비록 투입된 금전적 자원은 비슷하리 몰라도 사회공헌과 방식의 체( ) CSR 

질적 전환을 요구한다 이렇게 한국 대기업에서도 명시적 의 경로에 . CSR
특정한 진화는 없었을까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존재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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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지적할 이론적 지점은 명시적 을 채택하는 기업, CSR , 
혹은 명시적 이 활성화 된 장 의 경우 이해의 일치 CSR (field)

와 디커플링 은 끊임없는 제도적 숙제로 남는다(alignment) (decoupling) . 
가령 과 기업의 성과간 관계 CSR (Margolis and Walsh, 2003: Margolis 

이 기업의 평판을 매개로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et al, 2009), CSR
에 대한 연구들은 인과관계가 불명확한데도 (Sen & Bhattacharya, 2001)

불구하고 경영학계 등을 필두로 매년 쏟아진다24) 그리고 새로운 일치화. 
의 구체적 전략에 대한 연구 중 성공적인 사례로 증명된 것들은 빠르게 
타기업들에 대해 모방되고 이식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해서 총지출의 규모와 
사회공헌실 설치 숫자를 넘어 더 구체적인 발전의 궤적을 가늠해볼 수 
있는 몇가지 실제 지표들을 살펴보자 기부와 직접사업 지출현황의 변화 . 
추이를 살펴보면 년에 비교해 년 직접기부의 비율이 급감하고2000 2012 , 
직접운영에 대한 지출이 급증했다 그림 참조 이에 더해 대표 사회공( 7 ). 
헌 프로그램 사업의 추진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년 이상 추진된 프, 10
로그램이 를 웃돌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대기업들이 사회공헌에 30% . 
있어서 전략과 목적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기부와 직접사업 지출현황 추이7. 

출처 중앙일보: (2013/11/25) https://news.joins.com/article/13224244 

24) 에 대해서 도구론적 전략적 시각에 의거해 쓰여진 논문은 정치경제적 사회적 제 CSR , , 
도주의적 시각에서 쓰인 논문을 훨씬 압도한다 이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 (bibliometric 

연구는 를 참조하라analysis) Pope(2016); Pope and Meyer(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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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업 추진기간3. 

주 개사 개 프로그램 기준* : 155 223
출처 전경련: (2018)

은 이렇게 기업이 수행하는 사회공헌Lakin and Scheubel(2011)
의 전략이 발전하는 단계를 네가지 기초 개입 혁신 변혁 로 구분하고 ( , , , )
있다 단계는 전략 관리 및 운영 모니터링이 부재한 상태에서 간헐적. 1 , , 
이고 수동적으로 사회적 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단계는 기부활동에 . 2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을 관리하며 구체적 절차와 지침을 더하는 단계, 
이다 단계는 이해관계자의 개념을 확산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상호적 이. 3 , 
익을 일치시킬 수 있고 기업의 핵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 을 , CSR
추구하는 경우이다 네 번째는 단계로서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전략. CSV 
과 기능이 통합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단계적 구분은 다소 자의적이고 각 . 
단계별 구분이 실제 기업의 활동을 포착하는데 있어서는 모호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시적 을 내세우는 기업과 장 내부에서 CSR
끊임없이 의도적 전략에 대한 경영담론과 기업의 실천이 진화한다는 점이
다.

결국 한국의 대기업이 명시적 의 핵심 원리와 전략들을 이CSR
식했다는 기존의 문제의식을 수용한다면 이러한 구체적 전략이 한국적 
맥락에서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지출과 사회공헌실의 증대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조직 . , 
내 구체적 실천의 방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진화의 경
로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 경로가 미국식 전략적 담론의 , CSR 
원리들을 그대로 복제하여 재생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기존의 제, 
도적 풍토 혹은 조직론적 독특성에 의해 일정부분 접변 , (acculturation) 
현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구분 년1-5 년6-10 년11-15 년이상15
비율(%) 30.5% 38.6% 19.3%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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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벌집단과 재벌로서의 의 조직론적 특성IV. SK

본 논문은 제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SK CSR 
한국에서 재벌집단이라는 변수가 의 도입과 진화에 미치는 영향에 CSR
대해 탐구한다 특히 한국에서 이라는 제도가 미국식 외형적. CSR ( ) CSR
로부터 이식되고 동형화되는 과정이 한국 기업들의 주요한 제도적 장의 (
단위인 재벌집단을 통해 주도되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변이는 없는) , 
지에 대한 조직론적 탐구이다. 

때문에 본 장에서는 한국적 독특성 을 반영하는 조직론적 변수인 ‘ ’
재벌에 대한 정의와 한국의 오랜 역사 속에 진화되어 온 과정에서 구조화 
된 공동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그룹과 . SK
여타 재벌집단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큰 맥락 속에 사례의 SK 
의의를 위치 짓고자 한다. 

기업집단과 재벌집단의 정의와 이론적 구성1. 

이 글에서 기업집단 의 정의는 그라노베터(business groups)
의 정의를 수용한다 그에 따르면 기업집단은 법적으로는 별개인 (2004) . “

기업들이 지속적인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수단에 의하여 서로 묶여진 형
태로 존재하는 일련의 기업을 말한다 이때 묶여졌다 함은 두가지 극단. ‘ ’
적 형태의 중간적 수준 으로서 단기적 전략적 제휴에 의해 연결된 기업[ ]...
들 과 법적으로 통합되어 단일한 실체를 이루는 기업들 의 양 극단의 [ ]... [ ]...
중간정도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묶여있음 이라는 ” (11). ‘ ’
단어에 주목을 해보자면 식의 네트워크 개념과 연관지어 , Powell(1990) ‘ ’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개별 기업들은 법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기업간. , 
에 존재하는 관계의 성격은 단순히 시장가격만을 통해 조정되는 분(i.e. 
산된 행위자들이 가격을 통해서만 교환가치를 유추하며 스스로의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팔길이 시장 과 ) (arm’s length market)

식의 위계 라는 이분법으로 환원될 수 Williamson(1975; 1985) (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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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다 기업 간 연결망 속에 묶여있는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더라. “
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업들의 파벌관계가 지속적으로 존재한 다” (14) . 
여기서 기업집단들을 묶어주는 연결망은 출자 지분소유 채무보증 내부, , , 
시장 거래 생산물 부품 공급망 등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에 ( / ) , 
더해 부수적인 효과로 파견 및 임명 등을 통한 이사 및 인적자원의 배
치 그리고 기술 지식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다 장세진, , , ( , 2003; Colpan 
and Hikino, 2012; Granovetter, 1995; Lincoln and Gerlach, 2004).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업들 간 연결망의 여부 연결망 내 , 
공유되는 자원과 정보의 종류 관계 연결 의 세기 그리고 연결망의 기, ( ) , 
하학적 구조는 특정 기업집단 내부에서 보유하는 핵심역량의 차별적 성
격과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조직화 된다 가령 기업집단. 
의 지분연결망과 부품공급망의 구조는 기업내부의 핵심 혁신 전략 1) 

조성재 기술혁(Amsden and Hikino, 1994; Lee and He, 2009; , 2014), 2) 
신과 지식에 대한 사회적 폐쇄를 통한 통제 (Whitford, 2016; MacDuffie, 

김철식 외 제품 금융 노동 시장의 제도적 완결성 혹은 2013; , 2011), 3) / / (
공백 발전국가 국가에서의 ) (Goto, 1982; Khanna and Palepu, 1997), 4) 
산업 정책과 정 경의 관계 귀속 자원 및 자본의 할당 및 배분 금융- (i.e. , 
과 무역 유출입에 대한 정부 정책의 비 대칭성 정 경 간 관계 및 협상/ , -
의 구조 등 김경필 장덕진(Woo-Cumings, 1991; Guillen, 2000; , 2018; , 

김윤태 그리고 심지어 한 문화권 내 가족의 구조와 가2003; , 2012)), 5) 
산 승계 원칙 장덕진 에 의해 구조화 된다( 2002; Lee, H.Y., 2008) . 

이렇게 기업집단 내 다양한 변이 가 존재하고 이러한 (variation) , 
변이를 조형 및 구성하는 기술적 정치경제적 제도적 변수가 다양함에도 , , 
불구하고 기업집단이 하나의 유의미한 개념으로 준별되고 인식되는 이, 
유는 기업집단 자체가 주주 대리인 관계를 반영하는 각 개별 기업들의 ( - ) 
단순한 총합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창발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관계론적으로 보았을 때 각 기업들의 상호관계 그리고 이러한 , 
관계들의 총합으로서의 연결망은 필연적으로 권력 신뢰 조정의 문제를 , , 
발생시킴과 동시에 해결한다 (Granovetter, 1994; 2005; Colp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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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관점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가지는 Hikino, 2012). 
자산 이외에도 연결망의 구조와 기업간의 신뢰 및 권위의 구체적 양상에
서 등장하는 관계론적인 자원이 존재한다는 관점을 채택한다 특히 기업. 
들의 자본 자금 조달 정보의 흐름 생산 시스템에서의 분업과 이에 따른 / , , 
경제적 배분과 같은 문제는 상호의존적 기업들 간의 연결망 구조 차원에
서 조정되고 통제된다 (Granovetter, 1994; 2005; D. Chang, 2001). 

그렇다면 기업집단으로서 재벌이 가지는 조직론적 특수성은 무엇
이며 이러한 특수성은 어떤 역사적 변동 속에서 기원했는가, ? 

는 한국의 재벌의 독특한 성격을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로 정Hattori(1987)
리했다 비관련 다각화를 통한 성장과 팽창 공급독점과 수요독점을 : 1) , 2) 
추구하며 시장지배력을 추구하는 전략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중앙, 3) , 4) 
집권적 통제구조와 하향식 의사결정 의사결정 관행에서의 가부장제와, 5) 
의 구조적 상동성 반면 김윤태 는 조금 더 간명한 정의를 추구하며 . (2012)
재벌을 친족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대규모의 다각화된 기업집단 으“ ” (122)
로 정의하며 비관련 다각화와 가족의 소수통제구조 를 독특성으로 , (CMS)
정리한 바 있다. 

재벌집단의 조직론적 독특성을 조형한 제도간 동형화 과정2. 

이러한 정의를 반영하여 다소 단순화의 위험을 안고서라도 위(
에서 언급한 재벌들의 공통적인 구조적 속성을 조형한 사회적 역사적 ) , 
과정의 영향을 살펴보면 긴 역사적 진화 과정을 통해 크게 두가지 형태
의 제도간 동형화 (cross-institutional isomorphism) (Granovetter, 2004) 
과정이 발생했다 첫째로 권위주의 국가의 강압적 경제 정책에 대응하는 . 
동안 동형화 과정이 발생했다 두 번째로 유교적 권위주의 가족 체계가 . 
기업의 위계적 소유구조를 지탱하는 요소가 되었다.  

국가에 의한 강압적 동형화 과정과 영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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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가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자 권위주의 국가가 강력한 자. 
율성과 역량에 기반해 산업정책을 펼치는 동안 그라노베터 가 제도(2004)
간 동형화 이라고 부를만한 현상이 발(cross-institutional isomorphism)
생했다 권위주의 정권은 산업 목표 접근법을 구사하며 산업화 진전 단. 
계와 동아시아 제품주기 분업구조의 위치에 따라 목표 성취에 따른 국내
외 신용의 할당 보조금 세금감면 등을 정책 수단으로 동원하였다 , , 

윤상우 오원철 김인수(Kim, 1997; Woo-Cumings, 1991; , 2002; , 2006; ,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권력 구조로 이루어진 국가기관과 협상하고2000). , 

전략 산업의 육성에 따른 지원에 대한 선발자의 우위효과 (first mover’s 
를 점유하기 위해 기업집단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대응해야 하advantage)

는 상황에서 기업집단으로서의 재벌은 동일하게 고도로 집중화된 권위( ) 
적 의사결정 체계와 위계적인 지분 연결망을 유지하였다 (D. Chang, 

조직론적으로 보았을 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는 재벌이 다른 1999). 
수평적 기업집단과 준별되는 네가지 조직론적 독특성을 발전시켜나가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우선 첫째 재벌은 상호지분소유 상호채무보증 위계적 지분망 , , , 
및 공급망을 통해 계열사에 대한 통제적 역량을 구축했다 특히 출자관. 
계를 살펴보았을 때 재벌은 장덕진이 중복위계 라고 ‘ (nested hierarchy)’
부른 구조가 두드러졌는데 여기서 중복위계란 역할 등위성에 기반한 , (
블록모델 분석을 적용했을 때 역할블록 내 그리고 역할블록간 모두 서) , 
열화 관계 가 발견됨으로써 프렉탈적 위계구조가 발견된다(transitivity)
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망의 구조가 삼자 관계의 시(D. Chang, 1999). (
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위계적인 방식으로 조직화 되면 총수는 계열사) 
에게 위계 내 구조적 역할 을 부여하여 집단적 발전 전략에 맞춰 (role)
통제할 수 있는 구조적 역량 를 구축할 수 있게 된(structural capability)
다 이는 재벌이라는 기업집단 자체가 개별 기업의 총합을 넘어 하나의 . , 
구조로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에 더해 총수 및 가족집단. 
은 위계 구조의 상층부만 일부 소유하여도 기업집단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는 이러한 재벌의 속성을 . D.Chang(1999)



- 51 -

부각시켜 사적으로 소유된 사회구조 ‘ (priavtely owned social structure)’
로 부르고 있다.

둘째 재벌집단의 상위에서는 재벌의 총수를 중심으로 장기적 의, 
사결정을 위해 기획조정실 그룹 비서실과 같은 관제기관이 존재했다 계, . 
열사 내 상황과 재벌집단의 미래 전략과 연관된 환경을 끊임없이 탐색하
면서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며 총수를 보좌하는 이러한 조직은 계열사 
그룹 총수의 이사직 임명권 융자 보장에 대한 권한 장인석 핵심 , ( , 1992), 
경영평가 지표 등에 대한 권한으로 전략적 통제 권력 (strategic control) 

김윤태 에서 재인용 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때 (Scott, 1969; 1991; 2012 ) . 
전략적 통제란 미래 산업에 대한 진출 및 투자 이사회의 구성 기업의 법, , 
적구조 등 장기적 계획에 기반한 전략적 경영목표 설정과 연관되는데 해, , 
당 개념은 특정 사업에서의 예산 배분 임금 결정 관리직 임용 결정 특, , , 
정 공정과 연관된 루틴의 설정 등을 포괄하는 관리적 통제 (managerial 

과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다 거칠게 control) (Scott, 1979; 1991). 
분리하자면 전략적 통제는 재벌집단의 상층부에 의해 좌우되는 반면 각 , 
계열사는 관리적 통제에 역할이 한정되는 경향을 띤다.

셋째 이러한 권위적 통제 구조에 기반해 재벌은 외부 수출시장, 
의 변동 및 이에 조응하는 정부의 산업 목표의 전환에 전략적으로 뛰어
들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비관련 다각화를 활성화 시켰다 위에. 
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의 산업정책 지원과 연계되어 선점자의 효과를 , 
점유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새로 열린 기회의 창 (window of 

의 확산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산업에 발을 담그고 opportunity)
있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었다 때문에 재벌은 포트폴리오를 다변. 
화 하였다 장덕진(D. Chang, 1999; , 2002).

넷째 재벌의 위계적 의사결정 구조는 정부와의 협상에서의 이점, 
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벌은 권위주의 정권과 여러 가지 공식적 비공식. , 
적 연계방식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이는 점진적으로 가, 
속화 되는 발전 속도와 함께 더욱 포섭적인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Kim, 

이때 권위주의 정권에 자금을 전달하거나 특정 정책을 유도하는 1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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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협상을 통해 지원 및 이권을 받는데 있어 총수가 그룹을 단일한 , 
리더십 하에 통제하며 소유하는 것이 이득이었다 이는 단일한 로비창구. 
로 기능하며 계열사들이 지원과 이권을 도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
경필, 2017). 

가족제도에 의한 규범적 동형화 과정과 영향2) 

그렇다면 한국 특유의 가족 제도는 재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제도간 동형화 과정을 추동했을까 이는 재벌 소유권이라는 공식적 구조? 
로서의 조직에 전통적 가족제도가 미친 영향 그리고 인적 연결망과 관, 
계적 속성이라는 자연체계로서의 조직에 한국적 가족주의에서 드러나는 
신뢰 구축 및 통제방식이 미친 영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전자에 대해서는 재벌의 소유권 구조가 한국적 가족제도에
서 규정짓는 승계 상속 가산에 대한 원칙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 규범적 , , 
동형화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장덕진 가령 한국의 전통적인 ( , 2001). 
유교 원칙에서는 대만과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 변형단독상속 ( ) (modified 

제도가 유지되는데 이에 따라 장남이 거의 모든 상속 몫primogeniture) , 
을 받고 다른 아들이 나누어 받으며 가산의 주인은 가장에게 속한다, , . 
이러한 상속제도의 유교적 보수성은 그룹 총수 명예회장 혹은 공식적 (
그룹회장 의 거의 대부분이 장남에 의해 승계되었으며 부회장 자리 중 ) , 

도 장남이 아닌 아들들에 의해 승계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확인된다60% . 
이에 더해 가족임원으로는 아들 형제의 아들 형제 사위의 순으로 선호, , , 
되었으며 명의 가족임원 중 여성은 단 한명으로 매우 강한 부계적 승, 98
계의 원칙이 관철되었다 장덕진( , 2001).

후자로는 한국식 유교적 가족에서 발견될 수 있는 권위적 온정, 
주의적 가부장제에 기반한 위계적 충성 후견 관계가 일정 부분 재벌집-
단 내 사회적 관계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H.Y. Lee, 2008; 
재열 특히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공식적 권위를 가진 자, 2015). ( ) 
들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권위가 개인화 되며 권력의 자의적 남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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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히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더해 이재열(H.Y. Lee, 2008). (2015)
에 따르면 유교식 위계적 가족주의에서는 모범적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
리더십과 결합한 매우 위계적이고 자발적인 복종으로 특징지어지는 위계
조직 의 형태가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득적 지위 혹” (168) . , 
은 더 확장해 혈 지 학연에 기반한 사적 신뢰가 공적 절차를 통한 신뢰/ /
의 확보의 기능을 일정부분 보완하고 때로는 대체하며 거래비용을 줄이, 
고 조정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김용학( , 1996). 
때문에 재벌그룹에서 충원되는 가족 구성원 외 임원 및 고위직 전문경( ) 
영인들 중 적지 않은 비중은 그룹회장 및 직계가족 성원들과 지역적 교, 
육적 배경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김윤태 그리고 이러한 구성원( , 2012). 
들은 가부장적인 사적 관계맺음 방식에 기반하여 그룹회장과 장기적 헌신 
및 충성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서재진( , 1991: 160-161).

재벌집단의 조직론적 변수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의 특3) 
수한 경로

그렇다면 사회적 구조로서의 재벌집단은 기업집단 전체 그리고 , 
기업집단 내 각 기업들의 내부역량 성과 성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 , , 

까 이러한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 ? (e.g. 
장세진 장덕진 등 하지만 성과라는 변수Lee et al(2010); , 2003; , 2001 ). 

는 특정 국면에서의 기업집단별 구체적 전략과 외부환경의 상황이라는 
변수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을 띠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 어렵다 이는 아. 
마 재벌이 이들이 처한 환경적 변수에 따라 실질적 통제력 장기적 성장, 
성 단기 이윤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한 후 연결망의 재편을 통한 전략, 
을 수립하기 때문일 것으로 파악된다 장세진 장덕진( , 2003; , 2001; 

가령 장세진 의 경우에는 특정 국면에서 Granovetter, 1995; 2004). (2003)
가족기반의 대주주에 의한 터널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tunneling) 
실증분석을 통해 보였는데 그에 따르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잘 이루, 
어지지 않고 대주주들이 계열사에 대해 행사하는 사실상의 구조적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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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한 한국의 재벌집단과 같은 경우 대주주들이 이들의 이익을 위해, 
서 계열사 내에서 순환하는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성과가 .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들의 지분율을 미리 높여서 소유구조를 변형
시키거나 계열사 내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력을 통해 이전 가격을 자신, (
들의 소유권이 높은 기업들의 내부거래 양 가격을 높임으로서 조율함으/ ) 
로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이는 내부정부의 활용이 어려운 소액주주. 
들의 이익을 희생하여 얻는 이익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대리인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장세진 반면 년( , 2003; Shleifer and Vishny, 1997). 1989
의 자료로 한국의 기업집단 지분 출자의 연결망을 분석한 D. 

의 연구에서는 재벌의 포트폴리오 관리가 투자에 대한 이Chang(1999) “
익 회수의 관점보다는 가족의 통제권 유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졌음을 밝혔다 만약 장세진 의 연구대로 단기적 이윤(1999: 148) . (2003)
의 극대화가 재벌의 변하지 않는 목적이라면 와 연결망에서의 상위 , ROA
위계성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하겠지만 오히려 부의 상관관계가 성, 
립했다 하지만 성장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했을 때 통제의 효율성 상호. —
지분소유에 의한 통제권의 확대 가능성 정도 과 상관관계를 가졌다. —

이렇게 구체적인 시점과 맥락에 따라 재벌집단이라는 조직적 구
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지만 자원준거이론 , (resource based 

에서 보았을 때 재벌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들이 지니는 공통적 핵theory) , 
심역량 혹은 전략적 비교우위 (core competency), (competitive 

은 상호간 기술 프로젝트 실행능력 등의 경영노하우 그리advantage) , ( ) , 
고 브랜드 등을 공유함으로서 긍정적 계열사들 간 확산효과 (spillover 

가 증진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effect)
이다 가령 수직적으로 통합된 계열사들 간의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공. 
유 그룹의 브랜드명 공유 그리고 경영노하우의 공유는 계열사 등이 있을 , , 
수 있다 (Lee et al., 2010; Chang and Hong, 2000)25).

25) 가령 에 따르면 동일그룹 내 타 계열사의 집중도 그리고  Chang&Hong(2000) , R&D , 
광고집중도들의 가중평균값은 계열사들의 수익성에 유의미한 양 의 영향을 미쳤다 이(+) . 
에 더해 지출액은 개별 기업 차원의 수익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R&D 
찌만 그룹 차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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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한국의 재벌4 . 
집단에 국가의 정책 규제와 가족제도 승계원칙 및 규범 이라는 환경적 / ( )
요인이 재벌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벌집단의 조직론, 
적 독특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표 재벌 형성의 제도적 환경과 이에 따른 재벌의 조직론적 독특성 년대 이전4. (2000 )

제도적
환경의 
종류

환경이 미친 
영향의 경로 재벌집단의 독특성

국 가 의 
정책 및 
규제

산업목표 접근법 산- : 
업화 진전 단계와 동아
시아 제품주기 분업구
조의 위치에 따라 목표 
설정 

정부주도의 위계적 - 
금융시장 신용의 할: 
당 보조금 세금 감면 , , 
등을 정책 수단으로 동
원

정부주도의 독점 통- 
제 규제

선점자의 우위효과를 점유하기 위
해 그리고 정부의 제재 에 순응하, 
면서도 가족 단위의 권위적 통제역
량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연결망 단위
에서 전략 구사. 

위계적 지분망 및 공급망 중복1) : 
위계 등의 구조로 통제에 대한 구조
적 역량 획득 

연결망 내 지위 역할 세트의 구2) /
분 존재 연결망 내 위치에 의해 각 . 
기업의 경제적 역할이 배분 

핵심 관제기관 설치 비서실 기3) ( , 
획조정실 등 로 인해 전략적 통제 )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 

비관련 다각화의 증대 4) 
진화의 과정에서 계열사간 노하5) 

우 및 브랜드 공유로 자원 기반 경
쟁력 확대 전략

가족제도
승계원칙 및 (
유교적 규범)

승계 상속 가산의 - , , 
원칙 변형단독상속과 (
부계적 승계) 

유교적 가족주의에 - 
기반한 온정 주의적 충
성 후견 관계-

장남에 의한 그룹 총수 자리 승- 
계 가족임원의 선호 여성의 과소, , 
승계현상 

혈 지 학연 등의 사적 연결망에 - / /
기반한 통제권의 확보와 거버넌스 
구조 안정화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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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집단으로서의 거버넌스의 변동과 구조적 관성의 유지3. SK : 

도 가족의 소수통제구조 비관련 다각화와 같은 재벌집단의 SK , 
핵심 구조는 대략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벌집단 간 변. 
이로서 가 가지는 독특성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독특성은 어디에서 SK , 
기원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보자 이후 본격적으? . 
로 다루게 될 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으로서의 방식SK CSR 
에 단순히 재벌 특수적 전략뿐 아니라 특수적 성격도 드러날 수 있- , SK-
기 때문이다.

소버린 사태 이전 의 조직론적 독특성1) SK

소버린 사태 이전 재벌로서 의 조직론적인 독특성은 두 가지, SK
로 나뉘어진다 우선 성장의 경로가 유기적인 성장 보다는 정부 소유의 . 
기간산업의 적극적인 인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있다 둘째 타 재. , 
벌에 비해 출자 연결망의 위계성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이 있다.

우선 의 성장 역사에서 대규모 인수 전략이 매우 중SK (M&A) 
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여타 상위 재벌집단 삼성 현대 등 과의 결( , )
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핵심 산업으로의 진출과 계열사 내부시장의 확. 
대가 기업 내 규모증대나 분사를 통해 이루어진 유기적 성장 (organic 

의 방식과 다르게 의 경우 핵심 산업으로의 growth) (Penrose, 1959) , SK
진출과 도약이 대규모 인수로 이루어진 독특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 
한 성장방식 중 핵심적인 것들은 공기업의 인수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 
때 정부와의 긴밀한 인적 연결망 구축을 통한 사적 신뢰 획득의 방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산업자원부(Kang, 1996; , 1999).

거칠게 시기별로 구분해보면 년의 귀속재산 섬유공장 인, 1953 ( ) 
수 후 는 주산업이 직물 년대 화학섬유 석, SK (1950 ) -> (1960-1970) -> 
유화학 정유 가스 통신 으로 팽창하였다 한한, , (1970-1980) -> (1990) (
수 그런데 이 중 정부로부터 인수한 년의 유공 정유업체 과 , 2001). , 19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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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한국이동통신 텔레콤의 전신 은 의 확장과 성장 방향의 1994 (SK ) SK
전환에 있어서 각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장세진 는 ( , 2003). SK
핵심 사업을 정부로부터 인수한 후 해당 산업에 수직계열화를 통한 전, 
후방 효과를 추구하는 전략을 펼쳤다 한한수 김성수 김신( , 2001; , , 

그리고 이는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협조 속에서 2012). 
가능하였다는 추측이 학계에서도 일반적이다 김윤태(e.g. Kang, 1996; , 
2013). 

가령 년의 유공 정유업체 인수 당시 해당 기업의 매출액은 1980 ( ) 
기업집단의 전체 매출액을 합쳐도 배가 넘었다 하지만 정부의 저SK 5.5 . 

리 대출로 인해 는 손쉽게 인수가 가능했고 이에 더해 인수 직후 정SK , 
부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석유 수입 독점권도 부여해 주었다 
(Kang, 1996). 

년 진행된 한국이동통신 인수 당시 해당 기업은 의 1994 , 36.7%
영업이익률 그리고 억원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보유하며 장기적 , 7829
성장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재벌들 간 인수 경쟁이 심했지만 각. , (
종 회고록 등의 기록 및 학계의 주류 입장에 따르면 로 인해 인수되) SK
었던 것은 당시 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존재했던 사돈관계가 크게 작SK
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학계의 중론이다 장세진 산업자원부( , 2003; , 
1999)26). 

정부로부터 인수한 산업군은 현재도 에게 중요한 영역에 속SK
하는데 에너지 화학과 정보통신 영역을 핵심 자산으로서 합치면 총 매, /
출액의 약 를 차지한다 년 기준 그룹분석 보고서 특히 하60% (2017 , SK ). 
이닉스 인수 년 월 이전에는 이상으로 더욱 많은 비중을 차(2012 3 ) 70% 
지해왔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 돋보인다. 

이렇게 의 핵심분야인 에너지와 이동통신 분야가 정부로부터SK
의 인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리고 이 핵심 두 분야가 

26)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의 사돈관계는 재벌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가령 년대 한창 정책화의 가능성이 공론화 되던 금융. 1990
실명제는 갑작스럽게 연기되는데 이러한 노태우 대통령의 결정에 당시 전경련 회장을 , 
담당한 최종현 회장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김인영( , 1995: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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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프라 산업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공적 신뢰와 정당성 그리고 정, , 
부와의 관계가 비교적 중요한 입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룹이 타재벌에 비해 가졌던 거버넌스 구조에서의 전통적 SK
취약성은 출자 연결망의 위계성 구조가 취약하다는 사실에서도 기인한다. 
한국의 주요 개 재벌에 대한 삼자 위계성29 (transitivity)27)와 지위비 
(status ratio)28)를 교차하여 지분망에 따른 재벌의 경영권의 상대적 취, 
약성 정도를 살펴본 박천웅 의 연구에서는 가 해당 두 지표에 모(2006) SK
두 가장 낮은 지수를 보여 출자연결 구조의 취약성이 존재함을 보였다, . 
그림 은 한국 개 재벌의 출자연결망을 대상으로 년과 년 사이8 29 1997 2003
의 지위비와 삼자위계성의 분포를 나타낸 자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 
상대적인 가치인데 의 경우 년 사이의 상대적 지위비와 삼, SK 2001-2003
자위계성이 오리온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나며 상대적 취약( ) 
성을 나타낸다.

27) 여기서 삼자 위계성의 강도가 중요한 이유는 위계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출자 연결  “
구조에서 비록 하나의 고리가 끊어진다고 해도 다른 연결망 혹은 계열사의 연결망을 , 
통해 그룹의 지배권이 유지될 수 있는 반면 낮게 나타나는 경우 중요한 한 노드에 ...[ , 
대한 지배권을 잃게 되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잃을 수 있 박천웅] ” ( , 2006: 31)
기 때문이다.

28) 여기서 지위비는 기본적으로 카츠 중앙성 지수 로 구하였다 (katz centrality stat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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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 한국 개 재벌들의 지위비 삼자위계성 분포8. 97-03 29 -

출처 박천웅: (2006: 45)

이러한 취약성에 따른 위험은 년 소버린 자산 운용의 적대적 인수 전2004
략에 따른 위임장 경쟁 에서 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proxy fight)
다. 

소버린 사태 이후 의 구조 변동과 관성의 유지2) SK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위협에 대해 는 년 월 열린 SK 2004 3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개편을 약속하며 경영권을 방어한 바 있다29) 지분 . 

29) 주지하다시피 사건의 발단은 년 네트웍스 전 글로벌 의 분식회계 약 조  2003 SK ( SK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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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의 취약성에 따른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는 재벌 총수의 통제권SK
한의 부분적 이양 수평적 최고협의회 구성 정치적 영향력 사회적 명성, , ( , , 
전문성 등을 지닌 사외이사의 비중 확대 소액주주 가치를 확대하는 전략) , 
을 채택한 것이다 이지환( , 200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합리적 체계로서의 의 공식적 구조개편SK
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인해 외부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한 것으로 파
악할 수 있다.

우선 첫째 년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하였다 지주회사 , 2007 . 
는 다른 회사의 주식 보유를 주된 목적으로 삼는 회(holdings company)

사다 지주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로 연결되는 . - -
단선적이고 하향적인 피라미드 구조로서 복잡한 상호지분소유나 순환출
자가 없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 
수 있으며 한계기업 퇴출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 
특히 투명성이 공적으로 확보된다는 점에 있어서 분식회계로 인해 경영
권의 위협을 겪었던 로서 중요한 정당성 확보의 전략 중 하나일 것으SK
로 판단된다.

억 규모 이후 취약해진 지주회사 주 의 주식에 대량 투자하여 적대적 인수를 5000 ) (SK( ))
시도하던 소버린이 제기한 위임장 경쟁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소버린의 지분은 총수 . 
최태원의 지분을 초과했으나 국내 주요은행 신한 산업 하나 등 들과 그룹의 계열, ( , , ) SK
사 그리고 우리사주 등의 백기사 로 인해 년 월 소버린의 안건이 모두 부결되, ‘ ’ 2004 3 , 
었다 이후 년 중순경 소버린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다 이지환. 2005 . ( , 

이완배2006;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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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업집단의 소유지분도9. SK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2018), 2018.05.01. 

둘째 년 이후 는 최고협의기구 최고 경영진 회의체 인 , 2010 SK ( )
추구협의회 를 설치해 그룹의 공동 주요 안건에 대해 의사결정‘SUPEX ’

을 실행하고 각 핵심 관계사들 간의 협의와 조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협, . 
의회는 별도의 법인체는 아니지만 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회원이며, SK 30),  
협의회 산하에는 일곱 개의 위원회 아래 표 참조 가 있는데 각 위원회는 ( ) , 

30) 년을 기준으로 회원사는 주 이노베이션 텔레콤 하이닉 2019 SK( ), SK , SK , SK E&S, SK 
스 케미칼 네트웍스 에너지 종합화학 루브리컨츠 건설, SK , SK , SKC, SK , SK , SK , SK , 

가스 머티리얼즈 실트론 브로드밴드로 총 사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사 SK , SK , SK , SK 16 . 
가입을 위한 명확한 공식적 기준은 외부에 공표된 바가 없으나 매출 영업이익 규모, , , 
그룹 내 산업적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비즈니스포(
스트,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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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단급으로서 위원장의 직책은 핵심 계열사 인의 사장들이 겸임하며 , 7
수행하고 있다 결국 협의회는 경영실적 평가. 31)가 제외된 주요 공동 안건
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각 분야별 .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 2018/10/23). 

표 추구협의회 산하 위원회 명칭 및 공식적 기능5. SUPEX

출처 그룹 홈페이지 : SK (2019)

셋째 각 계열사의 이사진 구성과 위원회 구성에 변동을 주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의 기업집단현황공시에 의하면 의 개 주요 계열(2018) SK 23
사32)는 총 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년대 이후 평균 사71 , 2010 60-70% 

31) 경영실적 평가 권한은 최태원 회장이 최대소유주로 있는 지주회사인 주 에게 있는  SK( )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 논문에서 뒷 챕터에 언급할( , 2018/10/23). ( ) 
사회적가치측정과 더블바텀라인 에 사회적 가치 반영 도입의 결정에 있어서 이러(KPI ) 
한 최태원 회장의 실질적 권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2) 여기서 주요 계열사 에 포함된 회사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가스 건설 ‘ ’ : SK, SK , SK , 
네트웍스 루브리컨츠 브로드밴드 솔믹스 커뮤니케이션즈SK , SK , SK , SKC , SKC, SK , 

디스커버리 텔레콤 하이닉스 행복나래 아이리버 머티리얼즈 에스엠코어SK , SK , SK , , , SK , , 

위원회 공식적 기능

전략 위원회
그룹 차원의 전략의 수립과 실행 그룹 차원. 
의 성장기회 발굴 및 투자

에너지 화학 위원회·
관계사들의 에너지 화학사업의 성장 발SK · ·

전을 위한 지원과 역량응집의 촉진

위원회ICT 
사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지원과 역량ICT ·

응집의 촉진

성장 위원회GLOBAL 
의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우호적 SK

협력관계 형성 지원 및 에너지신산업 추진

위원회COMMUNICATION 
의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할한 커뮤SK

니케이션 업무를 수행

인재육성 위원회 을 SKMS (SK MANAGMENT SYSTEM)
바탕으로 한 미래경영자 발굴 및 육성 지원

위원회SOCIAL VALUE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와
의 동반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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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이사 비율 수준을 유지하였다 매일경제 더벨( , 2019/02/20; , 
이에 더해 는 각 이사회의 소위원회의 경우 소위원장은 2018/08/13). SK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보장하였고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 
차원에서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년. 2010
대 이후 최태원 총수는 주 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의 등기이사 직책을 SK( )
위임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기업집단 거버넌스 구조의 세가지 변화는 소버린 
사태 이후 그룹이 외부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을 SK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이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를 넘어 그룹 . SK
전체 거버넌스에 있어 기업간 위계적 조정 양식의 해소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대상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지주회사체제의 전환 과. 
정에서 총수 일가의 지주회사 지분율 및 지주회사의 핵심 계열사 지분율
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김동운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에 있어 ( , 2011), 
경영인 감시를 넘어 포섭 의 목적이 내포된 것은 아닌지 이(cooptation) (
항영 외 양종민 그리고 기용된 핵심 내부 , 2007; D.Chang, 2006; , 2008), 
인사들 예를들어 추구협의회의 위원장 및 핵심 계열사 사장 과 ( SUPEX )
최태원 회장 간 인적 연결망을 매개하는 조건들은 무엇인지 서재진( , 

등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1991) . 
에서 볼 때 는 적어도 세가지 측면에서 위계적 거버넌스 및 경영 소, SK /
유의 일치라는 조직론적 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선 첫째 지주회사로의 전환 후에 지분율 차원에서 총수의 지, 
배력이 더욱 강화 및 안정화 되었다 우선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 

는 인적분할과 현물출자의 방식을 이용하였는데 이 때 사업회사에 SK , “
대한 지주회사 지분율도 지주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조식에 신주가 배정되
고 이후 사업회사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까지 더해져 분할직후 대비 약 , 
배 상승 공정거래위원회 하게 되며 지주회사에 대한 총2 ” ( , 2018: 13-14) 

수의 지배력이 높아졌다 아래 표 참조 지주회사로 전환 직후인 ( 6 ). 2007
년부터 현재 년 까지 최태원 회장과 특수 관계인 최기원 최신원 (2019 ) ( , 

나노앤텍 케미칼 대한송유관공사 부산도시가스 디앤디인베스트먼트 더, SK , , , SK D&D, (
벨,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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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의 주 에 대한 지분율은 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 SK( ) 30% . 
에 더해 소유 지배의 괴리가 심화되었다 지주회사의 피라미드 구조상 - . 
적은 지분으로도 자회사와 손자회사 등의 계열사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
는 공고화 되었다 가령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지분을 나타내는 소유지분. ‘
율 은 매우 낮지만 년 이후 대 이하 의결지분율’ (2007 2% ), 33)은 지주회사 
전환 직후 였으며 소유지배괴리도는 의결권승수는 37.33% , 35.14%, 17.05
배였다 특히 의결권 승수는 동년 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평균인 . 28

배 보다 배 이상 많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김동운7.87 2 ( , 2011: 237). 

표 지주회사의 분할 전 후의 지분율 변동6. SK ·

지주회사명
분할 설립[ ( )

연도]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

지주회사 보유
자기주식 비율(%)

사업 신설 회사에 대한( )
지주회사의 지분율(%)

분할前 분할설립( )
연도말

분할설립( )
+1 분할前 분할설립( )

연도말 분할後 분할설립( )
연도말

분할설립( )
+1

에스케이(07) 11.01 25.14 30.45 17.1 13.66 17.1 30.76 32.96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2018: 16)

둘째 인사와 이사진의 구체적 구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새로 도입, 
된 조직과 관행이 단순히 정당성 획득과 경영인 감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넘어 지배권 공고와 포섭 의 기능 도 (cooptation) (Selznick, 1949)
수행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3) 의결지분율은 쉽게 말해 기업집단 내 직접 연관된 내부 이해관계자들 총수와 특수관 (
계인 임원 계열사 비영리 이 소유한 지분의 총합을 나타낸다 의결지분율과 소유지분, , , ) . 
율의 단순 차를 계산한 소유지배괴리도 는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지배‘ ’ ( ) -
소유의 괴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의결지분율은 각 계열사의 . 
피라미드 내 상대적 위치 가령 여러개의 회사를 소유한 자회사인지 아니면 손자회사인(
지 등 를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단순 총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적합성이 떨)
어진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규제 대상 지정에 소유지. 
배괴리도 지표를 주요하게 사용해온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형철 외 참조 이 . (2007) . 
글은 재벌의 지배 소유 괴리에 대해 정밀한 측정법을 다루는 논문이 아니므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주요한 기준점으로 삼는 소유 의결지분율과 소유지배괴리도라는 지표를 받/
아들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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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핵심 경영인의 인사와 관련한 경우 는 총수와의 학연이 SK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였다 스코어 에 따르면 의 핵심 주요 . CEO (2018) SK
계열사의 중 고려대학교 학맥을 보유한 이는 에 해당하여 대 CEO 25% 30
기업집단의 평균인 을 약 배 정도 상회한다 이에 더해 아래 제시된 13% 2 . 
표 와 같이 추구협의회의 핵심 위원장들의 경우 총 명 중 명이 7 SUPEX 7 4
총수와의 학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총수와의  
장기적 관계를 통해 신임과 신뢰를 얻는 패턴을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
문, 2018/12/07).

표 추구협의회 위원장의 직책과 학맥 년 기준7. SK SUPEX (2018 )

출처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에서 수정: (2018/12/07)

이에 더해 사외이사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학교수 출신과 정부 부
처의 고위 관료 출신의 높은 비율이 두드러진다 더벨 에 따. (2018/08/09)
르면 년을 기준으로 핵심 개 주요 계열사2018 23 34)에서는 총 명의 사외71
이사를 기용하고 있었는데 그 중 대학교수의 비율은 명으로 약 를 , 39 54%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지식경제부 관료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인사. 
는 약 명 를 차지하고 있었다 과 양종민 는 15% (11 ) . D.Chang(2006) (2008)
대학교수 출신의 사외이사 기용은 대학교수의 대부분이 정당성이 높은 1) 
조직의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특정 조직의 이해관계를 크게 대변, 2) 

34) 정확한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가스 건설 네트웍스 루브리컨츠 : SK, SK , SK , SK , SK , 
브로드밴드 솔믹스 커뮤니케이션즈 디스커버리 텔레콤SK , SKC , SKC, SK , SK , SK , SK

하이닉스 행복나래 아이리버 머티리얼즈 에스엠코어 나노앤텍 케미칼 대한송, , , SK , , , SK , 
유관공사 부산도시가스 디앤디인베스트먼트 더벨, , SK D&D, ( , 2018/08/09)

위원장 이름 출신 계열사 출신대학
전략위원장 조00 추구협의회 의장 겸직(SUPEX ) 고려대학교
사회적가치위원장 이00 브로드밴드 전 사장SK ( ) 고려대학교
에너지화학위원장 유00 사장SK E&S 고려대학교
글로벌성장위원장 박00 사장SK TELECOM 고려대학교
인재육성위원장 서00 사장 서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0 이노베이션 사장SK 서울대학교

위원장ICT 박00 하이닉스 사장SK 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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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녔다는 점에서 포섭 혹은 (cooptation), 
위험요소의 내부화 전략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대학교수‘ ’ . 

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조직은 정당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이들, 
에 의해 조직의 주요 결정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은 없기 때문에 외부 환
경의 위험요소를 내부화 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개편된 조직이 명시한 새로운 목적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 
해당 조직이 가지는 관성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비공식적 인간관계 때, 
문에 담당하게 되는 잠재적 기능의 유지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된 주 의 경우 주요 명시적 기능은 신규사업 투SK( )
자와 브랜드 및 지적재산권의 관리35)이다 하지만 조직구조상 주 는 . SK( )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전 의 핵심 컨트럴 타워 및 총수의 보좌 기구로SK
서 존재하였던 경영기획실 구조조정추진본부 투자관리실이 확대 개편된 , ,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김동운 특히 지주회사 전환 직후에 투자( , 2011). 
관리실의 핵심 임원들은 주 의 핵심 임원으로 기용되는 관성이 유지되SK( )
었다는 점에서 공식 조직의 개편과 명시적 기능 전환에도 불구하고 위계, 
적 조정의 근간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그룹 회장은 확대경영회의 세미나 등의 사장단급 연, , CEO 
간 회의를 주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조직 및 제도 설계의 방향 사업, 
모델 추진 새로운 경영 목표 발표와 경영계획의 점검을 실행한다 뉴스, (

가령 확대경영회의에서는 추구협의회의 회원사인 1, 2018/06/25). SUPEX
개 계열사의 사장들을 대상으로 총수는 핵심 경영목표와 경영계획을 16

발표하고 사장들은 가 계열사별 목표달성과 사업모델 개발 추진현황 등
에 대해서 발표하며 평가를 받는다 특히 뒤 챕터를 통해 후술할 사회적 . 
가치 측정의 도입과 측정에 기반한 평가도 이러한 사장단급 공동회의 
확대경영회의 및 세미나 등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CEO ) 

에서 위계적 조정의 방식이 유지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35) 정확한 내용은 주식회사 의 정관 참조 SK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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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소버린 사태 이후 거버넌스의 구조적 변화와 관성8. SK 

거버넌스의 구조 변화와 
정당성 확보 전략

위계적 관성의 유지

1. 사외이사제도의 대대적 도입 : 
평균 의 사외이사 도입 60-70%
(2010-2019)
2. 지주회사 체계로의 전환 

(2007)
3. 추구 협의회 체계 정립 SUPEX

(2010) : 
수평적 의사결정 컨트럴 타워로
서의 역할. 
핵심 계열사 사장들이 각 위원회 

개 의 위원장을 담당(7 )
총수 최태원 은 모든 계열사에4. ( )

서 비등기이사로 전환

1. 지주회사 체제의 위계성 피: 
라미드 방식으로 적은 지분을 
통해 위계적 의사결정권의 행
사가 가능

2. 인적분할 현물출자 방식을 이, 
용해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일
가 지분율이 배 이상 상승 2
공정거래위원회( , 2018)

3. 계열사 소유지분율은 에 2.19%
불과하나 의결지분율 친인척, ( ,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의 , , 
지분율 합산 의 경우 ) 37.33%
에 해당

4. 지주회사인 주 의 경우 과SK( )
거 의 투자관리실 경영기SK (
획실 구조조정 기능실 의 핵심 / )
임원들이 그대로 배치

5. 개 주요 계열사의 사외23 SK 
이사 명 중 명이 대학교71 39
수

6. 주요 계열사의 사장단급 연간
회의 주제를 통한 공동 경영 
목표 발표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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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진화의 사례 의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V. CSR : SK

문제도출1. 

이 장에서는 가 개척한 핵심 사회공헌 영역 중 하나인 사회적 SK
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며 구체적 실천의 방식이 
재벌집단으로서 의 조직론적 특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사례임을 보여줄 SK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앞선 챕터에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 , ( ) 
의 제도화 과정을 거쳐 외형적 이 정착화 되었고CSR CSR (explicit CSR) , 

이러한 제도는 미국 기업들의 실천 모델들을 재벌과 경영인이 주축CSR 
이 되어 이식 한 가운데 발생한 동형화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 (transplant)
강조되었다 기업간 수평적 조정 및 노사간 타협을 매개하는 제도가 저발. 
전 된 상황에서 이후 외생적 충격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IMF ) 
하락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력이 수직상승 한 가운데 가장 강한 압력, 
을 받는 주체인 재벌이 해외 지부로부터의 학습을 통해 미국식 활동CSR 
의 수용체 로서 제도화를 이끈 것이다 이에 따른 결과로 (receptor site) . 
재벌 주도적 의 수입 사후적 재분배로서의 사회공헌 그리고 영리 활CSR , , 
동의 연계 및 확장으로서의 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증적으로CSR . 
는 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사회공헌 전담부서 수와 사회공헌 지출액의 2000
확장과 대기업의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평균 추진기간의 확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사회공헌 지출이 어떤 분야에 . 
얼마만큼 투입되었으며 어떤 구체적 전략과 배분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 
해당 전략의 특수한 사회적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특정, 
한 경로가 왜 발생했는지 어떤 특수한 한국특수적 재벌특수적 맥락에서 ( , 
결정되었는지 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 

가령 한국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 중심
의 활동이 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높은 지출 비율CSR 2000
을 차지해왔고 년을 기준으로 전체 지출의 를 차지한다 전경(2017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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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2018)36) 년대 이후로 직접사업에 사용된 지출이 기부활동 지출), 2010
을 훨씬 상회하였다 직접사업 대 기부 지출 전경련( 62.5%/37.5 ( , –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직접사업 사회공헌 활동 중 대표적 프로그램2018)). 
은 장기화 되고 있다 개사의 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년 이상 (155 223 10
지속되는 프로그램의 비율이 약 전경련30% ( , 2018)). 

이러한 추세를 종합해본다면 대기업들의 실천 전략의 조직, CSR 
화 된 패턴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년을 기준으로. (2017 ) 
총 조 억이라는 대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2 7243
지 직접사업의 수행 방식에 있어서 어떤 패턴이 드러나는지 그리고 장기, , 
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어떻게 한국 기업 특유의 성격이 드러나는지 등
에 대한 이론적 공백을 매우고자 하는 탐색적 성격의 사례 연구의 일환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이러한 작업은 한국의 재벌집단이 미. 
국식 외형적 을 단순히 이식 및 복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조적 CSR , 
속성에 맞게 접변 한 것임을 보여줄 수 있다(acculturation) .

둘째 이라는 제도도 한 기업 혹은 기업집단 내에서 점진, CSR ( ) 
적으로 진화한다 가령 는 스스로의 사회공헌의 방식을 단계 자. SK 1.0 (
원봉사와 기부에 대한 집중 단계 의 핵심 역량을 (2000-2009)), 2.0 (SK
활용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단계 계(2009-2017)) 3.0 (SK 
열사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내재화 및 측정을 
통한 통제 로 구분한다(2018-) 37) 동아비즈니스리뷰 이렇게 기 ( , 04/2019). 

36) 사실 해당 비율은 년대 초반에 비교해 점진적으로 줄었다 가령 년에  2000 . 2004 41.0%
에 해당했던 취약계층 지원 지출 비율은 년 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2017 31.3% . 
지출 영역 교육 장학 사업 문화 예술 증진 사업 등 과 비교해 아직도 비율이 압도적( / , / )
으로 높다 전경련( , 2018).

37) 의 구분은 동아비즈니스 리뷰에서 진행한 수펙스추구협의회의  CSR 1.0, 2.0, 3.0 (SK 
이형희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확인하였다 하지만 년도 구분은 필자가 년도부SV ) . 2000
터 년까지 발행한 사회공헌 백서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참고하여 제시한 것2014 SK , 
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각의 단계가 상호배타적이거나 특정 시점을 넘겨 종료하. , 
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가령 의 대 총수인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시작된 기부 . (SK 2 ) 
중심의 장학사업은 의 사례로 구분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CSR 1.0 . 
에 더해 프로보노 활동을 체계화 하여 사회적기업의 역량 제고하려는 사회적 기업 생태
계 활성화 전략은 과 을 연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CSR 1.0 CSR 2.0 . 
내용을 토대로 추측컨대 여기서 구분은 단지 의 핵심 사회공헌 전략이 전환했음을 SK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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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집단 내부에서 진화하는 사회공헌 체계의 각 단계가 일정한 연속성을 
띤다면 그 연속성을 추동하는 전략적 실천과 제도화의 패턴이 라는 재, SK
벌집단 특유의 성격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 
라서 이 챕터에서는 가 도입한 사례에 속하는 사회적 기업 생SK CSR 2.0 
태계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 전략이 특유의 재벌집단적 성격을 반영한 SK 
것을 보이려고 한다.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2. 

이 연구에서는 문헌자료 문서정보와 기록물 와 인터뷰를 활용하( )
여 자료를 다원화 하였다 일반적으로 질적 사례연구에서 (triangulate) . 
복수의 자료를 사용하여 한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수렴된 해석을 내어놓
는 것은 각기 다른 출처에 기반한 사실의 묘사에 의해 동시에 지지된다
는 점에서 설득력과 정확성을 확보한다고 간주된다 (Yin, 2016: 

때문에 우선 문헌자료 문서정보와 기록물 을 살펴보고 사실을 216-220). ( )
확인하며 스스로 잠정적인 가설을 세워본 후 이를 인터뷰 내용과 교차, 
시켜서 재확인하였다. 

사례 연구를 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연구의 목표인 한 기업
집단의 제도의 이식과 그룹 내 동형화 과정 조직들 내 핵심 행위CSR , 
자 실천에 있어서의 조직 간 조정과 의사결정 과정 등을 파악하기 , CSR 
위한 가용한 양적 자료가 현 시점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
다38) 따라서 질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업집단 내 현황에 . 
대해 파악하려고 하였다 질적 분석은 통계검증과 같이 명확한 가설과 확. 
률론에 기반한 가설검증을 수치에 기반하여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연구 대, 
상의 내부 상황에 대한 복잡하고 상세한 이해를 돕는다 이에 더해 양적 . 
연구를 위한 자료의 기반이 부분적이거나 불충분하여 연구에서 검토되는 
문제의 복합성이 충분히 포착되기 힘들 때 이론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된, 

38) 가령 년도별 계열사별 사회공헌 지출의 추이와 상대적 비율 담당 핵심 조직  , SK , CSR 
내 의사결정 구조와 인적 구성비 조직 간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데, 
이터가 부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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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reswell, 2015: 70).
따라서 본 사례 연구에서는 기업 내부 현황에 대한 양적 데이터

가 부족한 현 시점 연구 대상인 의 제도 도입과 발전 그룹 차, SK CSR , 
원의 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간 조정 기업집단 내부의 제도적 기업CSR , 
가에 대해 풍부하고 상세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헌자료1) 

우선 자료수집은 기존에 출간된 의 사회공헌백서와 연구보고SK
서 단행본 그리고 사례연구들을 참조하였다 사회공헌백서의 경우 , , . 2000
년에서 년까지 의 사회공헌백서가 그리고 년부터 2003 SK TELECOM , 2004

년 사이 그룹 차원에서의 백서가 발간되었다2014 SK .39) 백서는 공식적 차 
원에서 그룹의 전사적 로서 진행된 프로젝트들에 대한 세부적인 기SK CSR
록들을 담고 있다 특히 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 SK
이 담긴 일차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에 더해 는 공식적으로 두 권의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우선 SK . 
최태원 회장이 직접 집필한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 의 경우 (2014) , 『 』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의 기능과 혁신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 
원 체계 그리고 지원 체계의 진화에 있어서 정교한 사회적 가치 측정 , 
체계 개발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 
비록 실증 연구의 측면에서 엄밀성을 결여하고 있지만 그룹의 회장이 , 
인지하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지원 체계의 핵심 모델과 기능에 
대한 인식론적 인과론적 도식을 본인이 직접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는 점에서 중요한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동반성장. SK
위원회 에서는 별책으로 행복한 동행 의 사회적 기업 운영 사(2014) : SK『

39)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백서는 년부터 발간되었으며 년까지 매년 지속적으 SK 2004 2014
로 발행되었만 년부터 년 사이의 공백이 존재한다 이는 의 사회적 기업 2010 2013 . SK
직접 설립의 확산 그리고 계열사인 행복나래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시기에 해, (SK )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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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를 발간하였다 가 설립한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들인 행복도시락. SK , 』
행복한 학교 그리고 행복나래의 비즈니스 모델 설립 과정 창출 효과를 , , , 
중심으로 서술한 사례집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통한 진행 CSR 
시기 에 진행되었던 사례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2010-2013) .

에서 발행한 마지막 공식 자료는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SK ‘ ’
에서 발행한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의 사회성과 측정 이 (2016)「 」
있다 해당 자료는 가 도입한 사회적 기업의 사회성과 측정 방식에 . SK
대한 설명문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즉 한 사회적 기업에서 창출된 사. , 
회적 가치의 종류를 분류하는 틀 서비스성과 고용성과 환경 성(e.g. ‘ ’, ‘ ’, ‘
과 사회 생태계 성과 그리고 측정하려는 사회적 가치의 각기 다른 ’, ‘ ’), 
종류에 조응하는 가치의 추정방식과 대리지표 공급의사가격 지불(e.g. , 
의사가격 대체방안 비용 등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는 , ) . SK
가 채택하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사회적 가치 측. 
정 체계의 도입에 있어서 이를 추진한 핵심 행위자 그리고 체계 개발과 , 
적용에 있어서 조직 간 조정의 양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
문에 이는 질적 인터뷰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에서 발행한 공식자료에 더해 의 에 대한 각종 사례SK SK CSR
연구 논문들이 존재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였다 가령 최재호. (2012; 

의 경우 그룹과 현대차그룹의 로서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2014) SK (CSR ) 
원 전략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 윤여창 과 임대호. (2010) (2011)
의 경우 행복도시락 등 의 사회적 기업 직접 설립 사례에 대해 구체, SK
적으로 다루었고 강대성 외 의 경우 의 구매 계열사 중 , (2015) SK (MRO
하나인 행복나래의 사회적기업 전환 사례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러한 ) . 
연구들은 비록 정교한 인과론적 분석이나 혹은 양적 실증연구로서의 가, 
치는 적지만 의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사례 연구로서 SK CSR 2
차 자료로 활용되었다 앞서 언급한 문헌들은 부록 에 상세히 정리. ( < 2>
하였다 이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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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상과 접근법2) 

연구를 위한 인터뷰의 대상자는 그룹 내 사회적 기업 SK CSR (
생태계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 개발 의 도입과 발전에 있어서 )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네 개의 조직 추구협의회 위SUPEX SV—
원회 행복나눔재단 행복나래 사회적가치연구원 을 대상으로 각 조직, , , —
에서 현재 근무하는 중이거나 해왔던 이들을 한명씩 선정하였다 이들 . 
중 몇몇에 대한 섭외에 있어서는 의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도움을 주SK
었는데 원할한 인터뷰 진행을 위해 사전 연락을 해주었다 또한 응답자, . 
들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인터뷰에 참여하
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업 내 정보에 대한 잠재적 민감도를 고
려하여 인터뷰 대상에 대한 개인별 소속 조직과 직책을 공개하기보다는, 

라는 대상자 식별 기호를 무작위적으로 부여하였다 이에 ‘A’, ‘B’, ‘C’, ‘D’ . 
더해 직접 인용보다는 간접 인용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인터뷰 대상
의 익명성을 극대화하였다.

표 인터뷰 대상자 프로필9. 40)

소속 조직 대상자 식별 기호
추구협의회 위원회1. SUPEX SV

행복나눔재단2. 
행복나래3. 
사회적가치연구원4. 

A, B, C, D

본 연구는 반구조화된 인터뷰의 형식을 띠었으며 사전에 인터뷰, 
이는 질문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미리 제공하였다 또한 인터. 
뷰의 내용은 녹취를 통해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인터뷰의 질문은 대상자들의 고유한 그룹 내 위치의 특수성을 

40) 여기서 라는 대상자의 식별 기호는 표에서 언급한 조직의 순서 와  A,B,C,D (1, 2, 3, 4)
아무 연관이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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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기 위해 각각 상이하게 준비되었지만 인터뷰의 공통적인 핵심 질, 
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을 것이다:

의 제도 도입에 있어서 벤치마킹한 사례는 무엇인가 특히 (1) SK CSR ?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기업 생태계 지원의 제도화에 대해서 정보 습득 
과정과 유입 경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를 먼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 
룹 내 다른 조직들에 전파한 조직은 무엇인가?

기업집단 차원의 전략의 추진에 있어서 조직간 조정은 어떻게 (2) CSR 
이루어지는가 각 조직들의 역할과 분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각 조? ? 
직들은 어떻게 연계되며 이들의 연계를 통제 및 운영하는 의사결정은 ,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특정 이니셔티브 도입에 있어서 그룹 회장의 영향력과 역할은 어느(3) 
정도인가 어떻게 영향력이 행사되며 이러한 그룹 회장의 영향력은 기? , 
업집단의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 시키는가CSR ?

의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 제도화 재벌집단으로서 의 3. SK : SK
사회공헌 전략의 특수성K-Type 

이번 소절에서는 년대 중반 이후 가 진행한 전략적 사회2000 SK
공헌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의 제도화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
려 한다 특히 이러한 노력이 한국 재벌 과 의 특수한 조직론적 성격. ( SK)
에 배태된 것인지에 집중하여 살펴볼 것이다.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하려고 한다 우선 그룹이 주요 . SK
사회공헌 프로젝트 중 하나인 스스로 이라고 불렀던 사회적 CSR 2.0— —
기업 연계를 통한 역량 및 설립 지원 그리고 더 나아가 생태계 지원을 , 
내세우게 된 배경과 과정을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 
생태계 구축 노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그룹 내 주체들을 파악SK
하고 해당 주체들 간 관계 통제의 방향 및 자원 정보의 흐름 에 대해서 , ( / )
분석하며 이러한 관계에서 재벌 고유의 조직론적 특성이 포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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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이려 한다 셋째 각 주체들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며 핵. , , 
심 행위자 해당 주체들이 설립 및 출연하게 된 배경 사회적 기업의 지, , 
원 방식 등에도 재벌 특유의 역량과 구조론적 속성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밝히려 한다.

형 사회적 기업 생태계 지원으로서의 사회공헌 도입 과정1) SK

그룹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의 방식에 대해SK
서 탐색하기 시작한 것은 년이다 가 설립을 지원한 최초의 사회2006 . SK
적기업41)은 행복도시락 으로 결식자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년 ‘ ’ , 2005

월 실업극복재단과 협약을 맺은 이후 지자체 등과의 협력 관계를 확산12 , 
시키며 공동 운영협의회를 갖추어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그리고 해당 사. 
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는 행복나눔재단을 년 월에 설립SK 2006 9
한다 이후 행복나눔재단은 사회적 기업 연계 지원 및 생태계 구축에 있어 . 
핵심 중추 기관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부록 에는 필자가 의 사회공헌백서 발간 저서 관련 기사 1 SK , , 
등을 비교 및 교차시켜 본 후 정리한 의 사회적 기업 간접 직접 설, SK /
립에 대한 현황이 정리되어 있다 이를 참고하여 의 사회적 기업 지. SK
원 체계 구축을 시기적 단계별로 구분해보면 거칠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부록 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듯이 년부터 년 사. ( 1 ) 2006 2009
이에는 외부의 사회적 기업 설립을 간접 지원하는 사례가 대다수를 SK 
차지한다 외부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사례 개 중 개 직접설립 사례 ( 9 8 / 
개 또한 에서 사회적 기업 연계 체계 구축에 대한 계획을 외부에 공0 ). SK

식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년이다2009 42) 이를 종합해보면 . 

41) 물론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인증 제도로 인해 공식적 인정을 받고 사회적 기업 이라 , ‘ ’
는 단어가 공론화 되기 시작한 것은 법제화가 시작된 년 월 이후 부터다 하지만 2007 7 . 

년부터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연계를 통해 사회공헌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 을 확장2005 ‘ ’
시켜 나가는데 이 때 시작된 행복 도시락 다솜이재단 교보생명 안심생활 현, , (SK), ( ), (
대자동차 등은 기업 연계 기반 사회적 기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곽선화 ) ( 2010; 
이은애 임대호, 2010; , 2011)

42) 년 사회공헌백서와 년 사회적기업연구포럼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기업의  2009 SK 2009 <
사회공헌과 사회적기업 구성 이라는 발표문이 의 사회적기업 연계 지원 전략에 대해 >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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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이에 는 공식적 체계화 이전 외부 정부 및 지자2006-2009 SK , NGO, 
체와의 협력적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과 같은 경계 탐색 (boundary 

과정을 거쳐 정보를 흡수하고 노하우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spanning) 
다43). 

년은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의 제도화가 더욱더 체계2010-2014
화 되고 가 주도권을 지며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시작, SK
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개의 사회적 기업이 직접 . 15
설립되었고44) 각 사회적 기업은 의 핵심 계열사 부록 참조 와 연계, SK ( 1 )
되어 지속적으로 자원 및 역량을 지원 받고 있다 이렇게 꾸준한 지원이 . 
가능했던 것은 년 이후 프로그램 운영들에 핵심 중추 역할을 하는 2010 , 
행복나눔재단에서 사회적기업 사업단이 년 설치되고 이에 더해 동시2010 , 
에 핵심 계열사별로 사회적기업 컨설팅 프로보노 봉사단이 꾸려졌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윤여창 이후 행복나눔재단은 핵심 계열사 별로 ( , 2010). 
출연한 자금을 바탕으로 단순히 직접설립한 사회적 기업 계열사 연계를 -
매개하는 것을 넘어 무료 과정 임팩트 투자기업 육성 사회, KAIST MBA , , 
적 기업 육성 웹사이트 및 육성 지원기관들의 연합체 웹사이트 개설 관리 /
등의 역할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여창 최( , 2010; 
재호 마지막으로 최고경영진 회의에서는 산하에 개 , 2014). SK SUPEX (7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사회공헌위원회 현재 위원회 를 개설하고 명 ) ( SV ) 15
내외의 인원을 끌어들여 계열사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집하고 상위에서 , 
모니터링하며 사회적 기업 생태계 지원 확장에 있어서 장기적 계획을 수, 
립하는 역할을 체계화하였다. 

년 이후부터는 이전 기간에 진행했던 사업들을 더욱 안정화2014
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 생태계구축을 위한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발견할 수 있는 최초의 공식적 문서들 이었다. 
43) 실제로 최태원 회장의 저서에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 (2014) : “

업 분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운영하고 지원함으. 
로서 생태계 조성의 도우미 역하를 해보고 싶었다 이를 통해 의 진화된 형태로서 . CSR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다” 
(181).

44) 원래는 개의 사회적 기업이 설립되었지만 추후 행복 와 행복 웹앤미디어가 통 16 , ICT
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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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 그리고 측정된 사회적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공 체계가 등장, 
하였다 그룹 산하의 연구원인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적기업의 사. SK
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러. 
한 측정체계에 기반해 연구원은 사회성과인센티브 ‘ (SPC: Social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년 이후 매년 각 해 마다 Progress Credit)’ , 2015
여개의 사회적기업이 이 제도에 등록하고 있어 년을 기준으로 30-40 , 2018

총 개의 사회적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등록된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140 . 
는 매 년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창출된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 ) 
정하고 이렇게 측정된 사회적 가치의 에 대해서 는 무상의 지원, 25% SK
금을 제공한다 사회적가치연구원( , 2018).

위에서 언급한 의 전략의 단계론적 진화와 그 내용을 정SK CSR 
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의 사회적 기업 생태계 지원 및 사회적 가치 측정 체10. SK CSR: 
계 도입 전략

출처 최재호 을 바탕으로 수정: (2014)

표 의 진화 타임라인11. SK CSR 

타임라인 내용 비고

2005.12. 행복도시락 사회적(SK 
기업 호 개소1 ) 사회적 목적 및 업종 결식아동- : 

연계방식 추진 기관 연계유형 사업내용

설립지원 행복나눔재단
직접설립 재단( )
간접설립 설립지원/

행복 행복그린넷ICT / 
행복도시락 메자닌에코원/

구매지원 행복나래SK 제품 구매
사회적기업의 소모성자재

구매(MRO) 

생태계
지원

행복나눔재단 교육SE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이디어 발굴
사회적기업 플랫폼

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적 가치 측정 
및 보상

가치측정 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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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급식 공급 및 배달 취약계층 . 
고용
지원방식 및 출연금 규모 급식- : 

센터 설립지원 년간 인건 운영, 2 /
비 지원 경영 및 수익모델 개발 , 
지원 급식센터 총괄 관리 신규 , , 
수입사업 연구 지원
사회적기업 간접설립을 통한 -

이라는 선구적 방식 도입CSR .

2006.9. 행복나눔재단 설립

행복도시락의 운영과 확산을 위-
해 설립
추후 사회적기업 지원 확산 등-

의 지속가능한 모색을 위해 CSR 
설립

2010.1. 사회적기업사업단 행복(
나눔재단 내 조직 출범) 

행복나눔재단의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 계획 수립 연구 수행 , 
등

2012.7.
소모성자재 구매(MRO) 
대행 계열사 행복나래‘ ’
의 사회적기업 전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미국계 - (
회사와의 합작 회사에서 계SK 
열사가 매입100% ). 
순이익 전액 사회환원 선언 -

의 자금처(SK CSR )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전략적 -

구매 가산점 제공 방식( )

2013.1.

다보스 포럼에서 사회성
과인센티브 
(SPC: Social Progress 

아이디어를 제안 Credit) 
최태원 회장( )

2014.10. 최태원 회장 새로운 , <
모색 사회적기업 출간, > 

책의 출간과 동시에 공적으로 
의 지원 사업의 개요가 SK SPC 

공개

2015.4. 사회성과 인센티브 체계 
도입(SPC) 

년간 개의 사회적기업이 등3 140
록 각 기업별 창출된 사회적가, 
치에 대한 측정이 수행 측정된 . 
사회적 가치에 비례하여 지원금
이 주어짐.

프로그램 운용은 사회적가-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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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 및 사회적가치 측정 체계의 제도화 과정4. SK

본 소절에서는 문헌자료와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에서 사회( ) SK
적기업 생태계 지원 및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가 도입되고 진화되어온 과
정을 제도주의 관점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 소절에서 집중하고자 하. 
는 주제는 재벌집단으로서의 가 사회적 기업 지원 체계와 사회적 가치 SK (
측정 체계라는 과제를 어떻게 초기에 도입하게 되었고 그룹 차원의 ) CSR , 
확산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시기별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 
것이다. 

세부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 그룹 차원에서의 . , SK CSR 
제도를 도입하게 된 기원은 무엇인가 이 때 제도적 환경의 어떤 변화가 ? , 

로 하여금 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었는가SK CSR ? 

45) 사실 사회적 기업 지원 및 투자 기금 운용 규모에 대해서는 국내 모든 기관들을 비교 
하는 글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강민정 에서 파악한 년의 국내 . (2012: 269) 2011
주요 지원 재단 은행 펀드의 규모를 살펴보면 함께일하는 재단 억 열매나눔재단 / / (86 ), 

억 사회연대은행 억 미래에셋 사회적기업 지원펀드 억 으로 파악된다(43.5 ), (11.5 ), (42 ) . 
하지만 각각의 기금 내에서도 대부분 정부 공동출자가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치연구원이 담당

2018.11. 신한그룹의 사회적기업 전용SK-
민간펀드 출범

총 억원의 사회적 기업 전문 200
사모펀드 결성 계획 현재 신한( : 
금융 억원 가 억원 출: 90 / SK 60
자 완료). 
투자 대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측정은 의 를 활용SK SPC .
민간 규모의 사회적 기업 투자 규
모로는 최고임45).

2019.1
그룹의 더블바텀라인 SK

(Double Bottom Line) 
경영 도입

그룹 전체의 핵심성과지표 에 -SK (KPI)
사회적 가치 창출 비중을 로 설정50%
계열사들의 비즈니스 모델 거- , 

버넌스 구조 사회공헌 전략에 ,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가
치의 내부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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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초기에 사회적 기업 생태계 지원이 그룹 차원의 과, SK CSR 
제로 설정되는 과정에서 는 어떤 탐색과 모방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SK
가 이 때 모방의 준거 혹은 벤치마킹한 사례 및 정당성의 원천 는 어디. , ( )
서 비롯되었고 초기에 그룹 내에서 탐색과 모방의 과정을 주도한 집단은 , 
누구인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식된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는 어떻게 ? 

그룹 전체의 과제로 확산되었는가SK ? 
셋째 위 챕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 이 점진적으로 , ( ) SK CSR

진화 간접설립 직접설립 계열사의 사회적기업 전환 사회적가치 측정체, , , —
계개발 사회성과인센티브 도입 더블바텀라인 도입 하는 과정에서 각각, , —
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입 및 실행되었는가 여기. 
서 각 이니셔티브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이를 주도한 그룹 내 행위자 조직/
은 누구이며 이는 어떤 형태의 조직 간 조정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었는, 
가 넷째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룹 회장 최태원 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 ( ) , 
그의 행위자성 는 얼마나 크게 발휘되었는가(agency) .

이 글에서는 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관련 이니SK ( ) CSR 
셔티브들이 다양하고 장기간 걸쳐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기별 기(
원 초창기 도약기와 안정기 이후 로 나(2004-2006), 2006-2009), (2010 ))
누어 각 시기에 추진되었던 핵심 이니셔티브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었, 
던 제도적 압력과 동형화의 종류 그리고 제도 도입의 추진 주체를 정리해, 
보았다. 

기원 정당성 위기와 규범적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전사적 1) : 
년CSR (2004-2006 )

가 본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의 활동의 조직적 체계를 SK CSR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공동 프로그램의 전략을 내놓기 시작한 기원은 

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인터뷰 내용 중 이에 2004-2006 (B ). 
대해서 세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기존에 년부터 매년 사회공헌백. , (2000 ) 
서가 텔레콤에서만 발간되었다면 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SK , 2005 SK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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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와 핵심 계열사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정리한 사( )
회공헌백서가 발간되기 시작되었다 둘째 년 월에는 전사적 차원의 . , 2004 7

자원봉사단이 신설되고 산하에 각 관계사별 봉사단이 조직되었다 그SK , . 
리고 셋째 년 월부터 그룹 차원의 기업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이 , 2006 9 SK
신설되었다 후술을 통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후 행복나눔재단은 . , 
행복도시락 가 설립한 첫 사회적 기업 을 거쳐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 (SK )
지원 사업의 핵심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재단의 CSR 
설립은 그룹 차원의 을 제도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CSR . 

우선 시기에 대해 살펴보자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년대 중. , 2000
반이라는 시기는 앞선 관련 선행연구 장에서 정리한 것처럼 재벌( CSR ) 
집단과 전경련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지출과 사회공헌 전담실 설치가 확산
되며 동형화 과정이 진행되던 시점 년 과 중첩된다 김회성 외(2002-2007 ) ( , 

백경민2009; , 2013). 
이에 더해 의 경우 년부터 발발한 네트웍스의 분식회SK 2003 SK 

계와 소버린에 의한 적대적 인수 위협이 불발에 그친 시점과도 일치한다. 
소버린은 년 중순 경 지주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각함으로서 사태가 2005
종결된다 이후 는 그룹 차원에서 총수의 공식적 권한을 축소하고 사. SK , 
외이사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등 정당성 회복과 획득을 위해 대대
적인 구조 개편을 감행한다 이지환( , 2006). 

이러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가 기업재단 행복나눔재SK (
단 을 설립하고 그룹 차원의 공동 과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한 ) , CSR 
배경에는 거버넌스 문제로 대두 된 정당성 위기와 규범적 압력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에서 는 의 전샤적 . B SK CSR 
제도화의 기원에서 네트웍스 사태 이후 붉어진 거버넌스의 정당성 문SK 
제가 핵심적인 원인이였음을 역설하면서 그룹 차원의 은 투자가 시장 CSR ,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버넌스 구조 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에 해“ ”
당한다고 하였다.

초창기 텔레콤 사회공헌실과 행복나눔재단에 의한 사회적기업 지원 2) :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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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이식 및 전파 모방적 동형화 년 년( ) (2006 -2009 )

는 년 월 의 첫 간접설립 사회적기업인 행복도시락SK 2005 12 SK ‘ ’ 
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기업재단인 행복나눔, 
재단을 년 월에 설립한다 이 때 행복나눔재단의 일차적 목표는 행2006 9 . , 
복도시락의 운영과 자금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용을 돕는 것이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행복나눔재단은 의 을 . SK CSR
운용하기 위한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의도한 것이었다. 

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가 사회적 기업의 설립에 처음으로 개A SK
입한 사례인 행복도시락은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의 참여로 시작되
었는데 도시락 사업이 확산되는 와중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사업단 형태로 행복나눔재단이 출범했다고 한다 하지만 또한 그에 따르. 
면 재단의 설립은 도시락 사업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 , CSR
의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 기대되어졌다
고 한다. 

이후 는 행복나눔재단을 중심으로 계열사들 텔레콤SK (SK , SK 
이노베이션 에너지 텔레콤 가스 등 의 자원과 역량 , SK , SK , SK )

를 외부 비영리 기관 열매나눔재단(resource and capability, R&C) ( , 
등 및 정부기관 보건복지부 의 사회적 기업 공동 설립 과정에 YMCA ) ( )

연계시키며 사회적 기업의 초기 공동 설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내부 역량 , 
지원에 참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에 정리 이 때 아가야 메( A ). , (2006), 
자닌아이팩 메자닌에코원 고마운손 실버극장(2008), (2008), (2009), (2009) 
등의 사회적 기업과 계열사의 자원 및 역량을 연계시키는데 있어서 행SK 
복나눔재단이 핵심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행. 
복나눔재단의 내부인원들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조직 내
부에 축적하게 된다 와의 인터뷰(A ).

그렇다면 행복나눔재단이 그룹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한SK ( ) 
실천의 허브로 자리잡아 가기 시작할 초기에 사회적 기업과 지원 체CSR 

계에 대한 역량은 어떻게 축적하였을까 특히 외부 환경으로부터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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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지식의 이식과 모방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가 사회적기업 관련 이니셔티브를 A SK CSR 

도입할 초기에는 텔레콤의 사회공헌실 인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SK
다 그룹 차원에서는 제도적 공백기였던 시점 텔레콤은 초기부터 자생. , SK
적으로 사회공헌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그룹 내에서 가장 선구적으로 

실천을 이끌어오던 계열사였다 때문에 텔레콤 내 사회공헌 전담 CSR . SK
조직의 인원들은 행복도시락 사업단에도 대부분 참여하였고 이들 중 다수, 
는 자연스럽게 행복나눔재단의 초기 멤버로 정착하며 의 을 이끌어SK CSR
나갔다 결국 그룹 내 계열사 중 선도하는 조직의 인원들이 이식되면서 급. 
격히 의 방식이 확산되는 기업집단 내 동형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CSR .  

그룹 내 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내부에서부터 채워나가는 CSR
초기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 
매우 강한 상태에서 조직은 그것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에서 효과적이거나 
적절하다고 사전에 인정받은 조직 구조나 유형에 대해 탐색하고 이를 벤, 
치마킹하는 모방적 동형화 과정을 겪는다 (Meyer and Rowan, 1977; 

그렇다면 텔레콤에서부터 시작해 옮겨간 행복Meyer and Scott 1983). ( ) 
나눔재단의 인원들은 어떻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학습하고 무엇을 준거, 
로 모방적 동형화 과정을 겪게 되었을까.  

인터뷰에 따르면 행복도시락을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방식CSR 
에 대해 고민하던 도중 텔레콤 사회공헌 조직으로부터 이식된 행복(SK ) 
나눔재단의 핵심인원들은 외부에서 출판물과 무하마드 유누스를 통해 알
려진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대해 접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학습을 통해 사, 
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전사적 과제로 설정하기 시작한다CSR . 
아래 와의 인터뷰 참조( A )

초기 행복도시락을 운영 하다보니 사실은 도시락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 ] 
그 작업들을 하면서 사실 일자리가 들어가면서 사회적기업 모델이 나올 ,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된거에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라고 사람들이 외... ‘ ?’ [
부 모델들을 벤치마크를 막 하다보니까 해외에는 벌써 사회적기업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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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활성화 되어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막 형성이 되어서 우리나라 정부, ...
에서도 이미 이런 쪽으로 법도 만들고 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는걸 저
희가 그때 트렌드를 알게 된거죠.
특히 또 당시 유누스가 노벨평화상을 탄 해가 년이잖아요 그때 한창 2006 . 
그런 사회적기업 모델에 대한 국내 나름에서도 붐까지는 아니어도 책도 
소개되고 이런 모델이 있다라는게 그때는 많이 소개가 되는 시절이었어요. 
시점이 그랬어요 그런 트렌드를 저희도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 . ...
방향을 잡은거죠 그렇게 해서 재단도 이 사업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지원. [ ]
으로 가기로 했던거고 저는 유누스 총재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 . 
전반적으로 그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 별로 없었을 걸요?
중략( )

그리고 그때 데이비드 본스타인 ... (David Bornstein)46) 책이랑 보노보  … 『
혁명』47) 어쨌든 그런 책들이 그 당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 쪽... 
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 이거 뭔가 핫하다 이거 뭔가 될 것 ‘ .’ ‘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도 사실 많이 받았.’... . 
죠 그런거를 막 스터디를 해서 보고를 하면 위에서 그걸 받으세요 그런. …
데 그래서 굉장히 그때 스터디를 했던 사람들이 특히 텔레콤 조직에CSR 
서 그런 스터디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게 많이 가 되었다고 해accept
요. 

도약기와 안정기 제도적 기업가 로서의 3) : (institutional entrepreneur)
재벌집단 회장 년 이후(2010 )

년 이후 는 차원에서 전방위적 이니셔티브를 도입2010 SK CSR 

46) 저널리스트로서 세 권의 책을 집필하며 사회적기업가 라는 개 ‘ (social entrepreneur)’
념을 널리 알렸다 특히 해당 개념을 처음 창안한 아쇼카재단의 펠로우들에 대한 내러. 
티브를 소개한 How to Change the World: Social Entrepreneurs and the Power 『

은 한국에서도 년 번역되어 국내 사회적기업 기of New Ideas (Bornstein, 2003) 2008 /』 
업가에 대한 담론이 확산될 즈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아쇼카한국 히로키, ( , 2019; , 
2013).

47) 년에 등장한 책으로서 당시 사회적기업가 개념을 소개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 200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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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한다 우선 년 월부터 행복나눔재단 산하에 사회적기업사. 2010 1
업단을 신설하며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체계화 
시키고 결집된 계열사의 역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기업과 연계시, 
킨다 년부터 현재 년 까지 가 도입한 새로운 이니셔티. 2010 (2019 ) SK CSR 
브는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의 자원과 역량을 연계한 사회적기업의 직접설립 사례SK
가 있다 년에서 년 사이 는 민관협력을 통해 행복한학교 행. 2010 2013 SK , 
복한뉴라이프 행복 등을 설립하고 의 계열사의 핵심 역량을 , F&C , SK
활용해 행복 행복그린넷 등을 설립하며 총 개의 사회적기업을 ICT, 16
설립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1 ). 

둘째 년 월 는 그룹 내 소모성 자재, 2012 7 SK (MRO: 
구매대행 계열사인 행복나래 과거명Maintenance, Repair, Operation) ( : 

코리아 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 행복나래는 사회적기업 전환MRO ) . 
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보호된 시장 을 사회적‘ ’
기업에게 제공하며 이윤의 전액을 의 사업 자금 형식으로 환원, SK CSR 
한다.

셋째 년 월 최태원 회장은 다보스 포럼에서 사회적기업의 , 2013 1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측정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보상 체계인 ( ) SPC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이후 년 월 사회성(Social Progress Credit) . 2015 4
과 인센티브 추진단이 사회적가치연구원 내에 신설되어 프로그램이 SPC 
공식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한다. 

넷째 년 월 와 신한그룹 사이에 사회적 기업 전용 민, 2018 11 SK
간펀드가 출범하게 된다 이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의 준거는 . 

에서 개발한 사회성과 인센티브 체계를 활용하게 된다SK .
다섯째 년 월 그룹 전체의 핵심성과지표 , 2019 1 SK (KPI: Key 

의 에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기 시작한다Principle Index) 50% . 
이렇게 새로운 사회적기업 조직의 설립에서부터 계열사의 사회, 

적기업 전환 사회적가치 측정 체계 개발 및 다양한 적용이라는 광범위, 
한 이니셔티브의 도입은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의 강력한 관심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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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제도주의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장 절 참조 에서 살펴본바와 (2 1 )

같이 신제도주의의 수정적 논의는 초기 신제도주의에서 상대적으로 간과
되어 왔던 행위자성 의 문제를 다시 전면에 제기하며 제도적 기(agency)
업가 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행위자성을 강조(institutional entrepreneur) . 
한 이러한 관점은 사회구조의 이중성 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duality) , 
구조에 배태된 행위자 가 구조를 단순히 제약 조건으(embedded agent)
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특정 제도적 선택과 실천을 촉진 시킬 수 있는 , 
하나의 역량이자 자원으로 동원하는 이로 설정된다 (Giddens, 1984; 

이때 제도적 기업가라는 배태된 행위자는 Battilana and D’aunno, 2009). 
특정한 제도적 구성에 대한 관심에 기반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 

기존 제도를 변형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행위자들” (Hardy and 
으로서 주어진 구조를 제도 도입 및 변화를 위한 자Maguire, 2008: 198)

원으로 적극 동원한다 그리고 이 때 제도적 기업가는 현재의 상황구속성. 
에 기반해 과거로부터의 습관 에 대한 선별 미래의 대안(habit) (selection), 

에 대한 상상력 이라는 적극적 학습 그리고 인(alternative) (imagination) , 
지 행위에 기반해 현재의 상황 에 대해 판단 한다 그(situation) (Judgment) . 
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의도적 행위를 통해 주어진 장 내에서 제도의 변화
를 도모한다 (Emirbayer and Mische 1998). 

이렇게 배태된 행위자와 제도적 변화라는 이론적 시각에서 살펴
보면 재벌그룹의 총수 및 그 일가 는 기업집단의 구조 내 배태된 그들( )
의 구조적 역량 때문에 제도적 기업가로서 한 기업집단 내 제도의 CSR 
도입과 발전을 추동할 잠재적 행위능력이 매우 큰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챕터에서 언급한 것처럼 는 년의 소버린 사태 이후 SK 2004
사외이사 제도의 적극적 도입 지주회사 체계의 정립 그리고 추, , SUPEX
구 협의회라는 명목적으로 분권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했지만 여전, 
히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높은 지배력 학연 및 장기 인격적 관계, -
등의 사적 연결망을 통한 위계적 조정의 비공식적 기초 유지 사장단급 연, 
간회의 주제를 통한 공동 경영 목표 성립 그리고 경영 평가 권한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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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총수를 중심으로 한 위계적 거버넌스의 구조적 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 절 참조( 4 3 ).

따라서 재벌집단으로서의 가 지닌 위계적 구조의 관성을 상SK
기한다면 그룹 회장은 영미식 주주중심 지배구조와 대비되는 소유와 ( ) 
경영의 상대적 일치에서 나오는 거버넌스 상의 자율성과 권한이 더 높기 
때문에 의 도입에 있어서도 더 강한 동인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적 CSR
역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최태원 회장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의 의 진화를 이끌SK CSR
어낸 제도적 기업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년대 이후 에서 사회적 가치 분A 2010 SK “
야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 이라고 하였다 계열사들의 사회적 기업 ” . 
설립 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제도의 개발 프로그램의 도입 사회적 , , SPC , 
가치 투자 펀드 조성 등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이 초기 단계부터 최태원 
회장의 아이디어와 주도 하에 추진된다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 
바 년 이후 내 의 각 단계별 진화에 있어서 최태원 회장, (2010 ) SK CSR
은 제도적 기업가 로서 적극적 학습을 수행(institutional entrepreneur) 
하였고 전담 정보처리 기관을 설치하여 해당 기관과의 긴밀한 직접적 ,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 시켜나갔으며 재, (
벌집단의 거버넌스 구조가 부여하는 강력한 위계적 역량에 기반해 ) SK
의 의 발전을 견인한 핵심 행위자임이 발견되었다CSR . 

총수 개인의 학습을 통한 모방 및 이식(1)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와 최태원 회장이 출간한 단행본에 (2014) 
따르면 회장은 년 이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을 익히기 시작하였2009
다 이후 각종 국내외 포럼 및 컨퍼런스에 참석하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 
외부환경에 대해 인식하고 학습을 축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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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태원 회장이 매우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가치A
와 관련 포럼과 컨퍼런스에 틈틈이 시간을 내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왔
다고 한다 비서실에 사전 통보도 없이 학술 컨퍼런스에 직접 참가했던 적. 
도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담론들을 스스로 학습한다고 하였다.

이에 더해 총수는 외부의 포럼과 컨퍼런스 등의 참석을 통한 수동
적 참석에 그치지 않고 내 조직 행복나눔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 SK ( , , 

추구협의회 위원회 과의 상의를 통해 이니셔티브를 더욱더 구체SUPEX SV )
화 시킨다고 하였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여 행복나눔재단이나 사회적가. 
치연구원의 인원과의 공유와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
고 이와 동시에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했다, .

전담 연구기관의 설치 정보 역량 구축을 통한 이니셔티브의 구체화(2) : 

최태원 회장은 개인적인 학습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만 이를 기업집단 내 구체적인 실천 정책으로 개, CSR 
발하는데는 전담 연구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연. 
구기관의 사례로는 사회적가치연구원 과거명 사회적기업연구원 이 있( : )
는데 년부터 설립된 이 연구기관은 최태원 회장과 직속의 관계를 맺, 2013
으며48) 회장이 주창한 사회적가치 측정 체계의 개발과 운용 사회적기업, (
의 사회적가치 측정 및 계열사의 가치 측정 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
있다.

아래의 인터뷰 내용 은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설립이 회장(A, D)
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연구와 그룹 내 도입의 추진을 
위한 핵심 전담 정보처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밝힌
다.

48) 아래 인터뷰 내용에서 밝힌바와 같이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최태원 회장과 긴밀한 관계 
를 맺어 왔는데 년 월 이후 최태원 회장은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취임, 2019 5
하였다 뉴스( 1,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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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인터뷰 중(A )
회장님 사업은 사실 속도가 많이 필요하고 행복나눔 재단에서 진행할 ... [ ]

수 없는 여러 허들 이 있었어요 인력운용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hurdle) .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스타일 이런게 재단과는 전혀 맞지 ...

않았어요 예를들면 이런거에요 회장님 보고다 이러면 다른 조직들에서. . ‘ ’ [
는 일주일동안 집에 안가더라도 여기서 그 보고를 써서 끝낼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재단은 절대 그렇게 일을 할 수 없는 조직이에요 시 땡 ... . 6
치면 집에 가야 돼요...
중략( )

그래서 초기에 사회성과인센티브 체계 관련 셋팅은 거의 그런 일 ... SPC [ ] 
새로운 조직 신설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우선 [ ] ...

사회적가치연구원 하나가 만들어졌죠 이 조직은 행복나눔재단과CSES [ ] ....
는 완전 별개 사업이에요 지금 재단은 이제 최기원 이사장님이 계시잖아. 
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사업이기 때문. SPC 
에 그건 그룹에서 운영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거죠...[ ] .

와의 인터뷰 중(D )
회장님이 년에 경영경제연구소에 주문을 했던게 뭐냐면 사회.... 2012 SK 

적기업을 연구하는 실 하위 연구소 을 만들어 봐라 였어요 그런데 이[ ] . 
제 사회적기업실이 만들어지고 경영경제연구소 내의 위계 안에 이게 ...[ ] 
들어가니까 회장님하고 거리가 있는 거에요 경영경제연구소 내의 위, . [ ] 
계를 거치고 나서 회장님에게 보고가 되어야되는 그런거고 그래서 회[ ] ...
장님이 감옥 가시기 전에 원장에게 네가 그러면 별도의 연구소000 ‘ [ ] 
를 따로 설립을 해서 맡고 있어라 하고 감옥에 가셨죠[ ] ’ .
중략( )

사회적가치 연구원은 회장님 의 설립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자꾸 [ ] SK 
임원진이 바뀔 때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나 측정의 여러 원칙들이 회장
이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에요 임원진은 . 

레벨 사회공헌위원장 사회공헌팀장 실무급 상무 이 있는데 이 세 2-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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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사회성과 인센티브의 중요한 원칙들 그 중요한 —
원칙들은 이런 거에요 지원 기간 지원 대상의 개수 그다음에 인센티브 . , , 
스킴 측정 원칙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인사 변동과 연동되어(scheme), [ ] —
자꾸 변화하니까 회장님이 사회성과인센티브를 독립된 연구재단에서 해...
라 이렇게 해서 설립이 된거죠, ...

각 이니셔티브별 총수의 영향력(3)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태원 회장은 제도적 기업가로서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도입을 끊임없이 추진하며 년대 이후 의 사회적기2010 SK
업 및 사회적가치 연관 의 확산과 진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CSR
하였다 년대 이후 핵심적인 세가지 이니셔티브 사회적기업의 직접 . 2010 —
설립 행복나래 계열사 의 사회적기업 전환 그리고 사회적가치 측정 체계, ( ) , 
의 개발과 적용 가 도입된 배경과 각 이니셔티브의 도입 배경에서 드러—
난 제도적 기업가로서의 최태원 회장의 행위자성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 

사회적기업 직 간접 설립 전략 도입의 확산에 대하여·➀ 

년 이후 행복나눔재단에 사회적기업단이 설립되며 민관협력2010
과 계열사 핵심 역량 연계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직접 설립이 추진된다. 

년부터 년 사이 는 행복나눔재단을 통해 행복한학교 행복한2010 2013 SK , 
뉴라이프 행복 등 총 개의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데 이 때 최태, ICT 16 , 
원 회장이 이니셔티브를 강하게 주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의 핵심 이니셔티브가 사회적 기A SK CSR 
업의 간접 설립에서 직접 설립으로 바뀐 것은 회장의 영향이 컸다 실제 .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통해 실행지 를 축적하는 것이 (learning by doing)
장기적인 역량 구축에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였다고 한CSR 
다 때문에 각 계열사에게는 적어도 한 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라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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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이 내려가 면서 텔레콤의 행복 행복뉴라이프 그리고 ” SK ICT, , SK C&C
의 행복한웹앤미디어 등이 설립되었다고 한다. 

또한 행복나눔재단의 운영적 통제 하에 계열사들의 자원과 역량이 
직접설립 사업을 위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난다.49) 행복도시락을 통해  

연계 역량을 미리 구축한 행복나눔재단이 허브가 되어서 계열사들이 R&C 
직접 설립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시도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
난다 와의 인터뷰 중(A ).

행복나래의 사회적기업 전환 전략에 대하여➁ 

사회적기업의 직접 설립을 추진하는 년과 년 사이2010 2014 , SK
는 년 월에 행복나래 과거명 코리아 라는 그룹의 계열사를 2012 7 ( : MRO ) SK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 행복나래는 크게 두 가지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 

의 체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선 첫째 행복나래의 SK CSR . , 
지분을 소유하는 의 계열사들에서 행복나래의 사회적기업 전환 후 무SK ( ) 
배당 선언을 하며 행복나래의 이윤 전액을 의 자금에 투입하기로 , SK CSR 
결정하며 행복나래는 의 노력의 핵심 자금 출처의 역할을 담당하SK CSR 
게 된다 둘째 행복나래는 사회적기업을 돕는 사회적기업 으로서 . , ‘ ’ MRO 
자재 구매에 있어 사회적기업 제품들에 대한 가산점 제공 방식을 통해( ) 
사회적기업에게 보호된 시장을 제공하게 된다. 

행복나래가 계열사의 지분구조 및 조직형태 전환에 따라 SK 
의 핵심 자금원 및 사회적기업의 보호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부여CSR

받게 된 배경에는 두가지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첫째 년에서 년 사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집단, 2010 2011 , 

49) 이러한 주장은 최태원 회장의 저서를 통해서도 뒷받침 될 수 있다 그는 사회적 (2014) . 
기업 직접 설립을 통한 추진 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직접 서술하고 있다CSR : “...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업 분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을 설립. 
해 운영하고 지원함으로서 생태계 조성의 도우미 역할을 해보고 싶었다 이를 통해 . 

의 진화된 형태로서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CSR
을지 확인하고 싶었다”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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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매대행 계열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공적 논란이 환경적 압력으MRO
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삼성 포스코 등의 기업집단에 대. , LG, SK, 
해서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 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 ’ ‘
침해 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매일경제’ ( , 2011/08/07)50) 또한 이에 언. 
론에서는 매일경제를 필두로 사업에 대해 집중보도 하며 논란이 가MRO 
속화 되었다 이에 대해 삼성 등의 재벌은 각기 논란을 해소하고 . , LG, SK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한다 

와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각기 다른 전략을 택했다 가C . 
령 삼성의 경우 판매 기업인 를 인터파크에 매입하MRO iMarket Korea
여 년간의 공급권을 개런티 해주었다 의 서브원의 경우 그룹 회장이 5 . LG
공동대표직에서 사퇴하는 대응방식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각 재벌집단들이 . 
외부 압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정당성을 되찾으려는 분위기가 압
도적인 가운데 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SK .

둘째 제도적 기업가로서 최태원 회장이 행복나래를 사회적기업, 
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당시 행복나래는 네트웍스와 . SK Grainger
사 미국의 최대 사업자 간의 합작투자를 통해 지분은 대 로 ( MRO ) 51 49
나뉘어있었다 최태원 회장은 협의를 통해 행복나래의 사회적기업 전환. 
을 위해서는 의 핵심계열사들이 행복나래의 지분을 인수해야 될 SK 100%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주문한다 아래 와의 인터뷰 참조. ( C )

그러니까 최회장은 당시 계속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회적경제와 관련...[ ] , 
된 본인의 철학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중략( )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작했던 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가
자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그랜저 해외 합작. (Grainger) [
사 가 지분율 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트웍스가 지분이였는데] 49% , SK 51% , 

50) 정확히 표현하자면 년 월 한국베어링판매협회와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가 중소 2010 4 ,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며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대기업의 ‘ · ’

대행구매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하며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후 년 MRO . 2011
월 개의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이후 언론 보도가 증폭되며 5 29 , 

정당화에 대한 압력이 급증했다 한겨레( ,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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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당시 지분을 가지고 그 때 당시는 그랜저 사가 지만 , (Grainger) 49%
계약서상에 본인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대표 이사가 취임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주식회사지만 가 대표이사 취임에 대한 거는 결정을 하[ ], 51%

지 못하게끔 동의를 받게끔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 
중략( )
그래서 회장님께 그랜저 지분을 인수해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인수를 ... ‘ ’,

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딜을 시작을 해서 결국 그랜저한테 일정부분 돈
을 주고 그 지분을 사고...
중략( )

아이디어는 결국 회장님이 기본적으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거냐MRO 
에 대해서 그거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전환으로 아이디어를 내셨고 그리. 
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이나 이런걸 찾는거
는 저희 그룹 임원 가 찾을 수 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그[SK ] . ...
룹 협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행복나래의 SUPEX 
관할 조직은 네트웍스가 아니고 그룹에서 직접 관할한 그런 형태로 SK , 
바뀐거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행복나래가 힘을 받을 수 있었고 그룹. , 
의 전폭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룹 전체의 구매를 이제 ...[ ].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쌓여서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도 만들
고...

사회적가치 측정 체계도입 전략에 대하여➂ 

는 사회적 기업과 기업에서 파생되는 사회적가치를 화폐 단SK
위로 측정하는 측정체계를 개발하여 이를 세가지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
다 첫째 지원체계에 등록한 사회적 기업. , SPC (Social Progress Credit) 
들의 사회적 가치를 매년 측정하고 이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한, (25%) 
다 둘째 신한그룹과 함께 사회적기업 전용 민간펀드 억원 규모 를 . , (200 )
출범하고 투자대상 사회적 기업 선정에 있어서 사회적가치 측정 체계를 , 
활용한다 셋째 내 계열사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측정된 . , 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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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그룹 전체의 에 반영한다KPI (Key Principle Index) . 
기존에 영미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식이 개발되었지만 이재열 외 화폐를 단위로 한 대안회( , 2016), 
계 방식으로의 가치측정은 방식이 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 
유일하다 는 이해관계자 계정 긍정적 외부효과 외부효과의 화. SROI ‘ ’, ‘ ’, ‘
폐 가치 측정 을 핵심 가정으로 하지만 이러한 가정만 공유할 뿐 실제 하’ , 
위 측정 지표에 대한 설정은 측정 기관마다 다르다 (Hall et al, 2015; 

다시 말해 시장에서 측정되거나 보상받지 못한 형태의 Cooney, 2014). 
외부효과가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혹은 부여하는 가(
치 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다는 합의 이외에 구체적인 측정에 대한 지침은 )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영국 등 국가 별로 다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는 왜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개발하기로 결정했SK
으며 가치측정에 대한 많은 대안적인 방식들 중 왜 화폐를 단위로 한 , 
측정 체계를 개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며 의 진화를 견인하CSR
는 경로를 택하였을까? 

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는 전적으로 기업에서 파생되는 긍정적D
인 외부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안회계의 표준을 세우기 위한 최태원 회
장의 관심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 회장은 년 참석한 . 2010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의 분과 세션 장을 맡고 (Asian Business Summit)
있었는데 그는 탄소거래시장에서 쿼터제와 배출권 판매의 대안으로서 긍, 
정적 외부효과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제안했지만 세션 내에서도 긍정
적으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한다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새. . 
로운 루틴이나 기술의 도입에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변화는 정기적
으로 일관된 측정 방식으로 변화량에 대한 측정을 수행해야 하는데 긍정, 
적인 외부효과를 금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51).

51) 에 따르면 이라는 사회적 성과 보상체계의 약자가 이 D SPC (Social Progress Credit)
러한 최태원 회장의 의도를 잘 드러낸다 여기서 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P(Progress)’
가 새로운 루틴과 기술의 도입에 따른 개선 혹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 
측정된 가치에 기반한 보상이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시장 체계를 만들겠다는 /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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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체계를 처음 사회적 기업에 도입하기 시작한 것도 물론 SPC 
사회적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함도 있었지만, 
이에 더해 측정법을 끊임없이 현실 상황에 적용하며 현실가능성을 타개하
기 위해 일종의 테스트배드 로서 도입한 면도 있다고 한다 와의 인터“ ’ (D
뷰 내용 중).

소결(4) 

해당 절에서는 내부인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와 문헌SK 
자료를 교차하여 에서 로서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 및 사회적가SK CSR
치 측정 체계 개발 적용 사례가 진화되어온 과정을 제도주의적 관점을 /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가 그룹 차원의 을 어떻게 도입하. SK CSR
게 되었고 시기별로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도입을 추동한 행위자와 동형, 
화 기제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집중하여 서술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 
같은 소결론이 도출되었다. 

우선 의 체계는 가 소버린 사태를 겪은 이후 규범적 SK CSR SK , 
압력에 대한 그룹 차원의 대응으로서 도입되게 되었다 재벌집단으로서 . 

가 겪은 거버넌스 차원의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해 제기된 정당성 위SK , 
기는 그룹 차원의 공동 대응책으로서 을 채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CSR
다.

둘째 초기 내 제도공백기에 선발주자 계열사로서 텔레콤, SK SK
의 사회공헌전담실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담실 인, 
원이 신설된 그룹 차원의 기업재단인 행복나눔재단으로 이식되며 그룹 ( ) 
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가 전파되었다.

셋째 년 이후 제도적 기업가로서 최태원 회장의 행위자성이 , 2010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각종 이
니셔티브가 빠른 속도로 도입되었다 사회적기업의 직접설립 개 행. (16 ), 
복나래의 사회적기업 전환 사회적가치 측정 체계의 개발 및 적용은 모, 
두 최태원 회장에 의해 추진되었다 또한 그의 제도적 노력은 사회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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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연구원과 행복나눔재단이라는 정보처리 전담기구에 의해서 뒷받침되었/
다 아래 표 참조. ( )

표 의 진화에 있어서 단계 시기별 핵심 이니셔티브와 동형화 12. SK CSR /
과정

내 관련 핵심조직과 조직 간 연계5. SK CSR

이번 소절에는 앞서 언급한 전략들을 가 실제로 추진하CSR SK
는데 있어 조직간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며 여기서 드러난 , 

의 진화의 시기별 구분SK CSR 
기원 (2004-2006) 초창기 (2006-2009) 도약기 안정기 / (2010-)

핵심 
이니셔티브

1. 그룹 단위 사회
봉사단 신설 
(2004)

2. 그룹 단위 사회공헌
백서 발간 (2005)

3. 그룹 단위 기업재단
인 행복나눔재단 
신설 (2006)

1. 행복나눔재단의 행
복도시락 사회적기(
업 운영 ) (2006-)

2. 행복나눔재단과 SK 
핵심 계열사의 자
원 역량 연계를 통/
한 사회적기업의 
간접설립 공동 설(
립 지원)
(2006-2009)

1. 개 사회적기업 16
직접설립(2010-2013)

2. 행복나래의 
사회적기업 전환
(2012)

3. 사회적가치 측정
체계 개발 및 
적용 (2015-)

체계 도입(1) SPC 
사회적기업 투자(2) 

펀드 조성    
계열사의 핵심성과(3) 
지표에 사회적가치   
성과 도입   

핵심 행위자 / 
동형화 기제

규범적 압력
소버린 사태 이후의 (

정당성 위기에 대한 
대응)

핵심행위자 텔레콤: SK
사회공헌실 행복나눔재단/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학습( ,
그룹 내 역량 연계)
외부 모방적 동형화: 
내부 강압적 동형화: 

핵심행위자 제도: 
적 기 업 가 로 서 의 
최태원 회장
외부 모방적 동형화: 
내부 강압적 동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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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양태가 한국형 재벌집단 내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전형적인 방식임
을 보이려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 CSR 
있어 기업집단 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들을 파악하고 이 조직들, 
의 역할이 주어진 배경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후 관계론적 시각에서 각 . 
조직들이 어떻게 서로 거버넌스 기능 그리고 자원 차원에서 연계되어 , , 
있는지 살펴본다. 

의 핵심 조직들1) SK CSR

우선 의 에서 각 주체 별로 담당하는 구체적 역할을 살SK CSR
펴본다 또한 해당 역할에서 드러나는 주체들의 상대적인 권한과 역량의 . 
크기 내부를 이끌고 있는 핵심 행위자로서의 리더들 그리고 각각의 프, , 
로젝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재벌의 독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위원회 전 사회공헌위원회 와 총수 최태원 회장(1) SV ( ) ( )

위원회는 그룹의 컨트럴타워이자 공동의사결정 기구인SV (SK ) 
추구협의회 산하에 존재하는 개의 사장단급 위원회 중 하나이SUPEX 7

다 위원회와 최태원 회장은 상위에서 그룹 전체의 에 대한 . SV SK CSR
전략적 통제를 수행한다. 

인적 물적 자원은 상위로 결집되고 위원회로 인해 재배치, SV , 
배분되며 위원회의 통제 역량이 유지되고 그룹 내 긴밀한 조정이 이루, 
어진다 우선 인적 구성 차원에서 핵심 계열사 및 행복나눔재단 행복나. , 
래의 인원이 위원회에 파견 및 순환배치된다 이에 더해 핵심 계열사 SV . 

개 의 분담금과 행복나래의 이윤 전액이 위원회로 결집되는데 이는 (7 ) SV , 
위원회의 예산 배정을 통해 다시 사회적가치연구원 행복나눔재단 그SV , , 

리고 각종 프로젝트에 배분된다 이 때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 CSR . CSR
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행복나눔재단 및 사회적가치연구원과의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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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의가 이루어진다 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A ).  
사회공헌위원회와 총수가 전체 기업집단에 가지는 영향력을 가

늠해보는 데 있어서 단서를 줄 수 있는 몇가지 사례들이 존재한다 우선 (
행복나래의 사례는 바로 아래의 항목을 참조하라 이 사례들은 앞서 언). 
급한 의 사회공헌 전략의 각 전환 국면들에서 그룹이 각 계열사들SK SK
의 자원과 역량을 민첩하게 결집하고 재편하며 새로운 영역의 프로젝트
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선 년 이후 는 사. 2010 , SK ‘1 
회적기업 핵심 계열사 연계를 통해 계열사의 자산 및 경영 역량을 체-1 ’ 
계적으로 사회적 기업 지원에 투입하려고 한다 년 사회공헌백(2014 SK 
서 이때 시범적으로 텔레콤이 운영해왔던 사회적 기업 컨설팅 봉). , SK ‘
사단 을 그룹 차원으로 빠르게 계열사별로 확산시킨바 있다 윤여창’ ( , 

이에 더해 년 이후 설립된 최고경영진 회의인 추구2010). 2013 ( SUPEX 
협의회 산하의 전문위원회인 사회공헌위원회 현 위원회 는 년) ( SV ) 2018
도 이후 각 핵심 계열사들로 하여금 이사회 산하의 지속가능 경영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협의회를 통해 소셜밸류 챔피언 을 선임하여 각 계열, ‘ ’
사의 지속가능 경영회의 핵심 역할을 맡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태원 회장은 추구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 SUPEX 
유지하고 있는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권한을 활용하여 앞선 챕터 참조( ) 
핵심성과지표 에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로 지정하였다(KPI) 50% . 
이렇게 평가 지표의 변동을 통해 각 계열사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의
사결정을 견인하고 있다.

행복나래(2) 

행복나래는 그룹 소속의 소모성 자재 SK (MRO: Maintenance, 
구매대행 기업이다 사업은 일반적으로 시장규Repair, Operation) . MRO 

모에 비례한 협상력 표준화를 통한 효율적 정보처리 그리고 전문화된 , , 
물류관리에 기반해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역량의 근간이다 때문. 
에 대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와 협상력의 증대를 위해 그룹 차원의 수



- 99 -

요를 담당하는 독립적 기업이 존재한다 김민식( , 2001).  
행복나래의 주요 특징은 현재 의 핵심계열사 년 기준 SK (2018

하이닉스 가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프 참조SK ) 100% ( 7 ), (2017
년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의 가 의 개 핵심 계열사로부터 나오) 87% SK 8
며 그룹 내 의 내부시장 거래매개자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MRO . 

앞선 글 장 절 에서 드러난 것처럼 행복나래가 사회적기업으(5 4 )
로 전환하게 된 원인에는 두가지 배경이 작용하였다 우선 년 사. 2010-11
이 한국 대기업들의 사업이 일감 몰아주기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MRO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 및 증폭되면서 대기업 별로 기업 매각 총수 , 
지분 변동 등의 각기 다른 해소책이 등장하였다 이 때 의 경우 제도. , SK
적 기업가로서의 최태원 회장이 행복나래의 사회적기업 전환에 대한 이
니셔티브를 내세웠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 계열사 내 지분소유 구조, 1) 
의 변동 소유사들의 이윤 무배당 및 전액 환원 선언 자금으로, 2) (CSR 
의 활용 그리고 행복나래의 사회적 기업 공식 인증을 추진한다 앞), 3) (
서 언급한 와의 인터뷰 참조D ). 

우선 이 과정에 있어서 지분소유의 변동은 필수적인 선결요건이
었다 는 년 핵심계열사 텔레콤과 이노베이션 등 을 동원하. SK 2011 (SK SK )
여 미국의 합작투자사인 사와 네트웍스Grainger SK 52)로부터 인수100% 
하여 추구협의회가 직접 관할하게 되었다 그림 참조 또한 직SUPEX ( 10 ). 
후에 그룹 차원의 테스크포스 조직을 통해 건설 텔레콤 등 핵심계SK , SK
열사의 구매 대행도 행복나래의 사업 영역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와의 (D
인터뷰를 통해 확인 아래 그림 의 증가율 참조/ 11 ). 

년에는 하이닉스에 의해 지분이 인수되었는데 이는 2018 100% , 
하이닉스의 신규 발주가 늘어나며 행복나래의 매출 비중 년 기준 (2017

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참43%) ( 10 
조)53).

52) 최종건 전 회장의 둘째 아들인 최신원 회장이 대표이사로서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한 핵심계열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53) 이에 더해 와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행복나래의 성장에 개인적으로  C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초기에 최태원 회장은 행복나래가 계열사의 구. MRO 
매시장 흡수를 통해 약 조원 상당의 매출까지로 성장을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2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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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행복나래의 지분 소유 구조 변동 년 이전 년 년10. (2011 , 2011 , 2018 )

출처 매일경제 이투데이: (2013/07/12); (2018/12/03)

년을 기준으로 행복나래의 매출은 조 억원에 해당한다 그래프 참조 이러한 1 947 8 ) – 
점을 고려한다면 행복나래의 매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하이닉스와 더 긴밀
한 연계가 필요했을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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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행복나래의 매출 비중 년 기준11. (2017 )

출처 이투데이 : (2018/12/03) 

이렇게 지분망 재편을 통해 추구협의회의 관할권 내 속SUPEX
하게 된 행복나래가 그룹 차원의 을 위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CSR
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 사회적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보호된 시장. , 
을 제공한다 행복나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제품에 가산점을 . MRO
부여해54) 구매하는 협력사의 수를 늘려왔다 55) 표 에서 참고할 수 있듯. 2
이 이러한 노력은 행복나래의 협력사와 우선구매 제품 수의 증가에 큰 영
향을 미치며 사회적 기업의 판로 확산을 견인하게 되었다 가령 사회적 기. 
업 전환 이전에는 오직 개에 달했던 협력사 수가 년을 기준으로 3 2017

54)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 자체 평가 기준으로 점 만점에 점의 가산점을 제공하 100 10
는 방식으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강대성 외( , 2015).

55) 이에 더해 행복나래는 사회적 기업에게 계약 조건에서의 혜택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량 지원을 해왔다 가령 행복나래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 구매시 현금 선결제 방식을 . 
통해 유동성을 높여준다 이에 더해 시장 경쟁력이 약한 사회적 기업들에게 직접 프로. 
보노 활동 및 다양한 지원활동을 진행해 경영 역량과 마케팅을 지원한다 가령 협력사. 
의 상품 개선을 위한 컨설팅 행복나래의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 지원 등을 통한 마, 
케팅 지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역량 증대를 돕는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SK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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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로 확대되는 성과가 발생하였다186 .

표 행복나래의 사회적 기업 협력사 수 구매 품목 구매액 추이13. / / 

출처 동반성장위원회 : SK (2014:87)

둘째 행복나래 이윤의 전액 환원 및 이를 위한 지분소유 계열, (
사의 무배당 선언 을 통해 그룹의 자금으로 활용된다 더 구체) SK CSR . 
적으로 말하면 행복나래의 이윤은 그룹 차원에 회수되어 계열사 분담SK
금과 더불어 상위에 결집되고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분배된다 이러, SV . 
한 자금은 가령 에서 설립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운영자금 그리고 SK , 
사회성과 인센티브 체계 운영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사회성과 보(SPC) 
상금 등으로 재배분 되는 것이다 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A ). 

행복나래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후 그룹 내에서 증대된 위상, 
은 년도별 행복나래의 매출 및 영업이익 변화의 추이를 나타낸 아래의 
그림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년에 < 12> . 2012

억원의 매출과 억원의 영업이익에 그친 행복나래는 급격히 성장해 1543 11
년 조 억원의 매출과 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다 그룹 내2018 1 947 228 . 

에서 을 위한 공동 시장 및 자금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한 계열사 CSR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해 민첩한 자원의 결집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앞서 언급한 재벌. 
집단의 위계적 거버넌스와 자원 역량의 분배에 대한 구조적 역량을 보여/

구분

사회적 기업
전환 이전 사회적 기업 전환 이후

년2011 년2012 년2013 년2014
연평균 
증가율

사회적 기업 
협력사 수 개3 개55 개63 개100 77%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품목 수

개20 개234 개363 개600 60%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액

만원4000 억 17
만원5000

억 50
만원3000

억원100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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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그림 년도별 행복나래의 매출 및 영업이익 변화 단위 억 원12. ( : )

행복나눔재단(3) 

행복나눔재단은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와 관련한 그룹 내 허브 
조직으로서 다양한 외부 조직들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SK 
한 지식을 축적하고 습득함과 동시에 계열사들에 대한 운영적 통제를 행
사하며 각 기업들의 자원과 역량을 사회적 기업들과 연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행복나눔재단은 년 행복도시락 사업에 대한 지자체 및 실2006 (
업극복국민재단과의 공동 운영을 계기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 , SK
텔레콤 케미컬 등을 포함한 개의 계열사로부터 총 억원의 , SK , SKC 6 130
기금을 모아 설립되었다 한국경제 이후 각 계열사와 최태( , 2006/11/14). 
원 회장의 출연 등이 합쳐 지속적으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추구 협, SUPEX
의회의 예산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56) 재단은 초기에 의 첫 사회적기업.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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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정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사업이었던 행복도시락을 년부터 ( ) 2006
년까지 운영하며 초기 설립부터 전국 개 도시락 센터로의 확장까2009 , 29

지 공동 운영 과정에 개입하며 사회적기업 지원 노하우을 축적하고 주요 , 
비영리 행위자와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역량 축적 단계 이. 
후 년부터는 사회적기업사업단을 산하에 설치하여 핵심 계열사들의 , 2010
사회적 가치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복나눔재단에서는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지원 사회적 1) , 2) 
기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임팩트 투자 지원 등, 3) 57)으로 매우 다양한 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 사회적 기업 설립 운영지원과 비즈니스 모델 개. /
발의 경우 핵심 계열사들의 자원과 역량 을 , (resource and capability)
사회적 기업의 직접 설립 및 추후 지원과 연계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하였다 최재호( , 2014).

사회적가치연구원(4) 

공식적으로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회
적 가치 측정체계의 개발과 적용에 있다 

앞서 정리한 것처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설립은 제도적 기업가, 
로서 최태원 회장이 제기한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 이니셔티브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회장의 주문에 의하여 년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설. 2013
립되었고 현재는 회장이 이사장으로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 .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대안적 회계에 대한 회장의 

56) 미국의 경우 공익재단이 기업이 직접 출연해 설립한 기업재단과 기업가 등의 개인 ( ) 
뜰 의 출연으로 인해 설립된 개인재단이 명확히 나뉘지만 한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 ) , 

처럼 기업집단의 통제와 소유의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업집단 내 소속 기업재단
도 두가지 카테고리가 혼재되어 있다 이는 한국 특유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상민( , 2002).

57) 이에 더해 대표적으로 카이스트 사회적기업가 과정 지원과  MBA Social Innovator’s 
포럼 사업이 있다Tab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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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관심사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이 개발한 사회적가치 측정 체계는 크게 세가

지 방식으로 응용 및 활용되고 있다 첫째 사회적 기업 지원 체계인 . , 
에서는 등록 참여한 사회적 기업의 사회성SPC (Social Progress Credit) /

과를 측정하고 각 기업별로 창출된 사회성과에 비례 하여 현금 지, (25%)
원금을 에서 지급한다 측정과 보상은 년에 한번씩 매 해마다 이루SK . 1
어진다 둘째 사회적 기업 전문 투자 펀드 운용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 , 
측정 체계를 활용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가령 는 신한그룹과 공. SK
동으로 억원 규모 사회적 기업 전문 투자 사모펀드를 조성하였는데200 , 
이 때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가 대안적 회계 원칙으로서 투자의 준거가 
된다 셋째 년 이후 는 핵심 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 , 2018 SK 16
치를 측정한다 이렇게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측정된 사회적 가치는 . SK
그룹 내 핵심성과지표 에 반영되어 평가를 통해 계열사들의 실질(KPI) , 
적인 의사결정을 변화시킨다.

아래의 표는 에 참여한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기초 통계치를 SPC
종합한 것이다 각 년도별 참여 기업들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년 년 기업별 평균 (2015 90% -> 2017 30%), 
사회성과는 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는 단순히 인증 SPC
받은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광의의 사회적 기업들의 사( ) 
회적 가치를 포착할 수 있는 측정체계이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PC .

표 참여 사회적기업의 기초 통계14. SPC 

년2015 년2016 년2017
참여기업 수 개44 개93 개130
참여기업 평균 
업력

년10 년6 년4

총 매출액
기업별 평균( )

억원735
억원(16.3 )

억원1305
억원(8.6 )

억원1731
억원(7 )

사회성과 억원95.4 억원201.0 억원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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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 (2016)

직 간접 설립 사회적 기업(5) SK ·

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들을 살펴보자 SK
부록 참조 우선 년 이후 에서 직접 설립을 시도한 사회적 (< 1> ). 2010 SK

기업들을 살펴보면 모두 명칭에 행복 이라는 기업 브랜드를 공유하고 있‘ ’
는 특징이 드러난다 행복한학교 행복한도서관 행복나래 행복 (e.g. , , , 

행복한농원 등 총 개 기업 여기 공통 브랜드로 작용하는 행복ICT, 14 ). ‘ ’
이라는 단어는 경영지침 에서 등SK (SKMS: SK Management System)
장하는 년부터 설정된 공식상 경영 목표인 행복 극대화 (2004 ) ‘

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Maximization of Happiness)’ (Marquis et 
앞서 언급했듯이 제품의 성질이나 산업의 영역에 관계없이 al, 2009). , , 

기업집단 전체의 아이덴티티를 앞세워 각 계열 제품이나 서비스에 동일
한 브랜드를 공유하는 것은 한국의 재벌집단 특유의 전략에 해당한다. 
특히 마케팅 조사들에 따르면 의 경우 브랜드 평판이 한국 대기업에SK
서 삼성과 에 이어 위에 해당하는데 에서 재인LG 3 (Marquis et al, 2009
용 이렇게 계열사들 간 강한 평판의 브랜드 공유를 통해 평판자본의 ),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존
재한다 (Chang and Hong, 2000). 

이에 더해 간접 직접 설립된 사회적 기업들을 통틀어 살펴보면 , /
외부 협력 주체 중 단순히 뿐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와의 컨소시엄NGO , 
공동운영 기초 협력의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간접 설립 개 중 개 직, ( 9 7 , 
접 설립 개 중 개 이는 가 진출한 사회적 기업의 구체적 업종15 10 ). SK

기업별 평균( ) 억원(2.2 ) 억원(2.2 ) 억원(2.6 )
인센티브 지급액
기업별 평균( )

억원 26.2 (25%)
천만원(6 )

억원 47.3 (25%)
천만원(5 )

억원 72.6 (25%)
천만원(6 )

사회적기업 인증 비율 90% 70% 30%
평균 직원수
평균 취약계층 비율( )

명43.5
(84.3%)

명31.1
(76.9%)

명29.9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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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앞선 챕터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와의 , 
협력관계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추측
해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매우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기업. 
이 의 연계 제도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증 유형을 SK . 
살펴보았을 때 취약계층 고용형 메자닌아이팩 메자닌에코원 등(e.g , ), 
사회서비스제공 행복한학교 등 혼합형 아가야 등 기타형 행복나래 ( ), ( ), (
등 즉 다섯 가지의 인증 유형이 모두 존재하고 업종으로 보았을 때 교), , 
육 행복한학교 문화 행복전통마을 재활용 행복그린넷 재판매 행( ), ( ), ( ), (
복나래 제조 메자닌에코원 행복 등 매우 다양한 인증 유형 ), ( ), IT ( ICT) 
업종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모두 비관련 다각화가 극대화 된 , SK
의 계열사들의 역량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의 방식과 지원대상이 , 
된 사회적 기업의 유형들도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내 핵심 조직들 간 연계와 조정2) SK 

위에서 언급한 조직들은 매우 복잡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복. 
잡하게 얽혀있는 그룹 내 다양한 사회공헌 주체들과 이들의 관계를 SK
쉽게 정리하기 위해 필자는 기존의 자료들에서 제공된 정보들을 수집하
여 조직간 관계망을 그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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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회적 기업 연계 생태계 구축을 위한 내 조직간 관계망13. SK 58)

출처 년 사회적기업연구포럼 심포지엄 발표문 에 기: 2009 , SK (2009: 65)
반 윤여창 사회공헌백서 다양한 언론자료의 내, (2010); SK (2009; 2014); 
용을 더해 재구성

관계망의 각 주체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 
관계망의 상위에는 추구협의회와 산하의 전문위원회인 위원SUPEX SV 
회 구 사회공헌위원회 그리고 최태원 회장 남영찬 아시아투데( ), ( , 2009; 
이 이 주요 행위자로 존재한다 여기서 위원회와 최태원 , 2018/03/05) . SV

58) 본 그림은 년 사회적기업 심포지엄에서 진행한 의 공식 발표문인 기업의 지 2009 SK <
속적 사회공헌으로서의 사회적기업 구성과 전략 의 내용을 기본적 토대로 하였지만> , 

사회공헌백서SK (20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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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핵심 행위능력 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기존 (agency) , 
재벌그룹의 회장이 지니는 전략적 통제의 권한을 수행한다 이러한 통제. 
의 권한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다 장기적 생태계 지원 구축 . 1) 
전략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열사의 이사회 내 공헌 윤리경영 , 2) CSR/ /
위원회의 소셜밸류 챔피언 을 임명하며 계열사의 역량과 재원을 특‘ ’ , 3) 
정 영역에 배분하도록 강력히 유도하고 최근 년 후반 부터는 계, 4) (2018 )
열사별로 창출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에 반영하기까지 하는 등 KPI
후자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 참조 광범위한 통제권과 능력을 동원해 전( ) 

략적 통제 를 한다(strategic control) . 
관계망의 중심에는 행복나눔재단이 있다 해당 기관은 외부 사회. 

적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며 실행지 를 (2004-2009) (learning by doing)
습득하고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 공모 지원 플랫폼 개설 및 각종 , (2009) 
포럼 개최 등의 작업을 통해 외부 지식을 플랫폼 내부로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년에는 재단 내 사회적 기업 사업단이 설치되면서 전. 2010 , 
략이 체계화 되는데 재단 설립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직접 설립할 뿐 아, 
니라 재단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 과정을 공동 설립하고KAIST MBA , 
임팩트 투자 사업 등을 진행한다 최재호 이 때 핵심 계열사( , 2014). SK 
들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사회적기업과 연계 짓는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하면서 계열사들에게 운영적 통제 를 가한다(operational control) .

이러한 광범위한 프로젝트들의 기반이 되는 금전적 자원은 SK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행복나래의 이윤을 통해 가능하다 자재를 . MRO 
전략적으로 구매하고59) 계열사들에게 되파는 행복나래는 현재 하이닉 SK 
스가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서 사회적 기업을 돕는 사회적 기업100% , ‘ ’
으로 알려져 있다 행복나래 홈페이지 방문 및 참조 행복( , 2019/04/20 ). 

59) 자재는 유지 보수 그리고 운전자재 MRO ‘maintenance ( )’, ‘repair ( )’, ‘operation ( )’
의 약자로서 기업 내 제품생산에 직접 투입 되는 부품 및 원자재를 제외하고 기(input) , 
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간접자재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자재는 특성상 소액 다빈. MRO “ /
도 반복구매 등으로 구매업무를 하는데 있어 구매 행정비용 및 구매업뮤량이 과다하게 / ...
발생 한다 이 때 이를 전략적으로 구매하고 계열사에게 되파는 기업들은 효율적 구매 ” . , 
프로세스에 대한 노하우 및 구매력을 활용하여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
로 파악된다 행복나래 홈페이지 방문 및 참조. ( , 2019/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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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는 년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데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이2013 , 
후 이윤무배당 선언을 통해 창출된 이윤 전부는 그룹의 사회적 기업 생SK
태계 활성화 전략의 자원적 기반으로 동원된다.

의 핵심 계열사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들은 추구 SK , SUPEX 
협의회 및 위원회의 전략적 통제와 행복나눔재단의 운영적 통제를 SV 
받으며 자원 및 경영 역량 등이 생태계 활성화 노력에 투입된다 초기에. 
는 행복나눔재단의 설립자금이나 설립 지원으로 연계된 사회적 기업의 
설립 초기 자본을 제공하는데 동원된 바 있는데 머니투데이( , 

한국경제 행복나래가 설립된 이후인 현재는 역2013/02/06; , 2006/11/14), 
량 지원에 더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만한 사실은 이러한 전체적 연결망 구조
에서 각 핵심기관들의 리더들이 최태원 회장과 맺는 강한 사적 연결망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선 운영적 통제의 중추인 행복나눔재단은 .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자 최종현 회장의 딸인 최기원 이사장에 의해 운
영된다 아시아투데이 그녀는 지주사 의 대 주주로서 ( , 2018/03/05). SK ( ) 2

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행복나눔재단의 경영에만 전념하여 혈연주7.46% , 
의적 상속 그리고 유교적 가족 승계의 원칙과 접합된 재벌의 거버넌스 , 
구조가 작동하는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더해 행복나래의 김. 
태진 대표와 위원회 구 사회공헌위원회 의 이형희 위원장SUPEX SV ( )
은 모두 최태원 회장과 대학교 고등 대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특히 이형희 회장의 경우 최태원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 
적 신뢰가 깊어 대관업무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등장한
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렇게 사적 연결망으로 맺어진 사회( , 2018/08/24). 
적 기업 생태계 지원 전략의 비공식적 거버넌스 구조는 의사결정 및 전
략 이행에 있어 통제력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비공식적 기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 및 소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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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절의 논의를 종합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각 조직들의 핵. 
심 활동 및 등장 배경을 왼쪽에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의 속성이 반영하, 
는 한국형 재벌집단의 조직론적 독특성을 오른쪽에 배열하여 의 SK CSR 
전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드러난 거버넌스와 조정의 양태와 의 재벌적 SK
속성의 상동성을 보기 쉽게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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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핵심 조직과 재벌적 속성의 반영15. SK CSR
전체 연결망의 거버넌스

행복나눔재단 최 이사장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00 ( )– 
사회공헌위원회 이 위원장 최태원 회장의 고등 대학00 ( /– 
교 동창 과거 대관업무 담당+ - )

행복나래 김 대표 최태원 회장의 대학교 동창- 00 ( )– 
- 사회적가치연구원 최태원 이사장 본인( )– 

- 부계적 승계와 변형단독상속
- 혈 지 학연에 기반한 사적신뢰 관계 형성 및 이를 통한 / /

공적 거버넌스의 보완 대체/
- 전담 정보처리 기관 사회적가치연구원 을 통한 그룹 회( )

장의 통제적 역량 확장
위원회 추구 협의회 산하SV (SUPEX ) 행복나눔재단

- 계열사 자원과 역량의 결
집 및 배분 사회적가치 . 
측정체계를 통한 계열사 
모니터링 전략적 통제( )

- 위계적 통제 역량에 기반
하여 다음과 같은 이CSR 
니셔티브 전략을 추구:
지분소유망 재편 행복나1) (

래)
기업재단 설립자금 동원 2) 

행복나눔재단( )
계열사별 프로보노 확산 3) 

전사적 사회적기업 컨설팅 (
봉사단)

핵심성과지표 변동 계열4) (
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및 

반영KPI )

- 공동 분담금 핵심 CSR ( 7
개 계열사 의 일괄적 결집 )
및 배분

- 계열사 모니터링 사회적(
가치 측정 을 통한 전략적 )
통제

- 사회적 기업의 직 간접 설/
립 및 운영

- 지식 및 노하우 축적 아(
이디어 플랫폼 외부 얼라, 
이언스 및 계열사와의 공) 
유

-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에 
바탕하여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와 관련하여 그룹 내 
허브 역할을 담당

- 계열사의 자원과 역량을 
사회적기업과 연계시키며 
운영적 통제

행복나래 사회적가치연구원
- 사회적 기업 재품의 전략

적 구매 가산점 제공 를 ( )
통한 판로개척 지원

- 이윤의 무배당 선언 및 사
회적기업 연계 사업 자금 

- 계열사의 지분 소유구조 
변동을 통한 사회적기업 
전환

- 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SK
지원 전략 판로개척 지원 (

- 사회적가치 측정식 사회(
적기업 및 계열사 개발) 

- SPC (Social Progress 
을 통한 사회적기Credit)

업 지원 체계 도입 운용

- 평판제도의 내부화CSR 
미국에서 투자기관이 ( SRI 

담당하는 기능을 기업집단 
내에서 개발 및 운용)
- 다각화된 가치측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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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사회성과 인센(e.g. 
티브 사회적기업, KAIST 
가 등MBA ) 

- 전 직원들의 프로보노화 
추진 수직적 조직문화 전(
환)

및 보호된 시장 제공 의 )
핵심적 도구 역할

- 의 자금처의 역할 SK CSR 
담당
기업문화의 수직적 전환

- 계열사들의 사회적가치 측
정 체계 개발

개발 사회적기업 대상( , 
계열사 대상)

직 간접 설립 사회적기업/
- 총 개 직 간접 설립 간접 직접24 / ( : 9 / : 15)
- 정부와 공동운영 컨소시엄 통한 협력 다수 / 
- 다양한 유형과 업종의 사회적기업 다양한 인증유형과 (

다양한 업종)
- 행복 브랜드의 공유 행복나래 행복그린넷 행복‘ ’ (e.g. , , 

등ICT )

-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의 수단 적용/ 
- 다양한 계열사의 역량 연계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다각화
- 브랜드 평판 공유에 따른 핵심 역량 공유 전략 및 공동(

의 아이덴티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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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VI.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의 제도화가 재벌집단을 중심으로 CSR
미국식 외형적 을 수용하며 확산을 거듭했음을 밝히CSR (Explicit CSR)
는 수많은 선행연구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벌집단이라는 변수가 ,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 기존 연구의 공백에 주CSR
목하였다 기존의 실증적 선행연구들에서는 한국의 이 재벌의 정당. CSR
성 위기와 이에 대한 규범적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제도화 되기 시작하
였고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모방 전략의 단위도 재벌집단 차원에서 이루, 
어짐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정작 재벌집단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 CSR 
전략을 특수한 방식으로 구조화 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제도의 도입 조정 전략의 단위가 CSR , , 
기업집단 차원에서 주도되는 현실에 주목하여 을 가장 적극적으로 CSR
실천하는 기업집단으로서의 주체 중 하나인 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SK
하였다.

는 사회적기업의 직 간접 설립 제품 구매시장의 제공 사회적 SK / , , 
가치 측정체계의 개발 측정된 사회적 가치에 비례하는 지원금 제공, ( ) , 
그리고 계열사들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장시켜나가며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충족시키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렇게 광범위한 전략은 어떻게 채택되고 제도화되었을까 또한 이러한 전? 
략이 구조화 되는데 있어 재벌의 조직론적 성격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
가?

우선 는 소버린 사태 이후 시장에서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SK , 
한 수단으로서 그룹 차원의 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한다 이후 초기 CSR . 
그룹 내 제도공백기에는 선발주자 계열사로서 텔레콤의 사회공헌 전SK
담실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식이 습득되고 이에 대한 지원 체계가 ,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텔레콤 전담실의 인원이 당시 새로 . 
설립되었던 그룹 내 체계의 허브 조직인 행복나눔재단으로 이식되CSR 
며 그룹 차원의 모방적 동형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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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세우며 계열사의 결집된 자원을 새로운 방식의 체계로 진화시킨 것
은 제도적 기업가로서의 최태원 회장의 역할이 컸다 최태원 회장은 재. 
벌집단으로서 가 부여하는 위계적 통제에 대한 구조적 역량을 바탕으로 SK
사회적가치연구원 행복나눔재단이라는 전담 정보처리기구를 적극 활/ CSR /
용하여 그룹 내 사회적 기업 직접설립 계열사 행복나래 의 사회적기업 , ( )
전환 사회적가치 측정체계의 개발과 적용을 추진하였다, .

이에 더해 는 재벌집단의 조직론적 성격을 구조적 자원으로 SK
활용하여 전략을 추구하였다 사례들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CSR . SK
의 전략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자금과 인적자본의 상향적 결집 CSR 1) 
및 하향적 분배 지분망 구조의 전환을 통한 사회적기업 구매시장 체, 2) 
계 및 지원 자원 확보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의 내부화 그리고 , 3) , 4) 
제도적 기업가로서 그룹 총수의 영향력이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재벌집단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계적 거버넌스와 . 
조정 양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공백상을 메우기 위하여 탐색적 단일 사
례 연구의 방법을 채택했기에 대표성과 일반화의 문제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에서 나타나는 의 도입과 추진 방식이 국내의 여타 재벌집SK CSR
단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해외 특히 미국과 일본 의 대기업과의 체계적 비교도 필요하다 이( ) . 
는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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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업인들은 자기 자세를 자성하라(1964.02.18.), .
뉴스 명 전원 발표 확 달라지는 확대경1 (2018.06.25.), CEO 16 TED ... SK 

영회의. 
뉴스 단독 최태원 회장 사회적가치연구원 이사장 1 (2019.05.29.), [ ] SK , ‘ ’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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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만 찾는 실버영화관 사회적기업 성(2013.02.06.), 20 ‘ ’, SK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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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대 출신. 
아시아투데이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 가치 숨은 공신(2018.03.05.), S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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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반기업정서 의 실체 파악을 위한 조사 연구 서. 2007. “‘ ’ ”, 

울 대외협력팀 보도자료: KDI . 
한국경제 그룹 억원 출연 행복나눔재단 출범(2006.11.14.), SK , 1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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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의 지원유형별 사회적기업 연계방식 및 현황 1. SK

지원 및 
연계방식 구분

사회적기업명
설립시기 법인형태( / )

지원한 
계열사 및 
외부협력 

주체

사업내용 사회적 목적 업종 취약계층 고용 수 지원방식 및 ( , , , 
출연금 규모)

지원/
자본금

규모 누적( )

외부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행복도시락
비영리법인(2006 / )

행복나눔재단
함께일하는재
단
고용노동부
지자체

사회적 목적 및 업종 결식아동의 급식 공급 및 배달 취약계- : . 
층 고용
- 고용인원 취약계층 수 명 미공개( ): 365 ( )
- 지원방식 및 출연금 규모 급식센터 설립지원 년간 인건 운: , 2 /

영비 지원 경영 및 수익모델 개발 지원 급식센터 총괄 관리, , , 
신규 수입사업 연구 지원

억142

메자닌아이팩
영리기업(2008 / )

이노베이SK 
션
열매나눔재단
보 건 복 지 부
사 회 투자 지(

원재단)

사회적 목적 및 업종 골판지 상자 제작 탈북 새터민 및 취약- : . 
계층의 일자리 제공. 
- 고용인원 취약계층 수 미공개 명( ): (50 )
- 지원방식 설립자금 및 경영컨설팅 지원 프로조보노 자원봉사: (

단 신규 거래선 확보), 

억1.5

메자닌에코원
영리기업(2008 / )

사회적 목적 및 업종 친환경 블라인드 제조 탈북 새터민 일- : . 
자리 제공
- 고용인원 취약계층 수 미공개 명( ): (30 )
- 지원방식 설립지원 및 설비 지원 하이닉스에 제품 공급: . SK .

억3

고마운손
영리기업(2009 / )

에너지SK
열매나눔재단
보건복지부

사회적 목적 및 업종 방식으로 가방 및 잡화류 제조 노- : OEM . 
령자 장애인 탈북 새터민의 일자리 창출, , .
- 고용인원 취약계층 수 미공개( ): 
- 지원방식 설립 및 운영지원: 

억3

카페티모르
영리기업(2009 / )

텔레콤SK 
YMCA

사회적 목적 및 업종 동티모르 커피를 공정무역 방식으로 수- : 
입하여 운영하는 카페 억3.2



- 141 -

- 고용인원 취약계층 수 미공개( ): 
- 지원방식 바리스타 교육비와 매장운영 비용 일부 지원 텔: . SK 

레콤의 공간 저가 대여.

실버극장
영리기업(2009 / )

케미칼SK 
서울시의회
낙원상가
허리우드 극
장

사회적 목적 및 업종 국내 최초 노인전용 극장 설립을 위해 - : 
저소득 노령층의 문화소외 및 격차 현상 해소 극장 상영과 더불. 
어 찾아가는 실버영화관 사업도 운영‘ ’ 

고용인원 취약계층 수 미공개 노령층 고용- ( ): ( )
- 지원방식 운영비 지원 구성원 자원봉사활동 초기 폐사 위기: , . (

시 구제 후원금 제공)

억3.6

에코시티서울
구 서울 ( : SR

자 원 순 환 센
터)

영리기업(2009 / )

가스SK
재활용대안기
업연합회
한국전자산업
환경협회
서울시

사회적 목적 및 업종 서울시 폐가전 금속자원 재활용 사업- : . 
서울시 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소형폐가전 폐휴대폰 폐사무25 , , 
기기 등을 수거하 후 분해공정을 거쳐 자원화.
- 고용인원 취약계층 수 명 명( ): 1 (0 )
- 지원방식 여타 재활용산업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정보 : 

및 역량 공유 홍보 영업 및 판로구축 설비 지원 폐소형가전. , , , 
의 수거체계화 부분 담당 계획

미공개( )

아가야
비영리법인(2006 / )

이 노베 이SK
션
행복나눔재단
고용노동부
YMCA

사회적 목적 및 업종 시간제 영유아 보육 경력단절 여성 일- : . 
자리 창출
- 고용인원 취약계층 수 미공개( ): 
- 지원방식 설립금 및 운영비 지원: 

억42

월의 무화7
과

영리기업(2012 / )

행복나눔재단
연세대 원주 캠퍼스

사회적 목적 및 업종 장애인 청년 학생 고용 장애인 학생의 - : . 
바리스타 직무 및 창업 관리 전반 교육 장애인 비장애인 학생의 / . -
팀 협동을 통한 심리적 연대감 형성 수익금의 환원 장애학생 . (
장학금 지급)
- 고용인원 취약계층 수 미공개 명( ): (6 )
- 지원방식 설립자금 및 운영지원: 

미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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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설립

민관협
력모델

서울행복한학교
재단법인(2010 / ) 행복나눔재단

교육청
시자체
Woman Up
여 성 인력 개(

발기관) 

사회적 목적 및 업종 양질의 방과 후 학교 교육 운영 및 저렴- : 
한 수강료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완화 경력단절 , , 
여성 일자리 창출
- 고용인원 취약계층 수 명 미공개( ): 778 ( )
- 지원방식 설립자금 및 운영지원: 

억58

부산행복한학교
재단법인(2010 / )

대구행복한학교
재단법인(2011 / )

울산행복한학교
재단법인(2011 / )

행복한도서관
재단법인(2011 / )

행복나눔재단
문화체육관광
부
경기도 지자
체

사회적 목적 및 업종 양질의 방과 후 학교 교육 운영 및 저렴- : 
한 수강료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완화 경력단절 , , 
여성 일자리 창출
- 고용인원 취약계층 수 명 명( ): 14 (0 )
- 지원방식 설립자금 및 운영지원: 

억15

행복한뉴라이
프

재단법인(2011 / )

법무부
그룹SK

사회적 목적 및 업종 카페와 세탁사업을 통해 출소자의 전문- :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 여성 출소자에게는 바리스타와 재빵사 . 
교육을 남성출소자에게는 세탁기술을 교육하여 채용함, .
- 고용인원 취약계층 수 명 명( ): 11 (3 )
- 지원방식 재단 투자 및 운영비 전액 출연 법무부는 사업장 : . (

무상임대 및 마케팅 지원

억12

대구행복한미
래

재단법인(2012 / )

대구시교육청
행복나눔재단

사회적 목적 및 업종 취약계층 청소년의 맞춤형 진로 체험 교- : ( )
육 진로교육 전문강사 양성. . 
- 고용인원 취약계층 수 명 명( ): 62 (0 )
- 지원방식 재단 투자 및 운영비 출연 재단의 인력풀 활용해 : .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억5

행복전통마을 
재단

재단법인(2012 / )

문화체육관광
부
경상북도 지자체

사회적 목적 및 업종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지만 수몰 위- : , 
기에 처했던 고택을 보존하여 전통리조트로 발전 전통가옥을 기. 
반으로 문화상품 개발 및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도모 이익의 . 

억15



- 143 -

안동시 지자체
행복나눔재단

지역사회 환원
- 고용인원 취약계층 수 명 명( ): 1 (0 )
- 지원방식 설립 및 운영지원: 

행복 F&C
재단법인(2012 / ) 행복나눔재단

전문 한식 인재양성 및 취약청소년 자립 지원 도농상생 기반 - . 
친환경 식재료 유통 수익금의 청년 자립교육 프로그램 재투자. .
- 고용인원 취약계층 수 명 명( ): 24 (0 )
- 지원방식 설립 및 운영지원: 

억20

사회적
협동조
합 설
립

행복도시락사
회적협동조합

사(2013 / 
회 적 협 동 조
합)

행복도시락센
터
소 비 자조 합(

원)
행복나눔재단
후 원 자조 합(

원)

사회적 목적 및 업종 조합원 행복도시락 센터 의 역량강화와 - : ( )
식자재 공동구매 표준 메뉴 개발 유료사업 발굴 등을 토해 행, , 
복도시락 사업의 지속적 성장 모색.
- 고용인원 취약계층 수 명 명( ): 4 (0 )
- 지원방식 역량강화 및 표준 메뉴 개발 지원: 

미공개( )

계열사
의
사회적
기 업 
전환

행복나래 
구 코리아( MRO )

주식회사(2012 / )

하이닉스 소(
유)

- 사회적 목적 및 업종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 (MRO). 
- 고용인원 취약계층 수 명 명( ): 136 (14 )
- 특이사항 코리아라는 영리기업에서 행복나래라는 사회: MRO 

적기업으로 전환 계열사 내 재판매 공급업체였음 과거. MRO . 
에 미국의 회사와 합작투자 로 설립되었으나 현재(50%, 50%)
는 하이닉스가 지분 소유 사회적기업의 제품에 가SK 100% . 
산점을 도입하여 우선구매를 지원하고 이윤은 전액 사회성과 , 
인센티브 지원금과 카이스트 사회적기업가 과정 지원을 MBA 
위해 사용됨.

역SK 
량활용
모델

행복 ICT
과거 행복한(

웹앤미디어와 
통합)

텔레콤SK
행 복나 눔SK

재단
SK C&C

사회적 목적 및 업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 : ICT . 
접근성을 늘리기 위한 소프트웨어 웹 앱 개발 사회적기업들IT / / . 

의 웹 앱 개발 수익금의 장애인 인력 육성 재투자/ . IT . 
- 고용인원 취약계층 수 명 명( ): 61 (20 )

억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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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2011 / ) - 지원방식 출자 통한 설립 텔레콤과 행복나눔재단 중고 : ( ). ICT 
자산 기증 역량 지원. ICT 

행복한농원
재(2011 / 

단법인)

임업SK
이 노베 이SK

션 
행복나눔재단
경기도 시흥
시

사회적 목적 및 업종 초희류 및 관목재배 조경관리 사업 노- : , . 
인일자리 창출 녹화 미화에 기여하는 초화 재배 장애인 직업훈. / . 
련 및 원예치료 강좌 운영 쉼터 내 위기가출 청소년에게 자연쉼. 
터 제공.
- 고용인원 취약계층 수 명 명( ): 13 (7 )
- 지원방식 이노베이션은 초기 설립 자금을 지원 임업은 : SK . SK

조림 조경 노하우를 전수, . 

억18

행복그린넷
구행복한녹색재생( : )
재단법인 ( / 2011)

브 로드 밴SK
드
경기도
안성시
장애인고용공
단

사회적 목적 및 업종 중고회수 임대장비의 검수 세척 포장 - : , , 
등의 자원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 장애인 포함 지역 .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직업교육 체계화 안성지역 . 
취약계층 가정에 중고 지원 및 직무 기타 교육과정 운영PC IT/ / .
- 고용인원 취약계층 수 명 명( ): 51 19( )
- 지원방식 초기설립 자금 지원 브로드밴드의 프로보노 경영: . SK

자문단 운영 월례 미팅 진행 브로드밴드의 고객 임대용 ( ), SK
단말기 재활용 서비스 지정 공급사로서 납품.

억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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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Evolu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Case of SK’s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 Ecosystem

Han,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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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institutionalized since the IMF Crisis in 1997. It has 
undergone an ongoing expansion in both scale and discourse. Its 
origins can be traced to mimetic isomorphism in the early 1990s, 
when a handful of global chaebols (family-owned conglomerates) 
began transplanting CSR from their foreign branches to only 
meet their strategic needs.

However, since the IMF Crisis (in 1997), increasing 
number of Korean chaebols began adopting CSR program to 
secure legitimacy, and it has disseminated rapidly during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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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decades. These firms’ expenditure on corporate philanthropy 
and founding of CSR departments and corporate foundations 
have grown steadily without being disturbed by business cycles. 
In 2017, 198 top Korean companies’ spendings on philanthropic 
CSR reached 2.7243 trillion won (2.2% of pre-tax profit). In their 
ratio of philanthropy to pre-tax profit, Korean corporate CSR 
expenditure exceeds that of corporation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hich exemplify the high commitment of Korean firms 
towards strategic CSR.

Previous research that approach CSR in Korea from 
neo-institutionalist perspectives have focused on: finding and 
statistically testing the specific institutional pressures that push 
firms to expand CSR; identifying firms more vulnerable to such 
pressures as well as organizations that serve as receptor sites for 
CSR. Their findings suggest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SR in 
Korea has been the result of simultaneous process of coercive 
and mimetic isomorphism in chaebol groups.

By transplanting CSR institutions from American firms, 
chaebols have sought to overcome their legitimacy crisis against 
the backdrop of heightened social mistrust. Nevertheless, there is 
a dearth of previous research that focus on how the chaebols, as 
an organizational variable, have affected the long-term evolution 
of CSR in Korea.

This paper attempts to fill such gaps in understanding of 
how the chaebols’ CSR strategies have been structured by their 
peculia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this paper 
will discuss the roles that chaebols have played in the long-term 
acculturation of CSR in Korea. Recognizing the lack of currently 
available quantitative data, this study adopts the explo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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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case study method. It intends to analyze in depth the 
patterns in a representative case so that it can serve asa 
cornerstone for systemic research in the future. 

The subject of this case study is SK’s CSR program, 
which has focused primarily on supporting social enterprise 
ecosystems and developing social value measurement systems 
from 2006 to 2019. SK’s social enterprise-related CSR initiativ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direct and indirect founding of 
social enterprises (2) purchasing of social enterprises’products, 
(3)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ocial value measurement 
systems, (4)grants to social enterprises, and (5) measurement and 
monitoring of the social value of its affiliates.

This paper examines how each above-mentioned CSR 
initiative has been introduced and disseminated within the SK 
group, and how each strategy has been structured by SK as a 
typical chaebol group. 

First, the paper argues that the peculiar characteristics of 
SK as a chaebol played a significant role by demonstrating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es below:

(1) SK began pursuing CSR as a response to the legitimacy crisis 
and normative pressure it faced after a severe governance crisis 
in the early 2000s. 
(2)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institutional void, SK Telecom 
functioned as a forerunner through acquiring knowledge about 
social enterprises. The personnel from SK Telecom were then 
moved to the Happiness Foundation, the corporate foundation of 
the SK group. 
(3) The foundation, which functioned as a hub, led the mim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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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morphism within SK. 
(4) In later phases, the SK group chairman (Chey Tae-won) 
played a large role as an institutional entrepreneur by adopting 
new long-term initiatives.

In addition, SK’s CSR strategy has been structured by the 
following factors: 

(1) pooling and top-down management of its affiliates’ resources 
and capabilities, 
(2) provision of the social enterprise market through rapid 
re-organization of equity networks, 
(3) filling the institutional void by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social value measurement systems within the 
chaebol group, 
(4) leadership of the group chairman as an institutional 
entrepreneur.

Such examples found in this study illustrates that the 
evolution of the CSR system within SK reflects the coordination 
mechanism and the structural capability typical in chaebol 
groups.

Keywords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Philanthropy, Creating Shared Value, Chaebol, Business Group, 
New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Entrepreneur, Social Value, 
Social Enterprise
Student Number : 2016-2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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