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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7

기업의�사회적�영향�

선수단��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문 하나로 뉴스레터를 시작해볼까 해요.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의 사전적 정의는 ‘영리

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예요. 댄싱사이더가 애플사이더를 생산 및 판

매하여 돈을 버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며, 전통적인 경영 이론에선 기업

의 목표를 ‘기업가치의 극대화’라고 정의해요. 기업의 주인은 결국 주주이기에 ‘기업의 목표는 곧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공식이 그간 통용되어 왔어요. 

하지만 작년 8월, 미국 기업의 CEO들이 목소리를 모아 기업의 목적을 재정의했어요. 아마존, 애플 등

미국 주요 기업의 CEO들이 “기업의 결정은 더 이상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직원,
고객, 사회 전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영향을 강조한 거예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이제 기업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어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면, 곧 소비

자의 외면을 받게 되죠. 이번 주와 다음 주 뉴스레터는 특별히 ‘기업의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기획해봤
어요. 먼저 주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엔 식품 및 주류 업계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로 해요. 

그럼 오늘도 모두 Happy Hump Day!    

��소비자가�기업을�바꾼다

기업이�변하는�이유는�결국�소비자들이�변하기�때문이기도�해요��대표적으로�MZ세대*가�주요�소비층으로�부상

하면서�자신의�소신대로�소비하는��가치소비�가�하나의�사회현상으로�자리�잡고�있어요��또한�IT의�발전으로�소비

자들의�적극적인�기업�감시와�불매운동�등의�단체�행동이�용이해져�더욱�투명한�경영�활동이�요구되기도�하고요�

기업의�사회적�영향을�바라보는�인식도�점차�발전하고�있어요��과거에는�기업의�사회적�책임�CSR�*을�강조하며

기업의�자선행위에�초점을�맞췄으나�이젠�사회적�가치가�기업�경영의�핵심과�맞닿는�지속�가능�경영�혹은�공유�가

치�창출�CSV�*이�중요한�과제로�떠오르고�있죠��변화를�이끌고�있는�소비�시장을�기사로�더�살펴볼까요�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Z세대를�통칭하는�말로��1980년대�초�2000년대�초�출생한�세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 

*공유 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기업이 수익 창출 이후에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

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https://www.mk.co.kr/news/home/view/1996/01/2783/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8/64578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00733&cid=43667&categoryId=4366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274744&cid=42251&categoryId=5112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408&cid=55570&categoryId=55570


-�소비 중심에 선 밀레니얼 "가격보다 가치…착해야, 잘 산다"��머니투데이��2020-01-01)��

- 가치를 산다 '미닝아웃(Meaning Out)'...친환경 소비로 이어져 (환경미디어, 2020-04-13)  

- [가치소비 시대④] "어디서 만든 제품인고?" (이코노믹리뷰, 2020-01-26) 

- 여성소비자 88% "화장품 구입때 브랜드 가치관·윤리에 관심"(연합뉴스, 2020-07-16) 

- 착한 기업이 살아 남는다…“사회적 가치 지켜야” (KBS, 2019-12-24) 

�기업의�노력

기업의�핵심�경영�활동에�사회적�가치가�녹아든다면�사회에�진정한�가치를�제공하게�되고��기업은�사회적�가치과

이윤을�동시에�창출할�수�있으며�소비자에게도�긍정적인�메시지를�전달할�수�있어요��하지만�사회적�가치를�기업

의�미션�깊숙이�녹이는�것은�말처럼�쉬운�일이�아니에요���사회적�가치�는�재무적�가치처럼�객관적으로�측정되기

가�애매하고�사회적�가치와�재무적�가치가�상충되는�상황도�많기에��기업�입장에서�사회적�역할은�하나의�난제이

죠��하지만�이를�성공적으로�해낸�기업들이�있어요��가령�레고그룹은��아이들을�롤모델로�생각하는�기업으로서�

기후변화에�더욱�적극적으로�나설�것을�요구하는�전�세계�수백만�어린이들에게�영감을�받아왔다�며�모든�제품�패

키지를�친환경�소재로�전면�교체하겠다고�발표하기도�했죠��그럼�여러�사례들을�살펴보며�난제의�실마리를�함께

찾아보도록�할까요��

- [Biz times] 사회적 가치 키워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측정하지?…하버드 교수도 못푼 문제 `최태원 SK`가 풀어

냈다(매일경제, 2020-10-0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415352167126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1855818161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583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6046500030?section=search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49256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10/1028860/


- 파타고니아·퓨마·네슬레가 주는 몇 가지 ‘힌트’(이코노미조선, 2019-12-30) 

- 혁신적 '지속가능성' 미래를 위한 나이키의 여정 (문화뉴스, 2020-10-08) 

- 토론하는 바비, 친환경 레고…사회적책임 맞춰 진화하는 장난감 제조사(매경프리미엄, 2020-10-13) 

- Patagonia Wants to "Save Our Home Planet." Here's How (Gear Patrol, 2020-10-01) 

- Ikea's latest pitch: Bring back your used furniture to resell for store credit (CBC, 2018-11-15) 

��금주의�업계�소식

- 롯데마트 '전통주' 매대 설치, 우리술 다양성 & 우수성 알려 (소믈리에타임즈, 2020-10-08)

- '돈 안 되는' 전통주 품질인증제…재인증 자진포기 30% (농업경제신문, 2020-10-05) 

- 오비맥주, '카스 제로' 23일 출시…불 붙는 '무알코올' 음료 시장 (이티뉴스, 2020-10-13) 

- '유미의 세포들' 핸드앤몰트 수제맥주로 만나요 (뉴스1, 2020-10-07) 

- 편의점 와인은 연말이 대목…"10~12월에 40% 팔려" (연합뉴스, 2020-10-08) 

- 언택트 여행, ‘차박’ 선호하는 캠핑 초보자 증가…관련 식음료 제품 수요↑ (세계일보, 2020-10-07)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7/2019122701879.html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487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0/10/29111/
https://www.gearpatrol.com/outdoors/a34206537/patagonia-save-our-home-planet-playbook/
https://www.cbc.ca/news/business/ikea-used-furniture-1.4907069
http://www.sommelier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95
http://www.thekpm.com/view.php?ud=202010051558069947568747773c_17
https://www.etnews.com/20201013000144?m=1
https://www.news1.kr/photos/details/?4414664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8032600030?input=1195m
http://www.segye.com/newsView/20201007510282?OutUrl=naver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