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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세계 속 자원봉사』 제3호에서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과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지 알아봅니다. 

 - 1조 그루의 나무를 심는 어린이들, 독일 

 -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한걸음, 호주 

 - 산불대응에 함께하는 시민들, 스웨덴 

 - 청소년과 청년의 공동성장, 중국 

 - 기업사회공헌에서 기업의 사회적 혁신으로 

이번 3호에서는 



 

사진출처: Plant -for-the-Planet website 

독일,  ,나무심기로 온난화를 막는 Plant-for-the-Planet 

독일의 마이너은행(Meine Bank)은 크리스마스 장식 대신 10,000유로(약 12백만원)를 

플랜트 포 더 플래닛(Plant-for-the-Planet)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 기부금은 지역의 어

린이들이 기후정의대사로 활동하고 2,000그루의 나무를 심도록 교육하는 아카데미 운영

에 사용될 예정이다. 

Plant-for-the-Planet은 2007년 독일의 아홉 살 어린이 펠릭스 핑크바이너(Felix 

Finkbeiner)가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목표로 만든 

단체이다. 현재까지 193개국에서 150억 이상의 나무를 심었다.  Plant-for-the-Planet

은 독일과 전 세계에서 아카데미를 조직하여 어린이들에게 기후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후정의대사(Climate Justice Ambassadors)가 되어 다른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파하

고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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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talking, 

Start Planting. 

자리에 앉아  

이야기는 그만하고 

행동이 필요한 때” 

1조 그루의 나무를 심는 어린이들 

Plant-for-the-Planet 알아보기 

2007 

아프리카에서 30년간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왕가리 마타이(Wangari Maathai)에게서 영

감을 얻은 펠릭스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각각 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아홉살 어린 소년의 자신의 비전을 공식화하여 어린이들이 주도

적으로 참여하는 Plant-for-the-Planet을 시작하였음 

 

자료출처 

Plant-for-the-Planet 

https://www.plant-for-the-

planet.org/en/abo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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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한국에서 열린 UNEP 아동·청소년 컨퍼런스에서 800명의 어린이들이 코펜하겐 기후 정상회의 

선언문을 채택함. 이 회의에서 56개국에서 온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Plant-for-the-Planet의 

비전을 지지함. 펠릭스는 이니셔티브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말은 그만하고 나무심기를 시작하라

(Stop talking, Start planting)’는 캠페인을 시작함. 해리슨 포드(Harrison Ford), 마이클 오

토(Michael Otto) 등 유명인들이 이 캠페인을 지지하고 참여하였음 

2009 

Plant-for-the-Planet을 시작한지 3년 만에 독일에 백 만 그루 나무심기를 성공하였고, 독일, 

덴마크, 캐나다, 멕시코, 터키의 환경장관이 모인 자리에서 아이들은 기후정의를 위한 세계적인 

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2010 

펠릭스는 유엔본부에 초대되어, 각 국가 대표들에게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함. 2011년 11월, UNEP은 추진하던 ‘10억 그

루 나무심기 캠페인’을  Plant-for-the-Planet’이 추진하도록 권한을 넘겼음 

2015 

예일대학의 탐 크로우터(Tom Crowther) 박사는 전 세계 나무밀도의 지도화 작업을 통해 성장 

중인 나무의 수를 처음으로 연구하였으며, 어린이들이 농업이나 주거에 피해를 주지 않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1조 그루에 해당하는 공간이 있음을 증명함 

2018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사무총장, 기업, 비정구기구 대표, 유명인사 등 30여명이 ‘1조 

그루 나무심기 선언문’에 서명하였음. 펠릭스 등 Plant-for-the-Planet의 국제 이사회 멤버는 

모나코 그리말디 포럼 무대에서 선언문을 낭독하였음. 전 세계적으로 7만 명이 넘는 9-12세 사

이의 어린이들이 기후정의대사로 활동 중임 



사진출처: VoRTCS 웹사이트 

호주, 난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VoRTCS 

볼텍스(VoRTCS, Volunteer Refugee Tutoring & Community Support)는 모든 사

람들은 환영 받을 자격이 있고, 특히 난민들이 가진 소중한 기술과 재능이 지역사회 발전에 

귀중한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호주생활에 정착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형

성하고 모든 호주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

그램이다. 

남 브리즈번에 본부가 위치해 있지만, 볼텍스 프로그램은 직원이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자

원봉사자들에 의해 주도되므로 브리즈번 지역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볼텍스 프로그램은 

매주 자원봉사팀이 연결된 난민가정을 방문하여 영어교육과 호주 및 해당 지역사회 관련 정

보를 제공하는 튜터링 시스템이다. 난민가정의 상황에 따라 6개월에서 3년까지 프로그램

에 참여하며,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더 이상 봉사자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볼

텍스로 부터의 졸업(Graduation from VoRTCS)’을 이루게 된다.  

튜터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다면, 먼저 강사 훈련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

다. 교육세션을 통해 튜터링 기술을 익힐 수 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로부

터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 언어적 다양성, 공동체, 아동의 안전 및 

위험관리 방법 등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필요한 에티켓과 정보를 배울 수 있다.  튜터로 참여

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전문 자격요건은 없지만 아래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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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난민들이  

호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한 걸음 
 

자료출처 

VoRTCS 

http://refugeetutoring.org/ 

 

 

사진출처: VoRTCS 웹사이트 

 

 

 

 

 

 

 

자원봉사자 뿐 아니라  난민 참여자도 프로그램 참여 전 아래의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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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체크리스트 

 영어 독해, 글쓰기, 대화 수업이 가능한 수준의 영어 말하기 및 쓰기 능력 보유 필요 

 범죄기록, 블루카드(*아동을 다루는 업무 적합여부 확인증)  제출 필요 

 최소 12개월 동안 지속적인 참여 필요(필수) 

 일주일에 약 60분-90분 활동 참여 필요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 동의 필요 

 아동 안전 및 위험관리 정책 준수 필요 

 믿음이 가고 열정적이어야 함 

난민가정 

체크리스트 

 참여가정은 가족과 함께 일하는 조직의 대표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추천함 

 참여가정은 구금에서 석방되었거나, 호주에 정착한지 6개월 이상에서 5년 미만이어야 함 

 성인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튜터링은 지역사회 정보 및 영어실력(회화, 독해 및 작문)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사적인 숙제
를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함 

 참여가정은 튜터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이 자원봉사자이며, 적절한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추게 
되거나 종합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되면 졸업하게 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 필요함 



“시민들은 직접  

산불진압  활동에  

참여하거나  

음식을 마련하여 

소방관 및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재민을 위한 모금에  

참여함으로써  

공동대응 노력에  

동참하였다” 

사진출처: Th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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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시민들이 재난대응에 참여하는 방법 

스웨덴 전역에서 약 50여개의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전국의 시민들이 

여름휴가를 포기하고 산불진압에 투입된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크고 작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재난대응 노력에 동참했다. 라군다(Ragunda) 시청 촌에서만 매일 100명이 넘

는 시민들이  소방활동에 참여하여 불을 끄고 이 결과를 소방관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음식 

및 필요 물품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 봉사자들도 있었다.  

라군다 지역에서 화재의 가장자리에 물을 뿌려 산불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돕는 활동에 

참여한 Jan Rohlander씨는 인터뷰를 통해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

는데 인근의 소방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를 보고 신청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시민들이 전문적인 일은 하기 어렵더라도 화재진압을 용이하게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역할이 과소평가되어 적극적 참여기회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헤리에달렌(Harjedalen) 지역의 한 학교 주방직원은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여 소방관들

에게 전달했으며 지역주민들은 물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헤리에달렌 지방자치 단체 관계자

는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500여 명이며, 자원봉사자들은 화재진압, 자재운송, 자원배분, 인

력, 음식제공 등 화재진압 현장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엘리아스 맷슨(Elias Mattsson)은 페이스북에 자원봉사자 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0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 중이다. 그는 2014년 유사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압활동에  

산불 대응에 함께 하는 시민들 
 

자료출처 

The Local 

https://

www.thelocal.se/20180719

/how-volunteers-are-

helping-tackling-swedens-

ildfires 

사진출처: The Local 

참여했던 소방관들이 당시 충분한 음식과 물을 섭취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 이에 그는 여름휴가 계획을 취소

하고 대신 봉사모임 회원들과 함께 기부금 모금을 진행하여 화재로 인해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전달하였다. 돈 뿐만 아니라 

여러 슈퍼마켓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기증하였으며 화재현장 이동에 필요한 교통편을 기증받기도 했다.  

스웨덴 민간 비상대책 기구(Civil Contingencies Agency)는 적십자에 자원봉사 활동 조직을 요청하였고, 스웨덴 적십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세워, 산불피해 인근지역 거주자들의 안전한 구조, 물품 배분, 진

행 중인 진압상황에 대한 정보 확산에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휴가도 반납하고 재난상황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에 스웨덴 부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기후

부 장관은 ‘뜨거운 날씨에도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모든 영웅들, 전문가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감사의 인사를 전

한다. 당신의 노력은 값을 헤아릴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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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사천신문 

중국, 농촌 청소년과 함께하는 데학생 겨울방학 봉사활동 

중국  사천성에 위치한 이빈시에서 농촌 청소년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농촌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함께 지내며 학습지도, 돌봄, 정서교류, 

멘토링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자원봉사활동을 주최한 이빈시 중국공산주의청년단위원회는 전국 각지의 대학 내 청년단

위원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다. 중국인민대학, 

동제대학, 남개대학, 무한대학, 사천대학 등 40여개 학교에서 천 여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

에 참여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다섯 명씩 한 조를 이루어 이빈시  내 162개 지역에 배치되

어 ‘동심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 나누기(情暖童心 )’또는 ‘여름방학 동안의 사랑과 관심 나누

기(爱心暑托 )’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동심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 나누기(情暖童心 ) 프로그램은 농촌에 거주하는 빈곤가정 아이

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이 형제나 남매처럼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정서적 교류를 쌓고, 

학업을 지도해주는 것이 주된 활동으로,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동반하기’ 정책과 연계된 프

로그램이다. 이빈시 내 빈곤지역 가운데 118개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졌다. 

‘여름방학 동안의 사랑과 관심 나누기(爱心暑托 )’는 도시에서 일하는 부모님과 떨어져 농

촌에서 살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 이빈시 10개 지역의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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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40여개  

대학에서  모인  

1,000여명의 대학생이  

이빈시 내 162개 지역에  

배치되어 농촌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아동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청소년과 청년의 공동 성장 
 

자료출처 

사천신문망(四川新闻网首页 ) 

http://scnews.newssc.org/
sysem/20170717/0007988
54.html 

사진출처: 사천신문 

지부에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어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함께 공부 및 외부활동을 하면서 학업을 보충할 뿐 만 아

니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됐다. 지리적, 경제적인 이유로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부족한 농촌의 빈곤 청소년 및 아동들이 각지에서 온 대학생들과 함께 방학기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

고, 부족한 학습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진로와 적성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주변에서 멘토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이 실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무엇보다 농촌의 청소년 및 아동이 마주하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빈시 정부는 이 활동을 계기로 하여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유관기관이 협력해주

기를 희망하였다. 향후에는 참여 청소년들의 욕구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여 다양한 형식의 자원봉사활동을 계획할 예정이며,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좀 더 전문화되고 조직화되어 다양한 지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발

전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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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영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혁신 사례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보다 지속 가능한 환경 및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방식

으로 비즈니스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흔히 이러한  전환

을 ‘기업의 사회적 혁신(Corporate Social Innovation)’이라고 말한다. 루이스 연구소는 

기업의 사회적 혁신을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복잡한 경제, 사회 및 환경 문

제에 대해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분야 및 기업과 협력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 지난 20년간 기업의 전략 및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

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트렌

드가  전통적인 기업사회공헌에서 기업의 사회적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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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혁신은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복잡한 경제, 사회 , 환경문제에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분야 및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다” 

기업사회공헌에서 기업의 사회적 혁신으로 

전통적인 기업사회공헌(CSR) 

 자선적 의도 

 돈과 인력 

 임직원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활동 

 사회 및 환경 관련 서비스 

 사회적 선행 

기업의 사회적 혁신(CSI) 

 전략적 의도 

 연구개발(R&D) 및 기업 자산 

 인력개발 

 NGO, 정부와의 파트너십 

 사회 및 환경의 혁신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 

FSG 컨설팅의 Mark Pftizer 이사는 앞으로 기업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아내는 통찰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사회환

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의 성공적 사례 탐색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 및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거버넌스(Governance),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 직원 참여(Employee Engagement),  제품혁신

(Product Innovation),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Engagement)- 다섯 가지 영역에서 사회발전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기여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다. 

 

 

 

1. 거버넌스(Governance) : 기업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및 재원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업 리

더십의 의지와 지지가 필요하다. 기업 내부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혁신적 비즈니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2.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들의 생태계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조직 및 

사람들의 다양성을 과소평가한다.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와의 협업이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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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Natura 

브라질 화장품 회사인 Natura는 아마존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전통적 지식 및 문화를 보존하는데 중점을 둔 

제품혁신의 좋은 사례이다. Natura는 아마존 지역의 유전 및 문화유산을 비윤리적으로 상업화하는 생물약

탈(biopiracy)을 방지하기 위해 2,500개의 소규모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며, 박테리아에 의해 무해물

질로 분해되어 친환경적인 Ekos라는 제품을 개발했다. 

[사례2] 

Puma 

독일의 스포츠용품 브랜드인 Puma는 2011년 환경손익(Environment Profit and Loss)을 설립한 최초

의 회사 중 하나이다.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비즈니스 수행의 비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새롭고 지

속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를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Puma의 대주주인 Kering은 이 방

법론을 발전시켜 전체 Kering Group으로 확대했다. 

[사례1] 

GE 

미국의 세계 최대 글로벌 인프라기업인 GE(General Electric)는 심각한 건강문제를 다루는 저렴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헬시메지네이션(Healthy-maginatio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과 협력관계를 

수립했다. GE는 조산아를 위한 인큐베이터가 부족하여 인도의 높은 영아사망률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새롭게 인큐베이터를 개발하여 비용을 2,000달러로 크게 절감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 비용은 인도의 

병원이 부담하기에 어려웠다. 이에 GE는 뜨거운 물로 데울 수 있는 패드와 침낭을 결합하여 최대 6시간까지 

신생아를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200달러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인 Embrace와 파트너관계를 

맺어 인도에 저렴한 제품을 배포하였다. 

[사례2] 

IKEA 

스웨덴의 가구제조 기업인 IKEA는 공급업체와의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은 협력업체와 오랜 파트너

십을 형성하는 것이다. 평균적인 계약기간이 11년 이상이며, 업체 근로자들의 복지에도 투자한다. 또한, 

IKEA는 UNICEF, Save the Children과 협력하여 인도의 아동노동 문제를 관리하고,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작업과정에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행동강령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협력업체

가 그에 따라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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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공헌에서 기업의 사회적 혁신으로 

 

3. 직원의 참여(Employee Engagement): 사회적 혁신 이니셔티브가 거버넌스 수준에서 받아들여지면 기업은 새로운 전

략을 현실화하기 위해 직원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기업가정신 이니셔티브 또는 지역사회 주도의 자원봉사 계획을 통해 

조직 내 사고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적 변화에 장기적으로 직원을 연계시키는 열쇠이다. 

 

 

 

 

 

 

4.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 컨설턴트이자 작가인 Peter Drucker는 오늘날의 모든 사회 및 글로벌 이슈는 비즈니

스가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다. 스타트업에서 시작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기업의 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단기 이

익에 급급할 경우 종종 단기 비전으로 이어지고 잠재적 이익 창출 및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혁신성을 잃을 수 있다. 

 

 

 

 

 

 

[사례1] 

Ferrovial 

스페인의 도시 및 서비스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인 Ferrovial은 전 세계의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 경진대회

를 진행했다. ‘Zuritanken’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회사가 추구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첫 대회에서는 발자국에 의해 생성된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전환시키는 통로

-Floor Power가 우승하였다. 이 제품은 Ferrovial 사가 관리하는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 설치되었다.  

[사례2] 

Barclays 

영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금융회사인 Barclays Bank는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상업적 금융 솔루션

을 개발하기 위해 2012년 바클레이즈 사회 혁신 시설(Barclays Social Innovation Facility)을 설립했다.

이 곳은 직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한 직원은 사내기업가 

실험실(Intrapreneur lab)에서 3일간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3개월 간 내부 멘토링을 받아 혁신 상품을 개

발했다. ‘Round up’이라는 새로운 상품은 밀레니엄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

해 신용카드 사용료를 반올림하여 받고, 사회적 목적이나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되도록 추가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개발했다.  

[사례1] 

Danone 

프랑스 식음료 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낙농제품 생산업체인 Danone의 Nutriplanet 그룹은 영양, 사회경제 

및 문화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52개국 인구의 습관과 건강문제를 분석하여 제품개발에 활용하였다. 한 예로, 

브라질 청소년들의 식습관을 연구하여 설탕을 줄이고 비타민을 첨가하여 치즈를 다시 개발했다. 방글라데시

에서는 어린이들이 마시는 영양이 풍부한 요구르트를 만들었다. 제품 뿐 아니라 포장재도 지역에 맞게 연구

하였는데, 세네갈에서는 지역곡물과 우유를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를 개발했다.  

[사례2] 

Interface 

영국의 카펫 타일 제조업체인 Interface는 카펫 제작 시 석유기반의 물질보다는 플라스틱과 고분자 화합물

을 사용하여 카펫을 재활용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회사는 생체모방(biomimicry) 모형을  

디자인에 사용하여 자연적인 잎 패턴이 있는 타일을 어떤 순서로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타일은 독성 화

학물질 사용을 피하기 위해 화학접착제 대신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였다. 

 

 

5.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Engagement): 기업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NGO나 자선단체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건강관리, 교육과 물 접근성, 기회변화와 관련된 이슈는 기업

과 NGO, 지역사회,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함으로써 더 나은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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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NEO 

미국의 Microsoft, MacDonalds, Walmart, Caterpillar 는 미국의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Group이 2012년에 시작한 청소년을 위한 신 고용기회 프로그램(New Employment Opportuni-

ties Program, NEO)에 재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NEO 프로그램은 빈곤층 청소년의 고용가능성을 개

선하고 라틴 아메리카와 카브리해 지역의 인력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커리큘럼 및 고용 서비스를 형성

하는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NEO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까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은 100만명에 도달할 예정이다.  

[사례2] 

Fries-

landCampina 

FrieslandCampina는 서유럽의 19,000개 회원국 낙농농장과 아시아, 아프리카 및 동유럽의 수 천개 소규

모 농장에서 우유 공급을 받는 네덜란드 낙농 협동조합이다. 현지 파트너를 통해 농부들을 네트워크나 협동

조합에 참여시켜 우유 위생, 축산, 물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상담 및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네덜란드 

유제품 농부들은 낙농업 관련 전문지식을 소액 공급자에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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