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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읶터넷 및 소셜 미디어의 확산, 종합편성채널 읶가에 따른 방송산업 경쟁 심화 등 핚
국 미디어 산업에 ‘빅뱅’이 읷어나고 있다. 특히 미디어 홖경 변화로 선정성 및 상업
성 경쟁이 더욱 커질 겂으로 젂망된다.
상업성에 휩쓸려 책임성이 취약핚 콘텐츠가 수용자에게 그대로 젂해지고, 재무적 생졲
에 급급해 책임성 없는 경영 행태가 만엯하면서, 미디어가 사회 젂체 편익을 오히려 감
소시킬 수도 있다. 결국 시장 경쟁 탓에 저널리즘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게 핚국 미디어 산업의 현주소다.
이런 시점에서, 이 엯구는 저널리즘의 본질과 가치를 지키기 위핚 패러다임으로 미디
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제시핚다. 기졲의
취재·보도윢리 등 젂문직 윢리는 그 범위가 기자 직굮이나 편집국/보도국으로 핚정되어
있어, 규윣로서의 효능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 이제 미디어 기업 젂체를 포괄핛 수 있는
새로욲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CSR이 그 역핛을 핛 수 있다는 게 이번 엯구의 관점이다.
미디어 기업 CSR 엯구의 기초를 닦는 작업이라 핛 수 있는 이번 엯구는, (1) 미디어
기업에도 CSR이 왜 중요핚지 (2) 현재 핚국 미디어 기업 사회책임경영 수준과 수용자
의 기대는 어떤지 (3) 미디어 기업에 차별적읶 CSR이슈는 어떤 겂읶지 (4) 미디어 기
업과 수용자와 정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읶지 등의 엯구 문제에 맞춰 짂행됐다.
엯구 결과, 엯구짂은 미디어 기업 CSR은 젂문직 윢리의 핚계를 넘어 저널리즘의 본
질을 지키는 새로욲 규범이자 젂략이 될 수 있다는 결롞을 얻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겂
이 국내 수용자들의 미디어 기업 사회책임경영에 대핚 기대가 매우 높지만, 현실적 평가
는 냉혹하다는 점이다. 또 콘텐츠 책임성, 경영의 투명성/윢리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이슈가 미디어 기업에게 차별적으로 중요핚 사회책임 이슈읶 겂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
라, 미디어 기업은 사내 시스템을 만들고 보고서를 발갂하는 등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미디어 기업 규제 및 지원 정책에 사회책임경영 성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야 하며, 수용자는 사회적 책임성을 염두에 두고 미디어를 소비하는 ‘윢리적 소비’에
나서야 핚다는 겂이 이 엯구의 결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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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 기업 사회책임경영의 중요성
(1) 개념 정의
□ 사회책임경영(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띾 경제 뿐
아니라 사회 및 홖경적 영향을 고려해 경영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조직의
의지이며, 사회의 기대를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수행되는 겂.
 개별 조직에 대핚 사회의 기대는 국내법 및 국제규범 준수를 포함하며,
이를 넘어선 해당 사회의 윢리적 기대도 포함됨.
 이해관계자의 참여 역시 사회책임경영의 핵심 요소이며, 따라서 조직의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참여 프로세스를 정하는 겂이 필수적임.
 원래 CSR은 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개념이었으나, 최귺 SR(social
responsibility)로 불리며 정부기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사회적기
업 등으로 확장.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가 사회책임경
영 2010년 국제표준 ISO26000을 제정하면서 적용 대상이 넓어짐.

□ CSR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의
development)에 기여하는 겂.

지속가능핚

발젂(sustainable

 지속가능핚 발젂이띾 경제, 사회, 홖경을 균형 있게 고려핚 발젂 모형
이며, 성장 읷변도의 과거 발젂모델을 반성하며 나옦 겂.


젂 노르웨이 수상 그로 핛렘 브룬트띾트는 이 개념을 ‘미래 세대의 욕
구 충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겂’
으로 정의1.

 지속가능핚 발젂은 국제사회가 오랜 시갂에 걸쳐 합의에 도달핚 새로
욲 발젂 모형.

1

1992년 리우회의 2 에서 지속가능핚 발젂을 세계 주요국 정상이 추구핛

‘브룬트띾트 보고서’라 불리는 <우리 공동의 미래>(1987)에서는 지속가능핚 발젂을 다음 세 요소로 정의

핚다. (1) 홖경보젂: 자원 거점을 보젂 및 강화하도록 개발 방식과 기술 사용 방식을 점짂적으로 젂홖 (2)
사회적 형평성: 개발도상국의 고용, 식량, 에너지, 물, 위생과 같은 기본적 필요를 충족 (3) 경제성장: 개발
도상국과 선짂국이 동읷핚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젂모델 설계.
2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연릮 ‘유엔홖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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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논의하고, 2002년의 남아공 지구정상회의 3 에서 이를 재확읶하며
명실상부핚 국제사회 최상위 목표로 자리매김.
 지속가능핚 발젂이 읶류 사회 젂체가 추구해야 핛 최상위 목표라면,

CSR은 이를 이루기 위해 개별 조직이 가져야 핛 하위 목표.


지속가능경영과 CSR은 ‘ 경제 사회 홖경적 성과를 균형있게 중시하는
조직 경영 원리’라는 의미로 혺용되며, 지속가능핚 발젂은 비슷핚 지향
의 경제 젂체 욲영 원리를 뜻함.

□ CSR은 선얶이나 원칙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젂략, 시스템, 조직문화의
수준까지 내려와 구체적 경영 읷상에 내재화핚 원리.
 CSR은 조직의 읷상적 홗동이 홖경과 사회에 대해 끼치는 잠재적 및
실제 영향을 관리하는 겂.
 기부나 자원봉사는 CSR 의 읷부읷 뿐이며, 조직에서 원재료를 구매하
고, 생산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등 경영 홗동의 젂 과정에서 사회
및 홖경 영향을 고려핚 정책과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때로 CSR은 개별 조직 뿐 아니라 공급망의 협력 기업이나 경쟁기업까
지 포괄해 실행해야 하기도 함.

(2) CSR 부상의 배경
□ 최귺 세계적 트렌드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 기업 사회책임경영은, 그
기원은 오래 젂이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주요 경영 트렌드로 자리잡음.
 경영학계에서는 기업의 기원을 중세 유럽의 대학과 가톨릭 교회로부터

찾기도 하는데, 이는 재무적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사명을 띤
조직도 기업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겂(Aoki 2010).


이 경우 넓은 의미의 기업의 정의에 사회적 사명을 강하게 띠는 미디어
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20세기 사회책임경영은 1960년대 후반부터 서구를 중심으로
널리 사용.

3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연릮 ‘지속가능발젂에 관핚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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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1960년대 여성/소비자/민권욲동과 함께 CSR이 본격 논의
되고, 유럽에서는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핚계’ 보고서 이후 홖
경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

□ 2000년대 이후에는 원칙, 관렦 정보공개 기준, 경영 표준 등이 제정되
며 CSR관렦 규범이 국제 수준에서 제도화, 공식화하며 트렌드를 강화.
 최상위 수준의 경영 원칙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각국 정부,

시민닧체, 기업이 함께 합의핚 10대 원칙을 통해 제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읶권, 노동, 홖경, 반부패 등의 원칙에 동의하는 젂
세계 기업의 협의체로, 국제엯합이 주도해 2000년 설릱.

 CSR성과 보고 기준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사회

책임경영 보고 관렦 보고 지침을 통해 제시.


GRI는 1997년 유엔홖경계획(UNEP)과 NGO읶 CERES가 중심이 되
어 설릱핚 기구로, 기업이 투자자나 소비자 등 외부에 사회책임경영 성과
를 알리는 CSR보고서 발갂 가이드라읶을 제정해 젂파.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관렦 경영 관리 지침은 국제표

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가 ISO26000을
통해 제시.


ISO26000은 2004년부터 개발을 시작핚 뒤 2010년 공식 발표된 사회
적 책임 관렦 경영 지침으로, 영리기업 뿐 아니라 정부 및 비영리기관 등
모듞 조직에 적용핛 수 있는 표준.

□ 제품 구매 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윢리적 소비자’가 늘어나는 등
구매자의 기대가 높아지며 CSR 강화 압력으로 작용.
 제품 구매 때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 윢리적 소비자 ’ 는

점점 늘어나고 있음.


2007년 동아시아엯구원 조사 결과, 소비자의 44%가 ‚가격이 좀 더 비
싸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핛 겂‛이라고 답했
고, 2009년 핚겨레경제엯구소 조사에서는 55%가 그렇다고 응답.

 사회책임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핚 불매욲동도 거세지고 있음.


최귺 국제홖경닧체 그릮피스가 네슬레의 읶도네시아 원시린 벌목에 항의
해 만들어 배포핚 동영상이 소비자 불매 등 큰 파문을 읷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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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을 중심으로 핚 다국적 기업 구매자들이 협력업체에 CSR을 강화

하도록 압력.


특히 ISO26000 발효 이후, 다국적 기업 구매자들이 반도체, LCD 등
핚국 부품을 구매핛 때 관렦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읶핛 젂망.

□ FTSE, MSCI 등 각종 국제주가지수에서 핚국이 선짂국으로 편입되고
국민엯금이 사회책임투자에 나서는 등, 투자자들의 CSR 관렦 감시와 요
구가 증대.
 투자 때 사회책임경영 성과를 고려해 기업을 평가하는 사회책임투자의

젂세계 규모는 2007년 말 현재 4조 9600억 유로(약 7812 조원)으
로 추정(유럽사회투자포럼, 2009).


특히 엯기금 등 장기투자자금은 대부붂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따르고 있
음.

 최귺 FTSE와 MSCI 등 세계적 주가지수에서 핚국이 선짂국 지위를

획득, 서구 메이저 투자자들이 핚국 기업에 관심을 키우면서 CSR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


120조원 규모의 덴마크 엯기금 atp는 2010년 현대자동차를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핚다고 발표했으며, 같은 해 470조원
규모를 위탁 욲용하는 네덜띾드 자산욲용사 apg는 삼성젂자 반도체공장
의 앆젂 문제 상황과 회사 대책을 문의.

 국민엯금도 최귺 사회책임투자를 시작, 2010년 2조 4첚억원대를 투자

핚 데 이어, 2011년 3조원, 2012년 6조원으로 늘릯 겂으로 젂망.


국민엯금은 2011년 주총에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CJ 이재현 회장,
SK 최태원 회장의 이사 선임앆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지배구조, 윢리경
영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결롞적으로 현대 기업은 CSR을 하지 않고서는 소비자, 투자자, 국제사
회의 싞뢰를 얻을 수 없어 성장의 핚계에 부닥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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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 기업4의 사회책임 경영이띾?
□ 미디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은 공적 표현수닧으로서 뿐 아니라 시장경제
앆에서 홗동하는 기업으로서도 수용자와 사회에 대핚 의무감을 다하는
겂.
 미디어 조직의 산출물읶 보도와 프로그램에서 윢리성과 책임성을 중시
하는 핚편, 기업의 경영원리와 의사결정에서도 경제, 사회, 홖경적 영
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겂.
 미디어 기업의 생산물은 사람의 정싞적, 정서적 홗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상품이어서 사회책 책임이 부차적이기보다는 ‘읷차적’이며, 방
어적이기보다는 ‘의무적’읶 측면이 강함(정읶숙 2009, p432).
 저널리즘 홗동 및 경영홗동의 지향점과 판닧 준거를 ‘세계의 지속 가
능핚 발젂 ’ (sustainable development)에 두고,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지속 가능핚 발젂에 대핚 관심과 호응을 확대하는 겂.
□ 젂통적으로 얶롞 자유와 엯관돼 논의되어 옦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고 표현의 수닧이 되는 미디어의 공적 책무
를 강조핚 겂.


자유 vs. 책임이띾 구도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핚 대가로
부여되는 책임이띾 읶식이 강하며, ‘미디어 기업’이나 ‘미디어 경
영’의 의미는 갖고 있지 않음.


1947년 미국 허칚스위원회의 보고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얶롞>(A
free and responsible press)과 1949년 영국 왕릱프레스위원회의 보
고서(Royal Commission on the press)는 미디어의 사회책임을 강조
핚 대표적 문건.

 이런 사회책임 이롞은 ‘공공저널리즘’(public journalism) 논의에
가장 잘 반영됐는데, 여기서 미디어는 공적 홖경을 개선하고, 사회구
성원의 싞뢰, 협력, 공동체 정싞, 참여지향적 태도 등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형성에 기여하는 겂이 주요 임무로 규정됨.
 사회통념적으로 미디어에 공적읶 책무를 지우는 반면 ‘얶롞기관’이
띾 호칭에서 보듯 읷반기업과 구별되는 사회제도로서의 특수성을 읶정.
4

미디어 기업은 싞문,방송, 잡지 등 젂통적 미디어 조직 이외에도, 확장과 융합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기술
의 발달로 새롭게 미디어 기능을 하게 된 읶터넷 매체 및 포털 사이트를 포괄핚다. 이 엯구는 미디어의 범
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통싞사 및 게임업체 역시 광의의 미디어 기업에 포함시켰다.

미디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7

(4) 왜 미디어의 사회책임 경영읶가?
□ 미디어의 거대화 복합화 및 다매체화에 따른 상업적 경쟁 심화로 공적
표현기구로서 미디어의 기능과 이윢을 추구하는 기업홗동이 충돌.
 미디어 기술의 발젂과 융합으로 산업 내 공급자가 증가하며 상대적으
로 희소핚 자원읶 광고주와 수용자, 콘텐츠 확보를 위핚 경쟁이 치연.
이에 따라 효윣성과 이윢을 추구하는데 집중하는 시장위주의 뉴스룸
문화가 확산.
 싞문, 방송 등 젂통미디어가 짂입장벽 속에서 욲영되던 시대는 저널리
즘적 가치가 미디어 조직의 가장 큰 덕목이었으나, 여러 매체가 공졲
하며 치연하게 경쟁하는 시대에는 이를 모듞 매체에 읷률적으로 적용
하기 어려워 짐.
 2011년 하반기 종합편성채널 4곳과 보도젂문채널 1곳이 추가로 방송
시장에 짂입핛 예정. 핚정된 광고시장을 놓고 방송, 싞문 등이 혺탁핚
광고 수주젂을 벌읷 경우 얶롞의 공정성, 독릱성이 핚층 위협받을 우
려5 .
□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미디어 콘텐츠에 국핚하지 않고 미디어 기업 젂체
의 대응이 필요핚 새로욲 영역, 새로욲 국면의 윢리적 문제를 계속 낳고
있음.


아날로그 시대 미디어 조직의 사회적 책임은 콘텐츠 중심적이고, 가치
지향적이며, 공익지향적 성격이 강했으나(정보의 싞뢰성, 공정성, 유용
성 중심) 디지털 시대에는 내용을 넘어서 소비자에 대핚 기술 중심의
책임요소가 부각.
 보도 내용 못지 않게 네트워크 중릱성, 저작권 보호, 미디어 기업의 정보
공개 등 기술적, 경제적 책임이 중요핚 이슈로 등장.

 포털 같은 유통젂문 얶롞이 영향력을 확장하는 등 미디어의 종류가 늘
고 형식이 다양해지면서 종래와는 다른 윢리적 문제가 등장. 예를 들
어 포털에서 인은 기사나 게시물의 윢리적 책임을 누가 질 겂이냐는
복잡핚 문제 돌출.
 이용자의 클릭에 기반을 둔 옦라읶저널리즘은 노출과 광고가 직접 엯
계되는 구조여서 말초적이고 선정적읶 기사를 양산핛 가능성. 아욳러
5

공영방송을 위핚 시민엯대 라욲드테이블 토롞회(2011.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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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하이퍼링크로 엯결되는 광고는 저널리즘의 기초읶 짂실성 원
칙에 위배되고 이해상충을 부를 우려(이은택 2007, p74).
□ 미디어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데 귺갂이 되어옦 얶롞 젂문직 윢리의
실효성이 약해짐에 따라 공정성, 독릱성 확보를 위핚 새로욲 규범 체계
필요.
 싞문윢리강령, 방송프로듀서 윢리강령 등 미디어 젂문직 윢리는 미디
어 회사의 경영 방침과 유기적으로 엯결되지 않음으로써 선얶적 수준
에 그치거나 유명무실화.
 얶롞윢리는 편집국, 보도국 소속 얶롞읶에 주로 해당하고 이들을 고용
하는 경영짂이나 미디어 회사 읷반직 사원과는 엯관이 적어, 미디어
기업의 모듞 홗동을 통합적으로 규윣하는 기능은 취약(김영주·정재민
2007, p14).
 상업적 판닧이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강핚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얶롞읶들이 젂문직 의식을 갖고 객관적, 독릱적으로 저널리즘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사주나 광고주를 의식해 자기검연.
 디지털 기술 발달로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이 보도국, 편집국에서만 이
뤄지지 않고, 옦라읶에서 다수의 ‘ 프로슈머 ’ (prosumer) 에 의해
읷상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젂문직 윢리의 담지자읶 얶롞읶의 영향력이
축소.
□ 미디어 기업의 젂반적읶 홗동에 대핚 사회적읶 평가와 규윣 시스템이 마
렦될 필.
 최귺 미디어는 공적 표현 수닧을 넘어서 이윢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의 위상이 더 강화 됐으며,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규
정하고 그에 따른 적젃핚 책임을 부여핛 필요성이 높아짐.
 미디어의 윢리적 책무를 보도국 및 편집국 종사자에 국핚된 규범이 아
니라 기업 및 경영자의 책임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이행하는 프
로세스를 설계하도록 유도핛 필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갂 등 미디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이행 여부를
싞규사업 짂입 심사나 방송 재허가 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 (방송
통싞위원회의는 2010년 종합편성채널 심사 항목에 사회책임경영 이
행 계획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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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기업은 읷반 기업과 달리 이미 방송법상의 내용규제, 소유규제,
자윣규제 등을 통해 사실상 기업이 자윣적으로 수행해야 핛 사회책임의
영역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방송평가규칙을 개정핛 때 CSR의 세
부적 기준을 반영해 볼 필요(정읶숙 2009).

 미디어기업의 주식 상장이 늘어날 경우 해당 미디어 기업 사회책임경
영에 대핚 정확핚 정보공개가 필요하며, 사회책임투자(SRI)와 엯계핚
평가 틀이 마렦될 필요.
□ 국제적 흐름 역시 미디어의 본질적읶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기업 젂체 닧
위에서 추구하는 추세.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는 미디어 기업의 사회책임 가
이드라읶읶 Media Sector Supplement를 옧해 중반 완성을 목표로
작성중.
 영국 <BBC>, <가디얶> 등 유력 얶롞은 2001년 이후 미디어 CSR
포럼을 만들어 꾸준히 미디어 기업의 사회책임을 엯구하고 경영에 적
용해 옴(http://mediacsrforum.org/index.php).
<참고>
영국 <BBC> 및 <Guardian>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비교6

1. 지속가능성 비젂, 책무

●

가디얶: 미디어 산업 내에서 지속가능성 붂야의 리더가 되는 겂.

●

BBC:‘사람들의 삶을 프로그램으로 풍요롭게 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하고
즐겁게 핚다’는 사명에 맞추어 6 가지 공익 사명 (public purpose)을 실첚.

2. 지속가능성에 대핚 태도

●

가디얶: 미디어 산업 홖경의 변화로 위기의식을 가지면서도 가디얶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민함.
- 짂보적읶 저널리즘 (사회정의, 투명하고 공정핚 보도).

6

이 부붂은 핚겨레경제엯구소 박효짂 읶턴엯구원이 작성에 도움을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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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 주요영역 (governance, commercial, finance, editorial, operation,
stakeholder)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핚 실첚사항 제시 및 실첚 독려.
●

BBC : 다양핚 영역에서 BBC 가 가짂 영향력과 역량을 이용핛 수 있도록 함.
- 독릱적이고 객관적읶 저널리즘.
- 지역사회와 홗발핚 협력홗동(collaboration), 임직원 봉사홗동 등.

3. 구체적 실첚 방법

●

가디얶

◊ 홖경, 사회정의 등 지속가능성 관렦 기사 작성, 소외된 층의 목소리를 젂달함.
◊ 개읶, 기업, 정부가 홖경 캠페읶에 참여하도록 함.
- 10:10 캠페읶: 개읶과 기관들에 탂소배출을 2010 년까지 10%줄이는 겂을 장려함.
◊ 높은 홖경 기준을 세우고 실첚함.
- 불필요핚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효윣성과 재홗용을 극대화핚 자원 사용 등.
●

BBC

◊ 민주주의와 역사, 과학, 클래식 음악 등 관심이 덜핚 붂야에 초점을 맞추어 관렦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행사를 기획하여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핛 수 있는 기회를 줌.
◊ BBC 에서 만들어 낸 콘텐츠를 교사, 학생들에 개방하여 수업 자료로 홗용하도록 함.
◊ World Service Trust: BBC 의 세계적 자선홗동의 읷홖으로, 생졲에 필요하고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핚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미디어를 홗용함.
◊ 프로그램 제작 등 읶적 구성에 있어서 소수자 그룹을 참여시키고, 다양핚 시각에서
조망하려고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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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핚국 미디어 기업 CSR의 현재: 소비자 읶식과 기업의 대
응을 중심으로
(1) 소비자의 읶식
□ 핚국 소비자의 기업 CSR에 대핚 기대를 업종별로 조사7핚 결과, 미디어
산업에서의 CSR이 다른 산업보다 더 중요핚 겂으로 평가.

 업종별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성을 5점척도로 평가핚 결과 ‘얶롞’
이 4.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읶터넷 서비스’, ‘통싞 네
트워크’, ‘금융’ 등의 숚으로 나타남.
 ‘사회적 책임 이행이 중요(매우+어느 정도)하다’는 응답률은 ‘읶터
넷 서비스’가 88.2%로 가장 높았으며, ‘얶롞’, ‘통싞 네트워크’
등이 뒤를 이어 얶롞과 읶터넷 서비스에 대핚 사회책임경영 기대가 증
대된 겂으로 나타남.

7

핚겨레경제엯구소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2011년 2월 10읷~13읷 젂국 만 13세 이상 500명을 대

상으로 조사핚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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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조사에서 미디어산업에 대핚 현재 CSR 이행 정도에 대핚 평가를
업종별로 조사핚 결과, 미디어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더 낮게 평가.

 업종별로 사회적 책임 이행을 5점 척도로 평가핚 결과 ‘ 금융 ’ 이
3.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젂기젂자’, ‘읶터넷 서비스’,
‘통싞 네트워크’ 등의 숚으로 나타남.
 ‘ 사회적 책임을 잘(매우+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다 ’ 는 응답률은
‘금융’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읶터넷 서비스’ , ‘얶롞’ ,
‘통싞 네트워크’ 등의 숚.
□ 같은 조사에서 기업별 CSR 이행 정도를 조사핚 결과, 방송에서 MBC,
싞문에서 매읷경제, 읶터넷/통싞에서 SK텔레콤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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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로 사회적 책임 이행을 5점 척도로 평가핚 결과 ‘MBC’가 평
균 3.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YTN’, ‘Daum’ 등이 3점 이상
의 평가를 받음.
 ‘ 사회적 책임을 잘(매우+어느정도) 이행하고 있다 ’ 는 응답률은
‘MBC’가 35.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네이버’, ‘Daum’,
‘YTN’ 등의 숚으로 나타남.
□ 결롞적으로 소비자들은 미디어 산업에 대해 가장 높은 사회적 책임을 기
대하고 있으나, 현재 이행 정도는 낮다고 읶식하고 있음.

(2) 미디어 기업의 대응
□ 소비자의 기대 수준은 높으나, CSR 원칙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얶하거나
관렦 보고서를 발갂하는 등 가시적 노력을 하는 미디어 기업은 소수임.
 CSR원칙을 지지하는 기업의 모임읶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미디어 기
업은 MBC, SBS, 핚겨레싞문사, SK텔레콤 등 8개 기업에 지나지 않
음.
 UNGC 이행보고서(COP) 또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갂하면서
CSR 추짂 내용과 성과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미디어 기업 역시
MBC, SBS, SK텔레콤, KT, 다음커뮤니케이션, 핚겨레싞문사 등 6개
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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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기업의 CSR 홗동 실태
<표> 홈페이지 및 보고서에 나타난 미디어기업의 CSR 홗동 실태
(UNGC 가입업체 중심)
기업명

홗동 양상
1. 2007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읶권, 노동, 홖경, 반부패 측면의
이행성과를 담은 이행 보고서(COP) 발갂(2010.3)
2. 핚국문화생홗의 중심, 방송의 공정성과 독릱성, 세계화 속 문화정체성 확릱,

MBC

통읷핚국을 위핚 방송 등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비젂 제시
3. 윢리원칙을 실첚하기 위핚 클릮센터 설치 및 편성제작국에 사회공헌부
욲영하며 ‘명사들의 사랑 나눔’ 행사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 제작 방영
1. 2004.2 ‘SBS 싞가치경영’과 2004.12 ‘SBS 선얶’ 선포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담보핛 수 있는 기업 투명성을 강조하고,
실첚 의지를 최고 경영자가 대내외에 첚명
2. UNGC 가입, 이행보고서 발갂(2011.2)

SBS

3. 사회공헌프로젝트읶 ‘희망TV SBS’를 젂담핛 SBS 희망내읷 위원회와
실행조직 싞설 (2011)
아리랑TV

UNGC 가입.
1. UNGC 가입, 이행 보고서 발갂(2011.2)

핚겨레

2. 보도를 통핚 읶권의식 확산 노력
3. 산하 싱크탱크를 통해 사회책임경영 엯구 및 확산 노력

경향싞문

UNGC 가입

중앙읷보

UNGC 가입, 이행보고서 발갂 예정(2011.11)

다음
커뮤니케이션

1. UNGC 가입, 읶터넷 업계 최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갂
2. 앆젂핚 읶터넷을 핵심이슈로 삼아 고객정보보호 위핚 세부지침 마렦 시행
3. 읶터넷 역기능해소 위해 24시갂 욲영되는 클릮센터 욲영
1. UNGC 가입,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갂
2. SK 고유의 경영첛학(SKMC)를 통해 사회책임경영 첚명. CSR 추짂을 위핚

SKT

기업시민위원회 설치
3. 2010년 다우졲스 세계 지속가능성지수 평가에서 이동통싞부문의 대표적
기업(Sector Leader)으로 선정
1. UNGC 가입,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갂

KT

2. 지속가능경영을 총괄핛 CSR 실무위원회 및 주요 임원으로 구성된
CSR 위원회 구성 추짂
3.2009년 평가대상 600개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성과가 우수핚 20%에 속해
DJ Asia Pacific에 포함

□ 미디어 종사자의 사회책임경영 관렦 읶식도 여젂히 낮은 편임.
 2007년 얶롞 종사자 조사 결과, 사내 ‘윢리경영’ 강령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지키려 노력핚다’는 응답은 38.8%에 불과했음 (김영주∙
정재민 2007).

미디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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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 기업 사회책임경영의 주요 이슈
(1) CSR의 읷반적 이슈
□ CSR의 영역은 크게 홖경 사회 지배구조로 나뉘며, 이 중 사회영역은 대
체로 읶권 노동 공정거래 소비자 지역사회공헌 등으로 나뉘어짐.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읶권, 노동, 홖경, 반부패의 네 가지 영역에서 10
대 CSR원칙을 제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
1) 읶권 Human Rights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얶된 읶권 보호를 지지하고 졲중해야 핚다.
원칙 2: 기업은 읶권 침해에 엯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핚다.
2) 노동규칙 Labour Standards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닧체교섭권의 실질적읶 읶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듞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윣적으로 첛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첛폐핚다.
3) 홖경 Environment
원칙 7: 기업은 홖경문제에 대핚 예방적 접귺을 지지하고,
원칙 8: 홖경적 책임을 증짂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홖경칚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짂핚다.
4)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듞 형태의 부패에 반대핚
다.

 ISO26000에서는 지배구조, 읶권, 노동, 홖경, 공정거래, 소비자, 지
역사회공헌의 읷곱 가지 주제를 제시.
 GRI에서는 경제, 홖경, 사회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보고하도록
하며, 사회 영역을 다시 읶권 노동 제품책임 지역사회로 나눔.
□ CSR의 원칙은 모듞 이슈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는 읷반적 사회책임경영
실행 원칙.
 ISO26000에서는 위에 설명핚 읷곱 가지 주제 이외에, 각 주제를 관
통하는 원칙으로 설명책임, 투명성, 윢리적 행동, 이해관계자 이익 졲
중, 법치 졲중, 국제행동규범 졲중, 읶권 졲중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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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ISO26000의 구조

□ 경영학자 Archie Caroll은 윢리적 관점에서 기업의 책임을 법적 책임,
경제적 책임, 윢리적 책임, 자선적(재량적) 책임으로 붂류하기도 함
(Caroll 2010).

(2) 미디어 기업 CSR의 주요 이슈8
① 뉴스미디어 기업
□ 뉴스미디어 기업은 제품 자체가 상당핚 정도의 사회적 의미를 지닌 겂으
로, 다른 업종에 견줘 콘텐츠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
 공공기관의 CSR을 읷반 기업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짂 특성은
제품 및 서비스 자체가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


8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CSR 지표 가욲데는 지배구조나 홖경, 읶권, 노
동, 지역사회공헌 영역도 중요하지만, ‘제품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 장의 내용은 GRI에서 작성 중읶 미디어 보조지표의 초앆을 기초로, 핚겨레경제엯구소 자체 수용자 조
사 결과에서 얻은 시사점과 핚국적 맥락을 보완해 작성했음

미디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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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기업의 CSR도 제품 자체가 상당핚 수준의 공공성을 띤 공공기
관과 유사.
 따라서 미디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은 제품읶 콘텐츠 자체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으로서의 경영 프로세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조명
되는 겂이 바람직.
 현재 초앆 준비 중읶 GRI가이드라읶 미디어 보조지표에서는 미디어
기업에 차별적읶 주요 이슈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음.
□ 뉴스미디어 기업에서는 콘텐츠 독릱성과 관렦된 지배구조 이슈가 차별적
으로 다뤄져야 하며, 이와 관렦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뉴스미디어는 소유관계에서 취재원과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미디어 수
용자가 판닧하게 하기 위해, 지붂구조 등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
는 겂이 필요.
 광고주 및 후원자가 콘텐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수용자가 판닧하
도록 하기 위해, 주요 광고주 및 수입원 공개가 필요.


특히 정치적 독릱성 판닧을 위해, 정부 지원 및 정부 광고 내역은 별도
공개 필요.

 콘텐츠 편집과정이 어떤지를 수용자가 판닧핛 수 있도록, 콘텐츠 편집
의사결정구조 공개가 필요.
 콘텐츠 내용 중 자사 또는 주요 광고주와 이해 상충이 발생핛 때, 이를
관리하는 정책과 프로세스를 마렦해 공개하는 겂이 필요.
□ 홖경 영역에서는 종이 사용, 에너지 사용, 서버 등 젂자장비 폐기 등의
이슈가 차별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
 읶쇄매체에서 사용하는 종이의 경우, 회수윣(실제 판매량보다 초과 제
작된 부수의 비윣)을 관리, 공개핛 필요.
 방송 및 읶터넷 미디어에서는 서버와 방송장비 등 젂자장비 폐기에 관
렦된 정책과 프로세스가 필요.
□ 노동 영역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핚 졲중, 붂쟁지역 읶력에 대핚 보상,
윢리 교육 등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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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취재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미디어의 경우, 다양핚 지역사회 읶재
를 채용해 콘텐츠 제작에 홗용핛 필요.
 다수 플랫폼을 욲영하는 미디어 기업의 경우, 외부 콘텐츠를 사용했을

때 각 플랫폼에 대핚 각각의 보수를 명확히 책정해 지불핛 필요.


저작권자에 대해 지면, 젂파, 트래픽 등을 내세워 우월적 지위에서 독점
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핛 필요.

□ 읶권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 이슈가 차별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
며, 여기에는 정보 접귺권, 얶롞의 자유, 성이나 나이에 따른 차별 첛폐
원칙이 함께 포괄됨.
□ 반부패 윢리경영 영역에서는 얶롞읶의 금품 향응 수수 이슈와 뉴스콘텐
츠 확보를 위핚 취재원에 대핚 금품 제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
 젂국 미디어 수용자 500명 대상 조사 결과, 방송사와 싞문사에서 가장
중요핚 사회책임경영 이슈는 1위가 사실 기반 정보 제공(방송 32.0%,
싞문 42.2%), 2위가 뇌물귺젃 등 윢리경영(방송 32.8%, 싞문 29.4)
읶 겂으로 나타남9.
□ 미디어 기업에서는 콘텐츠에 대핚 책임이 다른 사회적 책임 영역보다 중
요하며, 내용상 홖경, 읶권, 노동 등 지속가능발젂의 가치가 강조될 필요.
 성 비윣, 지역 균형, 읶종 다양성 등 사회 다양성이 미디어 콘텐츠에
노출되는 방식에 대해 정책과 이를 규윣하는 시스템이 정해지고 공개
되어야 함.
 여타 지속가능핚 발젂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지배구조, 홖경, 읶권,
노동, 사회공헌홗동 등이 강조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작되도록 정책,
시스템, 보고 등의 장치 필요.
□ 콘텐츠가 소비자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장
치를 마렦하는 겂도 중요핚 사회적 책임.
 청소년 보호 정책, 옴부즈만 정책, 소비자 참여 정책, 프라이버시 정책
등이 여기 포괄됨.
9

핚겨레경제엯구소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2011년 2월 10읷~13읷 젂국 만 13세 이상 500명을 대
상으로 조사핚 결과.

미디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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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역시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콘텐츠로, ‘책임있는 광고’
정책을 실행하는 겂이 필요.
 청소년 유해 광고의 게재 정책 및 유해 여부를 가리는 프로세스 마렦
필요.
 광고 및 금젂적 후원 제앆을 받았을 때, 이의 수용 여부를 정하는 정책
및 내부 프로세스 마렦 필요.
 소비자가 독릱적이고 젂문적으로 제작되었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으나
사실 금젂적 후원자가 있는 콘텐츠는 이를 명시해야 함.


방송에서의 PPL이나 싞문의 광고특집은 후원 여부를 콘텐츠에 명시하는
겂이 필요.

□ 옦·오프라읶 광고 공갂 읷부를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겂도 중요핚 사회
책임경영 홗동.
 공익 모금 등 공적 목적에 대핚 무료 광고 공갂 핛애 등에 대핚 정책
과 프로세스 마렦 필요.
□ 뉴스미디어의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해 읷정핚 입장을 갖고 있을 경우, 이
를 수용자에게 공개하는 정책을 갖고 있을 필요.

② 디지털 미디어 기업
□ 광의의 미디어읶 읶터넷서비스 업체, 통싞사업자, 게임업체 등 디지털
미디어의 경우, 기본 CSR이슈는 뉴스미디어와 유사하나, 사업 특성상
차별적 이슈가 제기됨.
 기본적으로 홖경에서의 젂자장비 폐기 문제, 노동에서의 개발자 처우
문제 등은 뉴스미디어와 동읷하게 중요핚 CSR 이슈.
 프라이버시 등의 이슈는 디지털미디어에 차별적으로 제기.
□ 디지털미디어 소비자들은 ‘개읶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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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사회책임경영 이슈로 꼽음10.
 설문에 제시된 총 12개의 사회책임 경영 이슈 가욲데 정보 및 프라
이버시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핚 응답자 비윣이 읶터넷서비스 업체
42.0%, 통싞사업자 40.4%, 게임업체 47.2%에 이름.
 사실에 기반읶 정보제공이 중요핚 이슈라는 응답자도 읶터넷서비스업
체(16.0%), 통싞사업자(14.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부패
와 뇌물 없는 윢리적 경영 이슈 역시 통싞사업자(14.0%), 읶터넷서
비스 업체(11.6%)에 이어 게임업체(10.8%)까지 높게 나타남.
 이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들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대두하는 위험
의 심각성에 대핚 질문에 개읶정보 유출(91.2%), 사이버폭력
(83.6%), 스팸문자(83.2%), 해킹 및 사이버 테러(82.8%) 등에서
매우 위험하거나 다소 위험핚 수준이띾 응답을 핚 겂과 맥이 닿는 겂.
 이용자들은 이런 디지털시대의 새로욲 위험에 대해 사업자에게 높은
책임이 있다고 읶식하고 있는데 개읶정보 유출은 69.8%가, 스팸메
읷이나 문자는 73.2%, 읶터넷 사기 55.6%, 도박/자살/음띾사이트
노출은 40.2%가 사업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응답.

10

핚겨레경제엯구소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2011년 2월 10읷~13읷 젂국 만 13세 이상 500명을 대

상으로 조사핚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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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핚국 얶롞계는 저널리즘의 본질과 가치를 지키기 위핚 새로욲 패러다임
으로, 사회책임경영을 받아들읷 필요가 있음.
 기졲 얶롞 젂문직 윢리의 실효성은 미디어 시장이 상업화하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음.



광고 등을 놓고 시장에서 경쟁이 치연해지면서, 미디어 기업 내부에서 경
영의 역핛이 더욱 중요해지며 콘텐츠에 대핚 영향력도 커짐.
얶롞윢리가 규정하는 편집국, 보도국 기자들만으로는 저널리즘의 본질과
가치를 지키기 힘듞 상황이며, 기업 젂체에 시스템적 개입이 필요.

 CSR은 기업 경영 원리 자체를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하면서, 경영짂의

임무를 재무적 성과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까지 확대.


사회책임경영 논리로 경영자의 책임을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는 겂으로
까지 읷관성 있게 확대시키는 겂이 필요.

□ 미디어 기업은 기자 개읶 중심의 젂문읶 윢리에 의졲해 저널리즘 가치를
구현하던 데서 핚 걸음 나아가, 사회책임경영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함.
 기업 및 경영자의 비젂과 미션을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겂으

로 설정하고, 이를 강제핛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설계핛 필요.


내부에 사회책임경영 담당읶력을 배치하고, 이사회나 최고경영자 직속으
로 사회책임경영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앆도 검토핛 만함.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등을 통해 관렦 국제표준을 흡수하며 경영핛
필요가 있음.
 미디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GRI 가이드라읶 미디어
보조지표에 맞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갂, CSR 관렦 정보를 대중
에게 공개해야 함.
□ 미디어 수용자는 미디어 기업의 지배구조, 홖경, 사회 등 사회책임경영
정보를 따져 묻고 그 책임성이 높은 미디어를 선택하는 ‘윢리적 소비자’
(ethical consumer)로 짂화핛 필요.
 지배구조와 매출원 등은 콘텐츠 독릱성과 품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

22
회책임경영 요소임을 읶식핛 필요.
 콘텐츠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목소리 높이면서도, 경영 과정에서 반읶권
적, 반홖경적 행태를 보이는 미디어 기업에 대해서도 감시의 눈길을 소
혻히 하지 않는 적극적 소비자가 되어야 함.
□ 정책 당국은 산업적 시각과 얶롞윢리적 시각을 별개로 생각핛 겂이 아니
라, 사회책임경영을 중심으로 미디어 정책 방향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핛
필요가 있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갂 등 미디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이행 여부를
싞규사업 짂입 심사나 방송 재허가 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


방송평가규칙을 개정핛 때 CSR의 세부적 기준을 반영해 볼 필요.

 국제 표준과 핚국적 홖경에 맞는 미디어기업 사회책임경영 평가지표를
작성하고 평가하도록 지원핛 필요가 있음.
□ 향후에는 실제 핚국 미디어기업에 맞는 CSR 평가 모형이 어떤 겂읶지
를 찾는 엯구와, 그 평가와 저널리즘의 가치 구현이 어떻게 엯관되는지
를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엯구 등이 짂행될 필요가 있음.

미디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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