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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 기업을 비롯한 많은 사회 주체들이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때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SNUCSR에게도 새로운 주제들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020년 1학기는

교육세션으로 시작했습니다. ISO26000의 각 주제들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이를 확장하여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자동차에 대한 CSR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Sustainability Review 34호에서는 SNUCSR이 한 학기 동안 고민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최대한

녹아내고자 했습니다. 자유글 파트에서는 ‘코로나와 SNUCSR’, ‘ISD 프로젝트’, ‘ 데이터센터’,

‘인터넷금융‘ 등 SNUCSR이 한 학기 동안 진행한 활동들과 세션의 연장선 상에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획글에서는 학회원들이 평소 관심을 가져온 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SNS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최근 사회현상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기도 하고, ‘미국의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 ‘RE100’ 등 해외의 사례를 주제로 삼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IMO2020의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과 ‘K-SDGs’처럼 국내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글도 포함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관계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학내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매년 체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유일의 지속가능경영학회인

SNUCSR은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고민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Sustainability Review 34호가 대학생들의 새로운

시각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희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기업 및 기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활동한 학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회 SNUCSR

26기 회장 이재원입니다. 저희 학회의 한 학기 동안의

활 동 과 고 민 을 담 은 Sustainability Review 34 호 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26기 학회원들과는 1년 , 27기

신입회원들과는 한 학기 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비롯하여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논의해온 결실이 맺어지는

느낌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 한 학기 내내 온라인 세션을

진행했으며 , 기존과 같은 대외활동 진행에는 제약이

생 겼 습 니 다 . 그 럼 에 도 SNUCSR 은 새 로 운 변 화 에

적응하였고, 뜻 깊은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2020년 8월,

SNUCSR 26기 회장

이재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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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봄학기

SNUCSR 활동살펴보기

27기 리크루팅

4월

4/3    오리엔테이션
4/10  1차 교육세션
4/17  2차 교육세션 I

3월

5월 6월 방학

5/1   2차 교육세션 II
5/15 케이스스터디 I
5/22 케이스스터디 II

6/5 전략제안 중간발표
6/19 전략제안최종발표

SR 작성 및 발간

2020-1 SNUCSR 활동 로드맵

26기 김민지, 26기 이승희, 27기 석재현

6 Sustainability Review

교육 세션 케이스 스터디 전략 제안

• 1차교육세션 – 지속가능경영
관련이론및지표교육

• CSR 매뉴얼숙지확인퀴즈
• 2차교육세션예시발표

• 다양한지속가능경영주제에대한
탐구및발표

• 기업군선정후팀별기업선정
• 전략제안중간발표및피드백

• 전략제안최종발표

• CSR(기업의사회적책임)에
대한국제지침인 ISO 26000
의핵심주제별발표

• 케이스스터디발표내용보고서
작성및포스팅 • 전략제안내용작성및포스팅



1. 교육세션

이번 학기 교육 세션에서 달라진 점은 2차 교육세션의 구성이다. SNUCSR은 대대로 2차 교육세션에서 ISO 26000의 7가지

핵심주제에 대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탐구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이번 학기에는 노동 분야를 교육 세션 예시로 하였고 환경,

인권, 공정 운영, 소비자, 지역사회의 5가지 분야에 대해 2차 교육세션을 진행했다. 기존 교육세션은 다양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동종업계 2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살펴보거나 동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3년치를

살펴보았다. 이번 학기에는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이 “지표”라고 판단하여 UN SDGs, GRI index, UNGC 10대 원칙 등 다양한

지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ISO 26000과 그리고 각 지표간 비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보고서 1개에 대해서만 분석 및

소개를 진행했다.

또한 이번 교육세션에서 두드러졌던 점은 기업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드러난 내용 외에 미디어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분석했다는 점이다. 기존 교육세션에서도 각자 발표 주제에 대한 선정 기업의 미디어 속 이미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목차가

있었다. 이번 학기 교육 세션에서는 단순한 미디어 스크리닝에서 더 나아가 미디어에서 발견한 내용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연관 지어 분석하고 더 나아가 해당 이슈에 대한 보완점 및 제언을 포함한 경우가 많았다.

지역사회 팀은 ISO 26000의 "사회적 투자" 규정과 관련하여 진정성 있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에 대해 고민했고, 인권

팀은 인권경영의 개념을 심도 있게 소개하며 국내 기업들이 체계적인 인권 경영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환경 팀은

환경 관련 각종 지표들뿐만 아니라 환경경영 시스템 ISO 14001과 국내 환경경영 현황도 소개했으며, 소비자 팀은 새로 개정된

국내 ‘데이터3법’과 글로벌 지표인 GRI index, UN SDGs를 비교하며 금융권의 CSR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공정운영 팀은

삼성전자의 협력회사 관리체계를 살펴보며 3차 이상 하청업체 대상 전략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했다.

2. Case Study

교육세션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이론적 배경을 다진 뒤, 특정 산업군 또는 CSR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경제·사회·환경의 다양한 분야에서 케이스 스터디 주제를 선정하여 글로벌 CSR 최신 트렌드를 살펴는 기회를 가졌다.

교육세션에서는 선정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정책을 경영, 지표, 이니셔티브의 관점에서 심도 깊게 분석하였다면,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선정한 산업군 전체 또는 특정 CSR 이슈에 관련된 제도, Best Practice, 정책, 국제동향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특히, 단순 산업군 분석과 사례 소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 및 적절한 제언을 추가하여

SNUCSR 학회원들의 독창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난 2019년 2학기와 달리 케이스 스터디 세션 진행 후 질의응답 및

피드백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발행하여 학회 외부에게 SNUCSR의 학술 활동을 홍보하였다. 해당 케이스 스터디 보고서는

SNUCSR 홈페이지(https://snucsr.tistor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
(Economy)

사회
(Social)

환경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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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 제안

전략제안은 개괄적인 기업군을 먼저 선정한 후, 각 팀에서 시의성 있는 기업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를 통해 항공 산업,

모바일페이 산업, IT산업, 자동차 산업의 네 가지 산업군이 선정됐고, 네 개의 팀에서 각각의 산업에 대해 CSR 전략을 제안했다.

항공산업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모바일페이팀에서는 카카오페이를, IT산업팀에서는 카카오를, 자동차산업팀에서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전략제안 발표는 중간 발표와 기말 발표 두 차례로 진행됐다. 중간 발표 때는

각 팀에서 선정한 기업의 현재 CSR전략 현황과 개선할 점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전략을 제안했다. 중간 발표에서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완성된 전략은 기말 발표 때 발표됐다. 각 팀이 제안한 최종 전략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산업군(선정 기업) 전략 제안 내용

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 내 비건 전문 한식당 설치
환승구역에서의 VR 한국 시티투어 서비스 제공
키오스크 UI개선과 디지털 교육봉사단 조직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와 협력해 장애인 고용 창출

모바일페이(카카오페이)

모바일페이로 대중교통 이용 시 카카오게임 내 에너지 적립
카카오페이 내 녹색 요금 간편 신청란 개설
온라인 문서를 점자로 변환해 배포
시각장애인을 위한 테이블 오더 서비스 개발
기부 배너 신설과 기부 키트 제작

IT(카카오)

음성 안내 재난 지도 개발
FIN기술을 활용한 실내 길안내 서비스
카카오맵에서 저상버스 직접 예약 시스템 제공
배리어프리 정보 수집을 위한 커뮤니티 매핑 진행

자동차(현대자동차)

전기차 충전소 업체와 지속가능경영 연계
초소형 전기차에 투자
폐기물 발생 및 폐기 처리 단계에서 생산자로서 책임 확장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ESS 구축
리쇼어링 활성화와 지역맞춤형 사업

이번 학기에는 특히나 기존 정규 학기 세션에 더하여, 전략 제안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하계 학생자율세미나를 개설하였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우들과 지도 교수님, 대학원생 조교님의 피드백을 받아 다양한 관점에서 CSR 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전략제안 활동을 마지막으로 2020년 1학기 정식 학회 활동도 마무리되었다. 이번 학기 학회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례적으로 대면 세션 없이 진행되어 아쉬움이 크지만, 학회원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결과물을 성공적으로 낼 수

있었다.

8 Sustainability Review



CSR 동향

국내공기업의지속가능경영보고서발간현황

K-SDGs,  그것이알고싶다

지속가능성회계기준과 SASB

RE100의 국내시행현황및신∙재생에너지의환경영향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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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에 대한 중요성 증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기업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인식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뿐 아니라 동종업계에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윤진수, 2009). 또한,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기업들은 보고서를 마케팅 홍보, 투자 유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보고서 발간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성지표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도 한다(안상아, 2014).

세 계적 으로 기 업의 이러 한 인식 변화 의 흐름에 따 라
지속 가능경영보 고서의 발간을 법제화 하려는 움 직임도
늘어났으며,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는 자율적인 영역에서
의 무 적 인 영 역 으 로 전 환 되 고 있 다 . 영 국 , 네 덜 란 드 ,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을 법으로 의무화하였으며 EU 의회에서는 대기업의
비 재 무 적 성 과 를 사 업 보 고 서 에 포 함 시 키 는 법 안 을
통과시켰다(CSV Platform, 2016.12.26).

국내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 지속가능평가지수 KSI 우수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26기 이영관
27기 김송민
27기 김지후
27기 최우진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부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사회공헌 관련 지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보고서 작성 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김석은, 2018).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복리를 증진해야 할
목적이 있으며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필수적인
영 역이 되 어가고 있 다 . 본 고에서는 ‘ 공공 기관 ’ 중
‘공기업’으로만 논의 대상을 한정하였는데, 공기업은 자체
수입액과 큰 자산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지속가능경영 측면의 중요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원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세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36개
기관이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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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현황 (2019년)

공기업 36개 기관 중 2019년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과 발간하지 않은 기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019년에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18년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데이터를 담고 있다). 2019년 기준 총 36개 공기업 중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한 공기업은 14곳(39%)이고, 발간하지 않은 공기업은 22곳(61%)이다.

[표 1] 국내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019년)

발간 여부 기관 수(%) 기관 목록

발간
14

(39%)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

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UNGC 10대 원칙 이행 보고

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

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

발간하지 않음
22

(61%)

그랜드코리아레저㈜, ㈜강원랜드(2016년),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2015

년),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2018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

회사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2013년), 한국감정원(2017년 UNGC 10대 원칙 이

행보고서), 한국남동발전㈜(2018년), 한국남부발전㈜(2014년), 한국도로공사

(2015년), 한국마사회(2016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2018

년), 한국토지주택공사(2018년), 한국조폐공사(2018년), 한국중부발전㈜(2018

년), 한국지역난방공사(2017년), 한전KDN(2018년), 한전KPS㈜(2018년)

사회책임경영보고서의 명칭을 가진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분류하여 따로 명칭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UNGC 10대

원칙 이행 보고서의 경우 따로 기재해두었다. 2019년에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은 공기업 중 가장 최근에 발간한 연도를 따로

기재해두었고, 기재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 오래 되었거나 사이트에 지속가능경영 항목은 따로

존재하지만 보고서는 없는 경우이다. 2018년에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이 많은데, 이는 격년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2018년에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발간한 기업을 꾸준히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발간하지 않는

공기업이 14개 정도로 굉장히 많다. 꾸준히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매년 적극적으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으나, 어느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발간을 그만둔 기업들 중 다시 보고서를 발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와 같은 발간 현황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적극적인 발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경영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공기업의 CSR 활동에도 실질적 성과와 관련하여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성 평가의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9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국토교통부문 지속가능성지수(KSI) 1위 기업으로 10년 연속 선정될

정도로 지속가능경영을 잘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이소현,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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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철도공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 국 철 도 공 사 (KORAIL) 는 지 속 가 능 경 영 보 고 서 를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지속가능성대회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보고서상’을 여러 차례 수상할 정도로

지 속 가 능 경 영 보 고 서 에 대 해 많 은 노 력 을 기 울 여

왔다(강동효, 2014.10.07). 한국철도공사는 “사람, 세상,

미래를 잇는 철도”라는 미션 하에 “스마트 안전 〮 친환경

철도 구현,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 보편적 철도 서비스

강 화 , 상 생 협 력 및 지 역 발 전 , 소 통 과 신 뢰 의

윤 리 경 영 ” 이 라 는 사 회 적 가 치 창 출 전 략 을

제시했다(한국철도공사, 2019). 한국철도공사는 기업의

미션과 그것을 추구하는 전략 사이의 관련성이 크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해피 트레인’과 ‘코레일 빌리지’는 오랫동안 시행해 온

한국철도공사만의 CSR 활동이다. 전자는 여행소외계층에게

기차여행 패키지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2006년부터 시작해

2019년에는 누적 수혜인원이 10만 명을 돌파했다(이태명,

2010.11.15). 저소득층 아동, 독거노인 등에게 매년 혜택을

주었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 재단과 지역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 그 대상을 확대해왔다. 후자는 철도 주변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활동이다. 다만, 그

밖에 활동들이 한국철도공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사랑 나눔 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은 여타 공기업에 의해서도 시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는 단기적이고 시혜적인

봉사 활동보다는 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CSR 활동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해피 트레인’처럼 한국철도공사의

특성을 살린 CSR 활동을 전개할 때, 다수의 공기업과

차별화를 둘 수 있다.

한편, 한국철도는 직원들에 의해 ‘2019년 고객만족도

조 사 ’ 가 조 작 된 사 실이 드러 나 2020 년 공공 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김기훈, 2020.06.30). 이는

한국철도공사가 추구하는 “소통과 신뢰의 윤리경영”이

실천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 이러한 한국철도공사의

사례는 공기업의 CSR 활동 전반에 시사점을 던진다. 현재

공기업의 CSR 활동은 평가의 대상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무시할 수 없지만 , 만약 공기업이 평가를 위한 CSR

활동에만 치우친다면 그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공기업은 자발적 의지를 바탕으로 CSR

활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 천 국 제 공 항 공 사 의 지 속 가 능 경영 보 고 서 를 살 펴 보 면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람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비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공항과 여행을 잇다’라는 혁신 성장 전략,

‘공항과 사람을 잇다’라는 사람 중심 전략, ‘공항과 세계를

잇다’라는 글로벌 경쟁 전략. 그리고 ‘공항과 지역을 잇다’라는

상생 발전 전략으로 핵심 4대 전략을 수립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영역의 CSR 활동들을 진행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공헌팀, 2019).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좋은 일자리 1번지’를 주요 가치로

내걸고 온라인 전용채용관, 인재개발원 활용 직무교육 등 여러

수 단 을 활 용 한 일 자 리 플 랫 폼 을 구 축 했 다 . 이 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9년 기준 한 해 동안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5천500여개를 창출하면서 신규 고용창출 활성화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박영재, 2019.02.28).

그 러 나 인 천 국 제 공 항 공 사 의 지 속 가 능 경 영 보 고 서 에 서

중 소 기 업 과 의 동 반 성 장 을 중 시 한 것 과 달 리 , 2019 년

중 소 벤처 기업 부 가 58개 공 공기관 을 대 상 으로 실 시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평가 결과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김덕준, 2020.04.22). 다시 말해 외부의

객관적인 시점에서 볼 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의 원칙적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조직 내

다른 임직원들과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이를

강행하면서 협력의 노사문화를 만드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KSI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실천한 노력이 오히려 조직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논란은 지속가능성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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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보고서에 사회적

책임 활동의 실질적인 성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단지 좋은

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자사의 실질적

성과를 담아내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더 나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을

위해 평가 주체인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모든 공기업들이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영국 등의 외국 국가들처럼

정기적인 보고서 발간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각 기업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같은 공기업이더라도 기업의 성격이나 처한

상황이 다른데 , 동일한 기준으로 일괄적인 평가를

실시한다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평가 시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와

더불어 실질적인 성과도 함께 평가 요소로 고려된다면,

기존의 '보여주기 식 보고서'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5.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동향의 문제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국내 공기업의 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했다.

먼저, 보고서 발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2014년의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총 30개의 국내

공기업 중에서 2006년도 이전부터 2013년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15곳(50%), 격년

정기로 발간한 기업은 5곳(16.67%), 불규칙하게 발간한

기 업 은 6 곳 (20%), 전 혀 발 간 하 지 않 은 기 업 은

4곳(13.33%)이었다. 즉, 매년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기업의 수는 절반인 50%밖에 되지 않았다(안상아, 2014).

또한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19년에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보고서 발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실제 이행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자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외부의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몇몇 공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의 실질적 이행 성과 보다는

외부에 보여지는 보고서 작성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었다 . 특히 공기업은 특성 상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 외부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면에 더욱 신경을 쓸

유 인 이 발 생 했 을 것 이 다 . 대 표 적 인 사 례 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R에서처럼 비정규직 제로화를

실시했지만 , 조직 내 다른 직원들과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실질적인 성과 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6. 마무리 및 제언

지금까지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이에 따라 많은 공기업들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 발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사회적 책임 활동의 실질적 이행 성과

보다는 외부로 보여지는 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등 형식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기업들은 보고서를

발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매년 정기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공기업은 자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이는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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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K-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한국 정부가

2018년 수립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다. 그 내용은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과 5개의 전략,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의 목표와 122개의 세부목표, 2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K-SDGs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되었으며, 이후로도 국민 대토론회 및 지자체

연계 활성화 등을 통해 활발히 논의되어 오고 있다. 즉, K-

SDGs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이자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K-SDGs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작업은 어렵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K-SDGs는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국가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담고 있는 만큼,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K-SDGs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한국의 특수성’을 간과할 수 없다.

K-SDGs는 UN-SDGs를 한국에서 더욱 성공적으로 이행하고자

수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UN-SDGs는 2015년 9월 UN총회에서

채 택 된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이 다 . 그 내 용 은 인 류 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2030년까지

실천해야 할 17개의 목표를 골자로 한다. 한국 역시 UN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목표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한국에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환경 문제 등 국민의 삶의

질은 실질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모순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 따라서 K-SDGs는

UN-SDGs를 기본적으로 따르되,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목표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본고는 UN-SDGs를 한국의 현실에서 이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K-SDGs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했다. 우선, K-

SDGs가 수립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UN-SDGs를

이행하기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 K-SDGs가 수립되었는지 서술했다. 그

다음 K-SDGs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되 UN-SDGs와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었다 . K-SDGs의 내용 중 UN-

SDGs로부터 변동된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한국의

사회적 배경 때문에 변동이 생겼는지를 서술했다. 끝으로 K-

SDGs의 의의와 더불어, 앞으로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지 서술하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26기 이영관, 26기 한승민

27기 강현진, 27기 김지후, 27기 최우진

K-SDGs,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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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UN SDGs 이행 관련 해외 사례

1) 핀란드

핀란드는 일찍이 국가적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선도 국가 중 하나이다.

1993년 핀란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998년부터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체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고, 2006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이

등장했다. 이후 2012년에는 Rio+20 회의에 앞서 ‘우리가

바라는 2050년의 핀란드’라는 제목으로 사회적 합의문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8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계획과 목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

역시 뒷받침되었다.

이렇듯 UN SDGs 설립 이전부터 꾸준히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 온 핀란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기존의 노력들에

SDGs를 적용 하는 방 식으 로 현재 이행 하고 있 다 .

구 체 적 으 로 살 펴 보 면 , 우 선 2016 년 4 월 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서 제시된 8가지 목표를

개편해 SDGs의 원칙들과 연결시켰다 (박정호정〮 소윤김〮

은주, 2017).

위와 같은 8가지 목표는 총 10가지 SDGs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며 나머지 7개의 SDGs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핀란드 정부는 ‘Agenda 2030(UN SDGs)을 위한 국가

실천 계획’을 수립했다. 즉 핀란드는 UN SDGs의 모든 목표를

동등하게 이행하기 보다는 몇 가지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나머지 목표에 대한 도외시가 아닌

일찍부터 진행해 온 노력이 가져온 자신감이다. 핀란드는 자체적

평가나 국제적 지표 이행 평가(홍은경, 2018)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단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2) 호주

호주 정부는 UN SDGs가 채택된 이후에 지속가능발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15년 호주 외교통상부의

‘DFAT 2015-2016 연례보고서’가 처음으로 SDGs 이행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호주는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부문별 주체들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여겨 이른바 ‘범호주적 노력’을 강조했고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각 관계부서에 위임했다. 따라서 부서 간

조정을 원만히 이루기 위해서 부처간 위원회가 출범했고, 이

조직은 이행을 이끄는 주된 주체로 떠올랐다. 그리고 호주는

비로소 2018년 UN에 SDGs현황을 보고하는 VNR(자발적

국가보고서)에서 기본 방향 및 우선 목표를 제시했다. SDGs

달성을 위한 중점 목표로 SDG8(경제발전), SDG14(해양생태계),

SDG16(평화와 거버넌스 )를 뽑았고 이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로서 SDG5(성평등)가 중요하다고 여겼다. 또한 현재 앞선

목표들에 대한 목표 별 전략 및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김수진송〮민재, 2018).

이와 함께 호주는 SDGs의 내재화를 위해 지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대표적으로 SDG14가 이를 잘

보여준다 . 호주에 적합한 SDG14.21의 지표로 GBR(Great

Barrier Reef)의 산호 덮개 비율이 새로 만들어졌다(SDGs

Transforming Australia 온라인 플랫폼 ). 호주 정부 산하

해양과학 연구기관에 따르면 GBR의 산호초 면적이 점점

줄어들어 2019년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김서영 ,

2019.7.11). 산호초는 해양 생물 다양성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호주 정부는 이를 지표로 추가함으로써 본격적인 관리를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룬 호주의 SDGs 이행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지속가능발전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호주의 지표 이행 점수는 호주가 속한 ‘OECD 국가

지역군’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SDG 2, 7, 12, 13에는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 특히 SDG13(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1 2020년까지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 및
보호하고 복구 조치들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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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 미달

등으로 인해 브루나이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홍수정,

2020.7.7). 앞으로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서 벗어나 선도적인

지속가능발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and other Stakeholders, 이해관계자 그룹) 등을 구성하여

민·관·학 공동작업반은 국책 연구기관 , 산업계 , 학계 ,

시민사회 등 14개의 공동작업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수십 차례의 작업반 별 포럼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였다. K-

SDGs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국민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K-MGoS(이해관계자 그룹)는 여성, 청소년, 농민, 노동자,

산업, NGO, 과학기술, 지방정부, 교육 및 학계, 장애인,

지역공동체, 이주민, 동물복지, 청년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K-MGoS는 UN-MGoS와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ㆍ동물복지 그룹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K-SDGs

수립에 있어 지역별 순회토론회, 제1·2차 국민 대토론회,

부대행사 등 국민의 참여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2018년 6월 7일에서 12일까지 동남권, 호남권, 수도권을

순회하며 K-SDGs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과 생태계’ 등 세부적 주제별로 집중적인 토론회가

개최되도록 하였다. 이후 2018년 6월 21일 개최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제1차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분야별 K-SDGs의 구체적인 내용, 수립과정, K-MGoS의

의견 반영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어 2018년

10월 개최된 제2차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관계부처에서

작성한 K-SDGs 세부목표에 대한 목표치와 이행계획에

대하여 민·관·학 공동작업반과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실제적인 목표 설정 작업은 국가 SDGs 포럼,

일반국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사회적 공론화

과 정 을 거 쳐 진 행 되 었 으 며 그 결 과 , K-SDGs 가

수립되었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

2.3. K-SDGs의 세부 목표 및 UN-SDGs와의 비교

(국가지속가능목표(K-SDGs) 세부 목표 개괄

: http://ncsd.go.kr/ksdgs?content=3)

1) UN-SDGs 대비 지표 변동사항

K-SDGs는 구성과 목표치 설정 등 큰 틀에서는 UN-SDGs를

따르되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세부목표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 및 122개 세부목표가

[표1] 호주의 SDGs 목표별 달성 현황2 (출처: 한호일보)

2.2. K-SDGs의 비전 및 추진 체계

1) K-SDGs의 비전

K-SDGs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를 그 비전으로 한다.

이 를 달 성 하 기 위 하 여 ‘ 사 람 , 지 구 환 경 , 번 영 , 평 화 ,

파트너십’이라는 5가지 전략이 수립되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제성장 , 인권보호와 남북평화 , 지구촌

협력강화’가 그 내용이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17개의

목표와 122개의 세부 목표, 214개의 지표들이 설정되었다.

2 위 표에서 녹색은 목표 별 세부 지표가 SDGs 달성에 있어 이미 거의
도달한 상태임을 나타내며, 노랑색은 현재 목표치 달성을 위해 긍정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나머지 주황색, 빨강색으로
갈수록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2) K-SDGs 추진 체계 및 수립 과정

K-SDGs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과 달리 관계부처와 민간 작업반

및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의 참여를 거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2018년 1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K-SDGs 추진계획을 보고하였고, 정부는

이에 따라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 민·관·학 공동작업반, K-MGoS(Korean-Majo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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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으며, 이때 K-SDGs의 세부목표들 중 UN-SDGs와

대비하여 변동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UN-SDGs의

세부목표 중 대한민국 실정에 맞지 않은 것들은 제외되었다.

‘절대빈곤인구 감소’는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인구 지표가 우리나라에서는 0.49%로 매우 낮은

것을 고려하여 제외되었고, ‘국민영양결핍 해소’의 경우

우리나라가 고열량 섭취국가에 해당되어 최종적으로

제외되었다 . 또한 ‘여성할례 폐지’, ‘야외배변 근절’,

‘아동노동 근절’ 등의 지표는 주로 개도국 대상으로 설정된

것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하지 않아서 제외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세부목표는 ‘만성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이 있 다 . 그 외 에 도 ‘ 인 구 고 령 화 대 비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하수도 서비스 제공’, ‘운송분야

대 기 오 염 저 감 ’, ‘ 기 술 고 도 화 및 상 용 화 촉 진 ’,

‘지속가능발전교육 확대’, ‘기후변화 1.5’C 이내 달성’,

‘생태축 복원’ 등이 있으며, 모두 한국적 상황에서 해결이

절실한 세부목표이다.

이렇듯 K-SDGs는 대한민국의 실정에 적합한 내용들로

재구성되었다. 이러한 변동사항들 가운데 K-SDGs의 신규

목표들을 한국의 사회적 배경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세부 목표 추가 배경

K-SDGs에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총 14개의 세부

목표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표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3-1.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인구비율이 15.7%로 현재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KOSIS, 2020). 이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만성

질환’이다. 고령 인구 증가로 만성 질환을 겪는 환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8년의 만성질환자 수는 약

1730만명(전체 인구의 33.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일차의료 만성질환 추진단, 2019).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 세부목표가 추가되었다.

만성 질환 중에서도 특히 ‘당뇨병’과 관련된 세부 지표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최근 비만 인구 증가로 당뇨병 환자가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김수진, 2019.11.20).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이러한 만성질환에 더욱 취약한

현실을 고려하여 '장애인 건강권’ 관련한 세부 지표도

추가되었다(최경숙, 2019).

#3-8.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인구가 고령화 되는 반면, 출생

인구가 감소하는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KOSIS,

2018). 이러한 저출생 문제와 인구 고령화 문제를 반영하여 본

세부 목표가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을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파악했고 , 이를

극복하기 위해 OECD에서 평가하는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높이는 것을 세부 지표로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 문제와 노인 일자리 문제가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세부 지표도 추가하였다.

#3-9.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한 국 은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을 통 해 의 료 보 험 제 도 를

실시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의료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문제가 있고, 이를

극복하여 필수 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세부

목표가 추가되었다 . 실제로 2018년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 기관의 비중은 5.7%, 공공 병상 수의 비중은 10%로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공공 병상

수’라는 세부 지표를 추가하였다(전규식, 2020.3.11).

목표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6-2. 물공급 취약지역을 포함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하고

공평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하수도 서비스는 좋은 편이며, 실제로 90%가 넘는 높은

하수도 보급률을 보였다. 하지만 지역별 하수도 보급률을 보면

서 울 등 7 곳 의 특·광 역 시 는 99.1%, 시 지 역 은 91.2%,

농어촌(군지역)은 67.1%로 각각 나타났다(생활하수과, 2017).

다시 말하면 도시에는 대부분 하수도가 보급되어 있지만, 많은

농어촌 지역에는 하수도 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본 세부 목표를 추가하였고, 세부 지표로는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을 추가하였다.

#6-3. 물순환 개선 , 물 재이용 활성화 , 수질오염 감소 ,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한다.

한국은 발생하수 및 폐수를 거의 100% 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등을 설정 관리함으로써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지속가능발전 위원회, 2019). 하지만 수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 또한 증가되고 있다. 실제로 수질오염은 최근까지도 큰

문제가 되며, 물 부족 문제 또한 UN에서 한국을 물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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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는 국 가 로 분 류 할 만 큼 심 각 성 이 증 대 되 고 있 는

상황이다(강찬수, 201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 생태계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세부 목표를 추가하였다. 세부

지표로는 ‘수질등급달성률’과 '신규 오염물질 관리항목’을

추가하여 수질 개선을 위한 지표를 마련하였고 , ‘수자원

활용률’과 '빗물활용을 실시하는 지자체 비율’을 추가하여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하였다.

#6-5.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한 통합적 수질관리를 이행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정부조직법』,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분산되어 있던 물관리 정책이 환경부로

일원화 되었다(환경부, 2019). 이에 따라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관 리 를 위 해 본 세 부 목 표 가 새 롭 게 추 가 되 었 다 .

구체적으로는 ‘목표수질 달성률’(목표수질 설정지점 대비

목표수질 달성지점 비율)이라는 세부 지표가 새롭게 추가되어

목표 수질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목표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7-4.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한다.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대기오염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실제로 대기오염

조사기관 에어비주얼이 출간한 '2019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4.8㎍/㎥로

전 년 보 다 0.8 ㎍ / ㎥ 올 랐 다 ( 현 혜 란 , 2020.2.25). 이 는

에어비주얼이 조사한 98개국 중 26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였다. 자동차 배출 가스는

대기오염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본 세부 목표를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차’와 ‘친환경

버스’ 관련 세부 지표를 추가하여 운송분야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했다.

목표 9. 사회기반시설 구축, R&D 확대 및 경제성장

#9-3. 기술 역량 구축 및 고도화된 기술상용화 촉진

기술 역량 구축과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는 국내 경제 성장

강화에 중요한 목표이다. 이에 매년 막대한 자금이 중소기업

관련 기술 개발 등에 쓰이고 있지만 R&D 사업화율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업화 성공’은 신기술

개발이나 기술 대체 성과라기보다 기존 제품의 구색을 늘리는

식이어서 연구개발 예산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민구 , 2018.08.15). K-SDGs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2017년

51.6%에서 2030년 52.9%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12-1. 지속가능소비, 생산 국가정책 수립 및 이행

국내 관련법은 최상위법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있으며, 관련 법률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개발 빛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법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5년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 립 하 고 있 으 며 환 경 부 는 ‘ 제 3 차 녹 색 제 품

구매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소비 실천기반 확대

및 녹색제품의 시장경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K-SDGs

지표로는 순환경제 관점에서 지속가능 소비, 생산과 관련이

높은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를

신규지표로 포함하여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12-8. 지속가능 발전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 확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말해진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을 사고 있지만, 환경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제 대 로 마 련 되 지 않 은 것 으 로 나 타 난 다 ( 변 해 정 ,

2019.11.05).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본 세부목표에서는

신규지표인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을 2017년 기준

5.98%에서 10%로 올리기 위해 교육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지표도 신규로 추가하여 2013년

기준 65.5점에서 75점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12-9. 플라스틱 선순환 체제 구축

본 세부목표는 최근 국내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우려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로 전세계

국가별 순위에서 1위다 .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배달음식과 간편식 소비가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사 용 이 급 증 하 고 있 다 . 반 면 그 린 피 스 를 비 롯 한

환경단체들은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이 21%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폐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통계 시스템이 미비해 정확한 집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유원상, 2019.05.06). 이에 대응하여 플라스틱이

선순환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 유출을

방지하고자 새로운 목표가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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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13-4.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015년 국제적 합의를 통해 체결한 파리협약에서는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C 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C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할 것을 협의하였다 .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경제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방어적이었던

기후변화 대응 방법에서 탈피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김준래, 2016.01.04).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여 K-SDGs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규지표로 포함하였으며, 2016년 694MtCO2

배출량을 2030년 608~574MtCO2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다.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15-8. 생태층 복원 및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

생태환경파괴는 발생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그 피해와

영향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중국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이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민미연, 2017.10.05). 이러한 환경의 악화는

지각 증세가 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다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한순간에 가시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태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K-SDGs 는 2017년 기준 415ha의

산림복원 면적을 2030년 700ha로 확대하고 도심/생활권

복원면적을 신규지표로 포함하여 150ha 면적을 50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목표 16. 인권, 정의, 평화

#16-13.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 중이면서 동시에 협력사업을 추진

해야 하는 정치 및 외교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 남북

한은 서로의 공동개발 체계의 확립을 도모하면서 상호의 약

점과 위기를 보완, 극복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다양한 협

력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때 남북한의 경제협력의 성공 사례

중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개성공단이다. 하지만, 2020

년 6월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지며 군 대비태세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어 려 움 들 을 타 개 하 기 위 해 서 라 도 K-SDGs 는

신규지표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 증진을 포함하

고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K-SDGs의 수립 배경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K-SDGs는 UN-SDGs를 이행하려는 세계

각국의 노력과 비슷한 맥락에서 수립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이

‘상향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권율, 2019).

한국 정부는 여러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방향으로 K-SDGs를 수립하고자 노력했다.

다음으로, K-SDGs의 여러 세부 목표 중 UN-SDGs와의 달라진

내용을 서술함과 동시에 그 이유를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찾았다.

K-SDGs는 한국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 이정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SDGs는 2016년 제시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한계를 보완해, UN-SDGs와 유사한 형식적 구성을 갖추고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다. 특히, 수립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왔다는 점이 앞으로의 가능성을

더욱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이행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는 K-

SDGs가 앞으로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만, K-SDGs에 대한 관심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2018년 환경부가 조직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구성을 보면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정부

관료들이 대다수였고 기업 관계자는 소수에 불과했다(박은경,

2019.10.07). 물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정책 설계는 당연하지만 기업의 소극적 참여는 실질적인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기업은 국가의 경제를

구성하는 한 축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 K-SDGs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 영역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는 주체인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K-SDGs에 참여할만한 유인이 형성되어야 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SDGs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2030 SDGs 게임’이

개발되어 , 2017년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라메시

자우라〮아사기리 가츠히로 , 2018.08.23). 이 게임은 UN-

SDGs의 17가지 목표를 게임에 녹여내어 , 이용자들이

지속가능한 세계를 공동으로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사회에 지속가능성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고자 2017년 이후로 ‘지속가능발전 축제’가

열리고 있다(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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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축제는 UN-SDGs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매년 행사의 횟수와 참여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홍보가 SDGs 이행 성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K-

SDG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지도를 조금씩 높임으로써 ,

장기적으로는 기업을 포함한 여러 주체들의 SDGs 이행 유인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도 이처럼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K-

SDGs이 홍보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K-SDGs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K-방역’, ‘K-뉴딜’과 같은 프로젝트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가 발전 계획의 일부로 K-SDGs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게임과 축제처럼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해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면, K-SDGs가 추구하는 상향식 의사소통

또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K-SDGs가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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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 페이지
(오른쪽 2.5)

1. 서론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속가능경영 (sustainability management)’이 새로운

기업경영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속가능성1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로 자리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재 회계 시스템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정 기업의 공헌도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회계처리는 주주나 채권자들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 재무적 성과를 그들에게 보고하는 것에 주로 주목해서,

최근 중시되는 협력업체,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같이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실무에서 제대로

지원하고자 최근 ‘지속가능 회계’ 개념이 등장했다 .

지속가능 회계는 1990년대 초반 Gray의 작업을 시작으로

2002년 8월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담에서의 지속가능

회계 지침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계학술서와 기업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활용되었다. 또한, 지속가능

회계를 공식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미국의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와 같은 움직임들도 일어났다.

그렇다면 지속가능 회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오늘날 기업의 자산에 비재무적 요인들이 개입하는 정도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나 급속한 기후변화 등의 비재무적 요소들이

기업의 재무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1970년 이래

발간된 2,000여 실증 연구를 분석한 결과 약 10%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ESG 성과와 기업의 재무적 성과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한다 (GSIA, 2017). 이처럼 전통적인

회계 기준만으로는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로 인해, 투자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단순히 재무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인을 공시하는 것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속가능 회계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통적인

회계 체계와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회계의 일관된 표준이 필요하다. 전통적 회계는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 등을 차변과 대변의 계정 형식으로 표현하며,

관련된 모든 내용은 숫자로 표현된다. 그러나 지속가능 회계에서

고려하는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은 대부분 정성적 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나아가, 각 사회나 문화마다 측정 단위나

기준이 상이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불확실성과

비일관성은 지속가능 회계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조직적 업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의 보고

책임과 의사결정 유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자연이 다양성과 생산성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기능하는지를 포함한다.

지속가능성 회계기준과 SASB

26기 이소민
26기 장은혜
27기 고연지
27기 김송민
27기 석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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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속가능 회계가 향후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회계

체계에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일관된 표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이익 지표에

의한 기업 평가를 재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이익

지표들은 재무적 성과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환경적 비용의 지출을 극구 억제하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환경적 성과 등도

기업 성과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교하고 체계적인

지표의 개발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또한 지속가능 회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산업별로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한 산업 별 표준도 필요해

보인다. 오늘날에는 매우 다양한 산업군들이 존재하며, 이는

미래에 보다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표준을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추상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 회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산업들이 자신과

관련된 비재무적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한 후,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 본론

2.1. SASB 설립과 목적

피어스 보고서2의 사상에 근거하여 Gray는 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자연자본의 유지를 포괄하는 ‘지속가능 회계’를 주창했다.

그는 인공자본은 자연자본의 희생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지구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자연자본은 재생되어야 하고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미래세대의 선택권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정도를 보고할 필요성을 주장한다(Gray,

1992). 결국 이러한 자산의 증감 및 자산 간의 대체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 ‘지속가능 회계’이다. 지속가능 회계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며, 많은 기업들이 금융공시방법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일어났다.

공식적인 지속가능한 회계기준을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움직임에는 미국의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가 있다 .

지 속 가 능 성 회 계 기 준 위 원 회 , 즉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SASB)는 2011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회계의 최대 목표가 기업의 재무적 환경과

성과를 보고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 전통적인

회계기준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요소가 제한적으로만

포함되어 있었다.

2 ‘피어스 보고서’란 영국환경부가 위탁한 지속한 발전, 자원회계 및

프로젝트 평가: 현상의 재검토를 주제로 하는 연구과제에 관한 보고서다.

3 ‘소비재, 광물 채광과 공정, 금융, 식음료, 건강관리, 인프라, 재생

가능 자원과 신재생 에너지 , 자원 변환 공정 , 서비스 ,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교통’

포함하기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SASB는

비재무적인 지속가능성 이슈의 중대성을 평가하고 측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군별로 재무에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정의하고 질적,

양적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SASB는 지속가능성을 ‘기업이 장기간 가치를 창출 또는

유지하도록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SASB, 2017). 이에

따라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가 환경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지속가능성을 위한 외부의 변화와 기업

내부 환경 간 관계를 반영한 지속가능성 공시 및 회계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산업군에 걸맞게 ESG

공시기준과 분석 측정도구를 제작하고 지속가능성을 기업

재무 성과에 포함하기 위한 회계기준을 만들었다. SASB는

각각의 특수한 산업군에 적합한 ESG 공시기준을 세워

재무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두고 있다.

SASB의 지속가능성 주제는 환경, 사회자본, 인적자본,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리더십과 거버넌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주제들은 SICS(Sustainable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에 따 라 11 가 지 의 구 체 적 인 산 업 영 역 으 로

분류된다.3 2018년 11월, 오랜 연구 끝에 SASB는 미국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군별 ESG 공시기준 및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을 발표했고 곧이어 다국적 기업, 해외 기업 또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기업들은

연례 보고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ESG 데이터 보고를

위해 SASB 회계기준을 사용하였고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내

여러 산업군별 적합한 공시기준을 참고해 지속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2.2. SASB 기준 설정 프레임워크

SASB는 중대할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 기업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정보, 기업 회계 보고에 효율적인

정보를 위한 기준을 만든다.

더 불 어 , ESG 요 소 의 측 정 도 구

(Accounting Metrics) 와 시 장 가 치

측정 기준이 부재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가 재무에 끼치는 영향을 회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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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일컫는데, SASB는 기업이 공시할

정보를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정보가 제외되지

않도록 공시기준을 설정한다(SASB, 2017). 예를 들어,

소 비 재 영 역 내 가 정 용 품 (Household & Personal

products) 산업군의 지속가능성 공시 대상은 ‘물 자원 관리,

제 품 의 환 경 / 건 강 / 안 전 에 대 한 영 향 , 포 장 재 의

라이프사이클 관리 , 팜유 공급사슬의 환경적/사회적

영향’이며 , 동일 영역의 의류(Apparel, Accessories &

Footwear) 산업군의 경우에는 ‘제품의 화학약품 관리,

공급사슬의 환경 영향, 공급사슬 내 노동환경, 원료재

공급’이다(SASB, 2018).

SASB는 산업군 공시대상 설정과 함께 회계 측정도구 또한

제시하여 공시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의사결정하도록 한다. 산업군별 기준에는 각 공시 대상의

측정을 위한 측정도구와 측정치의 성격, 측정 단위 등이

제공된다. 앞서 살펴본 가정용품 산업군의 물 자원 관리에

해당하는 회계 측정도구는 ‘(1) 취수 총량, (2) 물 소비 총량,

높거나 매우 높은 물 부족 지역에서의 (1) 과 (2) 각각의

퍼센트(total water withdrawn, total water consumed,

percentage of each in regions with High or Extremely

High Baseline Water Stress)’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 대상의 측정 방법을 공고히 한 결과, 동

산업군 내 기업의 비교 분석이 원활해지고 벤치마킹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정해진 측정도구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투자자의 장기적

의사결정을 돕는다. 무엇보다, 그 동안 신뢰도가 낮았던 ESG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법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여 측정치의

신뢰도가 높아져 지속가능한 회계기준의 보편적인 활용을

가능케한다. SASB 공시 및 회계기준은 기업의 성과 보고에

효율적인 틀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중대성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주제를 중심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기업이 기존에

수집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측정도구와 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는 효율성을 제공한다.

현 재 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 기존에 널리 알려진 200여 개 이상의 기관 및 기준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2.3. SASB의 평가와 사용

SASB는 학술적인 연구와 실제 기업에서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잘 이해하고, 가격을 매기며, 관리하는 측정 지표로서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ESG, Material Credit

Events, and Credit Risk>, <Corporate Sustainability: First

Evidence on Materiality>의 연구와 Russel Investments,

BlackRock, 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GABV)

등의 기존 기관에서는 ESG와 SASB 준수를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 원천으로 평가하였다. Bank of America, BCG, Crowe,

PwC, McKinsey와 같은 유명 기업의 회계 전문가와 투자자,

컨설턴트 역시 SASB로 나타낼 수 있는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중요성 사이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실제 시장에서의

사용은 투자자(Investor), 회사(Company), 상업적(Commercial)

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

[그림 1] SASB Materiality Map (출처: https://materiality.sas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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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를 넘어서서 회사 성과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을 얻기 위해서 ESG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SASB 표준을 사용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중요한

지속 가능성 문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투자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 이와 동시에 SASB

Foundation은 다양한 투자 전략, 플랫폼 및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 및 관련 리소스에 상업적인 라이센스를 부과하였다.

현재 PAI Partners, Danske Bank, Truvalue Labs와 같은

라이센싱 파트너는 표준 및 관련 지적 재산의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SASB의 중대성 기반 ESG 투자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2.4. SASB 기준 적용 현황

SASB 기준은 2018년 11월에 발표된 이후, 전 세계의 여러

산업군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 현재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가 SASB 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한 국내외

기업은 약 273개 이다(SASB, 2020. 07. 12). 기업들은 재무

기록, 지속 가능성 보고, 연간 보고, 기업 웹사이트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SASB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재무적 중요성을

지닌 ESG 성과와 지속가능성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속가능성의 가이드라인으로 등장한

SASB 기준에 대한 투자자들의 정보 이용과 관심은 확대되고

있다. 이는 SASB의 투자 자문 그룹(IAG)와 SASB 얼라이언스

회원으로 북아메리카, 영국, 유럽, 호주에서 총 56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관리 자산은 29조 달러에 이른다는

사실을 통해 입증된다(방제일, 2018. 11. 13).

한편 선도적으로 SASB 공시 및 회계기준을 사용한 기업들은 GM,

머크(Merck), 나이키(Nike), 켈로그(Kellogg), 젯블루(jetBlue),

CBRE, 디아지오 (Diageo), Groupe PSA, 슈나이더일렉트릭

(Schneider Electric), 호스트호텔(Horst Hotels), NRG에너지

(NRG Energy)이다 . 이 중에서도 특히 NRG에너지 (NRG

Energy)와 젯블루(jetBlue)는 ESG 요소 및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해서 SASB 기준의 도입 목적과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두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

기업의 기준 적용 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SASB 기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입하기 시작한 국내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2.4.1. 외국 기업의 현황

미국 전력 산업의 선두 기업인 NGR에너지(NRG Energy)는

SASB 얼라이언스의 창립 조직원으로, 현재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SASB 기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NRG에너지는 전력 부문의 산업군에서 SASB 기준을 채택한

첫번째 기업이며, '인프라(Infrastructure)' 산업 영역의 세부

하위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NRG에너지의 지속가능성

부문의 부사장인 Bruno Srada는 “SASB 기준은 투자자와

같이 장기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핵심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라고

언급하면서 , NRG에너지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미래

에 너 지 를 만 드 는 것 ' 에 SASB 기 준 이 기 여 함 을

강조했다(SASB, 2020. 07. 12).

NRG에너지는 2018년부터 자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Sustainability report)를 통해 SASB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지속가능 회계정보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SASB

섹터 분석가를 활용하여, 기업 내부적으로 SASB 기준의

정의와 하위 기준인 회계 매트릭스(accounting metrics)에

따라서 정보를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9년 NRG에너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NRG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자원 계획, 공기의 질, 물 관리, 석탄재 관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원자력 안전과 비상 사태 관리, 법률

및 규제 환경 관리'의 7개 토픽에 대해서 SASB 기준을

적용한 평가 항목과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NRG Energy,

2019). 뿐만 아니라 NRG에너지의 경영진은 세부 기준에

따라 도출된 수치를 바탕으로 관련 부문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전략 및 실천요강을 구체화하고,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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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미국의 젯블루(jetBlue) 항공 역시 투자자에게

ESG 부문과 관련된 중대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내부의 장기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SASB 기준을

적용한 CSR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젯블루의 경영진은

기존의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지표와 달리, SASB 기준은

항공 산업을 겨냥한 구체화된 ESG 공시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SASB 기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SASB 기준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비재무적 요소를 기업의

전략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의 재무 성과를 강화하도록 돕기 때문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SASB, 2020. 07. 20).

젯블루는 SASB 기준에 따른 ESG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개하기 위해서, 각각의 토픽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유한

여러 팀이 긴밀하게 협력한다. SASB 기준이 설정한 항공

부문의 네 가지 토픽은 '생태 발자국, 노사관계, 안전, 경쟁력

있는 전략'이며, 젯블루는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서 기업

내부의 '지속가능성 및 연료팀, 크루멤버 관계팀, 안전팀,

정부 업무 및 법률 팀'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 젯블루 항공은

2018년부터 ESG 보고서를 통해서 '가용 좌석 마일(유료

여객 1명당 1마일의 수송 단위), 승객 하중, 유상 승객 마일,

이륙 횟수, 비행대의 평균 수명' 등의 SASB 회계기준의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jetBlue, 2018).

2.4.2. 국내 기업의 현황

SASB 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외국 기업에 비해 그 숫자가 현저하게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홈페이지 상에 등록된 국내

기업은 GS칼텍스,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으로, 전체

273개의 기업 중에서 오직 4개뿐이다 . 이외에는 최근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SASB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한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다. 이처럼 현재

국내 기업의 ESG 부문과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의 보고에 있어서

SASB 회계기준의 도입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SASB 기준의 발 빠른

도입은 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지니는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국내의 지속가능 회계기준과 ESG

공시기준 부문에서 SASB 기준에 대한 인식과 지위는 현재

전반적으로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파악된다.

한편 국내 기업의 SASB 기준 도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

포스코의 '2019 기업시민보고서'를 들 수 있다. 포스코는 국내

ESG 분야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2019년 1월 국내 최초 ESG

전담조직을 발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조인영, 2020.

4. 22).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에 발간한 포스코의

기업시민보고서에는 기존의 글로벌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SASB 기준과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테스크포스) 권고안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보고서에는 포스코그룹의 ESG 성과를

나타남에 있어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스탠더드,

TCFD와 함께 SASB 기준에 따른 수치와 포스코의 대응이 동일한

비중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1] NRG 에너지의 SASB 기준 'Coal ash management'의 세부 항목
(출처: nrg sustainability report, 2019)

Summer 2020 25



포스코는 SASB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

에너지 관리, 물 관리, 폐기물 관리, 사업장 안전보건, 공급망

관리'의 주요 토픽에 대해서 약 24개의 세부 측정 지표를

사용해서 ESG 요소에 관한 유용한 재무적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POSCO, 2019).

올해 6월에 발간된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0'을

통해서도, 국내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보고기준으로 GRI,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CFD와 함께 SASB

기준을 사용하여 비재무적인 지속가능성 이슈를 다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제품 안전, 다양성과 포용, 제품

수명주기 관리, 공급망 관리, 재료 공급 '의 5개의 토픽에

해 당 하 는 세 부 항 목 에 따 라 서 SASB 대 조 표 를

작 성 하 였 다 (SAMSUNG, 2020). 삼 성 전 자 는 자 사 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SASB 기준에 따른 ESG 성과를

나타냄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것이다.

3. 결론 및 제언

지속가능 회계는 기업의 성과에서 ESG 요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1990년대 이후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공식적인 기준이 체계화되는 것의 필요성이 커져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양한

산업군의 ESG 요소 측정 도구인 SASB 기준을 개발하였다. 현재

SASB 기준 이외에도, GRI 또는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기관에서 만든 ESG 공시기준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은 세계의 모든 산업이 작성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이슈들을

보고하도록 하며 , 각 나라별 ,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달리 SASB는 큰 틀에서 IIRC의 프레임워크 및

GRI와 통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기존 지표들의

공시기준에서 부족하였던 산업별로 특화된 정보를

포 함 하 여 , 동 종 산 업 내 에 서 ESG 성 과 의 비 교 가

가능하다..

동시에 SASB는 IIFC의 통합 보고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한

형 태 를 지 녔 기 때 문 에 , 기 존 의 ESG 성 과 보 고

형식을 체계적으로 표준화시켰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하자면, GRI는 가이드라인

(Guideline)의 형태로서 전 세계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 는 NGO 조 직 형 태 이 며 , IIRC 는 프 레 임 워 크

(Framework) 형 태 의 NGO 조 직 이 다 . 이 와 달 리

SASB 는 기 준 (Standards) 의 형 태 로 산 업 별 기 업 을

대상으로 하였고 , 세금 면세 비영리조직의 형태를

지닌다(박윤정, 2013). 기존에 이미 많은 기업들이 GRI를

ESG 공 시 지 표 로 사 용 하 고 있 기 때 문 에 SASB 의

도입은 기존 기준의 중복으로 인해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 그러나 SASB는 위와 같이

지 표 의 구 체 성 을 더 강 화 하 여 투 자 자 를 비 롯 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따라 최근 SASB 기준이 지니는 가치에 대한 글로벌

사회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지속가능성의

가이드라인으로서 SASB 기준은 외국 기업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국내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11월에 발표된 SASB 회계기준은 아직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국내 기업의 SASB 기준을 활용한

ESG 성과와 지속가능성 이슈의 제공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표2] 포스코의 SASB 기준 '온실가스 배출'의 세부 항목 (출처: POSCO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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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현재 국내에서의 SASB 기준의 인식 제고와

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서 SASB 기준의 국내 기업 현황에서 언급했듯이 ,

지금까지 국내 SASB 기준의 도입은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국내 CSR 부문에서 ESG 분야에 대한 SASB 기준

적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 정부를 중심으로 공기업 ,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비재무적 정보의 보고에 SASB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ESG 부문의

평가에 있어서 SASB 기준을 사용한다면, 국내 다수의

기업들 역시 연례 보고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SASB 기준을 사용한 비재무적 지속가능성 이슈를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 회계의 필요성과 ESG

데이터를 측정하는 지표인 SASB 기준에 대한 설명회나

포럼을 개최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과 SASB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내의 지속가능경영 부문에서 기존의

회계기준이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비재무적

요소까지도 공시할 수 있는 SASB 회계기준의 국내 도입이

점차 활발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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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친환경은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

최근 구글, 이케아, BMW 등 해외 주요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기업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제조업,

금융업, 그리고 데이터 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부문의 기업들이

나서서 ‘제품 생산이나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전력

전부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 기업에서는 단순히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 과정도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는

흐름에 따라 협력업체에게도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RE100 실천가능여부는 기업에게 있어서 새로운

경쟁력이자 필수요건이 되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이 의무화되면서

국내기업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과 RE100 이행계획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나 삼성SDI, LG 화학 등 국내

배터리 납품업체들은 BMW와 폭스바겐 등 해외 고객에게

RE100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이는 국내 전력시장

구조 및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단계적 RE100 이행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현재 국내의 RE100의 현황과 이행 계획, RE100

실행 해외기업의 사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탐구하게

될 것이고, 각각을 고찰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와 RE100의 국내

도입계획의 보완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RE100

2-1. 설립 배경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지금까지 국제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 기능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체제는 당초 목표로 했던

‘의무이행당사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5.2% 감축’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감축 의무 대상에서 빠졌고 이에 불만을 품은 미국이

불참하였으며 캐나다, 일본, 러시아 또한 중도 하차하는 등

중대한 한계점을 드러냈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21차

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교토의정서에 이어 더

강한 기후 변화 대응 체제로서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C 이내로 유지할 것을

목표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참여와 각국의 상향식 감축

계획 수립을 골자로 하며, 2020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화석에너지 연소는 현대사회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 RE100은 대표적인 민간 주도의

이니셔티브이다.

RE100의
국내 시행 현황 및
신∙재생에너지의

환경 영향 진단

26기 강민성, 26기 김민지, 26기 박민지

26기 허세영, 27기 정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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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괄

RE100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100은 여러 민간

이니셔티브와 기후주간(Climate Week NYC)을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The Climate Group가 주도하고 있으며 ,

2014년 기후주간에서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가 공 동 으 로 참 여 하 여

발족되었다. 현재 Google, Apple, eBay 등 세계 유수의

기업 235개가 참여 중이다. 회원기업들은 재생에너지로의

100% 변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진척 상황을 매년

RE100 기구와 CDP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아직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전체 발전 비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높지 않다. 따라서 현재는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제 대응 체제 및 정부 차원의 법적

강제와 이에 대응하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에너지 체제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런

와중에 RE100 회원기업들은 본사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보유한 모든 사업장과 사무실의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것을 의무로 한다. 따라서 각국 협력업체에도

RE100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체제를 선도하는 유럽 “재생에너지 패권국가”의 기업들이

무역에서 이로운 위치를 점하고자 RE100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RE100은 민간 이니셔티브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예컨대 BMW는

삼성SDI에게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해 배터리를 생산할 것을

요구했으며 , LG화학 역시 BMW와 폭스바겐으로부터

동일한 요구를 받았다(채민선, 2019.11.19.).

2-3. 전력 수급 메커니즘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가

발전 설비를 가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간적, 위치적

제한으로 인해 자가 발전으로 필요 전력을 100%

충족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RE100 참여 기업들은

재생전력증서(REC), 전력구매계약(PPA), 녹색요금제를

주로 이용해 목표를 달성한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는 재 생 전 력 증 서 를 구 매 하 는 것 으 로 ,

환경가치를 매매하는 것이다. 실제 전력은 매매 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Unbounded Certificate라고 부른다.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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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기업 대부분이 REC를 통해 목표를 충당하고 있으나,

이는 실상 여전히 화석연료를 통해 에너지를 발전하는 것이기

PPA(Power Purchase Agreement) 는 재 생 에 너 지 발 전

사업자와 기업 사이에 1대1로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것으로,

REC와 달리 기업은 생산전력 자체와 재생전력증서REC를

장기고정가격으로 일괄 구매한다. 1대1 거래이기 때문에 전력의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으며, 발전 사업자는

장기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장 기 적 으 로 재 생 에 너 지 비 중 을 충 당 할 수 있 다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

녹색요금제(Green Pricing)는 일반 전기세보다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전기 공급업체가 해당 요금제를 이용하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공시하는 것이다 . 지불한 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재원으로 사용된다.

3. 한국과 RE100

3-1. 한국의 RE100 이행 계획

상기한 바와 같이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 요구가

대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35개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추세와는 반대로 국내 참여 기업은

아직까지 없다. 이는 현재 전력 시장 구조상 RE100 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를 고려했을 때 RE100의

가입 및 달성은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한국에서 직접 전력구매계약이 어렵다는 점을

고 려 해 , PPA 이 행 방 안 으로 한국 전 력 을 통 한 ‘ 제 3자

전력구매계약’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 전기법 상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 즉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발전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전력 구매 계약의 매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3-2. 국내 RE100 도입의 문제점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RE100 도입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먼저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단가는 2016년 기준 kWh당

147 원 ( 한 전 경 영 연 구 원 , 2019) 으 로 , 동 일 한 해 미 국 의

0.06$/kWh(2016 년 12 월 환 율 기 준 72.04 원 ) (Lazard,

2019)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일사량 조건이

비슷한 중국, 독일과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투자비용(CAPEX,

Capital expenditures)을 비교해보면 중국은 한국의 57.8%,

독일은 67.2%에 불과하며, O&M(Operations & Maintenance)

비용의 경우 두 국가는 한국의 30~40% 수준이다. 이는 설비

가격, 인허가 비용 및 표준시설부담금 등 제도적 비용, 그리고

토지임차료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독 전기요금이 싸다 .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큰 폭으로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큰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조윤택, 2019).

또한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는

송배전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원의 특성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이라는 점이다. 기존 전통적인 에너지 체제는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이용해 해안가에 대규모 생산 부지를

집중시키고 대용량의 일방형 송배전 망을 구축해 전국에

조달하는 방식이다. 생산량은 예측되는 수요량에 따라 일괄

제어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바람 세기, 일사량, 조력 등

지역별로 상이한 환경적 특성에 의지하며 생산량도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수요량에 반응해

적절히 배전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형 송배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 최고 전력 수요량이

갱신되는 시급한 현안에 우선 대처하고자 기존 송배전 망의

용량을 격상하는 사업에 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전의 독점 구조도 에너지 체제의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2001년부터 시행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력 생산 분야는 6개 자회사로 분리되었다. 하지만 수요

관리와 전력 판매, 송배전은 한전이 계속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전력 판매에 한전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소규모 발전소 사업자들의 송배전 망

사 용 도 한 전 에 전 적 으 로 달 려 있 다 . 대 표 적 으 로

전력구매계약(PPA)의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간 1대1 계약

형태로 이뤄져야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알맞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제시한 방안은 제3자로

거래를 매개하게 되는 한국전력에서 PPA 가격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낮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고 밝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재생전력증서 (REC)의 경우 현재 공급자는 3만 여

사업자인데 반해 재생에너지 의무 분담 대상인 대규모

발전소(500MW 이상)는 21개에 그쳐 수요와 공급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이다.

4. RE100 실행 기업 사례

그렇다면 RE100 우수 실행 기업은 어떻게 RE100 목표를

달성했는지 혹은 이행 중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4-1. Google

구글은 2017년에 이미 전 세계 사업활동–사무실과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모든 전력량을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로 100% 충당하는 목표를 달성한 대표적인 RE100

참여 IT 기업이다. 2017년 재생에너지 전력 충당 목표

달성은 연간 사용하는 전력 총량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으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추가 재생에너지 전기 구매로

충당하는 방식이었다. (그림 1)

[그림 1] 구글 전체 전력 사용량과 재생에너지 구매량

비교 (출처: Google Environmental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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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전력구매계약뿐만 아니라 자가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 벨기에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도 하고,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도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만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이처럼 구글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매우 활발해서 타기업 보다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

4-2. Apple

구글에 이어 애플 또한 2018년 RE100을 달성했다. 애플의

주요 이행 방법 역시 전력구매계약과 자가 발전이다. 애플은

인 도 , 터 키 , 이 스 라 엘 , 브 라 질 , 멕 시 코 와 새 롭 게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했고, 자가 발전을 위해 17MW 용량의

태양광 패널과 4MW 용량의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를

본사에 설치했다. 그리고 본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청정

에너지 포털(Clean Energy Portal, 전 세계 지역들에서

상업적으로 조달 가능한 재생에너지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도 록 Apple 에서 개발한 온 라인 플 랫폼 ) 을 운영

중이다(애플뉴스룸, 2018.4.10).

4-3. Elion Resources

RE100 이니셔티브가 유럽에서 시작된 만큼 이를 실천하고

달성한 기업은 대부분 유럽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지만

아시아에서도 참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인도 소재 RE100 참여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원거리에 위치한 태양광·풍력 발전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엘리온 리소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목표로 쿠부치사막에서 110MW 크기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 중이며, 장차 500M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중국, 인도 등에서도 RE100

캠페인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조윤택, 2019).

5.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성

RE100에서 재생에너지로 규정하는 에너지원 중 가장 전력

생산량이 많은 방법은 단연 태양광 발전이다. RE100 2018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자체 전력을 생산하는 63개 기업의

재생에너지원을 조사한 결과 58%가 태양광 발전을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는 풍력(34%)과 바이오 매스(5%)가

뒤를 이었다 .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매스 발전의 경우이며 재생에너지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경우 에너지원은 무한히 재생 가능하지만

발전 방법까지 친환경적이지는 않다. 이 세가지 재생에너지의

환경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5-1. 태양광 발전

파리 기후협약 실천을 위해 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및

확대를 추진 중이다. 중국의 경우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태양전지 설치 보조금 지원 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도입

정책을 진행 중이며 2023년에는 2018년 대비 태양광 발전량이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SolarPower, 2019).

국제에너지기구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의하면

각 나라들이 공표한 정책 및 목표를 이행한다면 2040년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화석연료 발전량을 제치고 세계 전력 생산량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Patel, 2019).

이처럼 태양광 발전은 기후 변화를 완화할 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태양전지는 태양광과 다르게

유한하고, 수명이 다하면 재사용할 수 없다. 태양전지의 전력

생산 효율은 평균적으로 일년에 0.5~1.0% 감소한다. 이에

태양전지의 기능 보증 기간은 통상 25년이고 태양 전지의 실

사용 수명은 많은 기관에서 30년으로 예측한다. 태양전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세계적으로 대규모로 설치되기

시작했기에 2030년부터 태양전지 폐기물이 발생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그리고 2050년에는 누적 폐기물량이 6천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에 따르면 그 중 1350만 톤에서

많으면 2천만 톤까지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며

뒤이어 미국에서도 750만 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Bhandari and Lim, 2018).

더 암담한 것은 중국과 미국 모두 현재 태양전지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계획이나 정책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재활용 플랜트가 소수 있지만 대규모 태양전지 설치 지대인

저개발 시골 지역과 멀리 떨어진 산업단지에 위치하기에

실용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도 현재 전국적인

대책은 없지만 조금이나마 다행인 점은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 내 태양광 발전량 2위를

차지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2019년 태양전지의

사후관리 (end-of-life cycle)에 대한 규제를 개발하고 감독할

것 을 환 경 관 리 위 원 회 (Environmental Management

Commission)에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Maile, 2019).

또한 미국 국립 재생에너지 연구소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는 관련 이슈를 인지하고 있으며 정책 구축 및

도입에 대한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Lozanov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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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태양전지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태양전지 폐기물에 대한

내용을 소개 및 안내하는 웹 페이지 solarwaste.eu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U는 2012년 8월 발표된

전기전자폐기물처리지침WEEE(Th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개 정 법 안 (WEEE Directive

2019/19/EU)에서 최초로 태양전지의 생산자 책임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 EU 회원국 전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태양전지 폐기물의 회수, 운송, 처리, 재활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규제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8년 6월, 태양전지

폐기물 관련 법안이 발표된 지 약 6년 후 프랑스에서 유럽 내 첫

태양전지 재활용 플랜트가 가동되기 시작했다(Bhandari and

Lim, 2018). 이처럼 정책이 발표되고 실질적으로 실행되기까지

최소 6년이 걸리기에 중국, 미국 및 전 세계적으로 태양전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다면 태양전지는 어떻게 재활용될 수 있을까? 현재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종류는 실리콘 태양전지이다.

이 태양전지는 유리 76%, 플라스틱 10%, 알루미늄 8%,

실리콘(반도체) 5%, 나머지 금속 1%로 이루어져 있다. 이 1%의

금속에는 납과 같은 독성 중금속과 은 등이 포함된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유리와 알루미늄 프레임을 물리적으로 분해하는 것이다. 분리된

유리는 95% 이상 재활용되며 프레임은 재사용 됨으로써

태양전지 패널의 80% 이상이 재활용된다. 이후 태양전지

반도체를 추출하기 위해 500℃에서 열처리하여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을 소각시킨다 . 이 소각된 플라스틱은 이 과정의

열원으로 다시 사용, 즉 열 회수 방법으로 재활용된다(Sykorova

et al., 2017). 하지만 열 회수 방식은 플라스틱 재활용 중 가장

지양되는 방법이고 플라스틱 소각과정에서 질소산화물(NOx)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기에 완전히 친환경적인 재활용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위처럼 얻어낸 반도체 부분에서 모듈을

분리한 후 산(acid) 처리를 하면 재사용 가능한 실리콘 부분을

얻을 수 있다. 즉 전체 태양전지 패널 중 95%가 재활용 또는

재사용된다. 그러나 이 산 처리과정에서도 역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5-2. 풍력 발전

풍력 발전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인 바람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환경생태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터빈 충돌로

인해 박쥐 및 조류 희귀종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조류의

경우 터빈을 피해가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경로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생존율이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서식지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짝짓기, 사냥

등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난다. 더불어 해안가에 발전소가

설치되는 경우 조류(파도)의 변화를 유발하여 해양 생물종

분포를 변화시키고,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발전소의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 오염 또한 문제로

꼽힌다. 발전소 건설에는 지표의 초목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때 토양 침식이 발생한다. 따라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토양으로 더 쉽게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터빈 유지를 위한 부품

교체 및 윤활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기도

한다 . 실제로 풍력 발전소 건설과 함께 해양 포유류

개체수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Dai, 2015).

풍력 발전 또한 태양광 발전과 비슷한 문제가 존재한다.

풍력 발전기 터빈의 수명은 평균 20년에서 25년 사이이다.

화석 연료와는 다르게 설비 사용 후 적절한 처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클린업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 필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터빈의 수명이 다한 경우 철을

원료로 만든 타워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유리섬유로

만 들 어 진 날 개 는 현 재 매 립 으 로 처 리 하 고 있 는

현실이다(Rebecca Jacobson, 2016).

하지만 언급한 내용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다. 위 문제들이 기반시설 건설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최소 영향일 뿐 그 심각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그럼에도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풍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 유해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화석연료 발전과 비교하였을 때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5-3.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는 RE100에서 규정하는 재생에너지 중

하나이고 한국 신재생에너지법 상에서도 재생에너지에

속한다. 하지만 바이오에너지 발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원료 논란과 온실가스 배출문제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로서의 지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바이오 발전 초기에는 옥수수 등의 식량을

바이오에너지 발전의 원료, 즉 바이오매스로 이용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슬러지,

가축 분뇨 등 폐기물이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어 원료의

논란은 어느정도 해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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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 발전 설비를 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총

온 실가스 배출 량은 85~251 gCO2eq/kWh 이며 배출

절 감 량 은 화 석 연 료 와 비 교 했 을 때 2.31~3.16

kWhfossil/kWh 이 다 . 조 금 더 세 부 적 으 로 살 펴 보 면

바이오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있고, 유해 공해

물질에는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NOx), VOC(Volatile

Organic Compound)가 있다 . 바이오매스는 유기물로

이루어졌으므로 생산과 연료로 사용 시에 일어나는 연소

반응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일산화탄소와 메테인은 불완전연소가 일어날 시 발생한다.

메테인의 경우 발전 과정 투입 전 바이오매스 저장 시에

발생하는 확산에 의해서도 방출될 수 있다. 온실가스로서

메테인은 같은 농도의 이산화탄소에 비해 21배의

온실효과를 내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메테인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인 지상 오존 수치

상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체로 꼽힌다. 또한 메테인이

산화되면 유독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되기도 한다.

바이오매스의 VOC 배출량은 대부분의 VOC 항목에서는 타

연료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포름알데히드의 경우는 타

연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에 바이오 발전의 환경적

이익에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언급했듯 바이오매스는

유기물이며 유기물은 탄소와 더불어 질소 함량 또한 높다.

따라서 바이오 에너지 발전에서 NOx 또한 발생할 수 있다.

NOx는 차량 배기가스에 다량 포함된 대기 오염 물질이다.

바이오에너지 발전에서의 단위 당 NOx 배출량은 540

gNOx/GJ 으 로 천 연 가 스 엔 진 에 비 해 3 배 이 상

발생한다(Paolini, 2018).

6. RE100의 국내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완점

RE100의 국내 적용 및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6-1. 국내 도입에 대한 제언

재생 에너지 추적 메커니즘 개발

유럽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높은 것은 지난 2016년부터

재생에너지 인증을 위한 추적 메커니즘이 시행됐고

재 생 에 너 지 투 자 에 유 리 한 시 장 조 건 과 기 업 과

발전회사와의 전력구매계약(PPA) 관련 성숙한 시장이

존재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정상필 , 2019). 특히 재생에너지 인증 추적

메커니즘은 현재 유럽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되어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국은 IT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 갖춰진 국가인 만큼, 이러한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기 유리한 자원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추적 메커니즘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소통형 송배전 인프라 구축 및 자체 발전 노력

위에서 한전의 에너지 독점 구조가 에너지 체제의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소임을 살펴보았다 . 당장 이와 같은 공급 체계의

비탄력성을 수정할 수 없다면, 차라리 독점 구조의 장점을

이용해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공급이 독점적이라는 것은

곧 공급체계상 절차, 방법, 규정 등을 쉽게 일원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먼저 지역별 격차가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수급량 및

해당 지역의 계절별 전기 수요량의 장기 추세를 분석하여,

최대한 정밀한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수요량에 대한

예측을 한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변동 수요량에

대응해 배전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형 송배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 한전의 독점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적, 재정적자원들을

집중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한국은 아직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높은 편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경쟁력

확보와 국제 레짐의 준수를 고려하면, 태양광*풍력뿐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RE100 관련 기업 지원 및 기업간 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

애플과 구글의 사례처럼, 에너지 자체를 절약하는 건축(이른바

제로 에너지 빌딩)을 보면 아직 국내 기업들에도 충분히 이런

기술들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건물 외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전세계의 기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인터넷 기업 텐센트는 신사옥에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온수를 만드는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다 .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건축기능들을 도입하는 것이 기업에 많은

비용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RE100 참여 기업들에게는 세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련 기술을

소 개 하 고 , 이 런 기 술 을 개 발 하 고 상 업 화 하 고 자 하 는

중소기업에게는 홍보 자금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더 다양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기업끼리 PPA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플랫폼을 마련하는 방안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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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재생에너지 메커니즘의 개선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효율적으로 대체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에서 또다른 부정적 환경 영향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RE100은 재생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이니셔티브에 포함하여 기업이 노력의 의지를 표명할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태양광 발전의 경우, 현재 시장점유율 1위인 실리콘 태양

전지는 2세대 태양전지로 3세대 전지가 현재 상용화 시작되었고

더 나은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연구자들은 재활용 과정과 환경 영향을

염두에 두고 태양광 발전이 진정한 친환경 재생에너지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변 생태계 변화 및

환경 영향의 척도를 수치화하여 반영해야 한다. 풍력 발전의

경우 조류의 서식지 파괴 및 해양 생물종 분포의 변화를

유발하였다. 단순한 개체수 감소를 넘어 야생동물의 행동 및

개체수 분포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성은 대부분 발전 당시의

온실가스 배출로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발전소 설치, 발전소

운영, 에너지 생산, 에너지 사용, 발전 재료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폐기물의 경우 재료에 관한 항목과 연관하여 이니셔티브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술로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인지,

불가능하다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폐기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등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친환경적인 폐기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결론

지금까지 RE100 현황,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그리고 주요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성에 따른 RE100 국내

도입계획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각각의 보완방법을

제시하였다 . RE100의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 중 현재 RE100을 이행하고 있는 기업이 없다는

점은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국내기업의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녹색요금제, 제3자 전력구매계약

등의 지원 정책을 통해 RE100 이행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국내 전력시장의

독점구조, 그리고 양방향 소통형 송배전 인프라 부족은

RE100 이행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된다. 먼저 국내에서는

인허가와 설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인 비용과 높은

토 지 임 차 료 로 인 해 다 른 국 가 들 과 비 교 했 을 때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2배 이상 높다. 또한 한전의

독점구조와 화석연료 에너지 조달 방식인 대용량 일방형

송배전망은 국내기업의 RE100 이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더불어 태양광, 풍력,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가 일으킬 수 있는 환경오염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시행예정인 제도들은

한국 실정에 맞게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폐기과정에서의 환경성도 검토해야 한다.

국가들 간의 협약, 혹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던 기업들의 기존 움직임과 달리 ,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운영의 전 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는 노력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RE100을 실천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에너지 전환체제와 전력시장구조의

점진적 제도변화를 기대해본다.

34 Sustainability Review



참고문헌

논문 및 보고서
조윤택 외 (2019). [이슈스페셜] 개도국 기업 RE100 참여 확대, 친디아플러스 133호, 포스코경영연구원.
조윤택 (2019).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제도, 국내 도입 여건은?, POSRI 이슈리포트, 포스코경영연구원, p.9.
한전경영연구원(2019). KERMI 전력경제 REVIEW, 14, p. 3.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9).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전환 선언, RE100, pp. 8-10.
Dai, K., Bergot, A., Liang, C., Xiang, W. N., & Huang, Z (2015). Environmental issues associated with wind energy–A review, Renewable 
Energy, 75, pp. 911-921.
Lazard (2019). Lazard’s Levelized Cost of Energy Analysis-Version 13.0, p.7.
Paolini, V., Petracchini, F., Segreto, M., Tomassetti, L., Naja, N., & Cecinato, A. (2018). Environmental impact of biogas: A short review of 
current knowledge,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Health, Part A, 53(10), pp. 899-906.

기타 자료
애플뉴스룸(2018.04.10). 이제 전 세계에서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동, Apple, https://www.apple.com/kr/newsroom/2018/04/apple-
now-globally-powered-by-100-percent-renewable-energy/
정상필(2019.09.27). RE100, 막을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에너지혁명, 지앤이타임즈,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29
정상필(2019.10.23). RE 100 위한 ‘녹색요금제’ 시범사업 돌입, 지앤이타임즈,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14
채민선(2019.11.19). 민간차원 RE100캠페인 新무역장벽이 됐다, 중기이코노미,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298
최재필(2019.10.22). 국내 첫 'RE100' 이행방안 나왔다… 삼성•LG•SK•신성 참여, 전자신문,  https://m.etnews.com/20191022000315
Bhandari, Bibek, Nicole Lim (2018). The Dark Side Of China’S Solar Boom, Sixth Tone, https://www.sixthtone.com/news/1002631/the-
dark-side-of-chinas-solar-boom-.
Lozanova, Sarah (2020). The State Of Solar Panel Recycling In The U.S., Earth 911, https://earth911.com/eco-tech/the-state-of-solar-
panel-recycling-in-the-u-s/.
Maile, Kelly(2019). Shining A Light On Solar Panel Recycling, Recycling Toady, 
https://www.recyclingtoday.com/article/end-of-life-solar-panel-recycling/.
Patel(2019). Sonal, IEA World Energy Outlook: Solar Capacity Surges Past Coal And Gas By 2040, POWER Magazine,
https://www.powermag.com/iea-world-energy-outlook-solar-capacity-surges-past-coal-and-gas-by-2040/.
Rebecca Jacobson(2016.09.09). Where Do Wind Turbines Go to Die?, Inside Energy,
http://insideenergy.org/2016/09/09/where-do-wind-turbines-go-to-die/
SolarPower Europe (2019). EU and Global Market Outlook for Solar Power 2019 – 2023, 
https://www.solarpowereurope.org/eu-market-outlook-for-solar-power-2019-2023/.
Sykorova, Bara et al(2017). Recycling: A Solar Panel's Life After Death, GreenMatch,
https://www.greenmatch.co.uk/blog/2017/10/the-opportunities-of-solar-panel-recycling

Summer 2020 35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14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298
https://m.etnews.com/20191022000315
https://www.sixthtone.com/news/1002631/the-dark-side-of-chinas-solar-boom-
https://www.recyclingtoday.com/article/end-of-life-solar-panel-recycling/
http://insideenergy.org/2016/09/09/where-do-wind-turbines-go-to-die/
https://www.solarpowereurope.org/eu-market-outlook-for-solar-power-2019-2023/
https://www.greenmatch.co.uk/blog/2017/10/the-opportunities-of-solar-panel-recycling


FOCUS
디지털시대와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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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데이터센터의 등장

‘IT’ 하면, 도심 속 빌딩에서 젊은 기운의 기술자들이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이윤을 창출한다는 이미지가 있다. 공장이

내뿜는 제조업의 매연과 대조되어 IT는 흔히 환경에 무해한

산업으로 인식되곤 한다 .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면 별도의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IT 기업은

정말로 환경오염이라는 이슈와는 무관해 보인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IT는 제조업에 대항하여 지식정보 혁명을 창출한

3차 산업의 표상이었기 때문이다 . 물론 여전히 IT는

세계경제 속 서비스업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오히려 그 위상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한편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용어들이

있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 가상현실, 자율주행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 기술들을 엮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 하면 단연 “데이터”일 것이다. 예전에는

기업 내부의 전산실이 서버나 네트워크 회선을 제공하며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해주었다면 ,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이제는 규모나 성능 면에서 몇 배는 더

커진 하이퍼스케일의 전산 시설이 요구되고 있다.

데이터센터(Data center)는 이와 같이 증대된 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하는 기반시설로서, 기업이 IT 서비스를 제공

26기 장은혜, 26기 정유진, 27기 정윤재

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징 등 모든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24시간 운영하고 통합 관리한다. 2019년을

기점으로 국내 구축된 데이터센터는 158개소에 달하며 매년 6-

7% 증가세로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 Cisco(2018)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세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가 338개소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여, 2021년에는 628개소로 5년 사이 약 두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Cisco, 2021).

데이터센터가 IT 기업들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서 전례 없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바로 이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데이터센터는 특성상 24시간 365일

컴퓨터가 가동되기에 발산되는 열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게다가

과열을 방지하는 냉방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전력이 소비된다. 실제 데이터센터는 매년 약 200TWh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는 세계 전력

사용량의 1%에 해당하는 양이자 일부 국가의 총 전력

사용량보다도 많다(한국에너지공단, 2019). 세계적으로 온라인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며 이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를 증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IT 기업들은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더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이면, 
IT기업과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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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2/3을 15년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미국 내 신설되는 7개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업체들과 장기 전력공급 계약을 맺었다(강동철, 2018.9.13).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기업도 존재한다.

구글은 본사 건물, 차고 지붕에 9000개 이상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1600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저 전 력 데 이 터 센 터 를 구 축 하 였 다 . 아 마 존 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데이터센터와 인프라 설비 네 곳을

신재생에너지로 가동할 계획이다. 각 인프라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에 맞춰 에너지를 생산하며,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미국 버지니아는 태양광 발전, 스웨덴은 해풍 발전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한다. 결과적으로 2024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8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김민선, 2020. 3. 16).

2) 냉각 효율성 개선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곧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이고 적은 전력으로도 같은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데이터센터를 위해서는 친환경

적인 전력 수급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력 효율성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버 컴퓨터, 저장장치,

네트워크 설비는 모두 사용 시 발열하는 장비이며 높은

온도에서 작동 문제가 발생하는 장비이기도 하다. 즉, ICT

서비스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냉각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ed Energy(2015)에 따르면,

#2 데이터센터의 환경오염 이슈와 IT 기업들의 대응전략

1) 화석연료 발전 전력 대체

데이터센터에 갖춰진 서버 컴퓨터와 저장장치, 네트워크 설비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다 . 한국에너지공단의

‘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화 동향 및 사례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의 데이터센터는 매년 약 200TWh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전력 사용량의 1%에 해당하는 양이자 일부

국가의 총 전력사용량보다 많은 수준이다. 글로벌 e-지속가능성

계 획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의 스 마 터 2020

(Smarter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가

IT 산업과 관련하여 배출되었고, IT 산업 내에서도 데이터센터는

에너지 소비량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가 소모하는 거대한 전력은 대부분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데이터센터의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전력원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이 존재한다. 친환경 데이터센터는 탄소

저감과 더불어 전력 효율 향상에서도 중요하다 . 친환경

데이터센터는 전력효율지수(PUE, Power Usage Effectiveness)

1가 1.1~1.3으로 평가된다. 미국 데이터센터의 전력효율지수가

1.5~1.8 정도이고, 한국은 2.66으로 측정됨(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10월 조사 기준)을 고려하였을 때 친환경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일부 기업들은

사용하는 전력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함께 만들어 전부를 대체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오하이오주의 신규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 풍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업이다. 인디애나 주에 새로 건립되는

ㅇㅇㅇ

[그림 1] 전세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추이 및 전망 (Cisco)

1. 데이터센터의 전체 전력 중 IT장비에 사용한 전력의 비율을 지수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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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인증은 국내의 유일한 공인 인증 제도이지만 그 실효성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 2019년 기준 국내 159곳

데이터센터 중 인증을 받은 곳은 19곳 밖에 되지 않는다(김준석,

2019. 8. 1).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을 받더라도 이미지 제고

이외에는 별도의 혜택이 없다 보니 2000만원에 달하는 인증

소 요 비 용 을 굳 이 감 수 하 려 하 지 않 는 다 . 동 시 에

그린데이터센터에서 지표 구성에 활용하는 전력효율지수(PUE,

Power Usage Effectiveness)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PUE는

산업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평가지표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러나 문제는 PUE가 정확한 에너지

효율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PUE는 IT 장비가

소비하는 에너지 대비 데이터센터 전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단순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IT 기기의 종류나 가동률을

반영할 수 없다. 가령 IT 장비의 가동률을 증가시킴으로써 장비

수 자체를 줄이는 경우, 분모가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4차 산업혁명의 선봉장답게 IT 기업들은 다방면에서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적합한 피드백 체계가

부재한다면 전부 메아리 없는 노력에 머물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기업들만의 몫으로 남겨져선 안된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기반 마련도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와 협회, 기업

간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 촉구된다. 기존의 제도가

유의미한 평가지표로 기능하고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노력들이

지속가능한 선순환으로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냉각 장비에 소모되는 전력은 데이터센터가 이용하는 총

전력의 최소 30%에서 최대 55%까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서버 외 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냉각을 효율화시켜 서버가 사용하는 전력

외의 부분에서 사용에너지를 절감해야 한다.

삼성 SDS는 ‘외기 냉각’ 방식을 통해 냉각 효율을 높였다.

삼성 SDS는 전국에서 연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춘천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춘천 지역의 서늘한 바람을

대량의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데 활용하였다. 자연

바람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형태를 U자형으로

설계하여 서버룸 냉방에 드는 전력을 21% 이상 절감했다.

이와 함께, 일부 전력을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함으로써 유지

및 관리 전력 소비를 최소화했고, 전력효율지수 1.2라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였다(최용석, 2019. 9. 22).

세 계 최 초 의 가 상 화 된 친 환 경 데 이 터 센 터 인

썬마이크로시스템즈 ‘블랙박스’는 ISO 표준 20피트

컨테이너에 네트워킹, 냉각/소화설비, 완충장치 등 전산실

환 경 을 집 적 시 킨 이 동 형 데 이 터 센 터 이 다 . 기 존 의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냉식 냉각 방식이 아닌

수냉식 냉각 방식을 사용한다. 물은 공기에 비해 약 3500배

정 도 효 율 적 인 냉 각 이 가 능 하 기 때 문 이 다 . 또 한

데이터센터의 불필요한 공간을 줄이고 열이 발생하는 곳만

집중적으로 냉각을 시킴으로써 기존 데이터센터 대비

공간은 1/8로 줄이는 동시에 냉각 효율은 최대 40%

증가시켰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08).

구글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조달하는 동시에 데이터센터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딥 마인드의 범용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했다. 딥 마인드는 엔지니어 수천 명이

수집한 데이터센터 내 온도와 전력, 냉각 펌프 냉각수의

유속 등 다양한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분석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그 결과 냉각 시스템

소비 전력이 40% 감소하였다(김대현, 2019. 10. 11).

#3 마치며: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위하여

물론 지속적인 선순환이 형성되려면 기술적인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피드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개선 노력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증 제도와 지표 개발이라 할 수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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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UN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 국내에는 아동 대상의 디지털 성폭력 ·성착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대한민국 아동권리협약 이행 5·6차 보고서를 토대로 온라인 환경의 아동 성매매 및 그루밍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이다(원혜욱, 2020). 이후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제기된 지적사항은 개선을 보이기 어려웠으며, 

2020년 4월 소위 ‘N번 방 사건’에서 그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1) SNS, 범죄 플랫폼?

이와 같은 ‘온라인 그루밍’ 등 온라인 성범죄는 SNS의 발달을 타고 더욱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SNS가 주류 문화를 이끌 수 있게

한 다수의 특성들은 온라인 성범죄의 대상을 한층 넓히고,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며, 수사의 난도를 높였다(오세연, 2019). 따라서

점차 SNS는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온라인 성범죄를 방임하고 더 나아가 은연중에 방조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는 트위터(Twitter),

텔레그램(Telegram), 카카오톡으로 대중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다. 트위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처음 접촉을

시도하여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탈취하는 창구로 사용된다 .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 및 사진을

갈취한 뒤 디지털 창구는 텔레그램으로 옮겨졌다. 텔레그램에서는 비공개 단체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유통되었다.

또한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빨간방 사건’은 카카오톡을 통했다. 최근 십대 여성인권센터는 미성년자 성착취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는 오픈채팅방을 포착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촉구하였다. 카카오톡은 해당 사건에 대응하여 지난 6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제재 정책’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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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의 특성

현재는 미국의 GAFAM(Google, Apple, Facebook, Amazon and Microsoft), 중국의 BAT(Baidu, Alibaba, Tencent)와 거대

IT 기업들이 전 세계의 ICT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 IT 대기업들은 대부분 고유 SNS를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온라인 통신과

정보, 지식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IT 대기업들을 성장으로 이끌었던 SNS의 특성은 자유와 혁신은 현재 거꾸로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특성으로 기능하고 있다. 해당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① 유포 가능성 SNS 상에서 사진·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될 경우 삭제 및 추적이 어렵다. 개인의 자료 삭제를 전담하고 한 건에 3,000만원의 보수를 받는 ‘디지털 장의사’가 등장할

만큼, SNS의 빠른 정보전달력이 피해를 가중시킨다. 또한 최근에는 최초로 인터넷상에 퍼진 사진·영상 자료에서 변주된 형태의

성착취물이 쉽게 유통되기 때문에, 삭제의 어려움 및 피해가 극대화되고 있다. ② 익명성 보장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이 성착취물 유통 창구로 이용된 가장 큰 이유는 폐쇄성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경우 익명 프로필을 사용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노출시키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할 수 있었다. 텔레그램의

경우 높은 보안성이 장점으로 꼽히는 SNS이다. 또한 트위터 등 대다수의 SNS는 자신의 신원 정보를 기입하지 않고도 계정

생성이 가능하다. SNS의 높은 접근성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이다. ③ 협조 시스템 미비 주요 SNS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는 경찰 수사에 응답하지 않는다. N번방 사건의 경우, 사용자 개인정보 요청이 아동학대

및 성범죄와 명확한 관련이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텔레그램의 경우 해외기업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해도 국내 수사권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④신고 기능 미비 대부분의 SNS는 사용자의 게시글 및

메시지가 부적절한 요소를 지녔다고 신고하여도 SNS의 접근 금지 처분을 내리는 수준의 처벌에 그친다. 이용자의 신고가

적극적인 경찰 조사와 연결되는 통로가 부족하다.

N번방 사건 이후 국내의 ‘텔레그램 탈퇴 운동’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보장, 수사 비협조 체제에 비난하며 온라인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현재까지도 ‘개인정보 보호’의 맥락에서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자사의 SNS가 디지털 시민사회의

형성과 소통의 긍정적 기능을 상실하고, 범죄 플랫폼 및 성착취물 양산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에도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SNS의 근원적 특성이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에 기여한 만큼, IT 기업은 자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시스템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IT 기업의 제도별·체계별 개선 사항 및 국내 규제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표 1] 주요 메신저·SNS의 디지털 성범죄 안전망 점검

사진
·영상

사진·영상 공유의 위험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Ｘ Ｘ ○ ○

선정적인 사진·영상을 신고하는 기능 ㅿ (오픈채팅만 가능) Ｘ ○ ○

신고된 사진·영상의 추가 공유를 막는 기능 Ｘ Ｘ Ｘ Ｘ

메시지

대화 도중 상대방을 신고하는 기능 ㅿ (오픈채팅만 가능) ○ ○ ○

대화창에서 스크린샷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기능 ○ ○ ○ ○

모르는 사람의 메시지는 수신거부되도록 기본 설정 Ｘ Ｘ Ｘ Ｘ

개인정보

친구 정보는 ‘비공개’로 기본 설정 Ｘ Ｘ Ｘ Ｘ

사용자 프로필은 ‘비공개’로 기본 설정 Ｘ Ｘ Ｘ Ｘ

나이를 속인 사용자에 대한 제재나 관리 Ｘ Ｘ Ｘ Ｘ

직접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창구가 된 SNS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온라인 통신 플랫폼은 이용자들을 디지털 성범죄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안전망이 부족하다. 조선일보에서는 국내 사용자들에게 널리 이용되는 주요 SNS 및 메신저 앱의 디지털 성범죄 안전망

정도를 점검하였다(김시원, 2020.4.14).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제공하는 사진·영상 전송, 메시지 송·수신,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현직 IT 기업 재직·관계자들이 선정한 9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주요

메신저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함을 보였다. 특히 국내 SNS는 사진·영상 자료의 보안이 취약하였으며, 사용자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은 국내외 SNS 모두 높게 평가되었다. 해당 SNS들의 이용자는 광범위해지며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시류에 비추어 볼 때,

IT 기업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할 자발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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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1)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체계

여러 IT기업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는

고도적으로 지능화되고 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여러 법률의 경우, 실효성 있는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법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유통 및 공유, 협박, 합성과

이를 통한 성적 괴롭힘 . 이는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저장, 협박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2가지로

분류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처벌 법률은 다음과 같다.

[표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해당 법률들은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복제 ,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여러 디지털 성범죄들은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계속해서 자행되었다. 지금의 N번방 사건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는 법의 어떤 빈 틈을 이용했던 것일까 . 문제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한국에서는 애초에 법정형이 낮고,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범죄

예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형 적용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

유포·
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3항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재유포)

유통·
소비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 42조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 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 104조

유포협박 형법 제 30장 협박의 죄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 13조

전기통신망법 제 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 310조

형법 모욕죄 제 311조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데 있어, 현재의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형법에 적용되는 강간죄를

수사하는 경우, 범죄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테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빠르게 변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이다 보니,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범죄자들이 흔적을 지우고 사라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셈이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곧 더 높은 범죄율로 이어질 수 있다.

너무 가벼운 범죄 형량 역시 문제로 작용했다. 최근 전세계

최대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를 운영하던

손정우에 대해 외국으로 인도되지 않고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미국은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한 국 사법부에 요구했고 ,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도 손정우의 미국 송환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그럼에도 한국 사법부는 이에 불복하고 국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현재 한국의 법체계는 외국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가벼운 편이다. 더욱이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더욱 심각한 문제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한국에서는 애초에 법정형 자체가 낮고,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범죄

예방조차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은 고스란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진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본인의 성착취물 영상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어디에

유포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가해자에 대한

유죄 및 처벌이 선고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공유되고

있을지 모르는 해당 영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촬영물의 복구 불가능한 완전폐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법부에서 영상 촬영 및 저장, 유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기들의 폐기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가해자가 해당 성착취물 영상을 직접 유포한

것인지,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영상 속 피해자가 자신이

맞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수사관이 아닌 오히려

피해자의 몫으로 주어진다.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거쳐 올해가 되어서야 사법부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완전폐기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입은 고통은 이렇듯 배제된 채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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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반포하는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반포하는 경우,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반포 과정에서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수준을 더욱 강하게 설정했다.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리처럼 합성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 차단하는 등의 유통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n번방 방지법’은

일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되지만 몇 가지

논란이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다. 우선 n번방 사태의 근원지인

텔레그램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텔레그램의

경우 서버나 본사의 소재조차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번 n번방 방지법의 시행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가 사업자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고, 이는 곧 사업자들이 이용자를 과도하게

감시하도록 검열을 촉구하는 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후술하도록 하겠다.

실효성 없이 국내 사업자만 규제하는 법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래

올해 5월 18일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가중영역 상한을 13년으로 권고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안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해당 기준안의

의결이 12월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에서는 성폭력

처벌법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양형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N번방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형 기준

강화가 12월로 미뤄지면 N번방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양형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다만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의 내용이 양형 기준 상향에

반영되는 것에는 동의하는 만큼 더 이상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 기준의 조정과 같은 법 제도 개선이

확실하고 빈 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2) SNS의 디지털 성범죄 안전망 구축 미흡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이유는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이 빠르게 퍼져 나가기

때문이다. N번방 사건에서 텔레그램의 보안성이 범죄에

악용되었듯이 , 각 IT기업의 SNS는 디지털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데 적극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IT기업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갖추고 있는 안전망은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카카오톡의

경우 대화 도중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대화방

나가기’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증거를 저장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했다. 라인은 휴대폰 인증 없이 아이디만 만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 가해자가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프로필이나

게시물의 공개가 ‘전체 공개’ 설정이 기본설정 값으로 되어

있어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인 카카오톡의 경우

오픈채팅방 상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활발하게 자행되고

있다. 가해자들이 오픈채팅방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고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카카오톡 측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금칙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채팅방을 단속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들을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대응에

그치는 조치이다. 미처 AI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되지

못 한 용어 들의 경 우 , 사 람이 직접 모 든 채팅 방을

들어가보면서 해당 범죄 사실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사실상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적발해야 하는데, 카카오톡은 신고 기능에 있어 취약하다는

것을 앞서 안전망 점검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카카오톡과

같은 IT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체 플랫폼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 제도 개선 방안

1) 법 제도 개선 노력

올해 5월 19일을 기준으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번 n번방

방지법 시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면 새롭게

성인

Summer 2020 43



이렇게 되면 고객들이 사생활 검열과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불만으로 국내 기업의 서비스를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는 검찰과 경찰의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발생하면서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들이 해외

서비스인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추후에 국내 기업의 고객들이 서비스를 탈퇴하고

해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해외 메신저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내 기업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한편 N번방법의 ‘불법 성적 촬영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도 논란이 된다. N번방법의 핵심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것인데, 일반인이 불법

성적 촬영물을 판별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것이다(임순현, 2020.5.4).

5. 재반론

N번방법에 대한 위의 반론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

먼저, 개인의 사적 공간을 검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에 대해서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고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N번방법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까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SNS와 커뮤니티 등 게시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기술적 조치라는 것은 신고, 검색 제한, 경고문구

발송 등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김윤정, 2020.5.15).

결국 사생활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고 명백히 불법촬영물을

대상으로만 제한을 하는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 가

침해된다는 주장도 실효성을 잃게 된다. 물론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도 국가가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국가가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 촬영물이 가까운 미래에

실질적 해악을 불러올 가능성이 명백하고 중대하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불법 촬영물은 제한될 수 있다. 헌법

제 37 조 제 2 항 에 도 국 민 의 모 든 자 유 와 권 리 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N번방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사생활이 검열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반박될 수 있다.

2) 주요 IT기업의 기술적 개선 노력

정부의 법률적, 제도적 개선 노력과 더불어서 IT기업의 기술적

개선 노력이 함께 이뤄질 때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IT기업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오픈채팅방에서 범죄가

벌어진 카카오톡의 경우,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용도로 만들어지는 대화방을 일괄 삭제하고 음란, 도박 관련

금지 규정은 한 번만 어겨도 영구적으로 이용 정지를 가하는

식으로 자체적인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텔레그램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카카오톡은 국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해 7월 2일부터는 카카오톡에서 특히 성 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올리지는 않더라도 그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협박, 유인하거나, 성범죄를 모의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사용자 계정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특히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련해서 이런

행위가 확인되면, 곧바로 영구적으로 계정을 없애는 등 강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4. 예상되는 반론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불법 성 착취물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올해 5월부터 소위 ‘n번방 방지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 적용의 오용과 남용이 일어났을 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행법은 명백히 불법을 확인했거나

경찰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자가 해당 영상물을

삭 제 하도 록 하 고 있는 데 , 개정 된 전 기통 신 사업 자법 과

정보통신망법은 포털과 같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라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법을 확대 적용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 업계가

개정안을 따르기 위해서는 특정 범죄자가 아닌 모든 이용자

대상으로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개인의 사적 공간을 검열해야

하고 꼭 불법 성 착취물이 아니어도 업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의심스럽다면 게시물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번방법이

시행되었지만 해외 기업에게 현실적으로는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결국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고객들이 사생활 검열과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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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개선 방안

1) 법 제도 개선 노력

올해 5월 19일을 기준으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번 n번방 방지법 시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면 새롭게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반포하는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반포하는 경우,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반포

과정에서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수준을 더욱 강하게 설정했다.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리처럼 합성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

차단하는 등의 유통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n번방 방지법’은

일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되지만 몇 가지

논란이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다. 우선 n번방 사태의 근원지인

텔레그램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텔레그램의

경우 서버나 본사의 소재조차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번 n번방 방지법의 시행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가 사업자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고 , 이는 곧 사업자들이 이용자를 과도하게

감시하도록 검열을 촉구하는 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후술하도록 하겠다.

2) SNS의 디지털 성범죄 안전망 구축 미흡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이유는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이 빠르게 퍼져 나가기

때문이다. N번방 사건에서 텔레그램의 보안성이 범죄에

악용되었듯이 , 각 IT기업의 SNS는 디지털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데 적극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IT기업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갖추고 있는 안전망은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카카오톡의

경우 대화 도중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대화방

나가기’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증거를 저장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했다. 라인은 휴대폰 인증 없이 아이디만 만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 가해자가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프로필이나

게시물의 공개가 ‘전체 공개’ 설정이 기본설정 값으로 되어

있어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인 카카오톡의 경우

오픈채팅방 상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활발하게 자행되고

있다. 가해자들이 오픈채팅방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고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카카오톡 측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금칙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채팅방을 단속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들을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대응에

그치는 조치이다. 미처 AI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되지

못 한 용어 들의 경 우 , 사 람이 직접 모 든 채팅 방을

들어가보면서 해당 범죄 사실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사실상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적발해야 하는데, 카카오톡은 신고 기능에 있어 취약하다는

것을 앞서 안전망 점검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카카오톡과

같은 IT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체 플랫폼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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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IT기업의 기술적 개선 노력

정부의 법률적, 제도적 개선 노력과 더불어서 IT기업의

기술적 개선 노력이 함께 이뤄질 때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IT기업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오픈채팅방에서 범죄가 벌어진 카카오톡의 경우,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용도로 만들어지는 대화방을

일괄 삭제하고 음란, 도박 관련 금지 규정은 한 번만 어겨도

영구적으로 이용 정지를 가하는 식으로 자체적인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텔레그램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카카오톡은 국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해 7월 2일부터는

카카오톡에서 특히 성 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올리지는 않더라도 그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협박, 유인하거나, 성범죄를 모의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사용자 계정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특히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련해서

이런 행위가 확인되면, 곧바로 영구적으로 계정을 없애는 등

강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4. 예상되는 반론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불법 성 착취물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올해 5월부터 소위 ‘n번방 방지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 적용의 오용과 남용이 일어났을 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행법은 명백히 불법을 확인했거나 경찰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자가 해당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자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포털과 같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라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법을 확대 적용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 업계가 개정안을 따르기

위해서는 특정 범죄자가 아닌 모든 이용자 대상으로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개인의 사적 공간을 검열해야 하고

꼭 불법 성 착취물이 아니어도 업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의심스럽다면 게시물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반포하는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반포하는 경우,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반포 과정에서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수준을 더욱 강하게 설정했다.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리처럼 합성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 차단하는 등의 유통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n번방 방지법’은

일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되지만 몇 가지

논란이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다. 우선 n번방 사태의 근원지인

텔레그램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텔레그램의

경우 서버나 본사의 소재조차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번 n번방 방지법의 시행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가 사업자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고, 이는 곧 사업자들이 이용자를 과도하게

감시하도록 검열을 촉구하는 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후술하도록 하겠다.

실효성 없이 국내 사업자만 규제하는 법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래

올해 5월 18일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가중영역 상한을 13년으로 권고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안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해당 기준안의 의결이

12월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 대법원 양형위에서는 성폭력

처벌법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양형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N번방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형 기준

강화가 12월로 미뤄지면 N번방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양형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의 내용이 양형 기준 상향에 반영되는

것에는 동의하는 만큼 더 이상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 기준의 조정과 같은 법 제도 개선이 확실하고 빈 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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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번방법이 시행되었지만 해외 기업에게 현실적으로는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결국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고객들이 사생활 검열과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불만으로 국내

기업의 서비스를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는 검찰과 경찰의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발생하면서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들이 해외 서비스인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추후에 국내 기업의 고객들이 서비스를 탈퇴하고 해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해외 메신저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내

기업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한편 N번방법의 ‘불법 성적 촬영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도 논란이 된다. N번방법의

핵심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것인데, 일반인이 불법 성적 촬영물을 판별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것이다(임순현, 2020.5.4).

5. 재반론

N번방법에 대한 위의 반론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 먼저, 개인의 사적 공간을 검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에

대해서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고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N번방법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까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SNS와 커뮤니티 등

게시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기술적 조치라는 것은 신고, 검색 제한, 경고문구 발송 등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김윤정, 2020.5.15). 결국 사생활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고 명백히

불법촬영물을 대상으로만 제한을 하는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도 실효성을 잃게 된다. 물론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도 국가가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국가가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 촬영물이 가까운 미래에 실질적 해악을 불러올

가능성이 명백하고 중대하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불법 촬영물은 제한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N번방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사생활이 검열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반박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국내 기업들에게만 의무가 추가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주장이다. 이번 N번방

사건에서도 텔레그램의 경우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도 공개된 바 없어 실제로 수사에 난항을 겪었으며 향후에 법안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에게만 규제가 강화되고 해외 기업들한테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고객의 이탈로 인해 국내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로 하여금 향후 수사기관이나

해외기관과 협조하여 규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 과도기의 과정에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자발적으로 N번방법을 준수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부탁하는 바이다.

N번방법에 명시된 ‘불법 촬영물’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비판론자들은 ‘불법 성적 촬영물’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조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개정 성폭력처벌법 14조 4항 전문을 살펴보면 ‘같은 법 14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나와있다. 즉 14조 4항만

봐서는 안 되고 14조 1항과 2항까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불법 촬영물의 범위가 ‘촬영대상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촬영되거나

유통된 촬영물’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결국 기업의 경우에도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고 국가도 그 것에 대해서만 처벌의 의무를 갖는 것이다. 또한 14조 4항은 ‘고의범’

규정이기 때문에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시청했거나 실수로 시청한 것이 입증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보낸 파일을 모르고 열어본 것과 같이 시청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잘못 증언한 탓에 고의성이 입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의성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은 여전 문제가 된다. 이는

향후 판례나 시행령 등으로 극복해야할 숙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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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는 말

2018년 12월, 기업의 디지털 책임을 논의하는 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Forum이 독일에서 개최되었다. 독일

국제협력공사 (GIZ)가 개최한 이 포럼은 기업의 디지털

책 임 (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CDR)를 본 격적 인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불러온 최초의 글로벌 포럼이다. UN,

OECD 등 국제 주요기구와 Facebook, Google, IBM 등 IT

대기업, 독일,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 각계 정부, NGO와

학계를 비롯하여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주요 기업 및

정부의 정책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글로벌 사회의 CDR

관심 제고를 촉구하였다.

해당 포럼에서 제시한 우수사례인 구글의 CDR 정책은 1) AI

기반의 사이버 폭력 컨텐츠, 불법행위, 부당광고 관리, 2) Safety

Google 정책, 3) 소비자의 계정정보 관리 강화, 4)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관리 강화로 이루어졌다. 특히 구글의 Trusted

Flagger 정책은 정부, NGO, 소비자가 참여한 모니터링으로 아동

보호, 성착취 콘텐츠 등 구글이 기업 정책상 규제한 컨텐츠를

탐지하고 개선사항을 접수하고 있다(황미진, 2019). 이처럼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은 CSR의 한 분야로IT 기업이 플랫폼

내 유통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책임성을 지녀야

한다는 새로운 논의를 형성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22일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시행령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해당 개정안에서는

전 기 ·정 보 통 신 사 업 자 가 제 공 하 는 모 바 일 메 신 저 와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디지털 책임이 최대한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이

규정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전연도 평균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또 는 하 루 평 균 이 용 자 가 10 만 명 이 상 인 사 업 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 촬영물 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받은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가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국내 IT 대기업과, 웹하드 사업자는

방통위가 ‘제 2의 N번방’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대폭 구체화해야 한다(김미희, 2020.7.22). 카카오톡은

해당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 앞서 서비스 운영정책에 성착취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는 제재 대상 계정의 영구적

서비스 이용 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김재섭, 2020.6.26). N번방 특별법의

구체적 적용에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기업의 디지털 책임에

관심을 기울이는 조치이다. 이처럼 IT 기업에게 CDR 실천을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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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기울이는 조치이다. 이처럼 IT 기업에게 CDR 실천을

촉구하는 사회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사회 포럼 개최, 국내법 개정 및 기업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IT 기업은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컨텐츠의

거대한 파급력을 점점 인식하고 있다.

반면 텔레 그램은 아직까지 기업의 디지털 책임 에

부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N번방’을

비롯한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불응한 상태이다. 앞에서

살펴본 국내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은 해외

사 업 자 로 서 국 내 사 업 장 을 운 영 하 고 있 지 않 아

개정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법 개정에서는

해외 소재 기업의 경우 어떠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공조 및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IT 대기업 역시 디지털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텔레그램 탈퇴 운동’ 과 같이 지속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비자의 노력에 부응할 수

있 도 록 기 업 의 디 지 털 책 임 실 천 을 위 한 다 양 한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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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공인인증서 없이 비밀번호 하나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결제와 송금을 할 수 있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의 결제 정보를

앱에 미리 등록해서 비밀번호와 같은 간편 인증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최진희 , 2019.10.01).

한국은행에 따르면 결제액 기준 국내 간편결제시장 규모는

2016년 11조 7810억원에서 2018년 80조 1453억원으로 약

7배 이상 성장하였다(문혜경, 2020.06.25). 지난 2015년

폐지되었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은 간편결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빅 데이터, SNS 등의 새로운 IT기술을

활용하는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말한다. 그리고

핀 테 크 기 업 에 는 위 에 서 언 급 한 간 편 결 제 와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에 핀테크 기업들에게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몰래 결제가 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지난 달 3일에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금융 플랫폼 토스에서 고객 8명 명의로 938만원의

부 정 결 제 가 발 생 하 였 고 ( 이 새 하 , 2020.06.09)

카카오뱅크에서,도

카카오뱅크에서도 올해 3월 동일한 수법으로 특정 고객에게

7차례에 걸쳐 총 44만원이 결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최민우,

2020.06.17). 이에 대해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의 오정근

회장은 편리성과 보안성은 상반된 관계에 있는데 과도하게

편의성을 강조한 간편결제 시스템은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최근 금융∙산업계에서 숙원으로 꼽던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올해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를 통해 공익 목적뿐 아니라

영리적 목적으로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이 고객

빅데이터 맞춤형 상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소비자 쪽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생기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점도 존재한다(조규홍,

2020.02.10).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서비스 시장은 앞으로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데이터 3법이

통과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면,

제2, 제3의 부정 결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보안과 관련된 핀테크 기업들의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6기 이승희, 26기 허세영
27기 강현진, 27기 김도완, 27기 류장환

간편함, 
그 뒤에 감춰진 보안 이슈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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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편송금 및 결제서비스의 그림자

(1) 사각지대에 놓인 핀테크

핀테크 기업의 등장으로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부분에 변화의 바

람이 일어났다. 핀테크가 금융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계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맞춤형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이

용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송금을 하고 결제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방향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새로

운 서비스 출현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된 사전보안성 심의1는

폐지하고, 금융사가 자기 책임 아래 자유로운 인증방식을 도입하

도록 유도하는 대신 사후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규제

산 업 이 라 불 릴 정 도 로 강 한 규 제 를 받 아 왔 던

기존 금융산업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환경은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을 꿈꾸고 성장해나갈 수 있

는 발판이 되어주었다. 핀테크 기업들은 느슨한 규제 속 소비자

들의 편리성에 집중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중심에 모바일 금융 어플리케이션 ‘토스’가 있다. 토스는

2015년 간편송금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금융당국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선정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부정결제 사고로 SNS와

커뮤니티엔 ‘토스 10초 탈퇴’란 제목으로 탈퇴 방법을 안내하는

게시물들이 빠른 속도로 공유되었다(이남의, 2020.06.23).

이를 통해 토스가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보안성 심의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전산센터를

구축 및 이전하는 경우 전자금융 부정사용 예방, 금융정보 유출

방지, 명의도용 방지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보안성을 심의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토스

는 설립된 이후 단 한번도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됐다(이새하,2020.06.09). 금융당국의 종합검사와

부분검사를 통해 1~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는 금융사와는

달 리 , 토 스 는 관 리 의 사 각 지 대 에 있 던 것 이 다 .

토스의 성장 이면에는 금융당국의원지원이 있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사후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이후 토스의 대응도 논란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하

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스는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핀테크원전문가는 모바일페이 서비스를 하는 업체

들이 금융업이 아닌 IT 업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오은선,2019.10.2

0).

금융업은 신뢰와 안정성을, IT업계는 편리함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서비스의 운영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만, 현

재 금융서비스를 하고 있는 IT회사들은 산업 경계가

모호하여 이들에게 적용되는 전자금융법은 보안을 논하기에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이유미,2019.08.28).

이렇듯 느슨한 규제 속 여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핀테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어쩌면 토스의 보안 사고는 예견된

사태였을 수도 있다. 각종 규제 완화로 핀테크 사업 규모가

커진 상황 속에서 보안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에는 한없이

소홀했던 것이 그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핀테크

업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보안에 대한 금융당국과

사업자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 FDS(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만병통치약인가?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은

결제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만든 후, 패턴과

다른 이상 결제를 잡아내고 결제 경로를 차단하는 보안

체계이다. 단순히 보안 솔루션에 의존하던 이전의 보안

방식과 달리 기존의 수많은 결제 정보를 수집한 후 ,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터넷 상의 금융 거래에 적극적으로

보안 개입을 하는 특징을 지닌다. 때문에 점점 커가는

핀테크 분야에서 FDS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반대로 FDS 시스템 상의 허점은 곧

핀테크 기업의 치명적인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토스의 부정결제 사고는 FDS 시스템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토스는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만으로 토스 앱 상의 적립금인 ‘토스머니’를 현금처럼

송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웹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토스 고객 4명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 결제가

진행되는 피해를 입은 것이다. 당시 FDS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토스 측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FDS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 보안성 심의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전산센터를 구축 및 이전하는 경우 전자금융 부정사용 예방,

금융정보 유출 방지, 명의도용 방지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보안성을 심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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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인증방식이 36%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의 32.2%를

앞질렀다(한국은행, 2020). 이처럼 보안카드에 비하여 보다

단순한 간편비밀번호를 사용할 시, 최근의 토스 부정결제 사례와

같이 비밀번호 도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전자결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비밀번호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유출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 사고의

발생을 대비하여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책임 소재의 이동과

소비자 중심의 보상 정책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 최대의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Paypal)은 사용자

책임원칙을 준수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얻었다. 간편결제

업계 대비 다소 비싼 결제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간편결제

시장에서 72%의 점유율을 보유하며 시장 장악에 성공한 요인 중

하나는 보상원칙이다(금융보안원, 2018). 페이팔은 높은 수준의

위험관리시스템(FDS)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정결제 등 금융사고에 대해 즉각적인 소비자 배상 조치를

취한다. 페이팔은 금융사고 원인 규명 이전에 소비자 피해액을

선지금하는 ‘소비자 배상 부담금’을 신속한 소비자 배상 및

사고조사를 담보한다. 또한 매년 소비자 배상 부담금을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심재석, 2020.06.16).

토스는 지난 6월 발생한 도합 8건의 부정결제 사건에 대해

피해액 선보상 조치를 취했다. 수사가 진행 중이며 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제공한

국내 첫 사례이다. 토스의 운영사는 7월 6일부터 ‘고객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카카오페이 또한 8월부터

명의도용 및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부정결제건에 대해 소비자

선제보상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윤진호, 2020.7.7).

부상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앞다투어 전자금융사고 사업자

책임원칙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기존 은행 및 카드사에서는

부정결제 사건 신고 후 소비자의 피해 보상조치 결정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검찰수사를 거쳐 소비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후 비로소 보상받을 수 있었다.

전통적인 금융사업자 및 기업의 경우, 고수하고 있는 소비자

책임원칙에서 사업자 책임원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편한 금융’을 앞세워 보안성보다 편의성을 강조하는 핀테크

기업과, 기존의 보수적인 운영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금융사는 전자금융사고 사업자

책임원칙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번 토스의 부정결제 사고와 관련해서 다른 모바일페이

업체들을 비롯한 핀테크 기업들 역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의 금융사들과

비교해 취약한 FDS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은

새롭게 부상하는 핀테크 업체들에 비해 방대한 보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 역량의 차이가 FDS

시스템의 수준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토스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거대 핀테크 기업임에도 부정결제와 같은 FDS

시스템의 문제를 보인 만큼, 비교적 작은 신생 핀테크

업체들은 보안 상의 문제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핀테크기업들이 추구하는 주요한 가치인 ‘편리함’은

FDS 시스템의 발전과 상충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

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리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보안 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다. 토스의 경우 사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어떠한 타인이라도

사용자의 계좌에 접근하여 금융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대체로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비밀번호로

설정하고 , 해당 비밀번호를 여러 플랫폼에 돌려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간편함이 오히려 리스크를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 또한 기존의 금융사들의 경우에도 FDS

시스템을 보다 세밀하고 깐깐하게 적용했을 때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문제로 들며 FDS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핀테크

기업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기존의 금융사들 역시 온라인

금융에 힘을 쏟으면서 온라인 금융 업계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고객들을 끌어들일 가장 강력한 유인인 ‘편리함’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편리함’과 ‘보안성’의 적절한

타협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셈이다 . FDS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금융상에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를

예방하는 방향성에 있어 ‘편리함’과의 상충이라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3. 간편 송금 및 결제서비스의 개선 현황

(1) 발 벗고 나서는 핀테크 기업들

온라인 또는 모바일 창구에서 자금이체 시 주로 이용하는

본인인증 방법은 점점 간편해지고 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통한 본인인증은 옛말이다. 60~70대에서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이용한 자금이체 비율이 71.6%로

현재까지 절대적이지만, 40~50대 중장년층에 이르러서는

절반 이하인 46%이며, 20~30대 청년층에서는 간편 비밀

Summer 2020 51



(2) 드리워지는 법의 울타리

금융위원회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금융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소비자의 금융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제를 강화했다. (이지윤, 2020.06.14) 우선 금융회사들이

책임져야 하는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대폭 늘려 전반적인 보안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9조에서는

접근매체에 대한 위·변조, 정상적 계약 체결 또는 거래 지시

이후 발생한 문제, 혹은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만 금융사의

배상책임을 규정했다. (박종서, 2020.06.14)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는 한 금융사가 1차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전자금융사고의

범위와 최근 토스 부정결제 사고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전자금융업자들이

관리하는 소비자들의 충전금의 훼손을 막아 더욱 강력한

보호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간편송금서비스 업체들 또한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금융범죄의 배상책임의무를 지게 하는 계획을 밝혔다. (유대근,

2020.06.22)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토스 등 주요

간 편 송 금 업 체 4 곳 을 통 한 보 이 스 피 싱 피 해 액 은 약

3600만원이다. 그러나 간편앱 내 충전금 피해 액수는 확인할

수 없어 그 피해액은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간편송금업체가 ‘금융기관’으로 규정된다면,

간편송급업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환급의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FDS(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를 자체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의심계좌와 전화번호를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하기 때문에

금융사기 예방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3)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대체 인증

한편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등장한 ‘패스 인증서’는 강력한

보안성과 높은 편의성을 장점으로 전자금융서비스의 각종

보안문제를 해결하는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패스 인증서’는

핀테크 보안업체 ‘아톤’이 이동통신 3사와 협업하여 3사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전자서명 서비스이다. 먼저 패스

인증서는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한 6자리 PIN 번호

혹은 생체 인증을 이용하여 간편함을 갖추었다(최민영 ,

2020.05.21). 무엇보다도 PASS 앱은 휴대폰 분실 및 도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성이 뛰어나다. 먼저 휴대폰을 분실하는 경우, 분실

신고 이후 PASS 앱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PASS 앱은

생체인증 혹은PIN 번호을 통한 보안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5회 이상 틀릴 경우, PASS 앱 자체가

초기화되며 저장된 정보가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각종 보안

위험으로부터 사용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호연, 2020.7.6). 이처럼 다양한 민간 기업에서

보안성을 강조한 사설인증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자발적인 보안 인증 획득 노력

전자금융거래법과 핀테크 업계의 보상정책 등 제도적

강화와 더불어 근본적인 사이버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 전자금융사의 사이버 보안 관련 대외

인증의 획득은 업계의 표준적인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공신력 있는 보안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거래금융탐지시스템(FDS)의 개선 및 강화는 각 전자금

융사가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이와 달리 사이버 보안 관련

인증 획득과 같은 대외적인 노력은 핀테크 업계의 표준 부안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대외 인증 획득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두 기업은 국내 온라인/모바일 간편결제 서비

스에서 결제액 및 이용 고객수로 1, 2위를 다툰다(인크로스,

2020). 먼저 카카오페이는 전체 서비스 운영망에 대해

금융보안원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취득에 성공하였다. ISMS-P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체계의 운영과 수립, 소비자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의 도합 384개 세부통제항목 만족

여부를 평가하는 수준 높은 개인정보 인증제이다. 카카오

페이는 국제 표준화기구의 국제정보보호인증(ISO 27001),

지불카드산업정보보안표준 인증(PCI DSS), 한국인터넷진

흥원의 정보보호 관 리체계 (ISMS)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PIMS)를 모두 획득하여 국내외 주요 대외

인증제를 모두 만족하고 있다(송가영, 2020.6.5). 네이버

페이는 2016년 국내 핀테크 산업계에서 최초로 SOC 인증을

획득한 뒤 5년 연속 갱신에 성공하였다. 네이버페이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 자가검사를 통한 프라이버시 통제 정책 및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SOC 인증은 네이버페이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통제하며, 적법한 통제 절차를 통과해야 비로소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김나리 ,

2020.5.22). 이처럼 핀테크 기업은 인증을 획득하여

정량화된 보안 수준을 입증받고 전자금융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자발적인 이용자의 보안

정책 및 시스템 강화와 대외 인증 획득을 통해 보안성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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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핀테크 기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간편결제, 간편송금서비스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3법이 시행된 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몇 차례의 부정 결제 사고들은 간편성에 매몰된 현행 결제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자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물론 개인정보 보안의 관점에서만 현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는 자칫 핀테크 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고객들에게 바람직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 하지만 2015년에우리를 그토록 스트레스 받게 했던

공인인증서 의무 조항이 폐지된 것과 전통적인 금융업체들이 버젓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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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핀테크 기업들의 간편결제 서비스에 열광하는 것도

모두 빠르고 편리한 기술이야말로 고객들이 금융 서비스에

기대하는 핵심 니즈임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 또한

공인인증서가 의무적으로 사용되던 시기에는 보안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아닌 이용자가 공인인증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떠안았다.

하지만 핀테크 산업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의 책임을 주로

사업자가 지게 된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고객의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바람직한 쪽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토록 빠르고 편리하며 고객의 권리를 기존보다 더

보호해주는 핀테크 기업의 위와 같은 장점들은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면 자칫 사라져버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통제하게 된다면 핀테크

기업만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점은 획일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안 측면에서만 ,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

여러가지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고객이 편리함을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얻는 가치가

보유한 금융 자산이 불안정해짐으로써 오는 손실보다는

크지 않을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금융 사고에 대해서 책임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은, 앞서

언 급 하 였 던 고 객 의 권 익 을 증 진 한 다 는 내 용 을

차치하더라도 기업 스스로 안전 장치를 마련할 유인을

제공한다. 마이클 포터는 향후 기업들이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익 창출까지 달성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 다 (Porter & Kramer, 2011). 인 터 넷 금 융 기 업 이

자체적으로 보안 문제에 대해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행위는 고객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

기업 스스로한테도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가치창출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Ⅰ. 들어가며

최근 몇 년 간 IT업계의 화두는 ‘협력’이었다. IT를 둘러싼

융복합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타 산업군과의 제휴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업계 내부에서도 기업 간 기술 협력이 부쩍 증가했다.

기술의 특성상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여러 솔루션들의 융합이

요구된 것도 있지만, M&A를 통해 몸을 불려온 글로벌 기업들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기업 간 협력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때로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손을 잡기도

했고, 전례 없던 기업 간의 자발적 연합체도 대거 등장했다.

2009년 결성된 VCE연합(VM웨어, 시스코, EMC)은 당시

통합시스템 시장을 독주하고 있던 오라클의 경쟁자로 부상하며

성공적으로 입지를 다졌고 ,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대보정보통신, 우리별텔레콤, ABC솔루션 등 10개 회사가

연합한 ‘이노퓨처 얼라이언스’가 구축되어 주기적으로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고 융합하고 있다 . 한편 과점된 국내

IT서비스시장에서 파이 경쟁을 하고 있는 삼성SDS, LG CNS,

한화시스템이 모두 한 연합의 회원사로 속해 있다는 점도

진귀한 일이다. 이들은 3대 블록체인 컨소시엄 중 하나로

꼽 히 는 이 더 리 움 기 업 연 합 (Enterprise Ethereum

Alliance)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JP모건 등의 글로벌

기업들과 공조체제를 이루며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처럼 IT업계에서는 기업 간 협력 추세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반면 SW업계는 상생협력 이슈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SW산업은 패키지보다는 아웃소싱이 대부분인

시스템통합(SI, System Integration)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왔다. 그 과정에서 교섭력의 차이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했고, 이런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 하에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수 차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업계는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을 해결하고자 공공분야 SW사업에서 대기업 참여를

일부 제한하기도 했지만 이미 곪아버린 생태계 질서는

중소기업간 분쟁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었다.

아직 이렇게 내부의 분쟁도 채 근절하지 못한 산업에서 향후

파생될 수많은 거래질서들이 협력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국내

기업생태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아닐지, 그 중심에 있는

SW업계에 대하여 기업 간 분쟁해결 노력이 촉구되는

바이다.

이에 IT와의 융복합이 필수가 된 시대에 기업 간 협업

증가로 더욱 복잡해질 SW업계의 거래구조에 적합한

분쟁해결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SW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업 간 분쟁의 실태를 분석한 뒤, 국내 다른 산업과

주요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을

중심으로 그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려 한다.

26기 정유진

SW업계 기업분쟁의
새로운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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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SW업계의 기업분쟁 실태

1. 하도급 분쟁

SW 분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하도급

분쟁이다.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조정 접수

유형을 살펴보면 ①하도급 대금 미지급, ②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위반, ③부당 감액, ④서면 미교부 유형 등 순으로,

주로 하도급 대금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다. 실무에서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가 고질적인 문제인데, 처음 용역을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이후 각종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줄

것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

문제도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이다. 2019년에는

㈜NHN이 이미 용역이 시작된 이후에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고, 심지어 일부 거래에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도급-수급 업체 간 기술 탈취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출이라는 명목으로

소스코드나 개발기술자 정보와 같이 핵심적인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교육∙훈련시킨 직원을 무분별하게 스카우트해서 중소

수급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인력 탈취의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2. 지식재산권 분쟁

지식재산권 분쟁은 SW 분야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띤다.

전통적으로 SW산업을 분류하는 패키지SW, IT서비스,

임베디드SW 분야로 각각 나누어 분쟁 현황을 서술하겠다.

1) 패키지SW 분야

패키지SW 분야의 경우 라이선스 위반이 주된 쟁점이다.

다른 사용자가 불법복제, 혹은 허락 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권리자인 소프트웨어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무단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사실 국내 패키지SW 시장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IBM, SAP와 같은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편은 아니다. 업계와

정부도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2) IT 서비스 분야

IT 서비스 분야에는 SI, IT 아웃소싱 , IT 컨설팅 사업이

포함되는데, SW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SI분야에서의 분쟁이

가장 심각하다. SI는 비용을 지불하는 발주자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수주자 사이에서 누가 저작권을 갖는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권 귀속 문제가 주된

쟁점이다. 주로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복제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유사한 기능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경쟁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복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개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소스코드를 그대로 가져가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개발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된

조직(법인)이 업무상 권리자가 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오해가 분쟁으로 빚어진다. 이러한 법적 권리의 소재를

개발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소스코드를 다른 회사에서도

사용하게 되어 영업비밀의 침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3) 임베디드SW 분야

임베디드SW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뿐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권의 문제가 동반된다. 사실상

하드웨어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관련한

영업비밀이 이슈가 되기도 한다.

3. 정보보호 분쟁

IT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보보호

산업에서의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ICT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정보보호 관련

분쟁은 총 122건으로 2018년 25건 대비 약 388%로 대폭

증가했다 . 기업과 소비자 간(B2C) 분쟁이 대부분이지만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서 기업 간 정보보호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 정보보안 산업은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유출 및 침해 발생 시 대응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Ⅲ.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1. ADR의 개념과 기업 생태계에의 의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당사자간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며 특히

기업분쟁의 경우 분쟁의 장기화로 낭비되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비즈니스에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다. 대안적

분 쟁 해 결 방 법 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의 소송을 통한 해결방식을 대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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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합의 또는 제3자의 조력을 통해 해결안을 도출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그 결과에 일정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한다(사법정책연구원, 2019).

ADR은 소송에 비해 월등히 낮은 비용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며, 승패가 아닌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면에서

사회통합적 의의를 갖는다. 특히 기업분쟁은 동종업계에서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재판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발적으로 합의를 도출한다는 면에서 지속가능한

거래질서를 이끌어낸다는 장점을 지닌다.

ADR은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사법형, 행정형,

민간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본고에서 중점을 두고 다룰 제도는

행정형 ADR이다. 법원에서 행해지는 사법형 ADR이나, 민간

분야의 기관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민간형 ADR과는

달리 행정형 ADR은 행정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제도이다. 특정 분야의

정책형성 및 집행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법형

ADR이나 민간형 ADR에 비해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ADR을 통해 파악한 분쟁원인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유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필요한 법안을 입안하여

규제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사전적인 갈등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

Ⅳ. SW업계의 ADR 도입 가능성

현재 명시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분쟁조정기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200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바

있으나, 2009년 법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폐지되었다.

이에 현재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을 ADR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유형에 맞춰 적합한 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하 도 급 분 쟁 시 한 국 공 정 거 래 조 정 원 의 ‘ 하 도 급 분 쟁

조정협의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보보호산업분쟁

조 정 위 원 회 ’, 전 자 상 거 래 분 야 에 서 는 ‘ 전 자 문 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을 통해 ADR을 진행할 수 있다.

분쟁분야 기관

건설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언론∙방송
- 언론중재위원회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노동∙환경
- 노동쟁의조정위원회∙노동쟁의중재위원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보∙통신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거래∙계약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금융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지식

재산권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표 1] 국내 행정형 ADR 기관 설치 현황

2. 우리나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운영현황

우리나라에도 분야별로 다양한 행정형 ADR 기관이

있다. 분야 별로 설치된 주요 ADR 기관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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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용 가능한 ADR 기관

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제 1 항 은 한 국 공 정 거 래 조 정 원 으 로 하 여 금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의거하여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2011년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타

조정업무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이루어진다.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신고로

조정신청이 이루어지지만, 원사업자 입장에서도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2)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에 의거하여 분쟁알선, 제114조에 의거하여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알선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 권유를 통해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방식이며, 평균 2개월의

처리기한 내에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신청비용은 무료이며 성립 시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그림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절차

한편 조정은 1~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대상은 저작권과 관련된 이용문제에 한정된다.

[그림 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절차

[그림 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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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 설치된 기구로서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

서비스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한 분쟁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산업계 인사 혹은 이용자기관, 공무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조정안을 제시 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조정서를 작성함으로써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인 분쟁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

.

4)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2000년 발족하였으며, 2016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관되었다. 소비자와 전자거래기업간 B2C 분쟁, 개인간 C2C 분쟁, 전자거래기업 상호간 B2B 분쟁 등

전자거래 관련 모든 분쟁이 조정대상이 된다. 조정부는 3인 이내로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중 1명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조정방법으로 사이버조정이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수하고 복잡한 사안의 경우

당사자들이 조정장소에 출석하여 절차를 진행하지만, 사이버조정으로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온라인채팅시스템과

음성화상조정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 실시간 조정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조정안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조정안이 성립되며, 이때의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림 3] 정보보호산업의 분쟁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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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현재 운영되고 있는 ADR기관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확대되고 있는 SW시장에 비례하여 증가할 분쟁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이조차 제한적이다. 가령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SI기업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혹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중 어느 하나로만

해결하기에는 개별 기관의 전문성이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현재로서는 ADR기관들 간에 협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쟁유형과 산업 분류를 넘나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은 적합한 분쟁해결기구를

선정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다.

게다가 알선과 조정으로만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조정을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게 되면 아무런 효용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중재는 조정과 달리 제3자인 중재자의 판정에 당사자들이

구속되기 때문에 합의 달성에 대한 우려가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국은 재판과 마찬가지로 제3자의 판단이 사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안의 유연성이나 합의의 자발성 측면에서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으로서의 장점이 희미해진다. 이에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는 조정과 중재를 혼합한 조정∙중재 연계형(Med-Arb) 분쟁해결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조정∙중재

연계형 분쟁해결방법은 제3자가 처음에는 조정인의 역할을 하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중재판정을 내리는 절충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반대로 중재∙조정(Arb-Med) 방식도 가능하다. 중재조정 방식에서 중재자의

결정초안은 당사자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고 봉투에 봉해지며, 당사자들은 중재자 앞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중재인이 만들어 놓은 결정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협상이나 조정이 성공하지 못하면 당사자들은 봉투를 열어 결정을 읽고

미리 정한대로 그 결정에 구속된다.

[그림 4] 전자문서∙전자거래의 분쟁조정절차

Summer 2020 59



SW관련 분쟁의 경우 산업 간 융∙복합으로 인해 분쟁에 얽힌 이해관계자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쟁의 성격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ADR 방식만으로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며 SW 업계에 특화된 보다 전문적인 기구와,

중재와 조정의 장점을 모두 취한 Med-Arb나 Arb-Med 방식과 같은 복합적인 대체적분쟁해결방안이 활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Ⅴ. 마치며

ADR은 그 유용성을 인정받으며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SW 업계에서 ADR 제도의 필요성은 꽤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왔다. 기술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 다양한 산업과의 높은 범용성, 다단계 하도급 관행 등 산업의 특성이

전문성∙자율성∙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ADR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ADR 기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은

미흡했으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 실태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현존하는 ADR 방식을 SW업계 기업분쟁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기관별 담당 분야가 한정적이고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ADR 제도가 SW업계 분쟁해결의 주류 방식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제도적인

정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할 점은, 이해당사자 간 적극적인 분쟁조정 의지를 갖는 것이 ADR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기업들은 우선 문제의식 없이 행해져 온 관행들이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분쟁이 심화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기업들이 회계적 오류나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제3자의

외부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것처럼, ADR 역시 분쟁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대책이 아니라 사전적인 예방책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분쟁의 싹이 보이고 사법재판제도로 나아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사소한 이견들이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ADR을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ADR이 그 장점을 발휘하며 기업분쟁의 해결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ADR이 소송에 대한 ‘대안적’

성격이 아닌, 분쟁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으며 나름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1. 논문 및 보고서
김봉철(2019).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김윤명(2016). SW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ADR 현황과 시사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윤명∙김현숙(2017).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이슈와 개선방안.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함영주(2016). ADR기본법 제정방향 및 현행 ADR기구의 합리적 운영방안.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황승태∙계인국(2016).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 기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ecmc.or.kr/ecmc/index.do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 https://www.kisis.or.kr/kisis/index.d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hp/bin/mediate.do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opyright.or.kr/main.do
남상진(2019. 11. 29). [변호사 칼럼]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회 통해 소송부담 덜 수 있어”. 한국건설신문.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565
이재철(2016. 06. 09). [ET 단상]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발판 삼아 건전한 생태계 구축하자. 전자신문. 
https://m.etnews.com/20160609000412
한동훈(2019. 11. 06). 10건 중 9건은 국내기업간 기술유출…잇단 소송에 ‘진흙탕 싸움’만.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P054NS6

.

60 Sustainability Review

https://www.ecmc.or.kr/ecmc/index.do
https://www.kisis.or.kr/kisis/index.do
http://www.kofair.or.kr/hp/bin/mediate.do
https://www.copyright.or.kr/main.do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565
https://m.etnews.com/20160609000412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P054NS6


FOCUS
산업군별 CSR

IMO2020과 국내산업계의대응

유통업계친환경트렌드

농업의지속가능성이슈에대한검토와한국의노동협동조합

Summer 2020 61



1. IMO 2020

IMO 2020은 174개의 회원국을 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규제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성비를 유발하는 황산화물(SOx) 배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국제 항행에 종사하는 400t급 이상의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 규제의 핵심인 황산화물은 3대 대기오염물질

(질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의 하나로, 선박은

전체 황산화물 배출량의 약 13%를 차지한다.

IMO 2020은 단순한 환경 규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규제가 내려지면서 선박들은 스크러버(배기가스 정화

장치) 혹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장치를 설치하거나

저유황유로 연료를 전환해야 한다. 황 함유량이 0.1%인

저유황유는 고유황유보다 40~50% 비싼 상황이지만, 규제가

이행되면 저유황유와 고유황유 간의 가격 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유류비는 가격 경쟁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요소로, 저유황유를 생산하는 정유사의 이익 증가가 예견되고

있는 바, IMO 2020으로 인해 발생할 여러 변화에 대해 각

산업계에서는 나름의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국내

정유업계와 해운업계에 IMO2020이 미친 영향과 두 업계의

대응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유업 및

해운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6기 이재원, 27기 정수민, 27기 조유빈

2. IMO 2020의 영향

2.1. 해운업

선박연료의 황산화물 함유량 기준을 낮춘 IMO 2020은

선박을 운용하는 해운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사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격화되는

글로벌 해운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이 단락에서는 국내 해운업의 현황과 IMO

2020의 영향, 그리고 국내 해운사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해운업 현황

한국의 해운업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외형 성장을

거듭해왔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해상운송수지는

흑자를 지속하며 꾸준히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글로벌

해운업은 과점시장으로 시장의 상위 플레이어들이 초대형

선박 발주를 늘림에 따라 운임이 하락하면서 해운업

장기불황이 시작되었다. 2016년 이후 국내 해상운송수지는

적자 전환하였고 2017년에는 약 50억 달러까지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이후 적자폭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2019년

기준 해상운송수지는 약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0).

2017년에는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파산할 정도로

국내 해운업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는

2018년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문성혁, 2020. 4. 29).

IMO 2020과 국내 산업계의 대응

국내 정유산업과 해운산업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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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 구조상 해운산업은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 육로

운송이 불가능한 지리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운은

한국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운업은 한국의 주력산업인 조선, 철강과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으로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된다(삼정KPMG 경제연구원,

2019). 따라서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위기에 놓인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사안이며,

IMO 2020과 같은 환경규제는 해운업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다.

IMO 2020과 해운업

IMO 2020에 따라 선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앞서 제시된 3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기존 고유황유에서

저유황유로 대체하는 방법, 두번째는 황산화물 저감장치인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것, 마지막은 LNG 추진선박으로

선대를 교체하는 것이다 . 각 대응방안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며, 해운사들은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규제 발표 초기에는 다수의 선사들은 저유황유로의 대체를

선택한다고 발표했다. 저유황유를 사용하면 기존 선박에

추가적인 장비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서 비용부담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고유황유 대비 높은 가격과 수요

급증에 따라 유가가 급등할 경우 가격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고유황유 사용에 최적화된 선박의 경우에

저유황유를 사용할 때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황산화물 저감장치인 스크러버를 장착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유황유를 주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크러버의 기술적 완성도도 높은 수준으로 황산화물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도 가능하다. 그러나 60억원에 달하는

스크러버 장치 설치 비용과 설치 기간 중 미운항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설치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물

선적 공간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LNG 추진선박 도입은 환경규제를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으며 최근 많은 해운사들이

채택을 하고 있다. 황산화물 배출량은 물론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 이산화탄소까지 감소시키는 친환경적인

대응방안이다 . LNG 공급확대로 인한 연료 경쟁력이

추가된다면, 초기 투자비용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선박을 신규로 건조해야 하며,

LNG 저장탱크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화물량 손실이

발생하고, LNG 벙커링 인프라가 부족하여 운항 범위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KMI, 2019).

IMO 2020에 대한 대응방안은 해운업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LNG 추진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저유황유는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

스크러버는 환경 문제가 불거지면서 LNG 추진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크러버의 경우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방식의 개방형 스크러버를 사용하는 선박들에

대해 주요 항구들에서 입항 금지를 결정하면서 폐쇄형

스크러버를 제외하고는 스크러버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 LNG 추진선의 경우 향후 환경규제가 강화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1년 조선사들이 만들고 있는 LNG 추진선 잔량은 29% 증가한

반면 , 스크러버를 설치할 계획인 선박의 잔량은 44%

감소했다는 점이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준다(엄주연, 2020. 6.

26).

국내 해운사 대응 사례

국내 주요 해운사로는 HMM, 팬오션, 대한해운 , KSS해운,

흥아해운이 있다. HMM은 국내 1위 해운사로 컨테이너선,

벌크선1, 원유선 등을 운용한다. 팬오션, 대한해운은 벌크선과

아시아 항로를 주력으로 하며, KSS해운은 LPG, 가스선과 아시아

항로를, 흥아해운은 컨테이너선과 아시아 항로를 주력으로 한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前 현대상선 )은 스크러버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HMM은 현재 보유 중인 컨테이너선

70여척의 70%에 스크러버를 설치했으며, 2021년 인수할

8척의 배에도 스크러버를 설치할 예정이다(최유라, 2020. 6.

18). HMM은 개방형과 폐쇄형이 모두 가능한 하이브리드

스크러버를 탑재함으로써 주요 항구들의 입항 규제에도

대응하고 있다. HMM은 2020년 초대형 선박 12척을 인수하며

선복량(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총량)을 빠르게 늘렸고, 세계 8위

선사에 오르게 됐다(김우영, 2020. 5. 5).

초대형 선박은 인수하더라도 연료비나 항만 입출 항료는 크게

늘어나지 않아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힘입어 세계 3대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에 가입하며 한국

해운업의 경쟁력 회복에 앞장서고 있다. HMM은 규모를 키우고

환경규제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비용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대한해운은 LNG, LPG, 석유, 석탄, 철광석 등 원자재 운송을

주력으로 하며, LNG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전용선을 운영하고

있다(대한해운, 2020). 대한해운은 IMO 2020에 직접 대응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1 벌크선은 철광석, 곡물, 목재 등 원자재를 운반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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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LNG 추진선에 대한 수요에 발맞추어 대한해운은

선박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LNG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전문 회사를

설립하며 LNG 관련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안소영, 2020.

7. 6). LNG 벙커링선은 해상에서 LNG를 공급해주는 선박으로

LNG 추진선 도입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2018년 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해운업계의 70%가 저유황유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스크러버 설치를 선택한 기업은 30%에 달했다(KMI, 2019). 즉,

규제 초기에는 LNG 추진선을 도입하겠다고 한 해운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유황유와 스크러버 도입이 갖는

한계들 때문에 LNG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해운사들의 IMO 2020 대응방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IMO

2020으로 인해 해운업이 어떻게 재편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2. 정유업

이와 같이 IMO 2020의 규제로 인해 선박 업체들은 여러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LNG 및 LPG 추진선을 도입하거나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방법은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규제 시행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유황제품인 경질유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박유에 대한 황함량

규제인 IMO 2020은 정유 산업에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므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조대인, 2020. 1. 2).

IMO 2020과 석유시장 수요 예측

일반적으로 선박의 긴 내용 연수 때문에 규제 시행 초기에는

스크러버 장착이나 LNG 추진선으로의 전환보다는 저유황유에

크게 의존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저유황유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저유황유에 해당하는 저유황

연료유(LSFO)와 선박용 경유(MGO)c 해당 규제로 인해 고유황

중질유 중심의 현재 선박 연료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고유황 연료유(HSFO, High Sulfur

Fuel Oil)를 대신할 저유황 연료유(LSFO, Low Sulfur Fuel

Oil)의 수요가 급증하고 저유황 연료유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선박용 경유(MGO, Marine Gas Oil)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먼저, IEA는 1960년대부터 가장 널리 사용된 해양연료인 고유황

연료유의 수요는 2019년 3.5mb/d에서 2020년 1.4mb/d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선박용 경유의 수요는 2019년

0.9mb/d에서 2020년에 2.0 mb/d로 증가할 것이며, 새로운

연료로 도입될 초저유황 연료유(VLSFO, Very Low Sulfur Fuel

Oil)의 수요는 초기(2020년)에는 1.0mb/d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혼합유분의 가용성 여부와 호환성 문제로 인한

제한적인 사용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금방 해결되어 초저유황 연료유는

경 유 대 비 더 욱 저 렴 하 다 는 장 점 을 바 탕 으 로

2020~2024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해양연료로 부상할

것이다. 선박용 경유의 수요는 2020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로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형선박이 견고한

수요층으로 남아있고 넓은 가용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규제 시행 초기에는

기존의 고유황 중질유에서 탈황 공정을 거친 저유황

중질유를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경유와 고유황 중질유를

섞은 혼합유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도 경유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홍석준, 2019).

IMO 2020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0년에 일부

선박들은 초저유황 연료유의 가용성 부족 문제와 비용

문제로 규제를 준수하지 않아 수요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미준수 선박의 해양연료

수요규모는 2021년 30만b/d, 2024년에는 6만b/d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유황 연료유와 경유의 수요증가에 대해 IEA는

경유와 저유황 연료유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확대되며

고유황 연료유와의 가격차이가 확대되고 정제마진3도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고유황 연료유의 수요

감소로 공급과잉이 발생하여 고유황 연료유의 가격이

급락하면 선박회사가 가격이 비싼 저유황 연료유와 선박용

경유 대신 다시 고유황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스크러버를

장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IMO 규제 효과의

영향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이달석, 2019).

결론적으로, IMO 2020 규제가 본격화되며 정제마진은

단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공급으로 인한

가격변동, 정제설비 신증설 계획과 같은 공급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장기적인 정제마진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조대인, 2020. 1. 2). 따라서 정유사들은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이 기대되는 석유화학산업으로의 진출이나

저유황 연료유 시장선점 등의 경쟁력 강화 방법을 모색하여

장기적인 수익성 둔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IEA의 ‘Market Report Series: Oil 2019 Analysis and 
Forecasts to 2024’의 소주제 중 하나인 IMO 2020, Calm 
after the storm(IEA Oil 2019, ’19. 3)을 대한석유협회가 번역
및 요약하여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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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제마진이란, 휘발유와 경유 등 정유제품 판매 수익(가격) 
에서 원료인 원유 수입비·운송비 등의 비용을 뺀 금액이다.



국내 정유사 대응 사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유사들은 경질제품인 경유 마진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질유의 마진은 약화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경질유시장을 선점하여 석유시장의 점유율과

판매량 확대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조대인, 2020. 1.

2).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유업계인 SK 이노베이션 ,

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의 네 기업이 IMO 2020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SK 이노베이션은 IMO 2020 규제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

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저유황중유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SK 이노베이션의 석유제품 수출 및 트레이딩

자회사인 ‘SK 트레이딩인터내셔널(SKTI)’은 2018년부터

국내 업체 중 최초이자 유일한 ‘해상 블렌딩 비즈니스’를

운영하여 저유황중유 시장을 선점했다 . ‘해상 블렌딩

비즈니스’란 싱가포르에서 초대형 유조선을 빌려 블렌딩용

탱크로 활용하고 해상에서 황 함유량이 각기 다른 중유를

섞어 저유황중유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이 방법을 통해

SKIT는 2018년에는 초저유황중유의 물량을 2배 가까이

늘렸다. 또한, SKTI는 국내 18개의 선박 회사와 저유황유

장기 계약을 맺는 등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에 나섰고 해당

사업을 통해 연 3천 3백만 배럴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SK 이노베이션의 정유사업 자회사인 SK

에너지는 고유황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낮추는 대규모

탈황설비이자 IMO 2020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설비인

‘ 감 압 잔 사 유 탈 황 설 비 (VRDS, Vacuum Residue

Desulfurization)’ 건설을 추진했다 . VRDS가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경우 SK 에너지는 압도적인 규모로

저유황유를 공급할 전망된다(윤진식, 2020. 1. 6).

현대오일뱅크는 세계 최초 신기술을 적용한 초저유황

선박유 (VLSFO)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국내 특허를

출원하여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이

공정에서는 황 함유 정도가 다른 혼합유분을 배합하여 황

함량 0.5% 미만의 선박유를 생산하는데, VLSFO 생산

공정에서는 혼합유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아스팔텐 성분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독자적인 신기술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분을 폭넓게 배합하여 초저유황선박유의

수 요 증 가 에 유 연 하 게 대 처 할 수 있 게 되 었 으 며

초저유황선박유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신석주, 2019.11.13).

이외에도 S-OIL의 경우 최첨단 잔사유 고도화 설비(RUC,

Residue Upgrading Complex)를 가동하여 찌꺼기 기름을 다시

정제해 저유황 경질유를 생산하고 있고, 고유황 중질유의 비중을

70% 이상 줄임으로써 수익성과 운영상의 안정성도 높였다.

또한, GS칼텍스는 일찍이 경질유 수요 증대를 예측하고 제1~4

중질유분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고도화 처리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GS칼텍스의 경우 이러한

고도화 설비와 함께 기존에 공장 연료로 사용되던 저유황유를

LNG로 대체하거나 저유황유를 판매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신석주, 2019.11.13).

3. 제언

3.1. 해운업

IMO 2020라는 환경규제를 통해 해운업은 패러다임 변화의

목전에 와 있다.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

대응이 시장에서의 생존과 승리를 가져온다. 무선통신 산업에서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고 빠르게 진입한 애플과 삼성전자는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한때 휴대폰 업계 1위 노키아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자동차

산업 역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업의 성패가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2020년 연이어 주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기업 테슬라는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자동차 회사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테슬라의 2019년 총 판매량은 37만

대이며 1조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도요타는 1,000만

대를 판매하고 27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변종국, 서형석,

2020. 7. 3). 과거와 현재에 어떤 기업이었는지 보다는 미래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해운업에 있어서 IMO 2020 환경규제는 시작일 뿐이다. 올해

7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그동안 예외 업종이었던 해운업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시키는 입법 추진 계획을

통과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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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켰다(박효재, 2020. 7. 9).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관련

규제는 해운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 현재는 해운사들이 IMO 2020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시되는 저유황유 , 스크러버 , LNG 추진선

중에서 저울질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지는 저유황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반면, 현재는 LNG 추진선 운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유가, 항만 입항 규제, LNG 가격 등에

따라 각 대안의 장단점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더욱 강력해지는 환경 규제 아래에서 해운사들은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고민하다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경쟁우위

전략이 될 수 있다. HMM은 스크러버를 빠르게 도입하였고,

‘하이브리드형’을 채택함으로써 항만 규제에도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HMM은 선박을 대대적으로 인수하여 규모를 키우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른 국내 해운사들 역시 규제

대응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각 회사의 미래 전략을

추진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3.2. 정유업

저유황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품질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유황유에 맞춰 설계된 엔진에 저유황유를 주입하게

되면 고장이 날 수 있고, 제조사가 다른 저유황유가 탱크

내에서 혼용될 경우 엔진이 작동하지 않아 실제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선박이 멈춘 사례도 있다(안소영, 2020. 6.

26). 또한 아직 저유황유에 대한 ISO 품질규격도 정해지지

않아(양진영, 2019) 정유사마다 다른 저유황유의 혼합성

문제 등으로 해운 선박들 입장에서는 아직 안정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유황유의 품질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유사들은 양적으로 저유황유의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보다는 안정성이 확보된 저유황유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공정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유황유의 품질 개선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 앞서 수요예측에서 살펴보았듯 저유황유의

장기적인 정제마진이 점차 약화될 것이고 석유는 국제적인

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진 예측에 대한 변동이

심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유사들은 사업다각화를

통해서 어둡고 변동성이 심한 석유시장 전망에 미리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유사들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석유화학산업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는데,

정유설비가 석유화학설비와 통합이 될수록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바탕으로 정유와 석유화학의 통합설비인

COTC(Crude Oil to Chemicals)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여러 정유사들이 앞다투어

석 유화 학산업 에 진입 함으로 써 국제 적인 석유 화학

공급경쟁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총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급경쟁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 이 라 는 우 려 가 있 다 . 따 라 서 정 유 사 들 은

석유화학분야로의 사업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되

차별적인 제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수출시장을

넓히도록 노력해야 한다(조대인,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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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내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

해운업과 정유업에 대한 제언에서도 언급된 부분이지만, 구체적인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선제적 대응과 친환경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본 기획글에서 제시한 기업의 사례 역시 급변하는 현실에

대처함과 동시에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양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시행되는 규제를 맞추느라 급급해하기보다, 그 뒤의 미래를 바라보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암모니아 추진선박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과 글로벌 엔진메이커인 만에너지솔루션즈, 로이드선급 3사가 참여해 2019년 10월부터 진행되었다. 암모니아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 무탄소 대체연료로 각광받고 있으며,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현대미포조선은 암모니아 추진시스템에 대한 기본설계를

담당하였고, 만에너지솔루션즈는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엔진에 대한 개발과 제원에 집중하였으며, 로이드선급은 위 설계의

위험성과 적합성을 점검하였다. 꾸준한 협력의 결과 영국 로이드선급(LR)으로부터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에 관한 선급

기본인증서(AIP)를 받을 수 있었다. 본 프로젝트를 더욱 발달시켜 관련 기술확보를 통해 암모니아추진선을 상용화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이것이 실현된다면 2030년 IMO 온실가스 감축규제는 물론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까지 줄여야 하는 2050년

IMO규제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위 3개 회사는 2025년을 목표로 암모니아추진선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다(김우영, 2020. 7. 23).

이처럼 선제적 대응과 친환경 기술개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더 이상 선택과제가 아니라 필수과제일지 모른다. 이러한

시도들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IMO 2020이 일시적이고 단선적인 목표나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전환을

도모하고 새로운 시도를 만들어내는 전환적 기회가 되기를 고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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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전반적인 소비시장이 판매부진과 침체기를 겪었으나 그 중에서도 웃음을 띤 자들이

있으니, 바로 온라인 판매업자들과 배송업계이다 . 코로나19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접촉을 꺼리는 소위

‘언택트(untact)’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는 변화하고 있던 식문화 트렌드에 더욱 극적인 추세를 가져오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외부활동이 줄고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집 안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고민거리로

부상했다. 간편식이나 밀키트 등 다양한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였고, 마트에 나가서 식재료를 사기 보다는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주문과 늘어난 수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지 많은 온라인 판매업자들과 배송 및 유통업계가

유례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앞으로 지속되거나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생각해볼 만한

하나의 큰 터닝포인트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비단 코로나19만의 영향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몇

달간 이러한 변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발생해 온 쇼핑 트렌드의 변화에 가속 페달이 더해진 것에 불과하다.

유통채널 고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꾸준히 이동하며 특히 ‘새벽배송 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최근 유통업계에는 새벽배송 시장을 중심으로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상생을 이루어 낼 수 있을 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경영학과 이주성

유통업계

친 환 경

트렌 드

Ⅱ. 본론

신선식품 익일배송(새벽배송) 시장은 매우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5월,

마켓컬리가 새벽배송 서비스의 포문을 열었을 당시에는 ‘새벽배송 시장 규모’가 연간

100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는 2018년에는 4,000억, 2019년에는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김충령, 2019.08.16). 대형 유통업계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새벽배송

시장에 뛰어들며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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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만큼 택배와 함께 오는 포장재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온과 보냉이 잘 되어 신선식품 포장에

흔히 사용되어 온 스티로폼 박스(EPS 박스), 택배상자,

아이스팩, 은박지, 비닐 등, 아파트마다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 쓰레기가 넘쳐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대란으로 번지지 않고 처리가 되고 있는 까닭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에 맞추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박형윤, 2020.04.03). 보냉백이나, 종이를 통한

친환경 포장을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여전히 환경에 유해한

스티로폼 포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

친환경적인 포장을 시작한 기업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5월 국내 최초로 신선식품 새벽배송을 시작한

‘마켓컬리’의 새벽배송 이름은 ‘샛별배송’이다. 최초라는

타이틀은 얻었으나 사실 다른 대형 유통기업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규모가 작은 편이다. 2019년 기준 마켓컬리의

매출이 4,300억원인데에 비해 이마트의 매출(연결기준)은

19조이다(박성의, 2020.04.21). 매년 영업손실이 증가하고

있고, CSR 측면의 친환경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기에 아직

여유가 없어보이는 마켓컬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을 강조하는 이유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마켓컬리의 고객들은 오래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EPS박스와 냉매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해왔고, 공급을 하는

생산자들 역시 자연에서 부산물을 얻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마켓컬리는

상품을 공급하는 생산자와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간에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성을 통감했다. 단순히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들과 꾸준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태계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대안은 바로 ‘올페이퍼 챌린지’, 즉 모든

샛별배송 포장재를 종이로 바꾸는 것이었다 . 종이는

우리나라 기준 재활용율이 90%에 육박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분해되며, 보냉력도 확충할 수 있고, 스티로폼 박스보다

단가도 저 렴해서 잘만 개발된다면 마다할 이유 가

없어보였다. 이러한 보냉 박스를 만들기 위해 마켓컬리는

103회의 테스트와 1550여회에 달하는 모니터링을

거쳤다 (엄지용 , 2019.09.24). 현재는 새벽배송 가능

지역에만 종이박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전국 모든

배송지역으로 종이박스를 확산하는 것이 추후 목표이다.

2018년 10월에 출범한 쿠팡의 ‘로켓프레시’ 서비스 역시

지구와의 상생을 도모한다며, 서비스 시작 5개월 만에 모든

스티로폼 상자를 분리배출이 가능한 종이 상자로 교체했다. 또한

상품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되는 에어캡 역시 100%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하기로 했다 (Coupang newsroom,

2019.10.21). 2020년 4월부터는 ‘로켓프레시 에코’라 하여, 다음

문단에 서술할 이마트 ‘쓱배송’의 보냉 가방과 같이, 종이 박스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보냉 가방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서울

지역 내에 서비스하기 시작하였고 , 이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한다원, 2020.04.13).

2019년 6월 출범한 이마트(SSG.COM)의 새벽배송 서비스

이름은 ‘쓱새벽배송’이다. 새벽배송에 보냉 가방 ‘알비백(I’ll be

bag)’을 사용하고 있다(서민지, 2020.06.24). 최초 주문 시

보냉백을 지급하여, 이후 주문 시에는 소비자가 문 앞에 가방을

두면, 새벽 배송기사가 가방에 신선식품을 넣어준다. 이 보냉

가방은 디자인도 예쁘고, 활용도도 높아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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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앞서 살펴본 마켓컬리, 이마트, 쿠팡 이외에도 현대, 롯데, GS, 동원F&B 등 많은 유통업계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새벽배송에

뛰어들고 있다(신이준, 2019.07.18). 그들이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많은 고객들을 끌어 모을 목적으로 나섰든,

유통업체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통감해서 나섰든 간에,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배송의 양에 따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포장재 다이어트 노력은 환경 보전에 있어 굉장히 유의미해

보인다.

실제로 여러 회사의 식품전문몰에서 주문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과 불만사항들이 있다.

주문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식품이 도착하여 안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아이스팩 혹은 드라이아이스가 필요

이상으로 들어있는 경우, 소량의 주문을 했는데도 불필요하게 커다란 박스에 배송이 오는 경우, 스티로폼 박스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유발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본론에서 살펴본 친환경 보냉 종이 박스를 개발하거나 보냉 가방을 사용할 경우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 사용을 중단해도 된다. 또한 보냉백을 재활용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나 드라이아이스도 줄일 수 있고,

식품의 신선도도 친환경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새벽배송은 신선식품에 대한 배송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식재료를 신선하게 배달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였고 그 결과 친환경적인 전환을 상당 부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새벽배송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 아니라, 모든 배송과 유통업계에서 함께 공유하고 확장해 나가야할 부분이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하는 마켓컬리의 환경적 이념을, 편리한 삶이 지구의 건강을 위한

발걸음과 반드시 분리될 필요는 없다는 쿠팡의 말을 깊이 생각해봐야한다. 새벽배송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엄청난 택배 강국이다.

지속 가능한 서비스와 품질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쿠팡과 이마트의 아이스팩은 종이와 물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의 아이스팩은 지속력을 위해 물에 녹지 않는 젤 타입의 특수

보냉재를 사용했고, 이는 재활용이 되지 않아 종량제 쓰레기로 버려야 했다. 그러나 종이와 물로 포장된 아이스팩은 환경에 대한

걱정 없이 잘라서 물을 버리고 종이는 재활용하면 된다. 쿠팡의 종이 아이스팩은 내부에 생분해성 필름이 코팅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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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과 지속가능발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농업은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 환경과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산업이며, 가장 중요한 식량 생산에 직결되어 있다. 또한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경관 제공, 전통문화 계승,

국토자원 보존, 지역사회 유지 등의 외부경제효과를 만드는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점점

구체화되어가고 있다(김정호, 2012).

유찬희에 따르면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고, 농업 부문을 비롯한 좀 더 넓은 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며,

자연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유지하면서 환경, 생태 부담을 과중하게 지우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2015년도 제 70차 UN총회에서는 지속가능성발전에 대한 논의 끝에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했다.

임송수에 따르면 농업은 SDGs의 실현을 위한 핵심부문이다. 농업은 식량 뿐만 아니라 공공재 특성을 지닌 많은 다원적 기능을

창출하여 공급한다. SDGs 중 제2목표에서 농업이 직접 언급되었고, 그 밖 다른 목표들 또한 농업과 관련 깊은 목표들이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빈곤퇴치(제1 목표)에 농업에 중요한 이유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고,

식수와 위생시설(제6 목표)이 충분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제약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물 사용 제약 아래서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농업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이 된다. 제7 목표 에너지 측면에서는 농업이 바이오

원료를 통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검토와
한국의 농업협동조합

식물생산과학부 문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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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을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농협은 농촌지역사회에서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출에 모두

관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원료 구매, 농자재 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자본 투자에 참여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송태수에 따르면 개별 사회적 기업이 제공해야 할

적절한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의 생산과 일자리

창출의 문제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지역사회는 사회적 기업의 터전이고, 사회적 욕구의

분출 공간이며, 사회적 기업의 노동력 수급 및 재정지원의

원천이다.

농업협동조합을 크게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점은 특이한 점이다. 특정 지역에서 농산물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는 농협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는 다시 <그림1>에서의 농촌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의 구현, 즉 사회공헌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일 것이다.

2. 농업과 CSR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또한 큰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농업 외의 다른 분야에서 CSR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과 다르게, 농업 분야에서의 CSR은 최근에

들어서야 점점 주목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다. 바이엘, 몬산토 등과 같이 미국,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

시작된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환경, 지역사회 발전 등 관련해 다양한 CSR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 중 농업 분야의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농업협동조합과 지속가능발전

한국에 농업과 관련된 거대한 단체가 있다. 바로 ‘농업’과 가장

가까운 기업 , 농업협동조합 (농협 )이다 . 농업협동조합은

일반적인 사기업과 다소 다르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되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 리를 제공하거 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 , 2015’에서 농업과 기업의 7가지

상생협력 유형을 Sako의 신뢰이론, 포터의 공유가치창출이론의

단계에 따라 나눈 것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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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
활동을돌아보며

COVID-19, 그리고 SNUCSR

서울대학교지속가능보고서작성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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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그리고 SNUCSR

26기 박민지, 26기 이소민,  26기 이재원, 27기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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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많은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는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초 시작된

판데믹은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기업활동과 교육활동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는코로나는 대학가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면서 학생과 교수진 모두

새로운 강의 방식에 적응해야 했다. 강의 외에도 대학 생활의 많은 부분이 변화를 겪었다. 신입생 환영회, MT,

개강파티 등 각종 행사는 취소되었고, 동아리 활동 역시 많은 제약을 받았다. SNUCSR과 같은 학회 역시 이러한

변화

2. 운영 전반

이번 학기 SNUCSR 활동에서 아쉬운 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친목 활동과 대외 활동이다. 학회는 학술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발표하여 공유하는 기능도 있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능도 있다. 기존에 이뤄지던 팀 회의

및 뒤풀이, MT와 같은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동아리의 친목 도모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친목 활동은 단순히

구성원들이 즐겁게 노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강화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을 지향하는

구성원들을 육성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외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기업 방문이나 홈커밍 행사 등도 진행되지

못했다. 대외 활동은 리서치와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지속가능경영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CSR 전략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학기 SNUCSR 활동은 학술적인 부분에만

집중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한편, 긍정적인 측면 역시 발견할 수 있었는데, 비대면 활동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온라인 세션 진행으로

물리적 이동 시간이 줄면서, 학회원들이 세션 준비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다. 세션 준비를 비롯해서 세션 진행까지 이전

학기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단축되었고, 발표 내용의 깊이나 자료 분석 내용 역시 향상되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학술’의 기능에

집중이 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된 결과다.

‘변화 속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기업은 물론이고 대학교 학회 역시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번 학기 리크루팅부터 세션 진행에 이르기까지 SNUCSR은 어려움과 변화들을 겪었고, 이는 향후 학회 운영에

있어 중요한 경험으로있어 중요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본 특집글에서는 이번 학기 SNUCSR 운영 각 부분에서의 변화들을 서술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와 같은 극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 학회 운영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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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개최하였다. 채팅방의 링크를 배포한 뒤 3/23 오전 9시부터 4일간의 설명회가 열렸다.

간단한 학회 소개 피피티 자료를 공유한 뒤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기존 학회원들이 답변하며 대면으로 이뤄지지 못한 설명회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회 마지막 날인 3/26에 지원을 마감하였으며 곧이어 면접 일정을 계획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이뤄지던 기존의 면접 방식 또한 변경할 필요가 있었기에, 지원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면접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면접 일정을 조정하였다. 면접 전에 여러 차례 연습하고 개선점을 찾아 나간 덕분에 3/28과 3/29

이틀간 모두가 처음 경험해본 온라인 면접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새로 시도할 것이 많았던 리크루팅이었다. 일정과 방식을 여러 차례 수정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

학회원들 간 활발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 온라인 기반 리크루팅 과정으로의 변경은 결과적으로

매우 효율적이었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학내 구성원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늘었고, 이에 따라 리크루팅을 위한 정보

전달이 수월했다. 기존의 홍보물은 제한된 용지 면적을 사용해야 했지만, 온라인에 첨부하게 될 홍보물에는 더욱 다양한 사진과

정보를 담을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성과를 보였던 건 온라인 설명회였다. 기존에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만 정보

전달과 의견 교환이 가능했던 설명회가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되며 설명회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전달하고 학회원들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어 설명회 기간 나흘 동안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걱정되었던 온라인 면접은 앞으로 더욱 보편화 될 면접유형을 함께 경험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대면 면접의 경우 다양한 비언어적, 반언어적 요소가 사용될 수 있는 데에 반해 온라인 면접은 면접관들 간, 면접관과 지원자

간의 의사소통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점도 있었다. 따라서 표정, 어투, 제스처 등을 화상 면접 시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새로운 면접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고, 걱정했던 면접을 끝으로 코로나 시기 속 학회 리크루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3. 리크루팅

새로운 학회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매 정규학기가 시작된 후 한

달 내로 리크루팅 일정이 진행된다. 학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서 검토, 면접 진행 절차를 걸쳐 전체 리크루팅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번 학기의 경우 코로나의 여파로 개강

일정이 미뤄지며 일정이 변경되었다. 기존 한 달 동안의 일정을

약 2주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빠듯하게 모집일정을

변경하여, 3/23일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4/1일 합격자 발표를

하였다 . 일정과 함께 리크루팅 방식도 대폭 변경되었다 .

기존에는 포스터, 홍보지 등의 홍보물을 종이로 출력하여

캠퍼스 내 곳곳에 배부하였는데, 이번 봄학기에는 비대면

강의가 실행되면서 온라인 홍보를 위해 홍보물 양식을 바꿔야

했다. 온라인 상에서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홍보지를 수정하고, 교내 구성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학회 소개글과 함께 홍보물 파일을 업로드

하였다. 또한, 온라인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학회를 보다

자세히 소개할 수 있는 카드뉴스를 추가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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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채널들은 2020년 봄학기 학회 홍보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온라인 홍보 채널은 기존에 페이스북,

학회 공식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학기 온라인 홍보는 크게 기존의 학회 공식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인스타그램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인스타그램을 신설한 이유는 첫번째, 현재 밀레니얼 세대가 페이스북 보다는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이미 대다수의 학회원들 또한 페이스북 보다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었다.) 두번째로 기존 페이스북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다른 경영학회들도 인스타그램으로 활발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인스타그램에 다양한 자료를

축적하기 시작함으로써 앞으로의 학회 홍보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인스타그램 계정이름은 SNUCSR로, 아직 25,26기 내에서만 홍보가 이루어졌고 개설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게시물이나 팔로워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번 학기 학회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업로드가 완료되고 어느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알럼나이 단톡방에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봄학기 신입 학회원 모집 홍보에 있어 인스타그램 스토리 공유 이벤트를 진행하려 했으나 아쉽게도

인스타그램이 아직 시작단계에 있어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 같다는 학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에브리타임과 스누라이프에 학회

홍보글을 올리는 것으로만 홍보를 진행했다.

학회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학문적 관심과 지속가능경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회의 활동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외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학회 홈페이지의

인터페이스를 보다 깔끔하게 정돈하였다. 또한 학회 활동을 종료한 후 각자 스터디 및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후 이를

최종 수합해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게시글은 발표 내용을 듣지 못한 비학회원들도 충분히 어떤 내용으로 학회 세션이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간명하면서도 필수적 내용들을 담아 작성했다. 더불어 학회 진행상황 및 학회 홈페이지 링크를

알럼나이 단톡방에 공지하여 홍보하고,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링크를 공유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학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학기 홍보자료들을 살펴보면, 대면 세션 진행이 어렵다 보니 실제로 세션을 진행하는 모습, 다양한 외부활동이나 친목활동을

하는 모습을 담아낼 수 없어 인스타그램이나 학회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컨텐츠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그렇지만

인스타그램 계정 신설로, 다른 외부 단체와 연결 및 소통이 쉬워졌고 학회 홍보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 학회 홈페이지

활성화로 기존의 학회 활동을 보다 심도 있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온라인 채널들이 학회의 대내외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하여 학회 성장의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

SNUCSR 
티스토리(https://snucs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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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입 회원으로서의 한 학기 소감 및 추후 활동에 대한 다짐

구체적인 소감을 밝히기에 앞서,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에 전 세션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최선을

다해준 26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터인데, 이를 잘 극복하여 성공적으로 세션을

운영해주었다. 리크루팅에서부터 교육세션, 케이스스터디 등 모든 과정에 26기의 노력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었고, 덕분에

27기로서 한 학기를 잘 마칠 수 있었다.

한 학기 활동하면서, 신입 기수로서 CSR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접할 수 있었고, 팀 세션 발표를 준비하며 타인과 협업하여

하나의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CSR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것보다 더욱

넓다는 것을 알았고 생각의 틀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다른 학회원들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 CSR의 세부 분야를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교육세션, 대재해채권에 대해 공부했던 케이스스터디, 그리고 실제 CSR 전략 제안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CSR의 풍부한 사례를 탐구할 수 있었던 점도 인상적이었다. 발표에 대한 피드백과 다른 팀의 발표를 듣는 것 역시 큰 공부가

되었다. 덕분에 비대면으로 진행하더라도 주제선정 및 자료조사에서부터 최종 발표 및 정리까지 이르는 과정에 학회원 모두가

함께함을 느꼈다.

다만 대면으로 세션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전원이 화상 회의를 통해서 훌륭한 발표를 해 주었지만, 대면으로

이러한 발표들을 들었다면 내용을 더욱 잘 전달하고, 상호 간 질의응답도 더욱 풍부해졌을 수 있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 상호 간의 친목을 좀 더 다지지 못한 것이 제일 슬펐다. 학회의 매력은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인데 서로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MT나 홈커밍 행사 역시 그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대면 상황으로

인한 실질적인 문제가 하나 우려된다. 바로 27기 간의 상호 친목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향후 리크루팅을 준비하고 한 학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27기 간에 서로를 알고 돈독해질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이는 28기와의 성공적인 한 학기

진행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작업일 것이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2학기에도 비대면으로 학회 활동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다소 걱정이 되지만, 앞선 26기와의 한 학기가 거름이 되어 다음 학기 역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자를 포함한 27기 전원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닥쳐도 나름의 돌파구나 해결방안이

있음을 이번 학기에서 다들 보여주었다. 2학기에도 비대면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1학기에서 다소 아쉬운 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여 해결안을 강구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한 학기 동안 학회를 열심히 이끌어준

26기와 힘든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학회 활동에 임했던 27기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달라질 SNUCSR 27기의 활동에 대해서도 큰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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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4 - 교육봉사동아리 인터뷰>

골뱅이 어울림 학교

서울대학교 교육 봉사활동 동아리 ‘골뱅이어울림학교’는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어울림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매주

지역사회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요리, 음악, 체육 등 주말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은 서울대학교와

관악구청을 통해 아동과 연결되어 교사로서 활동하며, 두 명의 교사가 한 명의 아동을 최소 한 학기 이상 담당하여 아동과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후기

26기 강민성
26기 한승민
27기 고연지
27기 김지후

2020년 SNUCSR은 지속가능발전연구소(SNU ISD; SNU Instit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제안으로

서울대학교의 첫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다. 공신력 있는 대학 평가 기관인 ‘THE 세계대학

평가(The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는 2019년부터 사회적·지구적 책무 달성을 평가하는

‘THE 대학영향력 평가’를 신설하였다. 서울대학교는 동 평가를 통해 사회적 책무성 이행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부터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우리 학회는 학교 차원에서 진행한 정량적 분석과 별도로

인터뷰에 바탕을 둔 정성적 평가를 맡게 되었고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SDG4)과 8번(SDG8)에 해당하는 교내·외 활동에

대해 기술하였다. SDG4는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이며 서울대학교 학생이 주체가 된 교육봉사

동아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SDG8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림 1] 골뱅이어울림학교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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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뱅이어울림학교 교사대표 이지민 학생 (철학과 19학번)

Q. 골뱅이어울림학교의 활동 목적과 활동 내용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골뱅이어울림학교는 우리 사회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어울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사회 발달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요리,

음악, 체육 등의 활동을 기획하여 주말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인권, 장애아동과 같은 주제로 토론과

세미나를 진행하며,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사진전 활동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교육 봉사 단체로서 골뱅이어울림학교만이 지니는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끈끈한 관계와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에 두 명의 선생님이 한 명의 아동을 맡기 때문에 선생님과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선생님끼리의 관계에서도 유대감이 깊습니다. 또한 이 관계가 한 학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학기에도 같은 학생을 맡거나, 졸업을 한 이후에도 아이를 위해 활동하려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리 운영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동아리 내의 프로그램팀,

언론홍보팀, 교육팀 세 개 중 하나의 팀에 반드시 속해야 하기 때문에 동아리 운영에서도 책임을 갖게 됩니다.

Q. 골뱅이어울림학교의 활동이 실제로 지역사회의 학생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A. 다양한 전공을 가진 교사들이 활동을 기획하기 때문에, 보다 더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박물관에 방문했을 때에 역사를 좋아하거나 역사 쪽 분야의 전공인 선생님이 역사에

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고, 지하철을 좋아하는 아동들은 지하철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나눔 교실

서울대학교 학생처 산하 단체인 서울대학교 프로네시스 나눔 실천단은 교육 소외지역을 방문하는 학생 주도의 교육

봉사 프로그램인 나눔교실을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나눔교실은 서울대학교와 지역인재육성협의회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지역사회 연계 봉사네트워크의 주축 활동으로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하여 전국의 교육

소외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나눔 교실을 통해

방학마다 여러 교육 소외지역의 학교를 방문하여, 5박 6일 동안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그램을 지역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교육 불평등 현상의 해소를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눔교실 단장 김덕현 학생(경제학부 16학번)

Q. 나눔 교실의 활동 목적과 활동 내용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나눔 교실의 활동 목적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전국의 교육 소외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학업적인 측면인 공부방법에서부터

진로상담과 동기부여의 전달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서

방학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교육 봉사활동의 경험자로서, 앞으로 전국의 학생들에게 지속 가능한 공평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나눔 교실이 교육 소외지역과 학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교육 소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시설이 제공되지 않아서 저희가 방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육 봉사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서

수혜자가 될 수 없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존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2] 2019 서울대학교 나눔실천단 여름 나눔교실 활동사진 (출처: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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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8 - 스타트업 인터뷰>

스타스테크(STAR’s TECH)

[그림 3] 스타스테크 대표 양승찬

“친환경을 1순위로생각하는

글로벌케미컬 회사로도약하고싶습니다.”

스타스테크는 화학생명공학부 소속 재학생 양승찬 대표가 창업한 케미컬 회사로 불가사리를 이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2017년 11월 창업한 이래 2년 만에 국내 제설제 조달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랐으며 일본, 캐나다, 터키를 비롯한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하고 있다. 스타스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아기유니콘에 선정되고 도전 K-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현재 SK 주관의 사회성과 인센티브(SPC)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Q. 스타스테크의 제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불가사리는 강한 번식력과 재생력을 바탕으로 국내 양식업과 해외 산호초 관광자원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혀 해양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폐기 외에 마땅한 처리방안이 부재하여 국내에서는 지자체와 수협의 주관하에 매년 불가사리를

수매하고 소각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스타스테크는 수매한 불가사리를 소각 이전 단계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아 친환경

제설제로 재활용합니다. 제품 ECO-ST1은 불가사리의 다공성 구조체를 추출해 기존 제설제 성분 중 식물 황화 작용과 같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염화이온을 흡착해 제거하며 부식억제효율을 개선하였습니다.

Q.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인가요?

A. 지속가능성은 스타트업에 조금은 사치스러운 얘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당장의 이윤 창출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지속가능성의 측면을 접목하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더불어 기업의 생존 및 성장과도

접점들이 생깁니다. 스타스테크는 제설제 외에도 콜라겐 경피 전달 기술과 액상비료화와 같은 신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불가사리의 완벽한 업사이클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스타스테크가 지닌 장점은 무엇일까요?

A. 스타스테크는 매년 제설제로 인한 차량과 도로 부식 피해를 복구하고 수매한 불가사리를 소각하는데 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친환경에 기여할 뿐 아니라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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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비(hybee)

[그림 4] 하이비 대표 이용환 교수

“전세계 IoT시장의

르네상스를일으키는

세계강자기업이될 것입니다.”

설립자 전기공학부 이용환 교수는 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유수의 글로벌기업들을 거치며 군함 사격 통제 기술과 팩스

모뎀 등을 개발해 왔다. 2015년부터는 IoT칩 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이비를 창업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 하이비는 2018년 IoT Global Awards 수상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하여 스마트 빌딩 사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Q. 하이비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어떠한 IoT 네트워킹 기술로도 4~50개 이상의 사물들을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2013년

예측에서는 2020년에 이르면 전 세계에 최소 250억 개의 IoT 기기가 보급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현재 보급된 IoT 기기는

100억 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기존의 기술들이 네트워킹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비의

기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IoT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Q.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하이비가 지닌 장점은 무엇일까요?

A. 하이비의 범용 가능한 IoT칩은 스마트 조명,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 에너지의 30%가 가정과 빌딩에서 쓰이며 그 중 30%는 조명 사용에 소비됩니다. 따라서 조도와 사용환경에 따라

각각의 조명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구축하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

사용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이 필요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더불어 현재 유선으로

구성되어있는 BMS를 하이비의 무선 기술로 전환한다면 누구나 편리하게 배터리 교체를 할 수 있고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설치

및 유지가 용이해집니다.

Q.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인가요?

A. 기업은 시시각각 달라지는 사회의 요구조건과 기술 트렌드에 따라 변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트렌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입니다. 또한 회사 구성원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보장해 공존하는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소감

SNUCSR 학회원으로서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서울대학교의 첫 지속가능보고서 집필진에 우리 학회의 이름이 올라간다면 큰

영광일 것이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울대학교가 지속가능성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UN-SDGs 지표에 부합하는

수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인터뷰를 통해 서울대학교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주체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구성원들의 노력과

활동들이 모여 사회적 책임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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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학기
SNUCSR 학회원 활동 소감

26기 이재원
1년간의 활동과 함께 대학교 생활 역시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대학 생활의 마지막 1년을 SNUCSR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은 회장이었지만 , 그만큼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SNUCSR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고 , 이러한 마음 잘 간직하여
알럼나이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고 민 해 보 겠 습 니 다 . 1 년 동 안 기 업 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은 정말로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회원들 모두
SNUCSR 활동을 통해 갖게 된 가치관을 잘
발전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모두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26기 정유진
이번 학기는 유독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장벽을 만났고, 온라인 세션이라는
제약 속에서 힘겹게 저희에게 주어진 일을 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아쉽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제약이 변곡점이 되어 많은
변화를 시도한 학기이기도 했습니다. SNUCSR의
얼굴이 되어줄 공식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했으며,
현직에 종사하고 계신 Alumni 선배들과의 교류를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모두 학회원들의 남모를 노력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할
SNUCSR의 미래를 누구보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기 장은혜
SNU CSR에서의 일 년이 참 빠르게 지나갔네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다들
열성적으로 활동해주셔서 좋은 결과물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참 뜻 깊었습니다. Alumni
홈커밍과 기업 방문을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대외협력부장으로서 아쉬운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그 대신, 이번 학기에는 회장님의 아이디어로
Alumni 카 카 오 톡 채 팅 방 을 개 설 하 여
선배님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고, 학회원들의
전략 제안 발표 자료를 실제 기업에 연락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정규 세션 이후 하계 계절
학기에는 기초교육원의 ‘학생 자율 세미나’를 직접
개설하여 학회 세션과 토론을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미나 개설을 지원해주신 이동기
교수님, 임동엽 조교님, 그리고 세미나에 참여해
완성도 높은 과제물을 작성해주신 이주성, 문승희,
김지호, 양예슬 학우님께도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 SNU CSR의 틀을 만들어주시고
아낌없이 응원해주시는 선배님들, 그리고 함께
활동한 우리 26기 동기들, 27기 학회원들 모두
감사합니다. 일 년의 활동은 마무리 되었지만 저
또한 곁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26기 박민지
모든 분들에게 그랬겠지만 이번학기는 예상치 못한
상황속에서 학회원으로서, 그리고 홍보부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도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활동이 잘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자기의 일이 아님에도 기꺼이 도움을
주었던 학회원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학기에 카카오페이 전략제안을 했던 활동이
가장 인상깊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발표하고 피드백 받는 과정 모두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번학기 re100 관련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발을 디디고 있는 사회가 공정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살아갈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학우들을 만난 것이 큰
행운이자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번학기를 끝으로 개인적인 학회활동이
마무리되네요. 지난 1년간의 학회 활동은 너무
기쁘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학회지를 멋지게
편집해주신 승희님 감사드려요 ㅎㅎ 26기 27기
항상 응원합니다🌹

26기 강민성
안녕하세요. 26기 교육부장 강민성입니다.
신입 기수로 한 학기를 먼저 배웠음에도 제가 과연
교육부장을 맡을 자격이 있나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교육세션을 책임지고 준비하면서 CSR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공부할수록 CSR, 지속가능경영의
범위는 넓고 전망은 무궁무진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Stakeholders for a
Cohesive and Sustainable World'였습니다.
세계 3대 자산운용사들은 기업들에 ESG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이
경제적 성과와 배치된다는 주장은 이제 옛말입니다.
더이상 선의의 선택사항이 아닌 경영의
필수요소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임해준 모든 학회원 분들, 회장, 부회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매 학기마다
더욱 발전해가는 SNUCSR Network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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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기 허세영
안녕하세요! SNUCSR 26기 허세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모두의 일상이
바뀌어버린 요즘 , '지속가능성 '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학회활동에서는 이러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금융, IT기업 등 업계에서는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 물론 학기 내내 비대면으로
진행된 아쉬움이 크지만, 코로나와 CSR 혹은
IT업계에서의 지속가능 전략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6기 김민지
안녕하세요, 26기 교육부장 김민지입니다.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세션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세션 진행에 시행착오나 매끄럽지 못한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얼굴도 제대로 못
본채로 학기가 끝난 것 같아 많이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 한 학기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기
27기 분들이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한 걸 상쇄
할만큼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2020년에는 COVID-19 판데믹으로 인해 전세계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취약계층 포용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기후 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빠르게, 직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경영은 이제 '하면 좋은 것 '이 아닌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
SNUCSR에서 활동하신 분들 모두 사회,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오셨다고
생각하기에 모두 미래에 사회 및 환경에 기여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학회원들을 미래에 다시 만날
것이 기대됩니다.
이번 학기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6기 이영관
이번 SR 발간을 통해 CSR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에서 CSR을 중요시하는 만큼 , 가까운
미래에는 일반 기업에서도 CSR이 보다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SR이라는
용어는 낯설지라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의제에
사회 구성원 중 상당수가 동의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코로나
국면에서 CSR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CSR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SR 발간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계기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SR
발간을 끝으로 학회 활동을 끝마치지만, 앞으로도
이 뜻깊은 활동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26기 이소민
1년간의 SNUCSR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즐겁고
유익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대학생 시절에
SNUCSR에서 유능하고 따뜻한 친구들과 CSR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 자체만으로도 잊지 못할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공부하고 싶었던 주제를
마음껏 조사하고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정규 학기에
더해, 방학마다 여러 기업에 보내기 위해 작성한
글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학회원들에게 분명
영향력있는 자양분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젠
이 학회 활동도 언제나 꺼내볼 수 있는 대학 시절의
추억이 된 것 같네요! 그동안 정말 즐거웠고 함께한
학회원들에게 고맙습니다♥

26기 이승희
SNUCSR에서 많은 학회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분야를 학습한 덕분에 뜻 깊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공부하거나,
향후 기여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
않고 SNUCSR에서 다양한 분야를 탐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럼나이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매
주 금요일 저녁마다, 깊은 사전 조사와 통찰력 있는
발표로 알찬 시간 만들어 주신 SNUCSR 26, 27기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6기 한승민

snucsr26기 회계부장으로 활동한 한승민입니다.
지난 1년간 유능한 학회원들과 함께 csr에 대해
논의하고 배울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최선을 다해준 26기와
27기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학회는 이제 미래
기수분들께 맡기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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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기 김지후
SNUCSR 27기로 활동한 한 학기는 CSR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었던 의미
있 는 경 험 의 시 간 이 었 습 니 다 . CSR 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이전과 달리, 학회 세션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찾아 읽고 학회원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CSR, 지속가능경영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식견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부족함도 알고 동시에 다방면으로 배울
수도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또 어떤 주제로 여러 세션에 참여할지 , 어떤
활동들을 기획해나갈지 매우 기대됩니다!

27기 김도완
항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저의 목표를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소중한
한 학기 활동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어떠한 CSR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진행되었음에도 한
학기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 26기와
27기 학회원들 모두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SR 34호를 끝으로 이번 학기 활동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기억 속에 오래오래
간직하고 꺼내 볼 시간들이었습니다 . 모두들
감사합니다~~

27기 강현진
‘경영학’과는 절대 친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학회에 들어와 활동을 한 지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이전에는 경영학은
뭔가 차가운 학문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해
배우며 기업은 오히려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 한 학기 동안 학회원들의
다양한 관심사들이 모인 발표들을 들으며 생소했던
분야들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으며,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코로나
상황 속에도 세션들 잘 이끌어주신 모든 학회원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

27기 고연지
SNUCSR 활동을 통해 저에게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었던 ‘지속가능성’이 경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이
CSR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학회에서 좋은
학회원들과 CSR에 대해 공부하고 , 값진
결과물들을 함께 완성하며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학회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서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활동한 26기, 27기분들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27기 석재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세션을 진행하면서도
모두가 성실하게 활동하여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의 SNUCSR 활동을 통해 CSR에 대한
지식도 많이 얻을 수 있었지만 , 무엇보다
학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며 경영의 본질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양한
주제로 케이스 스터디와 전략 제안을 하면서
CSR이라는 주제로 무척 다양한 분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26기 선배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 27기 동기들 다음 학기에도
힘내봐요!!

27기 정수민
안녕하세요~~! 정외 17 정수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네요. 어느새 절반이
지나갔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SNUCSR을 통해 CSR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한 학기였습니다 !
무엇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각각 깊이 조사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대면의 기회가 줄어들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발표를 준비하는 다른 학회원들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많이 배워갑니다~! 한 학기 학회
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어 다행이고, 남은
2학기의 활동 역시 다 같이 힘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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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SR 활동 전, 이전 기수분들이 만드신

SR을 읽으며 알찬 글과 그림이 참 인상깊었

습니다. 그 후 일년 동안 활동을 거치고, 이번

여름방학동안 SNUCSR 분들이 정성들여

작성한

편집자 후기 -

안녕하세요!  SNUCSR 26기 허세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모두의

일상이 바뀌어버린 요즘, '지속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학회활동에서는 이러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금융, IT기업
등 업계에서는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학기 내내 비대면으로 진행된

아쉬움이 크지만, 코로나와 CSR 혹은
IT업계에서의 지속가능 전략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7기 최우진
먼저 한 학기 동안 학회 활동을 함께 했던 26기,
27기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학회 활동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
기업들의 보고서를 분석하고 , 이를 팀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지난 SR을 보고
학회에 지원하겠다고 결심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했던 활동들이 담긴 SR이 발간된다고 하니 매우
설렙니다. 다음 학기에도 학회 활동을 통해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기 조유빈
코로나로 인해 계획된 외부활동도 취소되고
대면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던 한 학기였지만,
그래도 보람찼던 한 학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가입했던 학회에서 한 학기 활동을 통해 CSR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남은 한
학기 활동은 1학기보다 더 진지하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탐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 한 학기동안 26기 , 27기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7기 김송민
평소 관심있던 csr에 대해 학회원들과 깊이
고민하면서 ,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미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학기였습니다. 다음
학기에 계속될 snucsr의 다양한 학회활동들과
세션들도 기대됩니다. 교육세션, 케이스스터디,
전략제안, 그리고 SR발간까지 고생한 26기와 27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7기 류장환
한 학기 동안 SNUCSR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기존에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와 사례를 통해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다음
학기에도 좋은 분들과 함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7기 정윤재
안녕하세요 SNUCSR 27기 정윤재입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학회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지나고 SR 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한 학기동안
시장과 조직을 바라보는 경영을 넘어 그 속에서
어떻게 가치를 지키고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케이스스터디, 전략제안, SR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해 시야를 넓혀준 학회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겨울 학회 지원을 준비할 때 SR 33호를

정말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SR은

저한테 SNUCSR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통로였으며 , SR을 읽으며 높은

수준의 완성된 글을 써내려 간 사람들을

막연히 부러워했습니다. 이랬던 제가 한 학기

동안 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SR발간에도

참여하게 됐다니 감회가 정말 새롭네요!

그리고 편집을 하며 글들을 하나하나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았는데, 정말 멋진 글들을

써준 학회원분들에게 모두 수고 많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27기 강현진

26기 이승희

작성한 SR의 편집을 맡아 학회의 시작과 끝마무리가 연결된 것 같네요. 주제 선정부터 작성,

제출까지 지속가능경영학회로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학회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SR Vol.34호를 보시는 분들 모두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는 의미있는 학회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작성한 26, 27기 분들 및 편집 과정에서 많이

수고한 후임 편집부장 현진이,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건강하세요.

이미지 출처
표지 Designed by senivpetro on Freepik

본문 Designed by yanalya / rawpixel.com /  4045 / macrovector / 
kjpargeter / brgfx /Freepik / Jannoon028 / upklyak / pressfoto

/natanaelginting / onlyyouqj / mrsiraphol / jcomp on Freepik
Photo by Maksym / Richard van Haag / Paul Calescu / Michael 

Marsh / Zane Lee / Markus Spiske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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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등록사항

소속 학교 서울대학교

소속 학과 경영대학

소속 형태 학술연구동아리

단체명 지속가능경영학회 SNUCSR Network

창립 년도 2006년 3월

대표 학생 27기 김지후 (18 사회교육과)

대표 연락처 010-5873-7680 / snucsr@gmail.com

지도교수 이동기 교수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연구분야 지속가능경영 / 환경경영 / 기업의 사회공헌 / 윤리경영 / 사회책임투자

참여인원 현재 활동인원 : 23명 (26기 및 27기) (누적 계 276명)

활동시간 학기 중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학술토론 진행

2020년

1학기

주요활동

1.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용역(2019년 하반기 서울대학교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에 관한 국제 세미나 후속 프로젝트)

2. 케이스 스터디: ESG 투자와 지속가능경영, 코로나와 CSR, P2P 금융,

IT대기업 신독점, RE100, CAT Bond

3. 기업 지속가능경영 전략 제안: 카카오페이 / 인천국제공항공사 / 현대

자동차 / 카카오모빌리티

4. 세션 요약글 작성 및 홈페이지 게재(http://www.snucsr.com/)

5. Sustainability Review Vol.34 발간

SNUCSR 학회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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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 TO

SNU
I S D

이번 SR 발간에도움을주신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에 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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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경영대학내학술동아리로국내 CSR 현황을분석∙평가하고실제로기업에
CSR전략을제시하여지속가능경영을도모하는서울대학교유일의 CSR 전문학술

동아리입니다.

매주금요일정규세션이진행됩니다. 초반
교육세션에서는 CSR의다양한분야를알아보고, 
이후세션에서는기업의 CSR사례분석과함께전략
제안을하게됩니다.

정규세션

기업미팅, 포럼및컴퍼런스, 공모전, 기업프로젝트등
동아리외부의다양한활동에참여하게됩니다.

외부연계활동

서울대학교지속가능성보고서
세미나패널

SR은 Sustainability Review의약자로매학기
SNUCSR에서발간하는 잡지입니다. SR은 CSR의각분야와
관련하여학회원들이 작성한보고서, 칼럼등으로구성되며, 
주요대기업 CSR부서및기타공공기관에배포전달하고

있습니다.

SR 발간

엠티와매주정규세션후뒤풀이가진행될
예정이며이미지사진촬영, 소풍, 홈커밍,

짝기수제도등을통해학회원간친목을도모합니다.

* 코로나 19 진행상황에따라변동가능

친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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