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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미션과 사회적 책임의 전략적 연계*

1)김 석 은
홍 다 연

    

기업에서 시작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SR)에 대한 논의는 점차 공공부문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공공기관에 SR 의무를 부과하고 매년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SR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SR활동은 보여주기식이거나 남의 것을 모방하는 등 즉흥적이고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원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기존 문헌은 그 원인을 SR프로그램들이 기관의 미

션과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두 변수의 연계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미미하다. 본 논

문의 목적은 경험적 데이터를 통하여 그 연계성을 검증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는 2015년 12월 

기준 전체 321개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 202개를 제외한 119개 공공기관(공기업 30개와 준정부기관 89

개)의 홈페이지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그리고 2016년 11월 비구조화된 설문에 응답한 42개 공공기관 사회

공헌 담당자들로부터 얻었다. 분석결과 조사대상기관 대부분의 SR활동이 기관의 미션과 연계되지 않은 채 경

영평가를 위한 시혜적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 기관의 미션과 연계된 SR활

동을 위한 모델을 수립하고 모델의 전략적 실천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미션지향적 조직, 지역발전]

   

Ⅰ. 서론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

어 공공기관도 정책적･경제적 역할의 수행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

다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SR)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1) 공공기관이 민간기

업과 비교해 더 높은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젠 공공기관도 전략적 차원의 SR 활

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를 대신해 

사회복지, 보건, 교육, 도로, 전기 등 국가 기간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3047939).

1) 본 논문에서는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칭하는 CSR대신 SR(Social Responsibility)을 사용하여 공공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차별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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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급하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공적 인프라로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하다(이창원, 

2009: 155).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의 시행, 지배구조의 개선, 정기적인 경영평가제도의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라영재, 2012). 

사실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인력은 27만 2천명으로 국가 행정공무원 정원의 44%가 넘고, 자산 765.3

조원, 자본총액 242.1조원에 달한다. 2013년 기준 30개 공기업의 매출액(약 153조원)은 삼성전

사 매출액(158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이러한 규모와 경제적 영향

력으로 인해 정부도 공운법의 제정, 경영평가공시 등을 통해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

해 왔고, 최근엔 여성 및 장애인의 채용 확대, 중소기업의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 소재 115개 공공기관을 10개의 혁신도시에 분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9 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2016년 1월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혁신도시법)을 시행하여 혁신도시 건설의 핵심역할을 하게 될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SR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 학술대

회의 발표 자료들이거나(배정환, 2011; 윤태범, 2011; 조승희, 2009), 공공기관에서 발간된 연구

보고서들(권오성 외, 2009; 김지숙, 2011; 라영재, 2012)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논문들은 

공공기관 SR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 기관들의 SR활동 예시들, 그리고 SR활동을 촉진하기 위

한 정부의 지원 방안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다만 조승희(2009)의 경우 공공기관의 

SR활동이 여성과 장애인의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사회적 채용과 공공기관의 SR활동과의 연계는 미미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또한 공공기관의 SR활동이 주무부처 정책의 수동적인 수용이거나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

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결과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개 공공기관들의 비전과 미션, 핵심역량

을 파악하고 이들이 SR미션, 실제 SR프로그램들과 적절히 연계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Porter 

and Kraner(2006: 1)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SR활동을 활발히 하면서도 국민들에게 호감을 갖

지 못하는 이유는 개개 기업의 미션 및 전략과 맞지 않는 일반적인 SR활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보여주기식이거나 남의 것을 모방하는 등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인 

SR 프로그램으로 귀결되고 결과적으로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고 한다. Porter and Kraner의 지

적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SR활동 현황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절반 이상의 공공기관이 중장기 

계획이나 SR 추진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경영평가 자료를 수

집하는 부서정도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박호한･권순원, 2011; 장지인, 2011).

본 논문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미션과 SR활동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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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의 축으로서 공공기관의 SR활동을 제시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

서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다. 특히 사회적 책임의 핵심이론인 참여

자이론보다 정치적 제도주의이론이 공공기관의 SR 설명에 더 적합함을 주장한다. 또한 공공기

관의 사회적 책임성과 그 필요성, 그리고 왜 공공기관의 SR활동이 주먹구구인지를 규명한다. 특

히, 주먹구구식 SR활동의 원인을 미션갈등과 자발적 참여가 아닌 정부의 강제적 시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았다. 3장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4

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SR활동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모델의 실천적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과 미션 갈등

1. 이론적 배경

CSR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기업도 우리 사회의 목표와 가치에 맞는 정책을 추구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부터 출발해(Bowen, 1953), 최근에는 전 세계 기업들의 경제･환경･사회적 변화

의 기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중심으로 SR활동과 조

직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3).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대응(social responsiveness), 사회적 성과(social performance),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이라는 다양한 이름 아래 사회･경제･환경 분야에서 민간 기업

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SR활동이 사회의 불균형 해소와 환경문제 해결

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의 성과도 높인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들은(Orlitzky, Schmidt, and 

Rynes, 2003; Posnikoff, 1997; Waddock and Graves, 1997), CSR이 민간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

으로 자리매김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CSR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정작 CSR에 대한 개념정의는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Milton Friedman은 주주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

는 것이 기업이 해야 할 유일한 임무라고 했으나(Friedman, 1962: 112), Kotler and Lee (2005)

의 경우는 기업의 재량에 따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하는 일련

의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p. 3). Carroll (1979, 1991)은 기업이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 등 서로 연관된 네 가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종합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차원

적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는 세가지미션이론(Triple Bottom Line Theory)에 근거한다. 한 

기업의 성과는 수익창출 경영만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사람중심의 경영,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

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환경경영 등 세 가지 미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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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kington, 1997; Hindle, 2009). 

같은 맥락에서 참여자이론(Stakeholder Theory)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 그리고 지속적인 발

전은 구매력이 있는 사회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기업과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사회의 이해관계자

들이 기업 활동에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으며, 기업은 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Freeman, 1984; Garriga & Domènec, 2004). 민간기업 CSR 분석의 주요 이론적 근

거인 참여자이론은 기업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사회적 요구

와 기업의 경제적 요구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어떤 이

유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지 못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Campbell, 2007: 949). 

제도주의이론(Institutional Theory)은 기업도 사회적 제도(social institution)의 하나이며 사

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권력(social power)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Brammer, 

Jackson, & Matten, 2012: 6; Ismail, 2009: 202). 이때 제도는 권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그 만큼의 

책임을 수반하며 권력과 책임의 불균형이 발생할 때 다른 사회적 제도가 끼어들어 균형을 유지

하려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준

수하게 한다든지, 장애인의 채용과 적절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Davis, 1960: 71). 소비자들도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기업 감시,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보

다 책임 있는 기업의 행태변화를 요구한다.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소속 정부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시장에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공기관

은 정치적인 산물이며 제도주의 이론은 이러한 정치적인 산물로서의 공공기관의 SR활동을 이론

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기업･지역사회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속에서 막대한 

물적･인적 자원을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재를 생산함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

한다. 때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때론 공공기관의 요구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주지시

키며 거대한 권력관계를 형성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참여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행태도 지속적으로 변해야하는 상호의존관

계에 있다(Lawrence, 2008: 170). 따라서 공공기관은 협력적 거버넌스 안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관계적 사회적 책임 (relational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해야 한다(Albareda, Lozano, 

Tencati, Midttun & Perrinin, 2008: 352).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합의가 공공기관의 SR활

동의 비전과 미션으로 구체화되고, 이러한 비전과 미션 하에 세부 목표를 만들어 참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과 그 필요성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기

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공운법 제4조). 2007년 1월 제정된 공운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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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

원 정원이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중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

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하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

인 시장형 공기업과 그 외 한국관광공사와 같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뉜다. 준정부기관은 공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형 

공공기관과,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위탁관리형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기업에서 시작된 CSR에 대한 논의는 점차 공공부문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미 2000년 

UN 글로벌 정상회의(Global Compact)는 민간 기업에게 환경, 인권보호, 반부패 등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권고했으며, 2007년 UN 글로벌 정상회의에서는 기업 뿐 아니라 정부

와 모든 공공기관도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영재, 2012: 2). 우리 

정부도 UN 글로벌 정상회의에 가입하고 이미 2005년부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2010년 발표한 ISO26000는 CSR에서 기업을 의미하는 “C”를 생략하고 

SR(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공식 채택하면서 기업 뿐 아니라 정부나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

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2) 

이러한 일련의 국제사회 움직임은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더욱 

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권고하는 무언의 압력이 되고 있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언뜻 어불성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

와 공공기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과 엄격한 시험을 거쳐 선발된 공무원･준공무원들이 

이미 공익을 위해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의 불공정성이 제기되고, 

부정부패, 낙하산 인사, 예산 낭비와 재정건전성 악화 등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반성

이 제기되어 왔다(이창원, 2009: 154). 공공기관의 SR활동은 이러한 기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도 기업의 고

객처럼 사회의 불균형 해소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을 신뢰하게 되고 그들이 제

공하는 서비스와 가격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질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는 공공기관의 단기적인 

성과향상과 장기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최석호, 2016).

또한 SR 활동은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구조의 다양성 확보와 인프라 구

축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정책도구가 될 수 있다. 정부주도의 10개 지역 혁신도시의 건설

은 각 지역에서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서의 공공기관 SR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

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이주가 단순히 조직의 이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SR활

2) ISO26000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기업 뿐 아니라 정부, 노조,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범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한다.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이익 존중, 법의 준수, 국제규범 준수, 인권 존중 등 7개의 사회적 책임 강령을 

2010년 11월 세계 77개국이 채택하였다(www.is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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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상생관계를 이루어가야 한다. 공공기관은 본연의 목표 달

성과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지역의 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 민간 기업, 비영리단체, 지

역 대학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의 균형발전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도구가 될 수 있다. 

3. 왜 공공기관 SR 활동이 주먹구구식인가 

Porter and Kramer(2006: 1)는 SR활동이 조직의 미션 및 전략과 연계되지 않을 때 주먹구구

식(hodgepodge)이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미션은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를 기술한 것

으로 조직 활동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근거이다(Behn, 1995: 226). 명확한 미션은 구체적인 조직 

활동의 내용과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미션과 견고히 연계되지 않은 활동은 즉흥적

(accidental) 이거나 과거의 것을 반복하는 테두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와 국민들

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Grote, 2000: 310).3) SR활동이 조직의 미션 및 주요 전략과 유리되는 이

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공공기관은 본래의 경제적 목표와 사회의 불균형 해소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사회적 목표라는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하기 때문이다. 둘

째, SR활동이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SR프

로그램 개발보다는 정부에 의해 강제된 성과지표를 충족시키는데 급급하게 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일반적인 사기업과 달리 국가의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정책수단으로 설

립되어 민간기업과 같은 이윤추구 활동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환경보호, 복지, 고용 등 사회의 

불균형 해소와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훈･배용수･이원희, 2014). 즉, <그

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는 시장형 공기업 뿐 아

니라 수익성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먼 기타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공공기관이 사

회적･경제적 미션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미션이 서로 상충될 수 있

으며, 이러한 미션갈등은 SR전략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혼선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미

션은 경제적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에 의해 종종 희생이 강요되기도 한다. 

마치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기관 자체의 이익에 배치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실제 SR

활동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가중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이 국가나 지역의 공공사업 및 경제 활성화, 복지 증진, 교육, 연구 등이라면 사회적･경제적 미

션 중 어느 한 가지도 등한시 될 수 없다. 기관의 가치와 지역사회의 가치가 동시에 증가되는 방

향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Porter and Kramer(2011)의 공동가치창출전략(Creating Shared 

3) 일례로 Microsoft사의 미션—전 세계의 사람과 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CSR미션 및 전략과 명확히 연계되어 있다. Microsoft사의 CSR 미션—사람과 기업의 잠재력을 위하여 역

량 있고 좋은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함께 성장하는 것—은 지역 커뮤니티의 대학과 대학생들의 교육투자와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는 CSR전략으로 구체화되어 미래 IT산업을 주도할 인재를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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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은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게 더욱 필요한 전

략이다. 

<그림 1> 공공기관의 미션
<Figure 1> Missions of Public Enterprises

현행 공공기관의 SR활동은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사항이다. <표 1>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SR활동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제시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단에 의해 매년 공공기

관은 지난해의 경영실적을 평가 받아야 하며 SR활동은 경영평가항목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공운법 제48조에 의거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2012년

도부터 사회공헌 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모든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를 받는 것은 아니고 2015년 기준 강소형 기관을 제외한 30개 공기업, 13개 기금관리형, 19개 위

탁집행형 기관의 총62개 기관만이 대상이다(사회공헌정보센터, 2015). 

구체적으로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대지표 아래 중분류 비계량지표인 전략기획 및 기관혁신

(5점), 중분류 계량지표인 국민평가(2점), 정부3.0(1점), 경영공시(3점), 정부권장정책(5점) 등으

로 나눠져 있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지역사회와 동반성장, 사회공헌의 세 분야로 알려진 SR

지표는 비계량 중지표인 전략기획 및 기관혁신(5점)아래 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세부 소지표 중 

1개 문항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기획재정부, 2016).4) 또한 계량지표인 정부권장정책(5점) 중지

4) 일자리 창출은 고졸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 이공계 출신 및 지역인재 채용까지 포함되는 추세이고, 

동반성장은 ｢상생협력법｣ 제19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2014년의 경우 5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심사하여 ‘우수’10개, 

‘양호’ 19개, ‘보통’ 23개, ‘개선’ 7개 기관을 발표하였다. 4개 등급은 동반성장 이행실적 평가와 협력중소



104     ｢한국행정학보｣ 제51권 제2호

표 아래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근무제 실적,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

자 우선채용,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 구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

지 절약 실천 등 7가지 소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략기획 및 기관혁신(5점)과 정부권장정책(5

점)의 총 10점 중 사회공헌이 차지하는 점수가 최소 6.67[1.67(5점÷3) + 정부권장정책 5점]점으

로 전체 35점 만점 중 약 20%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개별 공공기관으로서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비중이다.5) 더욱이 SR지표가 공공기관의 규모나 특성과는 상관없이 평가대상 모든 기관

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SR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평가결과 역시 임원 인사나 

직원들의 성과급에 연계되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전략적 SR활동보다는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프로그램의 무리한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김철, 2015: 30).6) 

<표 1>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SR활동 평가항목
<Table 1> Items Assessing the Public Enterprises’ SR

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하고 가･감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것이다. 사회공헌은 공공기관의 공익사업, 

자원봉사, 기부협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5) 전략기획 및 기관혁신(5점)은 3개 문항으로 이뤄졌고 그중 사회공헌이 1개 문항이므로 5÷3=약 1.67점으

로 계산한 것이다. 

6) 예를 들어 에너지관련 기관들이나 문화관련 기관 모두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한다면 문화관련 기관들의 

SR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에너지관련 기관들 보다 클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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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데이터 및 분석 

1. 데이터

공공기관의 미션 및 핵심역량과 SR프로그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종류

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첫째, 2015년 12월 기준 전체 321개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 202개

를 제외한 119개 공공기관(공기업 30개와 준정부기관 89개)의 홈페이지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를 분석하여 개별 기관의 비전, 미션, 핵심역량(주요사업), SR미션, SR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확

인 작업을 실시하였다.7) 119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회사 소개’ 또는 ‘기업 

소개’의 카테고리에 포함된 기관의 미션, 비전을 수집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한전소개’안의 ‘가치’의 대분류에 포함된 미션과 비전을 찾아내고, ‘핵심사업 및 사업소개’에 포

함된 주요사업을 기관의 핵심역량으로 파악하였다. SR미션과 프로그램 역시 기관 홈페이지에

서 대부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SR활동에 대한 메뉴가 없는 일부 공공기관들에 한해서만 기관 

홍보자료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참조하여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의 “지속가능경

영”, “열린경영”, 또는 “사회공헌” 메뉴에서 SR의 미션과 비전을 찾아내고, 주요 활동메뉴에서 

개별 프로그램을 파악한 후, 개별 프로그램 탭을 클릭하여 세부 프로그램들을 찾아내었다. 예를 

들어 주요 활동의 큰 범주로는 지역사회봉사, 사회적 기업 지원, 미아 찾기, 에너지나눔 기금, 1

사1촌 자매결연, 문화 사랑이 있고, 이중 지역사회봉사를 클릭해서 노사합동봉사활동, 인근지

역봉사활동, 재난구호활동, 글로벌사회봉사와 같은 세부프로그램들을 찾는 순이다. 

둘째, 홈페이지를 통한 데이터 수집과 동시에 2016년 11월 공공기관의 SR 담당자들에게 비구

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한 42개 공공기관의 SR사업 현황자료를 수집하였다.8) 설문의 주

요 질문으로는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및 핵심 사업영역, 최근 5년간 추진했던 사회적 책임 활동

의 주요 내용과 성과,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관의 설립목적 등의 연계성, 사회적 책임활동의 목

적 등을 포함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홈페이지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수집

된 데이터와 교차검증을 거쳤다. <표 2>는 분석에 포함된 공공기관을 공운법 제5조에 근거해 분

류한 것이다. 

7) 202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SR활동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기부나 자원봉사 수준의 매우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8) 비구조화된 설문은 본래 연구기관, 대학, 대학병원 등 사회적책임 활동에 대한 자료요구가 부적절한 121

개 기관을 제외한 2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중 홈페이지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데이

터를 수집한 119개 공공기관과 겹치는 42개 기관을 추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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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대상 공공기관 리스트 
<Table 2> List of Public Enterprises Included in the Analysis

구분 공공기관명

공기업
(32)

시장형
(14)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
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
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18)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 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
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전KDN*, 한전KPS*

준정부기관
(89)

기금관리형
(1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무역 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민연금
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
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7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국제방
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
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 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
과학 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
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 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
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
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 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
국전력거래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
력 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 공단*, 국립생
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
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
흥원,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 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
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독립
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임업진흥원, 도로교통 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기상산업진
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처: 알리오(http://www.alio.go.kr) 
* 비구조화된 설문조사에 응답한 42개 기관. 그중 한전KDN와 한전KPS는 2016년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

공기관으로 전환하여 119개 홈페이지 분석에선 제외. 

2. 분석

<표 3>은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나타난 공공기관의 미션과 핵심역량 및 SR활동의 연계성을 

제시한 것이다. 지면상 모든 공공기관을 자세히 소개할 수 없어 시장형 공기업 3개(한국전력공

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3개(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

부기관 2개(도로교통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예시이다. 

각 기관의 SR프로그램들과 기관 전체의 미션 및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은 다음의 네 가지 기준

http://www.ali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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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류하였다. 미션관련 SR프로그램은 첫째, 기관명이 포함되어야 하며(예,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가스안전캠페인처럼 “가스”라는 용어 포함), 둘째, 기관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용어가 있는 

경우(예,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전기제한가구 체납요금지원”), 셋째, 그런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예,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다문화가족 초청 프

로그램”은 SR활동으로 간주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의 ”다문화가정지원“은 제외), 넷째, 주요 사

업과 관련이 있어도 일상적 업무로 볼 수 있거나 단순 기부･자원봉사 프로그램(예, 한국전력공

사의 ”전기설비점검“)은 제외하였다.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두 명의 연구자가 조사대상 각 공공기

관의 SR프로그램을 미션관련 vs. 미션비관련 SR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다.9) 평가자간의 신뢰성

(inter-rater reliability)은 .91로 높았다. 

<표 3>에서 제시되었듯이 각 기관의 많은 SR프로그램들은 미션 및 핵심 사업들과 관련성이 

적은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미아 찾기, 소년소녀가장 성

금 및 생필품 전달,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환경보호 캠페인이나 헌혈,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관내 

결식가정･독거노인지원, 다문화, 노숙자 무료급식 지원 등은 기관 미션과의 관련성이 매우 떨

어질 뿐 아니라 단기적 시혜성 사업의 성격이 짙다. 더욱이 <표 3>에서 제시된 10개 공공기관 중 

무려 7개가 성격이 비슷한 “1사1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프로그램들도 단순한 

자원봉사나 후원의 성격이 강했다. ISO26000에서 말하는 공공기관내 지배구조나 노동관행 개

선, 공정거래관행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전무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

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낸 만한 사업보다는 후원이나 봉사 위주의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10) 

SR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의미를 찾을 만한 프로그램보다는 대부분 단기적 이벤트성 사

업이라고 판단된다. 

9) <표 3>에서 제시된 SR프로그램은 많은 경우 다시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1사1촌 맺

기 프로그램의 경우 농촌일손돕기, 김장담그기, 물품후원, IT교육, 기타 자원봉사 등으로 세분화되어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한 표에 다 제시할 수 없었다. 또한 많은 공공기관들이 해외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표 3>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을 다 포함할 경우를 가정하면 개별 공공기관의 SR

프로그램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R프로그램의 세부내용과 미션을 연결시키는 작

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행히 SR세부프로그램의 내용이 SR프로그램의 명칭과 크게 동떨어

진 것은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한전의 ‘지역사회봉사활동’프로그램은 ‘노사합동봉사활동’, ‘인근지역봉

사활동’, ‘재난구호활동’의 세부 활동으로 나뉘는데 모두 지역사회봉사활동의 하나로 프로그램 명칭을 미

션과의 연계성의 기준으로 보는데 큰 문제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 노사관리와 같은 항목은 현재 경영관리의 효율성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본 필자는 ISO26000의 권고와 

같이 노사관리나 직원의 복리후생 역시 SR활동의 하나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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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공기관의 미션, 핵심역량, SR 프로그램의 예시 
<Table 3> Examples of the Missions, Core Capacities, and SR Programs of Public Enterprises

기관 미션 핵심역량 (주요사업)
SR 프로그램

미션 관련 미션 비(非)관련 

한국전력공사
미래 에너지산업을 이끌 
글로벌 기업

∙전력자원개발
∙연구기술개발
∙투자출연보유, 부동산활용사업
∙전력사업관련 해외사업
∙발전･송전･변전･배전영업

∙전기설비점검
∙재난구호･고객설비 복구지원
∙전기제한가구 체납요금지원
∙전력관련 사회적기업 지원
∙에너지나눔기금

∙1사 1촌 자매결연
∙소년소녀가장 성금･생필품
전달

∙미아찾기
∙지역사회봉사활동
∙문화사랑

한국가스공사
새로운, 우수한, 신뢰받는 
미래에너지 생산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안전하고 안정적 설비운영
∙고객중심 가치창출
∙해외사업 성공적 수행
∙기술가치 제고

∙사회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가스안전캠페인

∙1사1산1하천1바다 가꾸기
∙환경보호캠페인
∙헌혈활동

한국광물자원공사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산업원료 및 에너지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광물자원 공급기반 확충
∙국내광산의 안전관리 강화
∙생산 및 비축 광산물의 마케팅체
계 확립

∙우수인재 영입 및 양성 
∙동반성장 생태계조성

∙광산근로자･진폐 재해자 후원
∙광산재해예방사업지원
∙자원분야 우수대학생 지원

∙1사1촌 후원 
∙지역사회 개선산업
∙NGO와 협력사업 발굴･추진
∙전통시장상품권 사용
∙복지시설 물품 후원
∙관내 결식가정･독거노인지원
∙다문화가정, 노숙자 무료급
식 지원

∙소외계층 공부방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과 도시 사람을 품어 
풍요로운 세상 만들기

∙서민주거안정 지원 강화
∙주택사업자 지원확대
∙임대주택 투융자 지원 활성화
도시재생 활성화

∙무주택 국가유공자･저소득층, 
저소득대학생 주택임차자금
지원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지원
∙사회복지생활시설 개보수지원
∙노후슬레이트 지붕개보수지원 

∙아우르미 사회봉사단
∙1사 1농촌 사랑운동

한국관광공사
관광을 성장동력으로 이끌
고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한국관광브랜드 인지도 제고
∙국민 국내여행 참여 확대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해외여행 공적서비스 고도화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
∙창조관광기업 지원･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문화재지킴이 활동
∙다문화 가족 초청 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 지원
∙봉사활동
∙헌혈행사
∙1사1촌 활동
∙김장담그기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물로 여는 미래 물로 나누
는 행복

∙최적의 물순환 체계 구축
∙물의 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물산업 선도
∙신뢰의 공기업 구현

∙사회취약계층 물사용 환경 개선
∙농촌지역 초중등학교 식수 지원
∙도서 산간지역의 물 복지 지원
∙청소년 물 교육
∙해외 식수개발 및 지원 사업

∙희망멘토링
∙사랑나눔 의료봉사
∙다문화가정지원
∙효나눔센터

도로교통공단
도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도로환경 위험요소 개선
∙교통안전 정책기술 연구 개발
∙이용자 교통안전의식 제고
∙안전운전 365문화 확산
∙엄격한 운전면허시험 관리

∙사회적약자 면허취득 상담 및 
지원 사업

∙교통사고 피해자가족 돕기
∙교통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후유증 상담

∙중증장애인 지원센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기부
∙상생공헌활동
∙문화활동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
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
∙합리적 진료비 관리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인공관
절 및 백내장 수술비 지원

∙1사 1촌 자매결연
∙사회복지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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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19개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5년 12월 기준) 

공공기관의 미션과 SR프로그램의 약한 연계성은 사회공헌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비구조화된 

설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42개 공공기관 중 38개(90%) 기관의 사회공헌 담당

자가 자사의 SR활동이 기관의 설립목적에 연계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분석결과 그렇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설문대상 기관 중 전력산업 관련 “A” 공공기관의 SR프로그램

과 그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이 기관의 사회공헌 담당자는 자사의 SR활동이 기관의 설립목적인 

에너지복지 사업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증거로 Sunny Project를 예로 들

었다. Sunny Project는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건물의 개보수를 통한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에너지 공급지원, 슬레이트 지붕교체, 복지시설 옥상녹화를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A”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

는 다섯가지 SR프로그램 중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 네가지 프로그램들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

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있으나 겨울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독도탐방, 공원가꾸기 등 

전력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 비용지출형 봉사활동에 불과하다. 사실 Sunny Project 또한 

<표 4> “A”공공기관의 SR프로그램과 기관 미션과의 연계성 
<Table 4> Consistency between SR Programs and Mission of the “A” Public Enterprise

미션(설립목적)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경제적･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선도를 통한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에 

기여

Sunny Project
에너지빈곤층 건물효율 개선사업

(쪽방촌 에너지 환경개선, 전기 미공급가구 태양광발전기 
공급지원 등)

드림키움프로젝트
발전소주변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해외어학연수, 방학영어캠프, 독도탐방 등)

행복홀씨프로젝트 발전소주변지역을 지역명소로 가꾸기 (공원가꾸기 등)
아동･청소년 희망 Up! 소아암어린이･장애인 치료비 후원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
지역 봉사활동 + Global 사회공헌활동 (네팔, 파키스탄 

자연재해복구 및 구호성금)

∙만성질환 예방체계 강화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빅데이터 활용 지식기반 구축
∙장기요양 재정 관리

∙긴급구호봉사단 운영
∙찾아가는 의료봉사

∙각종 기금모금 운동

근로복지공단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
는 삶을 보호하고 행복할 권
리를 지쳐주는 희망버팀목

∙산재보험, 의료기반 예방지원 역
량확보

∙근로빈곤층 자립 및 기업복지 자
생력강화

∙보험서비스 수혜 사각지대 해소 
및 전달체계 혁신

∙산재대학생 대학학자금 지원
∙저소득층 산재장학생 학습보
조비 지원

∙산재환자 미성년자자녀 학습
지원비 지원

∙1사 1촌 자매결연
∙사랑의 헌혈활동
∙불우아동돕기
∙자연보호캠페인
∙사회복지시설 지원

국민연금공단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
의 행복한 삶에 공헌

∙국민연금 수급권 확충
∙연금급여 서비스 내실화
∙전 국민 노후 준비 지원체계강화
∙장애인 복지서비스 내실화
∙기초연금제도 운영 안정화

∙저소득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활동

∙사회봉사활동
∙1사 1촌 자매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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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에너지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른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지

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선도하여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에 기여”한다는 이 기관의 미션과는 동떨어

져있다. 

공공기관 간 중복되는 SR프로그램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다수의 공공

기관들이 매우 흡사한 SR프로그램들을 서로 경쟁하듯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교육관

련 프로그램(예: 체험학습, 안전교육, 멘토링 등)이 25개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사1촌이나 

각종 나눔 활동들은 각각 19개 기관들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밖에 환경보호캠페인, 생활환경개

선, 헌혈, 문화예술지원 등이 모두 10개 이상의 기관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사1촌 결연” 프로그램의 경우 뚜렷한 세부프로그램 없이 농촌돕기를 한다든지, 연탄배달, 생

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하고 있어 <표 5>에서 제시한 다른 중복활동들과도 중복되고 있다.

<표 5> 공공기관의 SR 중복프로그램 수 
<Table 5> Number of Redundant Public Enterprises’ SR Programs

SR사업 개수 공공기관명 

1사1촌결연 19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 한국장학재단, 국민연금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전력
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동서발전, 근로복
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
험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농촌일손돕기 4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
시설안전공단

전통시장지원 4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
금공단 

생활환경개선지원
(지붕고치기, 시설설치, 

설비점검 등)
13개

한국남부발전(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가스공사, 한
국저기안전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주),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가스안
전공사

나눔 활동
(사랑의 연탄나누기, 쌀 

나누기, 도시락배달, 김장하기 
등)

19개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주택
금융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교통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사립학교교직원연
금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전KPS(주),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
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문화예술지원
(콘서트, 공연, 전시활동지원 

등)
12개

한국남부발전(주), 한국가스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
국전력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
원, 한국석유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교육
(체험학습, 안전교육, 멘토링 

등)
25개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가스공사, 신용
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교통안전공단, 한국
남동발전(주), 한국전력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
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주), 한
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공원
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소비자
원 

의료지원 및 의료봉사 11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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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19개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5년 12월 기준) 

이렇게 많은 SR프로그램들이 기관의 미션 및 핵심 전략사업들과 연계되지 않은 채 즉흥적이

고 주먹구구식으로 개발･시행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SR미션을 기관 미

션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시혜적인 활동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표 6>과 <표 7>

은 공공기관의 미션과 SR미션 연계성의 비교적 나쁜 사례와 좋은 사례를 선정한 것이다. 기관의 

미션을 달성하는 하나의 전략적 수단으로서 설정된 SR미션은 <표 6>에서처럼 막연한 미사여구

로 치장될 것이 아니라 기관의 핵심 사업에 연계되어야만 SR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관의 미션을 달성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야 한다.11) 

<표 6> 공공기관의 기관미션과 SR미션의 연계성: 나쁜 예 
<Table 6> Weak Consistency between SR Programs and Missions of Public Enterprises

기관 기관 미션 SR 미션

한국자산관리공사 선진 종합자산관리로 국가경제 지속성장추구
함께 나누고 소통하며 나눔문화에 앞장서는 따
뜻한 금융공기업

한국전력공사 미래 에너지산업을 이끌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공헌활동 내실화

대한석탄공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 공기업
국민, 기업, 사회 모두에게 지속적인 희망을 주
는데 앞장서는 기업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 국민행복 실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 구현을 위한 나눔과 
참여의 활동전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육성

사회적 책임경영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
로 삶의 질 향상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실천과 최고 수준의 사
회공헌 추진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과 금융산업 선진화 
기여

사회공헌 선도 공공기관으로 이미지 확립

출처: 119개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5년 12월 기준) 중 선별 

11) 하지만 SR미션이 기관의 미션과 연계성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SR프로그램이 기관의 미션과 연계성을 가

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광물자원공사도 많은 SR프로그램들이 미션과 연계

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SR미션과 기관 미션의 일치성에 대한 주장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

다. 

(수술비지원, 의료검사비지원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헌혈 13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도로공사, 중
소기업진흥공단, 주택관리공단, 한전KPS(주), 우정사업정보센터, 근로복지
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환경보호캠페인 17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가스공단, 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
단, 한국남동발전(주),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
전KPS(주),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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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공공기관의 기관 미션과 SR미션의 연계성: 좋은 예
<Table 7> Strong Consistency between SR Programs and Missions of Public Enterprises

기관 기관 미션 SR 미션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법률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 활
동

한국광물자원공사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산업원료 및 에너지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도모

광물자원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통해 국민
에게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기업

출처: 119개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5년 12월 기준) 중 선별 

Ⅳ. 정책대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모델 

본 논문은 경험적 데이터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미션과 SR활동의 전략적 연계성을 검증하고, 

공공기관의 SR활동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데이터 분석 결과 대부분의 SR활동은 공공기관의 경영 철학과 설립목적을 담

고 있다기 보다는 경영평가를 위한 단기적이고 시혜적인 봉사프로그램 위주로 실행되고 있었

다. 물론 공공기관이 경제적 목표와 상충되기 쉬운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SR활동이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조항이기 때

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보다

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이를 반증하고 있다. 119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와 지속가능경영보고

서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대부분의 SR프로그램이 미션과 전혀 관련 없는 시혜적인 봉사프로

그램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었으며, 공공기관간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25개 까지 중복된 프

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수 공공기관의 SR미션들은 기관의 미션이나 핵심 전략사업들

과 연계되지 않은 막연한 미사여구 위주로 작성되어 SR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의미를 찾

기 어려웠다. 또한 지역사회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SR활동을 디자인하고 시행하기 위

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

이라는 궁극적인 SR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 <그림2>와 같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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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모델
<Figure 2 > SR Model of Public Enterprises

첫째, SR프로그램은 우선 기관의 비전과 미션에 연계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효율성에 앞서 

공익을 추구해야 하며 비전과 미션은 기관의 유형과 핵심 사업에 따라 다르다. 명확한 비전과 미

션은 핵심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SR미션과 세부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설계된 SR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기관의 미션 달성에 기여하게 된다. SR미션은 기관의 미션 및 

핵심사업과 일치되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민에게 사

랑받는 공공기관”이나 “자원봉사 실천과 최고 수준의 사회공헌 추진”과 같이 기관의 미션과 상

관없는 SR미션은 세부 프로그램 집행의 궁극적 목표를 불명확하게 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

어뜨린다. <표 8>에 제시된 Scottish Water의 SR미션과 추진전략은 어떻게 공공기관의 핵심사

업(물 공급)이 SR추진전략과 연계되어 궁극적으로 SR미션(사회, 경제, 환경 모든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이자 기관의 미션을 달성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

공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이 우후

죽순격인 시혜적 SR활동을 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전의 경우 2015년 기준 58억원을 기관차원의 다양한 SR활동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이보

다는 양질의 전력을 적정 가격에,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차별 없이 공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기관호감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12) 

12) 2016년 여름 무더위 속에 제기된 한국전력공사의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료 부과의 차이에 대한 논란이 국

민적 공분을 샀다. 가정용 전기료에 대해서는 최대 11.7배까지의 누진세가 적용되지만 산업용과 일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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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Scottish Water의 SR미션과 추진전략 
<Table 8> SR Mission and Triple Strategies in the Scottish Water

SR미션 추진전략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하여 공공보건 확보(사회)

도시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보호(환경)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 스코틀랜드 지역의 물 관련 건설사업 지원으로 지
역경제에 기여(경제)

출처: www.scottishwater.co.uk

둘째, 공공기관의 비전, 미션 및 핵심역량과 SR프로그램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내부에 

SR 전담조직이 있어야 하고 이를 경영전략실내에 두어 기관 전체 미션과의 일관성을 갖게 해야 

한다. 또한 SR 전담조직의 명칭을 뚜렷이 하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정규직원이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 본 논문의 설문응답 42개 기관 중 17개 기관(40.5%)만이 SR 전담조직을 갖고 있었을 뿐 아

니라 ‘사회공헌팀’이란 명칭 이외에 ‘상생협력팀’, ‘동반성장팀’, ‘고객만족공헌부’, ‘고객행복

실’ 등 뚜렷한 SR 목적을 표방하기 어려운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35개 기관이 SR 전담인

력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대부분 1-4명 수준이고, 10개 기관이 SR 관련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고 응답하였지만 대부분 사회복지사이고 간호사, 소방관 출신 직원에 불과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한 SR은 단지 기존의 자선적 활동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공익성을 가진 공

공기관이 지켜야 할 법적･윤리적 책임, 경제적 책임 활동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평가되고 인정받는 기준인 ISO26000가 지향하는 조직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하

는 방법이기도 하다. 공운법의 준수 뿐 아니라 기관 직원의 공정한 보수와 복지, 근무환경을 보

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인적자원관리를 해야 한다

(Eikenberry, 2009).13) 또한 윤리적 책임의 일환으로 환경보호의 의무, 낙하산 인사 금지, 부정부

패 방지 등에 관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특정 공기업이 수년간 유해 폐유를 바다에 무단 배출하

거나(뉴스1, 2016). 중소기업기업에 대한 갑질(매일경제, 2016), 전체 비위공직자 중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율이 1980년 3.1%에서 2013년에 32%로 10배 이상 늘어난 보고(헤럴드경제, 2016) 

등은 공공기관의 SR활동이 비윤리적인 행태를 감추기 위한 일종의 “보험”(Godfrey, Merrill, & 

Hansen, 2009: 426)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 이유이다. 

 경제적 책임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국내 30대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의 재무건전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부채비율이 194.3%로 2012년 말보다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같은 해 30대 그룹 

업용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정부차원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승우, 2016). 따

라서 모든 국민이 항시 사용하는 전기료를 적정가격에 합리화하는 것이 경영평가를 위한 각종 시혜적 SR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13) Eikenberry(2009)는 기업이 먼저 자기 직원들에게 잘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새로운 경제질서에 부응하

는 것이 SR활동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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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이 79.9%인 것과 비교하면 공기업 부채비율이 2.4배나 높은 것이다 (연합뉴스, 2015. 

5.31).14)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이 부채를 안고서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돕는다는 

형국이며, 단지 현재의 사회공헌 활동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한 구색 갖추기에 지나지 않음을 보

여준다. 따라서 법적･윤리적 책임, 경제적 책임 활동은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SR 활동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넷째, SR프로그램은 기관의 미션과 핵심 사업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안치순･손진아(2015)에 따르면 “공기업이 먼저 지역사회의 

결핍요인, 즉 수요요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이

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의 절차적 합리성의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p. 37)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수요를 반영할 때만이 지역발전을 위해 차별화된 SR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15) 지역

의 수요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과 같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회적 기업 뿐 아니라 민간기업, 지역 유관기관

에게 경영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민간자원 연계 등을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 의

한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은 행정업무량의 증가 뿐 아니라 자율성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10대 혁신도시별 광역단위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김태영(2016)은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해 광역단위 중간조직의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중앙정부가 

지역사회의 현실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단위의 지원은 아직까지 준비가 부족한 상태

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16) 

마지막으로 SR활동이 경영평가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축

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지속가능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현

재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동반 성장지표는 사실 경제지표이지 SR 본연의 사업과는 거리가 있

14) 하지만 오영민･하세정(2015)은 공공기관의 부채요인에 대한 패널데이터 분석결과 과도한 복리후생 뿐 

아니라 정부의 무리한 정책사업과 요금규제가 공기업 부채를 가속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5) 예를 들어 한전의 에너지나눔기금이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진폐환자 재활사업 및 광산재해예방사업, 

한국주택공사와 지역대학이 연계한 임대주택아동멘토링 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역대학이 연계한 

지역 청년구직자 대상 취업멘토링 사업 등은 공공기관의 핵심역량과 지역사회 수요가 적절히 연계된 SR

프로그램들의 예이며 직접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16) 특히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비영리조직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비영리조직은 풀뿌리민주

주의의 조직화된 형태로 SR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의 거부감을 완화해 더욱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김태룡･권해수･정정화･안희정. 2011; 박상필, 2000).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지속적 교육 

또한 필요하다. 안치순･손진아 (2015)는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SR활

동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도 분석에서 “지역주민들은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그리고 현금 또는 현물 위주

의 직접적인 수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p. 36)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88%의 응답자가 SR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정작 SR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반 이상이(50.8%) 거의 모

르고 있었으며 단지 23% 정도만이 구체적인 활동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SR활동을 단지 단기적인 경

제적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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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기부나 자원봉사 중심의 SR활동은 지속가능성보다 단기간의 시혜성을 강조한다. SR활동

을 강제하고, 공공기관의 규모나 특성과는 상관없이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현재의 경영평가 방

식은 SR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다. 공공성보다는 경영효율성을 강조하고 

평가결과를 임원인사나 직원들의 성과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지

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SR활동보다는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SR활동, 다른 기관과 

차별되고 특색 있는 사업보다는 매우 일반적인 사업들 위주로 운영될 것이다. 공공성에 대한 기

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김용우, 2006; 유훈･배용수･이원희, 2014; 임의영, 2002), 공공기관 공

공성의 개념화와 조작화를 통하여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SR활동의 궁

극적 효과(impacts)를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측정결과를 프로그램 개발에 환류하여 지속적으

로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폐지･축소･확대하는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럴 때만이 

투자대비 SR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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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ategic link between the mission of public enterprise and 
its social responsibility

Kim, Seok-Eun & Hong, Da Ye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expanded its territory into public sector 

organizations. The Korean government requires public enterprises to have socially 

responsible programs, and it annually reviews the program implementation. Nonetheless, 

there are still reasonable concerns that such programs have been created and performed 

without much thought or care and thus have wasted government funds. We believe that the 

problems come from a missing link between the mission of public enterprises and their 

social responsibility (SR) programs. This study examines the missing link using empirical 

data. Data were drawn from websites and sustainability reports of 119 public enterprises as 

well as responses from an unstructured survey of SR coordinators working in the 42 public 

enterprises. The results confirmed that many public enterprises created and performed 

their SR programs thoughtlessly primarily in preparation for the annual review by the 

government. Based on the results, this article suggests a model for SR by public enterprises 

and provides a number of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strategic management of the 

model. 

Keywords: social responsibility of public enterprises, mission-oriented organization, 

regional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