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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사회공헌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업에 대한 냉담한 
시각은 여전하다. 따라서 기업은 사회공헌의 추진을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추진 타당성을 입

증하여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사회공헌을 전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

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전략적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

다. 전략적 사회공헌이란 사회공헌을 의무감에 따른 행동이 아닌 적극적인 투자로 보고 있

으며, 사회공헌투자가 반대급부로 기업에게 장기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단기적인 반대급부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기업과 사회가 함께 이익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장기비전이나 전략적 목표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포터와 크레이머가 제시한 환경중심 접근법은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준다. 
사회공헌 회의론에 대한 반박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이 경쟁환경의 요소를 
변화시킴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달

성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마련하여 사회공헌의 가치 및 의의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에 아직은 시행초기이지만 사회공헌의 추진배경 및 목적, 접근방식이 전략적 사회공헌 및 
환경중심 접근법에 근접한 KT IT 서포터즈 활동을 중심으로 전략적 사회공헌의 의의를 살

펴보았다. KT는 ITS 활동을 추진하면서 경쟁환경을 변화시키고, 생산 및 수요조건을 개선하

여 기업의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추진의의를 찾

아볼 수 있겠다.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KT ITS 활동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TS 참여 내부 구성원 인터뷰 

<Abstract>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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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목적 

최근 ‘경영실적이 좋은 기업’보다는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 기업의 성과 및 
수준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는 사회공헌활동은 현재 기업평가의 주요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사회전반에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두 가지 가정을 근간으로 한다. 첫째, 기업은 매출액 및 
주주가치라는 기본 목적 외에도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공헌은 기업 이미지 개선과 
신뢰획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회적 책임 수행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 및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협력업체로 
하여금 거래비용을 낮추고, 사회적으로 기업명성을 쌓게 하기 때문에 기업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공익연계 마케팅과 맞물려 국내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 홍보활동 또한 확대되고 있다. 전경련‘2005년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2005년 조사 당시 
244개사로 나타나 2004년(227개사) 대비 약 1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사회공헌비용 총지출 규모면에서도 2004년 1조 2,284억 3,200만원에서 2005년 
1조4,025억 1,000만원으로 증가하여 2004년 대비 약 1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대기업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현재의 경우 
폭넓은 기업층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한 기업의 평균사회공헌비용 역시 2004년 
54억1,200만원과 2005년 57억4,800만원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출액이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전경련,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이 
냉담한 편이다. 2007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기업호감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민 10명중 4명은 기업활동의 
우선순위로 사회공헌을 꼽았다고 한다. 기업호감도가 다시 50점 이하로 낮아진 
것은 5대 요소(국제경쟁력, 생산성 향상, 국가경제 기여, 사회공헌 활동, 윤리경영) 
중 생산성 지수와 사회공헌 지수가 지난해 말에 비해 각각 4.3점, 3.8점 등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사회공헌 지수의 
하락(41.2→37.4)은 기업의 사회공헌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강한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대한상공회의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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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업 호감지수 추이(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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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의 양적인 팽창에도 기업이 사회로부터 야박한 평가를 받는 것은 지금까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양적인 성장만큼 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및 효과분석이 
부족하여 생긴 결과라고도 할 수 다.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내부적으로는 추진근거를 마련하

있 서

고 외부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하여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 

2) 연구내용 

2
월 출범한 (주)케이티(이하 KT)의 IT서포터즈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해보자 한다.  

우 기업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내 IT 전문인력을 풀타임으로 파견하여 무료 IT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관련 이론 및 
당위성을 짚어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략적 사회공헌 접근 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KT의 IT서포터즈 사례를 중심으로 전략적 사회공헌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사회공헌을 통하

본 연구는 기업의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사회공헌 
관련 문헌조사를 통하여 사회공헌의 필요성, 이론적 고찰, 전략적 사회공헌(또는 환

경중심 접근법), 사회공헌 사례를 정리하고, 전략적 사회공헌의 사례로서 2007년 

KT는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선두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국

민을 대상으로 무료 IT활용능력 교육, IT컨설팅, IT기기 점검 및 진단서비스를 수행

할 IT서포터즈(이하 ITS)를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2007년 2월 출범하였다. IT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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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팅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데서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따

라서, ITS활동을 ‘임직원의 IT전문지식’이라는 기업 고유의 자원과 역량을 사회에 기

부하는 전략적 사회공헌의 사례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4부분으로 구성된다. ‘1. 서론’, ‘2. 이론적 논의’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한 요소로서 사회공헌활동을 기업 존재 목적론적 차원에서 고찰한다. 
‘3. KT ITS 활동분석’에서는 KT ITS 추진 배경, 추진 활동, 현재까지의 성과를 분석

하여 전략적 사회공헌으로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4.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한계를 명시한다. 

2. 이론적 고찰 

 1) 사회공헌 관련 문헌분석 

(1) 사회공헌의 대두배경 

기업은 사회라는 큰 울타리 속한 법인(法人)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자연인(自然人)과는 달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법인으

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되게 된다(조동성, 2007). 이에 기업은 이제 더 이

상 전통적인 의미의 경제적인 역할 수행에만 머물 수 없으며 사회 각 부문과 조화

로운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사업면허(License to Operate)를 획득할 수 없고, 최

악의 상황에서는 조직의 생존 가능성이 약화되어 사멸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하고 있는 생산, 고용 등의 경제 행위를 통해서 사회

에 기본적인 책임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익에 유익한 활동을 하거나 기업 
이윤의 일부를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

는 압력을 받고 있다(정구현 1996). 

이러한 압력은 여러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200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활동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윤 창출’이 59.6%로 
조사됐으며, 그 다음으로 ‘부의 사회 환원’이라는 의견이 40.4%에 달해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인식은 향후

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도 점차 증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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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업에 호감을 갖게 하는 요인들 

호감요인 점수(점) 

국제경쟁력 68.0 

생산성 향상 59.4 

국가경제 기여 51.6 

사회공헌 활동 37.4 

윤리경영 18.8 

 * 비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호감도 높아짐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2007> 

(2) 사회공헌의 개념 

1930년대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처음 제기

되었다. 사회적 책임 및 사회공헌에 대한 통일된 개념은 없으나, 공통적으로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이익동기를 넘어서서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

결함으로써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사회일반의 요구나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활

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사회에서 사업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단지 경

제적 집합체로서의 목적인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s)보다 광범위한 인간적 가

치(Human Values)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Clark 2000). 

21세기를 맞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더욱 중요한 개념이 되었고, 보가 넓은 의미

에서 설명되었다. 하만(Hamann)은 기업의 사회공헌은 지속적이고, 통합적이며, 공

평한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원동력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Hamann, 
2003). 즉,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민간차원에서 사회문제의 해결, 나아가 삶의 향

상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김희진, 2005). 

(3)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  

사회적 책임 혹은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sustainable corporation)’
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영전략으로서 기업은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책

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경제적 책임을 이행하는 활동이라

고 정의할 수 있으며(산업정책연구원, 2006), 기업이 영업활동의 기반인 사회에 대하

여 부담하는 책임으로서 기업활동에서 사회적 공정성, 윤리성, 환경에 대한 배려 등

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지역사회 혹은 
일반사회에 대한 기업능력의 사회적 활용을 극대화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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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공헌의 패러다임의 변화 

지금까지 사회공헌은 기업이나 기업가가 축적한 부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시혜적 내

지 의무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사회공헌 추진시 다소 방어적이거나 소극적 
입장에서의 접근이 많았으며, 공헌의 내용도 금전이나 물질적 기부에만 치중되어 
왔고 단발성 행사가 많아 수혜 대상자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못

했다. 

그러나 21세기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 생존 및 장기적 생존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

적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전개

되고 있다. 우선, 기업의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정보통신 발달과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따라 노동착취, 부패, 불공

정거래, 환경오염, 등 기업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사회공헌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입자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헌활동의 효과 극대화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이제 시민사회의 기대 내지는 압력에 대하여 지금까지

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접근법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를 기업의 사회적 반응, 이해관계자 관리, 사회전략이라는 개념으로 이론적 체계

화 및 실무적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희진, 2005).   

다시 말해서,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물질적 자원, 전문인력 및 역량,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경제 
및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적 사회공헌이 확산되고 있으며, 기업의 주요 경

영활동의 일환으로서 최고경영자 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5) 사회공헌의 참여동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참여동기는 기업마다,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첫째, 기업의 시장기반 및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이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공 익연계 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이해관계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대외관계

(Public Relations) 관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회공헌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성패

에 핵심적인 주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긍정적 인식을 얻어내고자 하

는 것이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향상은 매출액 증가에 비해 기업의 이익과는 상대

적으로 덜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 여전히 경영전략론적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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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셋째, 기업의 노사관계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종업원의 사기와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그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기 위하여 종업원의 관심사인 사회공헌활동에 참

여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은 종업원의 조직에 대한 몰

입도 및 충성도를 높인다고 한다. 

넷째, 조세전략의 일부로서 활용되는 접근법이다. 만약 조세정책 변화에 따라 기업

이 사회공헌활동이 변화한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6) 사회공헌활동의 이론적 고찰 

‘기업은 왜 기업이 본연의 활동이 아닌 사회공헌을 실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전략론과 기업시민론이라는 접근법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기업시민론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을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당화한다. 반면 기업 경영전략론적 입장에서는 
공익활동에 참여는 기업에게 장기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본다(신헌철 2003). 

이와 관련하여 국제모금전문가그룹(International Fundraising Group)의 아시아 
의장인 Usha Menon(전 싱가포르 공동모금회 모금팀장, 현 국제 해비타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모금 디렉터)은  다음과 같이 사회공헌활동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김희진, 2003) 

 
<표 2> 사회공헌 활동의 유형 

유형 특징 

-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주의 이타주의적 동정심인  
A형 

낭만적 이타주의적 접근 
선행에 대한 욕구가 기업 사회공헌의 주요한 동기 

- 따라서 개인의성향이나 욕구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Altruistic Approach) 

좌우될 수 있음 
B형 

경영 전략적 접근 

(Business 

- 사회공헌활동이 판매 증진이나 직원의 사기 증진 등의 경영전략상의 
이유로 사회공헌 활동을 함 

- 눈에 보이는 매출신장이나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마케팅상의 효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 Focused Approach) 

C형 

지역공동체 참여적 접근 

(Community 

Involved Approach) 

- 기업 본연의 사업성격과 함께 직원과 지역사회 주민이 새로운 공동

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주요한 매체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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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기업 시민론’과 ‘기업 경영전략론’은 ‘B 형 경영 
전략적 접근’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두 접근법 모두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에게 장·단기적 효과를 가져다준다는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효과의 
직·간접성 여부 및 효과 기대 시점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 각각의 
접근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기업시민론 

기업시민론은 활동하고 있는 사회가 부와 교육 및 문화수준이 높을 경우 노동자의 
역량 및 소비자의 구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사회공헌은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기업시민론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혜택을 가져다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익이란 사회전체에 돌아가는 혜택으로 인하여 사회가 더욱 향상되고 발전하게 
되면, 이는 장기적으로는 기업에게 혜택이 되돌아온다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이익의 개념이다. 

나. 기업 경영전략론 

반면, 기업 경영전략론은 사회공헌의 목표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데 
있다. 사회공헌의 추진근거는 앞에서 언급한 기업 시민론적 입장과 큰 차이가 
없지만, 사회공헌은 비교적 단기적이며 직접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실천하게 된다. 
최근 사회공헌에 대한 효과로 조명되고 있는 기업 이미지 제고, 이해관계자 관리 
강화, 종업원 충성도 향상, 세금절감 등은 전략론에서 사회공헌 활동의 당위적인 
추진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략론적 가치에 근거한 사회공헌은 ‘우리기업에게 
지금 현재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에의 참여와 구체적인 
전략을 결정하게 된다(장현주, 2000). 

다. 기업의 전략적 사회공헌 

기업 경영전략론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전략적 사회공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최근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세계적인 추세는 기존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마크(Mark)는 이를 “전략적 사회공헌(Corporate Strategic 
Philanthropy)”이라 부른다. 즉, 기업의 사회공헌의 효과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기업의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략적 사회공헌에 따르면 사회공헌은 의무감에 따른 행동이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투자로 보고 있고, 이는 반대급부로 기업에게 장기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한걸음 더 나가는 동시에, 
단기적인 반대급부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기업과 사회가 함께 이익을 도모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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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장기비전이나 전략적 목표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사회에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되,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한다(장현주, 2000). 

(7) 포터와 크레이머의 환경중심 접근법(2002년) 

전략적 사회공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마이클 포터(Micheal E. Porter)와 마크 
크레이머(Mark. R. Kramer)는 2002년 Harvard Business Review저널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Corporate Philanthropy’에서 기업의 기부활동은 경제 및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였을 때만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명명할 수 있

으며 그 활동자체의 당위성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 

포터와 크레이머는 사회공헌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사회

공헌을 꼭 해야 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늘리는 것이다(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라는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에서 기업은 기업을 소유한 주주의 도구이기 때문에, 기업이 사회공

헌을 한다는 것은 주주 개개인으로부터 자신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의

사결정권을 박탈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즉, 주주나 종업원 개개인이 기

부여부를 결정한 문제이지 기업이 기부활동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실 사회공헌의 대부분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회 혹은 기업 목적과 효과

적으로 연계되고 있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프리드만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사회공헌의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프리드만의 주장

이 내포하고 있는 2가지 가정을 기각해야 할 것이다.  

가정 1.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는 차별적이고 사회적 투자는 경제적 성과를  

희생할 때에만 가능하다. 

가정 2. 기업차원의 사회공헌은 개개인의 공헌과 비교해봤을 때  더 큰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포터와 크레이머는 위의 두 가정은 사회공헌이 산만하고 단편적인 활동이라면 사실

일 수 있으나, 사회 및 경제적 목표가 대치되지 않고 기업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이 
개인차원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반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기업이 
사회공헌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환경-기업이 활동하는 단일 혹은 다수 지역의 기업

환경의 질-을 개선할 경우, 특정 기업의 경제 및 사회 목표를 일치시키고 기업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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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망을 개선함으로써 프리드먼의 제1 가정을 뒤집는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

우 재정적 기부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선사업을 지

원할 경우, 개별 기부자, 재단 혹은 정부의 기부활동 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이익

을 가져올 수 있어 제2 가정도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환경중심’ 활동의 주요 사례로 시스코를 들고 있다. 컴퓨터 네트워킹 장비

를 생산하는 시스코(Cisco Systems)는 사회공헌활동으로서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자

를 양성하는 Cisco Networking Academy에 투자하였다. 인터넷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유능한 네트워크 관리자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이는 시스코의 지속적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치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회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 IT
교육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한 기부행위의 잠재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가. 환경중심 접근법: 집중분야의 적정성 

최근까지도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는 서로 대치된다고 간주되었으나 지금과 같

이 개방된 지식기반 경쟁사회에서는 기업은 사회로부터 괴리되어 운영되지 않기 때

문에 이런 가정은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 제고’란 목표는 
사회적 목표에 해당하지만,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의 교육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업의 
경제적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와 경제목표는 내재적으로 대치된다기 보다는 상호연결되

어 있다. 오늘날 경쟁력은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 자본, 
천연자원을 결합하여 활용하는 생산성에 따라 좌우된다. 고로 생산성은 노동 측면

에서는 교육수준, 안전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동기부여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환경

측면에서는 환경영향 저감노력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고객이 가치를 
두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때문에 사회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도움이 된

다. 개도국에서 사회 및 경제 수준을 개선시킬 경우 결국 제품에 대한 신시장을 발

굴하는 것이고 채산성이 높은 시장을 개발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포터와 크레이머는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모든 기부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사회적 효익이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

라고 말하며, 기업의 기부활동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제고시킬 때 
기업의 기부활동과 주주가치라는 양자의 ‘이해관계의 공통영역(Convergence of 
Interests)’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아래<그림 2>참고). 즉, 아래 하이라이트 표시된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기부활동이 기업의 경쟁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곳이고,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전략적 사회공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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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해관계의 공통영역(Convergence of Interests)  

 

경쟁환경은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숙련된 종업원의 유무, 도로 및 
광통신망 등 지역 인프라의 효율성, 지역시장의 규모 및 수준, 정부규제의 유무 등 
환경에 따라 기업의 경쟁능력을 좌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쟁의 기반이 값싼 
투입요소로부터 우수한 생산성으로 이전됨에 따라 경쟁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포터 및 크래이머에 따르면 기업의 경쟁환경은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 
요소조건(Factor Conditions: 생산투입 요소의 존재), 수요조건(Demand Conditions), 
전략 및 경쟁환경(Context for Strategy and Rivalry), 연관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이 이에 해당하며, 세부내용은 아래 <그림3>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 요소 중 하나만 취약하여도 한 국가 혹은 지역의 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한다. 

요소조건(Factor Conditions) 

생산성의 수준은 숙련된 노동자, 효율적인 인프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기관, 
천연자원의 존재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에 대한 사회공헌 
투자를 할 경우 관련산업 노동자의 교육수준을 향상시켜, 결국 기업의 생산요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수요조건(Demand Conditions) 

특정 국가나 지역의 수요조건은 지역시장의 규모, 제품기준의 적정성, 고객의 수준 
등을 포함한다. 고객의 수준이 높을 경우, 신생 고객 니즈를 기업에 제시하고 
혁신에 대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 12 - 



기업의 지식 기부활동의 전략적 사회공헌으로서의 의미에 대한 연구 

- KT의 IT 서포터즈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있다. 

사회공헌은 지역시장의 규모 및 질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스코 
아카데미의 경우도 고객이 잘 훈련된 시스템 네트워크 관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를 통해 시장의 규모 및 고객의 수준을 향상시켰고, 이에 따라 
선진화된 솔루션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커졌다. 

전략 및 경쟁환경(Context for Strategy and Rivalry) 

특정 국가나 지역의 법 및 규칙, 인센티브, 경쟁관련 규범 등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말한다. 

연관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특정 기업의 생산성은 근거리에 위치한 지원산업 및 서비스의 존재여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림 3> 경쟁환경에 대한 4 대 요소(다이아몬드 모델)  

 

결론적으로 포터와 크레이머는 사회공헌을 통하여 위에서 제시된 4대 요소에 
변화를 주어 기업 및 사회목표를 연계하고,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프리드먼의 2가지 가정은 기각될 수 있으며 전략적 사회공헌으로서 
사회공헌의 추진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8) LBG 모델(London Benchmarking Group) 

London Benchmarking Group(이하 LBG)은 100여명의 기업회원으로 구성된 영국 
기업연맹조직으로서, 기업의 기부활동의 효과와 영향을 측정하고자 설립되었다. 
영국은 80년대 대처수상 임기 중 대량해고사태와 구조조정이 발생되면서, 
지역사회의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었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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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이후, 기부활동에 대한 효과 및 성과를 평가하려는 전략적 사회공헌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1994년 LBG는 ‘벤치마킹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형태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효과를 보다 잘 측정하자(to better define measures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all types of community involvement activity by using benchmarking 
techniques)’는 미션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본 미션에서도 알 수 있듯이, LBG는 
사회기부활동의 평가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기업의 사회기부활동의 효율성과 
지역사회 및 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즉, 단순히 시혜적 
차원에서 돈을 주는 것에서 기업자신과 지역사회 이익을 위하여 재원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전환된 것이다. 현재 영국의 BT, TESCO, 미국의 Bank of America 등이 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LBG모델은 전사차원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나 비현금성 기부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방식을 결정하는 등 사회기부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난제를 해결하고자 
개발되었으며, 기부활동의 효율적인 측정 및 평가를 진행하는데 목표를 둔다.   
 
<표 3> LBG 모델 

Inputs Outputs 

(측정기간 단위:1년) (측정기간 단위:1~2년)  

Cash Value Leverage Community 
Benefits 

Business Benefits 

 
각각의 프로그램을 

실천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프로그램 
실행으로 
이끌어낸 
현금이나 

자원 

(ex)프로그램 
실행으로 도움을 

받게 된 
사람들의 숫자 

프로그램 실행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 

(평판, 판매 증대 등) 

기부(Donation)     

지역사회 투자 

(Community 
Investment) 

    

상업적 지역사회 
이니셔티브(commercial 

initiatives in the 
community) 

    

* 출처: London Benchmarking Group(www.lbg-online.net) 

LBG모델은 기부활동 내용별 Input(투입자원)과 Output(산출물)을 측정하여 각 
기부활동의 효과성 및 가치를 평가한다. Input은 기부활동의 Input 재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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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가치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정의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현금, 시간, 현물, 
프로그램 운용비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며, 간접적으로는 임금, 수당, 
간접비용까지를 포함하여 총비용을 계산한다. 또한, Input에 대한 결과로서 각 
프로그램의 효과를 Output으로 정의한다. Output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끌어들인 현금 및 재원 

■ 지역사회 효과(수혜자 수, 등) 

■ 취득한 기업차원의 이득.  

Input 비용과 Output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기부활동의 효과를 측정하여 각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Input/Output 메트릭스의 
경우 특정 프로그램의 현금 및 시간 소요 정도, 파트너십의 효과, 잠재적 기업이익 
및 전사 목표와의 연계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표 4> 기업효과 및 측정지표 

효과영역 측정지표 

이직률 감소, 결근율 감소 

종업원 채용시 유리 

교육훈련 효과 
미디어 보도 언론 보도건수 

고객만족도 증가 

고객 고객유지 

신규 사업 발굴 

신규 인허가 증가 
규제당국 및 정부 

과징금 감면 
긍정적 의견 및 오피니언 리더로부터 지지 

오피니언 리더 
(예: 기자, NGO, 무역협회 등) 

공급자 공급자 선정시 사회기부활동을 고려할 경우 창출 가치 

투자자 위험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운영효율 공장 폐쇄 등에 대한 비용절감 

매출 공익연계마케팅 관련 이익 

기타  

LBG 모델은 사회공헌을 경영의 툴로서 평가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단순히 기부활동은 기업이 당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에서 벗어나 
기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예상효과를 면밀히 대조 분석하여 프로그램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사회공헌의 평가툴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LBG모델의 사용기업들은 지역사회 기부의 효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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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지역사회 기부관련 커뮤니케이션 및 대외보고 개선, 기업간 성과 비교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9) BOP(Bottom of Pyramid) 모델 

기업의 지역사회 활동을 단순히 공헌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단계 더 나

아가 사업기회 발굴을 위한 하나의 혁신 메커니즘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있다. 이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 등 본연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빈곤층과 기업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하는 BOP 모델이 이에 해당한다. 

BOP모델은 1990년대 C.K 프라할라드 미국 미시건대 교수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

론으로서, 다국적 기업이 소득수준이 낮은 피라미드 상의 가장 아래쪽(Bottom of the 
Pyramid, 이하 BOP) 시장을 타겟으로 기업의 이윤추구를 하면서도 저소득층에게 
가치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이 자체적인 자본주의 
생태계를 이루어 빈곤을 퇴치하고, 자긍심, 자신감 등 무형적인 가치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C.K.Prahalad외, 2002). 

C.K 프라할라드의 교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은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

지만, 역발상을 하면 하루 5달러가 되지 않는 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 40억~50억 
인구가 구매력 기준으로 13조 달러가 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

한 시장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아래 그림 참고). 

<그림 4> BOP 대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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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통신회사인 Nokia가 인도와 브라질 등 빈곤국가를 타겟으로  450 메가헤르

츠 주파수의 GSM 휴대폰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Google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0대 노트북 개발에 투자하는 것 등이 BOP모델의 성공사례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저소득층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제적 목

표인 이윤 추구에도 기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단순히 시혜적인 구호운동,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이 아닌, 이익의 측면에서 BOP시장은 기업이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검토해야만 하는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있겠고, 빈곤퇴치라는 사회적인 목적

과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목적을 연결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림 5>  CSR 의 통합단계 및 잠재적 경제 및 사회효과  

 

2) 국내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사례조사 

(1) 국내 IT업계 사례 

가. 삼성SDS 정보화 교육실시 

삼성SDS는 ‘SDS IT나눔 봉사단’을 발족하여 노인 및 장애인과 보육원 등 정보화 소

외계층을 대상으로 IT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IT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1997년부터 경기 용인시 에버랜

드의 맹인 안내견 교육센터에서 시각 장애인 컴퓨터 교실을 열고 있으며, 2002년부

터 온라인(anycom.samsunglove.co.kr)에서도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나. KTF: 비기 IT공부방 

KTF는 사회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에게 ‘정보통신 1등 국가’의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해 비영리재단인 아름다운재단과 공동으로 전국에서 38개(06년 10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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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비기(Bigi) IT 공부방’을 지원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지원 공부방을 선정

하고 IT 물품을 구입하거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KTF는 자금을 
지원하고 자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공부방 관리를 담당케 한다. 현재 
KTF는 공부방에 컴퓨터  인터넷  프로젝터 등 IT 기자재를 지원하고 페인트 칠  
도배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세계일보, 2006).  

다. SK텔레콤 IT봉사단 

SK텔레콤은 자사의 대학생 자원 봉사단으로 구성된 인원이 전국에서 저소득 계층 
학생들에게 컴퓨터 등 IT 교육을 하는 ‘IT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IT봉사단’에 참

가하는 학생들은 전국 50개 지정 보육원 및 학교, 공부방 등에서 컴퓨터 워드  자

격증 강의나 인터넷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세계일보, 2006).  

라. 옥션 장애인 생활 자립 지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옥션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함께 장애인의 온라인 창업

을 돕기 위한 무료교육 프로그램 ‘나의 왼발’을 운영하고 있다. ‘나의 왼발’은 교육생 
전원이 창업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교육(3주)과 실습교육(3주), 
실전창업(10주)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옥션은 교육과정 이후에도 교육생들 스스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창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06년 4월에는 1~3기 수료생 중 16명의 창업수기를 담은 책자 ‘행복을 파는 
장사꾼’을 발간하여 장애인들의 창업준비 가이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책의 판

매수익금 전액은 온라인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창업지원 및 사회나눔활동 기

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2) 해외 IT업계 사례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5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명

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과 접근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UP(Unlimited Potential)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UP프로그램은 지역기반기술교

육센터(Community-based Technology and Learning Center)를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정보화 교육과 각종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평생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이

들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다. 

인텔이 운영하고 있는 ‘Intel Teach to the Future’프로그램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되

어 전세계 35개국의 약 300만 명의 교사들에게 ICT를 활용한 교수법을 지도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인텔은 약 10만대의 PC를 개발도상국 학교에 보급하고 교육개발센

터(Education Development Center)를 세워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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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역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Intel Learning’ 프로그램은 브라질, 이집트, 터키 등 4개국 학생들의 사고력, 문제 
해결력, 협동력 등을 길러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8세에서 
16세 사이의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을 실시하며, 향후 중국,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등에서 이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IBM은 전세계 60개국의 저소득 가정의 미취학 아동이 취학 후 다른 어린이들과 동

등하게 학업수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첨단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여 ‘Kid Smart 
Early Learning’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7,500여개의 어린이 보호센터

(Child-case Center)를 두고 현재까지 약 2,660만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학습일 지원

하고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3) 시사점 

IT산업은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속도가 매우 빠른 영역이다. 그러므로 IT기술에 접

근이 가능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사이에 장벽이 일단 생기면 정보격차를 극복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IT 신기술 접근에 제약을 받는 계층이 기존

의 취약계층, 즉 장애인, 노인, 농어민 등이라는 점에서, IT기술의 접근 가능성 여부

가 사회적 계층화의 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따라서 IT기술과 사회공헌활동의 다양한 접점을 발굴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위

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에 치중되었던 정보통신기기 보급이나 정

보화 교육의 제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공헌활동의 대상 영역을 넓히고 실천방

법을 다양화 및 체계화하며, 대상자의 니즈 부합하는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사회공헌 활동의 전략화에 따라 IT의 업종의 경우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중심 접근법을 도입하는 회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환경중심 
전략의 경우 그 성공여부가 공헌활동에 따른 경제 및 사회적 성과에 따라 달라지므

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그램 수행실적을 파악하여야만 전략적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3. KT ITS활동분석 

III장에서는 KT의 IT서포터즈(이하 ITS)활동의 출범배경 및 활동내용을 살펴보고, 
앞서서 살펴본 포터 및 크레이머의 환경중심 접근법을 중심으로 ITS활동의 기업과 
사회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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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 IT 서포터즈 출범배경 

KT는 국내 리딩 통신기업으로서 국민의 IT 활용 능력 향상을 통해 정보격차 문제

로 발생하는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고객 스스로 삶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영리단체인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IT 서포터즈를 
2007년 2월 출범하여 1기(기간: 1년)를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 중 400명의 IT전문가

를 선발하여 구성한 IT서포터즈는 풀타임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주로 무료 IT 
활용능력 교육, IT컨설팅, IT기기 진단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출범배경은 다음과 
같다. 

(1) IT 활용능력 향상 및 정보 격차 해소 

KT는 2006년 12월 IT 서포터즈 출범을 발표하며 기존의 사회공헌활동과는 다른 ‘임
직원의 IT지식’을 기부하는 새로운 모델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공

포하였다. 삶에 편리함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IT 장비와 인터넷 기술의 초고

속 발전은 최근 오히려 복잡하고 새로운 기능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야기하고, 
IT 장비를 활용한 정보 습득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화 소외계층을 양산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보 활용능력의 격차는 지속적인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등 부정

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래 간담회 어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KT는 
‘정보활용격차 해소’ 및 ‘소외계층 양산’등의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우리 
사회를 디지털 지식기반 사회로 선도하고자 전국민의 IT 활용 능력을 키우도록 도

와주는 IT 서포터즈를 출범시켰다. 

“지금까지 사회공헌이 사회적 의무라는 다소 수동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매년 순이익의 1%를 적

립해 1천억 원 규모의'지식사회선도펀드(가칭)'를 조성하고, 1천명의  'IT 서포

터즈'를 육성해 사회에 잠재된 IT활용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우리 사회가 보

다 빨리 디지털지식기반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KT가 앞장설 계획이다.”        
<출처: KT CEO 기자간담회(2006.12.14)> 

(2) Wonder 경영과 고객가치 혁신 경영 

KT는 전사적으로 Wonder경영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주인의 눈'과 '열린 마음'으
로 '모든 고객'을 바라보고 대하여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놀라운 경험을 제공함으로

써 장기적으로 기업과 사회, 국가의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

다.  

한편, KT는 고객가치혁신(CVI: Customer Value Innovation)을 기업 비전으로 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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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러한 고객가치의 혁신을 통해 고객의 생활을 경이롭게 만드는 인생의 동반

자 역할 수행하고자 한다. 즉, 고객이 원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

없는 탐구를 통해 모든 일을 고객 가치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이 비전이다. 

ITS는 이러한 ‘고객가치 혁신’실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1차적으로 정보화 소외계층

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IT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과 IT기기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2차적으로는 향상된 IT 활용능력을 응용하여 새

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생활 속에서 고객이 스스로 삶의 가치를 혁신해

가는 것을 후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2) 운영체계 및 활동내용 

(1) 운영체계 

2007년 현재 ITS 1기 봉사단은 IT 자격증 보유자, IT관련 전문교육 이수자, IT 사내 
전문가 등 400명의 IT 전문가를 선발하여 구성하였다. 선발된 봉사자는 8주간 소양

교육 및 특화교육을 수료하게 되며, 신규 기술 및 IT 기기 활용에 대한 상시 온라

인 보충교육을 수강하게 된다. ITS 요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1년 동안 2개의 신

규 IT관련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며, 고객방문 상담이나 IT 전문 교육 강사로 활동하

면서 고객 니즈를 파악하여 회사 복귀 후 업무 생산성 향상에 활용하고, 고객 중심

사고를 배우게 된다. 

ITS 요청자는 ITS활동 파트너 기관인 아름다운 재단과 ITS 공식 홈페이지, 대표전

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ITS 봉사자는 수혜자의 니즈에 맞게 단체교육, 개인

교육, IT컨설팅 등 방문지원과 원격지원을 통하여 봉사활동을 이행한다. 

ITS 봉사단 규모는 2010년까지 ITS 1~2기를 수료한 요원까지 포함하여 1,000명의 
ITS요원이 양성되게 되고, 본 활동은 임직원의 IT 전문지식 습득과 고객중심의 사

고, 자원봉사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핵심인재들의 필수과정으로 정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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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T 서포터즈 활동 운영체계 

 

<그림 7> IT 서포터즈 인력 운영 체계  

 

(2)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 

KT ITS 활동은 크게 IT 활용능력 증진, IT 기기 성능 진단, IT 역량 배양으로 분류될 
수 있다.  

IT 활용능력 증진 활동은 인터넷, 멀티미디어를 실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PC 사용 기초부터 UCC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운영 등 고급 기술까지 
사용법을 교육한다. IT 기기 성능진단 활동은 PC 등 IT기기 사용시 성능저하 현상

이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환경 최적화, 악성코드 치료, 제거, 불필요한 파일

제거, 인터넷 환경설정, PC 최적화 작업 등이다. 마지막으로 IT 역량 배양 활동은 
PC,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눈높이 교육이며 주로 인터넷 소외계층을 대상

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기 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추진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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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TS 활용영역 

 

ITS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4월부터 31주차(07년 11월 17일 기준)까지의 성과를 집계

한 결과, 총 34,267건수의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빈도는 ‘IT교육(재단 접수분 및 자

체발굴 포함) > 활용교육 > 성능진단’ 순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동안 ITS활동의 지

원국민의 수는 134,414명으로서, 비중은 ‘4대 소외계층 > 일반국민 > 유소년 > 이민

자 및 지원단체 실무자’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ITS 활동건수 

IT교육(과목수) IT활용 및 진단(건수) 

구분 계 아름다운재단 

접수 

ITS팀 

자체발굴 
활용교육 성능진단 

ITS 활동 총수 34,267 6,811 16,124 5,840 5,492 

% 100.0% 19.9% 47.1% 17.0% 16.0% 

<표 5> ITS 지원 국민수                                                 (단위:명) 

구분 계 
4대 

소외계층 
일반국민 유소년 이민자 VIP 

지원단체 

실무자 

지원국민수 134,414 62,208 29,593 28,179 5,795 631 6,143 

% 100.0% 47.7% 22.0% 21.0% 4.3% 0.5% 4.6% 

 

 

 

- 23 - 



기업의 지식 기부활동의 전략적 사회공헌으로서의 의미에 대한 연구 

- KT의 IT 서포터즈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3) ITS 추진성과 

ITS 활동은 2007년 2월 출범을 하여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성과분

석을 하기에는 아직은 추진기간이 짧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KT ITS에 대해 LBG 모델1을 기반하여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LBG 
모델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ITS활동의 전략적 사회공헌 혹은 환경중심 접근법 차

원에서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LBG모델 상에서 Input의 cash value는 ITS 서포터즈 활동 시 투입되는 현금가치를 
계산하였으며, 2006년 손익계산서상 1인당 연간 인건비를 파견자수(400명)를 반영한 
수치와 파트너기관인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는 금액 및 운영경비를 포함한다. 
Output의 leverage 항목으로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인데, ITS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 Community Benefits의 경우에는 ITS 활동으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얻게 된 사

람들의 숫자와 ITS의 활동 건수를 기재하였다. 마지막으로 Business Benefits는 ITS 
활동 초기인 4월 말과 3개월 후인 7월 각 일주일간 조사한 CSR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인지도 변화추이 및 미디어 보도건수를 정리하였고, ITS요원을 대

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사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업원 만족도 
및 전문성 향상 등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서, KT의 ITS에 대한 Input은 인건비, 운영경비 및 파트너 기관에 대한 지

원금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Output은 Community Benefits과 Business Benefits
으로 나뉜다. Community Benefits은 IT교육 및 IT진단활동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혜

택을 받은 수혜자 수와 수혜자의 IT활용능력 개선을 들 수 있다. Business Benefits의 
경우 고객 인지도, 종업원 역량과 몰입도 및 만족도 강화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고객의 KT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KT는 1차 조사(4월 말)에 비해 2
차(7월)에서는 최초, 비보조 인지에서 각각 0.7%, 7.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 LBG 모델: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corporate community involvement)에 대해 그 성과를 측정

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향상시키는 분석 틀로써 세계 150개 이상의 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 측정 도구로써 널

리 쓰이고 있음. LBG 분석은 사회공헌활동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사회공헌활동이 단순한 비용이 아

니라 투자로 정의되는데 공헌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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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LBG 매트릭스 

Input Output 

Cash Value Leverage Community Benefits Business Benefits 

Activity 
프로그램 실행으로 
이끌어낸 현금이나 
자원 

프로그램 실행으로 
도움을 받게된 사람

들의 숫자 등 

각각의 프로그램을 
실천했을 때 발생하

는 비용 

프로그램 실행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평판, 판매 증

대 등) 

ITS 활동 

사내 IT 전문 기술인

력 400명 1년간의 
인건비2

(약 269억) 

아름다운재단 
지원금(미공개) 

N/A 활동건수: 34,267건 

(교육: 28,775건 
/IT진단: 5,492건) 

국민 수혜자 수 : 
134,414명 

고객인식도 향상 (최초, 
비보조 인지 0.7%, 7.5% 
상승) 

종업원 만족도 상승 

종업원 IT전문성 
향상(2건*400인: 
신규교육수료) 

긍정적 미디어 보도건수 

           
        

종업원 역량향상의 경우 ITS요원이 1년 동안 2개의 신규 자격증을 수료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IT전문성이 향상하게 된다. 종업원 만족도 
측면에서는 ITS 요원과의 포커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별첨참고), ITS 요원은 ITS활

동 후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KT가 2007년 10월 ITS 요원(134명) 및 임

직원(230명)을 포함한 36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KT 구성원

들의 조직 만족도와 직무 몰입도를 질문한 항목에서 IT서포터즈 참여그룹과 비 참

여그룹간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IT서포터즈 참여그룹이 조직 만족도와 직무 몰

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래<그림 7>,<표 5> 참조). 특히 평균차이 분석에서 
유의수준 5%이내에서 측정한 모든 항목에서 IT서포터즈 참여그룹과 비참여그룹간

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차이가 크진 않지만 향후 5년 이내 
이직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도 두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직접적인 결과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는 국민의 IT활용능력 향상 및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하여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며, KT에는 고객가치 및 종

업원 충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2006년도 재무제표 상 인건비 및 인력현황을 기준으로 1인당 인건비를 계산 

* 기준: 07년 11월 18일(고객인지도 제외) 지역사회 영향 기업영향 

- 국민의 IT활용 * 고객 인지도 향상 조시가간: - 고객가치 향상 
능력 향상   - 1차 : 2007년 4월 

- 정보격차 감소 
- 종업원 충성도 향상 

  - 2차 : 200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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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조직만족 및 몰입도 

 

 

<표 8 >조직만족 및 몰입도 비교 평가 

측정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참여 그룹 6.28 0.999 
KT에서 일하는 것이 만족스럽다 

비참여 그룹 6.03 1.159 
2.013 362 0.045 

참여 그룹 6.20 1.102 
나는 KT의 성공을 확신한다 

비참여 그룹 5.87 1.263 
2.498 362 0.013 

참여 그룹 6.34 0.943 
KT는 IT분야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비참여 그룹 6.01 1.171 
2.818 362 0.005 

참여 그룹 6.34 1.091 
KT에서 일하게 되어 행복하다.  

비참여 그룹 6.01 1.229 
2.609 362 0.009 

참여 그룹 6.18 1.169 
주위사람들에게 KT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 

비참여 그룹 5.78 1.376 
2.829 362 0.005 

참여 그룹 6.49 0.891 
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다.  

비참여 그룹 6.21 1.086 
2.497 362 0.013 

참여 그룹 6.49 1.175 
향후 5년 이내에 이직할 의사가 없다.  

비참여 그룹 6.23 1.230 
1.970 362 0.049  

3) KT ITS의 환경중심 접근법 

KT의 ITS활동은 기업의 전략적 사회공헌, 경쟁환경 및 사회적 기여와의 연관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LBG모델로 분석한 ITS의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환경중심 접근법 차원에서 적용가능성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 리딩 통신기업으로서 KT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90년대 도입 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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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 및 국내 주거분포의 공급상 이점을 바탕으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매출액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가 2005년 3월말 기준 1,200만 명에서 2007년 9월 
1,400만 명으로 증가하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2006년 실시한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IT활용능력이 지식근로자의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수준은 보통이하에 머무르고 있다(안중호, 2006). 또한 인터넷 
이용률이 성별, 학력, 직업, 연령, 소득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소외계층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KT는 전국민의 IT 활용능력을 증진을 도와 
정보화 격차가 소득의 양극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한국이 디지털 
지식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고자 사내에서 선발된 IT 전문기술 인력 400명을 
선발하여 1년 동안 회사의 업무를 떠나 봉사활동에만 전념하게 되는 
IT서포터즈활동(이하 ITS)을 출범하였다. 

ITS활동은 일반국민에서 IT활용증진을 위하여 사내 IT전문인력을 활용하고 
ITS활동을 통해서 정보격차 및 IT활용능력을 제고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KT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시장리더로서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KT는 이러한 공헌활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장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전문역량도 보유하고 있기에 시혜적 차원에서 돈이나 
기기를 단순기부 하는 것보다 더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프리드먼의 2가지 가정을 기각시킬 수 있다. 

첫째, ITS활동을 통하여 고객의 IT활용능력을 제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적 
목표를 이루는 동시에, 고객가치 및 종업원 충성도를 제고하여 기업의 경제적 
가치에도 부합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ITS추진 타당성을 찾아볼 수 
있다(첫번째 가정). 

둘째, 단순히 물적 기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KT가 보유한 전국단위의 시장 
접근성 및 종업원이 가진 IT역량 및 전문성을 기부함으로써 개인, 정부나 재단이 
할 수 없는 공헌활동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두번째 가정). 

단, ITS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성과로는 성공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ITS활동은 경쟁환경을 변화시키는 환경중심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포터와 크레이머가 제시한 환경중심 접근법 중 2가지 요소인 요소조건 및 
수요조건을 변화시키면서 ITS활동의 경제적·사회적 의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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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요소조건 측면에서 종업원의 IT활용능력 및 고객지향 사고가 개선된다. 
ITS봉사자의 경우 봉사전 8시간의 소양교육 및 특화교육을 시행하고, 봉사기간동안 
2개의 IT관련 자격증 획득 및 신규기술과 IT기기 활용에 대한 상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종업원의 전문성 및 생산성에 기여한다. 또한 고객니즈에 맞게 
IT활용능력에 대한 교육내용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동시에 고객과의 접점에서 전임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이해 및 고객관점을 획득하고 고객 및 서비스 지향적인 태도를 습득하게 되어 
종업원의 역량이 강화된다. 동시에, ITS활동에 대한 긍정적 언론보도는 기업명성 및 
브랜드 가치라는 무형의 생산요소에 기여한다(12주차: 230건 보도 ⇒ 31주차: 455건 
보도). 이는 기업의 유무형 생산요소의 질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수요조건 측면에서는 고객기반 확대, 고객 IT 활용수준 향상 및 신시장 
기반확보 기회가 확대된다.  IT를 모르는 고객의 IT활용능력을 교육하고 
배가함으로써, 향상된 고객수준은 새로운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여 시장규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고객의 수준, 특히 IT 활용수준이 
향상될 경우 ITS 요원은 새로운 IT서비스 니즈를 기업에 요구하고 혁신에 대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차별화된 IT니즈를 파악함으로써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KT의 ITS활동의 경우 전체 134,414명의 47.7%(62,208명)이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프라할라드 교수의 BOP모델은 큰 시사점을 준다. BOP모델은 소득수준이 
낮은 피라미드 상의 가장 아래쪽(Bottom of Pyramid, 이하 BOP)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저소득층에게 가치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함은 물론 저소득층이 자체적인 
자본주의 생태계를 이루어 빈곤을 퇴치하고, 기업의 경제적 목표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Prahalad & A. Hammond, 2002). ITS요원은 저소득층 고객접점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봉사활동 후 저소득층 고객관점을 획득할 수 있고, 
저소득층의 니즈를 파악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정보통신과 같이 발전이 빠른 
산업에서는 정보격차문제가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 
접근성은 사회발전의 근간을 결정하는 관건이다. 이에 저소득층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기업에게는 신사업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측면에서도 격차해소라는 측면에서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KT는 ITS활동을 
통하여 BOP모델을 적용을 염두할 경우 신규시장 창출을 통하여 고객가치 제고 및 
사회의 신뢰획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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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ITS 의 환경중심 접근법 

 

요약하면, KT의 ITS활동은 프리드만의 가정을 기각하여 ITS 활동의 추진 의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요소조건 및 수요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시장경쟁 환경을 개선한 
환경중심 접근법을 활용한 전략적 사회공헌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시행시기가 길지 않아 결과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사회공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발족된 ITS활동은 최소한 목표 및 접근법에서는 전략적, 특히 환경중심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고, 만약 성공할 경우 그 사회적, 환경적 혜택은 단순 시혜적 
기부활동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요약 및 시사점 

사회공헌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를 설

득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에 최

근 전략적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전략적 사회공헌으로 성

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헌활동의 목표, 추진방법, 성과측정방법 등 전면적인 
사고와 접근법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포터와 크레이머가 제시한 환경중심 접근법은 많은 시사점을 가져

다준다. 사회공헌 회의론에 대한 반박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이 
경쟁환경의 요소를 변화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는 상호 배타적

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마련하여 사회공헌의 가치 및 의

의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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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직은 시행초기이지만 사회공헌의 추진배경 및 목적, 접근방식이 전략적이고 
환경중심 접근법에 근접한 KT ITS 활동을 통해 전략적 사회공헌의 의의를 살펴보았

다. 

ITS활동을 통하여, 요소조건 측면에서는 종업원 숙련도, 종업원 충성도, 고객지향성, 
기업명성 등 유무형 생산요소가 개선되는 등 기업의 경제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종업원 역량개발 및 고객 마인드 배양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요조건 측면에

서도 고객기반 확대, 고객 IT 활용수준 향상 및 신규 시장 기반확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국민의 IT 활용능력 개선, 나아가 정보화 격차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기업입장에서도 시장의 규

모와 질이 개선됨에 따라 시장기회 창출을 통해 경제적 목표도 추구할 수 있다. 따

라서 KT는 ITS 활동을 추진하면서 경쟁환경을 변화시키고, 생산 및 수요조건을 경

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추진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다. 

2) 논문의 한계 

본 논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사회공헌에 대한 이론이 다양하고, 학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모델이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포터와 크레이머의 “환경중심 접근법” 모델을 활

용하였으나, 본 모델 역시 아직 실증연구를 통하여 입증된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전략적 사회공헌의 사례로서 KT의 ITS활동을 조명하였다. 사

례연구로서 조사대상 샘플수가 한계가 있어 향후 유사한 전략적 사회공헌 사례연구

를 보완하여 타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ITS활동은 2007년 2월 발족하여, 아직 그 추진기간이 정확한 실증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길지가 않다. 따라서 ITS활동을 전략적 사회공헌의 사례로서 그 효

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ITS 활동 실적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증하

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향후 연구가 보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목표

와 사회목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전략적 사회공헌의 정착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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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TS 참여 내부 구성원 인터뷰   

■ 일시: 2007년 10월 15일(월) 오후 3시 ~ 4시 30분(90분 진행) 

■ 장소: KT 강북지사 

■ 인터뷰 참석자: KT ITS 5인, KT 홍보팀 1인, IPS연구원(김재은/하수경) 

 

1. 지원관련 

[지원동기] 

- 1기 ITS는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 지원을 통하여 참여자 모집 

- 특히,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았던 사랑의 봉사단 출신이 다수 

- 지원 시 ITS활동 자체가 기존 업무에서 벗어나 사회공헌 업무만을 1년간 수행한다는 파격적인 것이

었기 때문에 우려 존재 

- 무엇보다도 스스로 기술봉사를 할 자격이나 역량이 있을 지 확신이 없어 지원이 쉽지 않았음 

- 주위에서는 업무 공백이 있어서 아쉽지만 ITS가 장기적으로 KT의 기업 이미지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떠오를 것이다라는 반응이 있었음 

- 지금까지 ITS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주변 동료들에게 2기 활동 참여를 고려하는 사람

들에게 권유할 의사가 있음 

[차별화 요소] 

- 기존 사회공헌과 달리 ITS활동은 이벤트 성이 아니고 별도의 재원 투입없이 순수히 인력과 기술을 
통하여 기술봉사를 수행한다는 차별성을 가짐 

- 특히, 사랑의 봉사단과 같은 활동은 타사도 운영하고 있고 차별성이 떨어지지만 기술과 역량을 사회

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의미에서 차별화되고 있음  

 

2. ITS의 활동 

[대상 수요자] 

- ITS 발족 당시에는 IT소외계층(노인층, 장애인, 빈민층, 아동, 공부방, 이주자,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한 
교육 수요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상 

- 현재는 IT소외계층이란 것이 IT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대상층은 주부임 

[수요발굴 측면] 

- 초기 환경재단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았지만 홍보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추가적인 수요발굴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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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부분이 있었음 

- 이에 대상자를 확대하고, 안내책자를 마련하여 지사차원에서도 수요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장애인 센터, 사회복지단체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수요발굴 중 

- 현재 이주민,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 중 

- 기관 수혜자의 경우 기존 수요의 입소문에 의해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활동내용 측면] 

- IT교육과 IT컨설팅의 내용으로 크게 구분. 현재는 교육수요가 더 많음 

- ITS의 대부분의 활동은 정형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수준에 맞게 맨투맨으

로 맞춤형 교육활동으로 수행 

 

3. ITS활동의 영향 

[자기역량강화] 

- ITS기간 중 2개의 신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봉사 할동의 일환으로 교육을 담당하게 되면서 IT 
관련 학습효과 증대와, 기타 부수적인 PT 스킬 등의 향상에도 도움 

[자기만족] 

- ITS활동을 통하여 나눔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낌 

[고객접점 마인드] 

- KT내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본연의 업무 외에는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고 시각이 제한됨 

- 그러나 ITS생활하면서 여러 고객층과 단체를 접하게 되어 관련 상식도 늘어나게 되고 고객과의 접

점에서 고객 중심 마인드를 형성하여 복귀후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고객의 인식도 개선] 

- 고객도 처음에는 마케팅 별동조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불신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

고 ‘KT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KT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통신회사에 대한 불만을 고객 접점에서 해소하는 기능도 수행 

 

4. ITS활동의 향후 고려사항 

[외부홍보관련] 

- IT를 나눈다는 개념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가 필요함. 광고도 IT소외계

층에게 IT를 가르쳐드린다는 것은 소외계층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함 

- 한예로 최근 노인이 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싶어서 ITS의 도움을 받는 만화를 전화요금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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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홍보한 적이 있는데 관련 문의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둠 

- 광고보다는 신문 기사를 본 후 문의가 있음 

[내부홍보관련] 

- ITS에 대한 내부 인지도가 저조하여 참여자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음 

- 현재 사회공헌, ITS관련 이러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닝이 진행되면 사내 인식도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평가틀에 대한 보완] 

- 현재는 ITS활동 평가의 정형화가 어려워 평가까지는 진행되고 있고 실적관리 수준 

- 또한 ITS수혜자의 피드백은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인 코멘트만 기록하고 있음 

- 모든 기업활동처럼 ITS도 평가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활동 및 교육기간] 

- 교육을 최장 3개월 정도 파견하고 있는데 고객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을 원하는 수요가 꽤 있음 

[본사지원 관련] 

- 기존 인원의 ITS파견시 기존 부서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기존 부서의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임 

- 현재로는 재원기부 없이 인력기부로만 진행하여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 가정주부층이 신청을 많이 하는데 방문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KT내 교육장 시설이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음 

[경력기간] 

- ITS의 활동가로서 KT를 대변하고 적정한 고객 응대와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근무연차가 최소 3
년 ~ 5년 이상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수요발굴측면] 

- 지금 광고(기업 이미지 광고 형태로)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대외적으로 아직까지는 ITS의 인식도를 
높이고 충분한 수요를 발굴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단체신청은 일부 구전효과가 있지만 개인의 구전효과는 없는 편이고 구전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함  

[기타] 

- ITS자부심 필요: ITS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정한 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헌을 할 수 있었

으면 함(현재는 형식적인 활동이 있음)  

- 실제 접점에서 바라보면 수치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객의 니즈가 있고 이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

요하고 차기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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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Knowledge Giving Activities 

by Corporations  
as a Form of Strategic Corporate Philanthropy  

- Centering on the Case Study of KT’s IT Supporters – 

 

Despite growing interest and investments in corporate philanthropy, public regard for 
corporations remains unsympathetic. A company planning a philanthropic project 
consequently finds itself having to prove its feasibility internally, while externally, it is 
pressed to carry out the project strategically to gain the essential trust of its key 
stakeholders. Against this backdrop has emerged intensifying interest toward strategic 
corporate philanthropy. Unlike existing concepts of social contribution that stem from 
a passive sense of obligation, strategic corporate philanthropy is seen as an active form 
of investment that delivers long-term benefits to the company in return. In other words, 
strategic corporate philanthropy goes beyond the prevailing passive attitudes that 
target only short-term gains, and emphasizes strategic giving that is aligned to the 
long-term vision or strategic goal of the company, so that both corporations and society 
benefit simultaneously.  

In this regard, the "context-focused"approach advocated by Michael E. Porter and 
Mark R. Kramer holds numerous implications. Not only did the new approach provide 
the basis for countering arguments by corporate philanthropy skeptics, but it also 
established as a basic assumption that strategic philanthropy can change and enhance 
the elements of a company’s competitive context, to bring its social and economic goals 
- previously assumed to be irreconcilable - into alignment, thereby casting renewed 
light on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corporate philanthropy.  

This paper looks at the significance of strategic corporate philanthropy by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fixed line and broadband operator KT and its IT Supporters. Although 
the ITS volunteer program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its background, objectives, and 
approach were found to be approximate to the approach underlying strategic 
corporate philanthropy as well as the "context-focused" model.  

ITS activities, when viewed in terms of factor conditions, may contribute toward a 
company’s economic goals by improving tangible and intangible factors of production 
such as employee skills and loyalty, customer focus, corporate reputation etc. Engaging 
in philanthropic activities can also assist in developing the competence and customer 
focus of employees, ultimately helping to boost the company’s overall competitiveness.  
Likewise, in terms of demand conditions, philanthropy can help a company broaden 
its customer base and improve the IT skills of its users, while expanding the 
opportunity to secure a solid foothold into new markets. These changes will in tur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IT skills of the general population, and further,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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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ow the gap between information-technology "haves" and "have-nots", making 
societal goals achievable. Companies, for their part, will also be able to achieve their 
economic goals, since they will find newfound market opportunities as their markets 
improve in size and quality.  

The significance of KT’s ITS activities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KT was successful in 
changing its competitive context while improving its production and demand 
conditions, thereby demonstrating that it is possible to align economic and social goals 
and achieve both at the same time.   

The limita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numerous theories exist 
regarding strategic corporate philanthropy, no standard model has been established at 
this time for academic application. Consequently, the "context-focused"model by 
Porter and Kramer used in this paper has yet to be validated through empirical studies, 
and therefore must continue to be the subject of future studies. Second, because this 
paper highlights KT’s ITS activities as a case study for strategic corporate philanthropy, 
the paper is limited in terms of the limited number of samples surveyed. More samples 
must be surveyed to reinforce the validity of study findings going forward. Lastly, as 
KT’s ITS activities were launched only in February 2007, it has not been operational 
long enough to be the subject of accurate empirical analysis. Therefore, a process that 
can continuously monitor and validate the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of ITS 
activities must be put in place.  

In conclusion, future studies must be conducted that build on and augment the 
findings of this paper. We look forward to further diverse ongoing research into this 
area, so that the concept of strategic corporate philanthropy that aligns corporate goals 
to broader social goals can take firm root.  

Keywords:  Theory of Corporate Citizenship, Strategic Corporate Philanthropy, 
Milton Friedman, "Context-focused"Approach, LBG Model, BOP (Bottom of Pyramid), 
Factor Conditions, Demand Condi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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