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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3년, 인도정부의 CSR 의무조항 시행에 의해 회계연도 총매출이 100억 루피
이상이거나 순자산이 50억 루피 이상, 순이익이 5천만 루피 이상인 기업은 순이
익의 2% 이상을 CSR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CSR 활동은 인도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게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
되고 있다.
CSR 규모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도 내 CSR 활동에 대한 소비자 기대심리가 높아
지게 되었고, 기존의 CSR 활동으로는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만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때문에 컬래버레이션(협업) 방식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의 방향으로 CSR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CSR 정책에 포함되는 활동에서 CSR 컬래버레이션 적용 가능한 분야는 빈곤
및 영양부족퇴치, 예방적 건강관리, 공중위생 증진, 안전한 식수제공, 교육증진
및 직업교육을 포괄하는 적정기술 및 사회적기업 컬래버레이션과 양성평등 도모,
여성역량 강화, 국가유산, 미술 및 문화보호와 공공도서관 건립을 포괄하는 아
트·디자인 컬래버레이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대불일치 이론과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을 활용하여 인도 기업
(타타그룹, ITC, 인포시스, 위프로), 인도 내 다국적기업(힌두스탄 유니레버, 지멘스,
혼다, 화웨이), 인도 내 한국기업(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사례를 중심
으로 CSR활동이 인도 소비자들의 ‘CSR 기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와 CSR
활동이 어떤 컬래버레이션(협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인도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CSR 활동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적
정기술, 사회적 기업, 아트 및 디자인 분야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위한 전략연구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급자 관점에서 CSR 활동을
전개하기 보다는, 수요자 관점에서 그들의 수요니즈를 파악하여 현지 맞춤형
CSR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인도 진출 한국기업들의 현지화 전략 및 지속가능한
경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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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인도 진출기업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CSR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2013년부터 인도 정부의 CSR 정책내용1)에는 회계연도 총매출이 100억 루피
이상이거나 순자산이 50억 루피 이상, 또는 순이익이 5천만 루피 이상인
기업은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사업에 투입하도록 명시함
- 인도는 인구의 52% 정도가 12만 루피(약 30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
하고 있지만, 기부를 통한 사회적 책임활동(CSR)은 산업화 이전부터 꾸준
하게 추진함
⚫ 인도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사례를 통해, 한국기업의 CSR
활동이 인도 소비자의 CSR에 대한 기대와 비교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투자기업들이 인도시장에서 기업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하는 CSR
활동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상적인
CSR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을 활용하여 인도기업, 다국적기업, 한국
기업들의 CSR 사례들이 인도 소비자들의 ‘CSR 기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지를 분석
- 인도 기업(타타그룹, ITC, 인포시스, 위프로), 인도 내 다국적기업(힌두스탄
유니레버, 지멘스, 혼다, 화웨이), 인도 내 한국기업(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
전자)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CSR 활동이 인도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CSR 기대치와 관련성 여부를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함

1) CSR 의무조항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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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시장의 지속가능한 CSR 활동을 위하여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아트 및
디자인 분야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위한 전략 연구의 필요성이 높음
⚫ CSR 정책에 포함되는 활동에서 CSR 컬래버레이션 적용가능 분야
- 첫째, 기아, 빈곤 및 영양부족퇴치와 예방적 건강관리 및 공중위생 증진, 안
전한 식수제공 → 적정기술 컬래버레이션
- 둘째, 교육증진 및 직업교육을 통한 고용증진→ 적정기술/사회적 기업 컬래
버레이션
- 셋째, 양성평등 도모 및 여성역량 강화 → 아트·디자인 컬래버레이션
- 넷째, 국가유산, 미술 및 문화보호와 공공도서관 건립 → 아트·디자인 컬래
버레이션
- 다섯째, 중앙정부에서 승인하는 교육기관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부 및
공헌 → 적정기술/사회적 기업 컬래버레이션
- 여섯째, 농촌개발사업 → 적정기술/사회적 기업 컬래버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기로 함
⚫ 인도 진출 한국기업들의 지속가능한2) CSR 활동에 대한 정책적 담론을 기호학
모델 (기호사각형)로 분석할 수 있는가?
⚫ 인도시장의 지속가능한 CSR 활동을 위하여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아트 및
디자인 분야에서 컬래버레이션을 위한 전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

2) 지속가능한(Sustainability)이란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요구를 충족
시키는 것을 의미함. 전통적인 가치투자 기준이 재무성과 기준의 일류기업이라면 지속가능한 가치투자의 기준은
‘착한 기업’이며, 이는 비가시적이고 비재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김종년 외2, 2012,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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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도정부의 CSR 정책
인도 정부의 CSR 정책내용 : CSR 의무조항 제135조
⚫ 도입배경
- 간디의 신탁사상(Trusteeship)3)의 영향으로 기업의 CSR 활동을 기업경영
활동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
-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빈곤층이라는 인도의 특성에 따라 정치권에서 선거
공약의 일환으로 기업의 의무적 CSR 활동을 법제화
- 인도 CSR 모델이 이해관계자 모델로 발전하면서 집권당(UPA연정)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CSR 의무화 법안 도입

<표 1> 인도 CSR 모델의 발전과정
모 델

주요 내용

윤리적 모델
(1930-1950)

- 기업은 지역사회로부터 신탁 받아 운영하는 것이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신탁사항
(trusteeship)’에 영향. 타타그룹 등 많은 가족기업들이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

국가통제주의적 모델
(1950-1970)

- 독립 이후 네루 총리의 혼합 경제체제 또는 사회주의식 경제체제 하의 모델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적 요구에 대한 부응 차원

자유주의 모델
(1970-1990)
이해관계자 모델
(1990-)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이익에 국한(세금 납부, 고용 등)
- 기업가의 사적인 활동으로 자선활동 인식
- 기업은 3P(사람, 지구, 이익)에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함 (UN Global Compact,
1999)
- 기업의 책임감과 투명성도 강조함

자료 : Tata Energy Research Institute, 2001

3) 간디의 신탁사상(Trusteeship)이란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 일부를 신탁(trust) 받은 것
으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부해야 한다는 사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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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 의무조항 제135조 : 회계연도 총매출이 100억 루피(약 2,000억원) 이상
이거나 순자산이 50억 루피 이상 (약 1,000억원), 순이익이 5천만 루피(약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사업에 투입해야 함 (2013
인도의 회사법)
＊ 근거법령 : 회사법(Companies Act) 2013 제135조(2013.8.29 공표), Companies (Corporate
Social Policy) Rules 2014 (2014. 2. 27 공표)

→ 기업에 미치는 영향 :
1) CSR 의무화에 대한 인도기업 경영자들의 반발 예상4) : 정부가 기업경영
활동에 직접적으로 간여하고, 또 다른 형태의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음
2) 정부에서 법적으로 CSR 규모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높아지게 되어 기존의 CSR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됨
3) 인도정부가 요구하는 CSR 규모 및 범위를 충족시키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CSR 의무화에 대한 기업들의 CSR 정책수립에 큰 어려움 발생

4) “정부는 기업의 CSR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CSR 의무화는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과 같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해 왔다, CSR 의무화는 비생산적
이며 기업들은 이를 회피하려 할 것이다”(조동준 외3, 인도의 CSR 정책과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3-025, kotra, 2013,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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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도 CSR 활동사례의 기호학 분석
1. 기호사각형 및 기대불일치이론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 개념과 특징
⚫ 의미 : 하나의 주어진 의미론적 범주를 구성하는 변별적 자질들 사이에 존재
하는 관계들을 시각적으로 표상하는 모델 (이지석·권종욱, 2013)
- 의미 작용의 기본 구조를 표상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모사물로 간주되며,
의미론적 범주의 논리적 분절을 가시적으로 표상하는 모델
⚫ 다음 관계는 3가지 차원으로 분류됨
- 첫째, 두 축인 S1(백)과 S2(흑), -S2(비흑)와 –S1(비백)은 반대관계
- 둘째, 두 사선축인 S1과 –S1, S2와 -S2는 모순관계를 의미
- 셋째, 두 수직축은 함의 관계를 나타냄
<표 2>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
S1(백)

(가로: 반대 관계)

↙

S2(흑)
(세로:
함의관계)

모
↑

↑
순
↘

-S2(비흑)

-S1(비백)

주 : 박인철(2003),「파리학파의 기호학」,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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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사각형에서 ∞과 같은 형태를 그리는 통사 조작은 순서와 방향이 정해져 있음
- S1에서 S2로의 이행은 -S1을 거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으며, S2에서
S1의 이행은 -S1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됨
- 이처럼 S1 → -S1 → S2와 S2 → -S2 → S1은 기호사각형 내에서 이루어지는
규범적인 행정임

기대불일치이론(Expectancy Disconfirmation Theory)
⚫ 소비자의 기대와 기대에 대한 불일치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이론
- 기대불일치이론에서 ‘기대’란 소비자가 미래의 제품 성과나 결과에 대해
가지는 사전 예측 또는 신념으로써 몇몇 정보자원을 사용하여 형성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CSR 활동에서 소비자가 사전 기대를 가지게 되면, 실제로
외국기업의 CSR 활동을 지각하게 되면서 사전 기대와 비교하게 됨
<표 3> 인도 CSR에 대한 기대불일치의 기호사각형 의미생성
S1(규범적가치)
(명령지시: CSR 기대치)

S2(자연적 가치)
(거부 : 기대불일치)

↙
↑

↑
↘
-S2(비-자연가치)
(허가성: 비-기대불일치)

1) CSR 기대치 > 만족(성과) = 부정적 불일치
2) CSR 기대치 = 만족(성과) = 단순일치
3) CSR 기대치 < 만족(성과) = 기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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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비-규범가치)
(수의성: 비-CSR 기대치)

기대불일치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장한 CSV
(공유가치 창출)로의 변화 필요
⚫ 인도 정부의 CSR 의무화 법안 도입으로 기업의 자선적 개념의 CSR 활동으로는
더 이상 인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음
- 보건·의료지원, 교육지원, 환경지원 등의 방식으로는 순이익의 최소 2%를
CSR 활동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또한 그 범위까지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인도 소비자들은 당연한 투자라고 생각함
- 인도시장 환경에 맞는 전략적 CSR이라고 할 수 있는 CSV 관점에서 자사의
주력 제품을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품특성과 연계시키는
글로벌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함
- 주요사례 : 타타그룹은 저 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이윤 창출을 연계시키는
제품인 250만원의 초저가 자동차(Nano), 77만원 하우스 등을 출시하여 성공함
⚫ CSV(공유가치 창출)의 개념 및 사례
- Porter and Kramer(2006, 2011)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CSR 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한 CSV(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경제적 이익 추구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기업은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해 재무적인 수익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음(정무섭 외2, 2013)
- CSV의 사례 :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는 불과 5달러의 비용으로 3개월
동안 날씨, 농산물 가격 및 관련 정보를 저소득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 약 200만 명의 농민들이 톰슨 로이터의 정보제고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정보를 제공 받은 농민들의 평균수입이 약 60% 가량 증가하였음. 그리고
톰슨 로이터도 농산물 관련 정보 제공의 대가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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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CSR과 CSV의 개념 비교
항목

CSR

CSV

목적

· 선행

· 투입비용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편익

이유

· 기업의 독자적 판단이나 정부,
시민단체 등의 외부 압력 대응

· 수익추구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

예시

· 시민적 책임, 자선활동 등

· 기업과 공동체가 함께 가치를 창출함

한계

· CSR 예산 규모에 따라 활동폭이
제한될 수 있음

· CSV 활동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사례

· 공정무역

· 품질 및 생산량을 개선하는 조달 시스템
혁신

자료: 이종원(2013), “인도의 CSR 의무화에 따른 한국기업의 인도 BOP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관세
학회지 제14권 제3호, p.230.

2. 인도 CSR 사례의 기호사각형 분석
인도 CSR 사례기업 : 타타그룹, ITC, 인포시스, 위프로

⚫ 타타그룹
- 일반 개요 : 1868년 잠셋지 타타(Jamsetji Tata)가 설립한 회사로, 2018년 6월
기준으로 6개 대륙에 걸쳐 정보기술, 소비재, 제조(자동차, 화학, 섬유), 국방
및 항공 우주, 금융, 부동산 및 인프라, 서비스(호텔, 항공운송) 등 7개 사업
부문에서 100개 이상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66만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인도 최대의 기업(타타그룹의 지주회사 : 타타 손(Tata Sons Ltd.))
- CSR 정책 : 설립자의 사업철학은 인간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인도
국민의 편안한 삶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미래 세대의 고등교육을 위해
‘JN타타기금’을 설립하여 수익의 3분의 1을 사회공헌 사업에 지원함. 타타
스틸의 경우 주변지역의 800개 마을을 대상으로 3000만 달러에 달하는 지역
발전기금을 지원하여 학교 및 병원 설립 등을 추진하고, 제철소 주변의 조림
사업을 통해 1톤의 조강 생산당 발생하는 폐기물 중 83%를 재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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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기술 컬래버레이션 사례 : 세계 최저가 승용차 나노(약 300만원), 초저가
주택 ‘나노하우스’(20㎡, 약 77만원), 세계 최저가 정수기 ‘스와치’ (6개월
이용료 2만 5천원) 등을 개발함
⚫ ITC
- 일반 개요 : 인도 최대의 담배기업 ITC는 식품, 일용품, 잡화(FMCG), 호텔,
농업비즈니스 등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인도 기업임. ITC는 1910년
8월 24일 Imperial Tabacco Company of India Limited로 법인화한 이후
1974년 회사명을 ITC Limited로 변경했음. 본사는 서벵갈주 콜카타에 있으며
네슬레, 유니레버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FMCG분야만
800억 루피 투자를 과감히 실시해 담배뿐 아니라 소매잡화분야에서도 대표적인
시장 선도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
- CSR 정책 : 소외된 지역 및 농촌지역의 개발 프로그램(e-Choupal‘은 인도
전역 10개주 농촌지역 4만개의 마을 대상으로 IT 교육을 실시하여 유농
정보화, 신 농업기술 도입 등을 지원함. 인도 델리에 있는 IT 대학과 산학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매년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전자통신분야의 전문
교육을 지원함
- 적정기술/사회적 기업 컬래버레이션 사례 : 후불(Post-paid) 휴대폰 사용자들
에게 영수증 대신 E-Bill로 발행하여 매년 8만 그루의 나무에서 생산되는
종이를 절약하여 환경 친화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함. 또한 ‘Social and
Forestry’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 내 불모지 12만 헥타르에 펄프용 묘목을 심어
인근 농부들에게 묘목판매권을 이양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
⚫ 인포시스
- 일반 개요 : 아웃소싱(외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1981년 인도 푸네에서
고팔라크리슈난을 포함한 7명의 엔지니어가 1만 루피(약 250달러)의 자본금
으로 창립했음. 40여 개국에 지사를 갖고 있으며, 직원 수는 12만 2,000명임.
1999년 인도 기업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으며, 2009년 47억 5,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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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 정책 : 1996년 인포시스 재단(Infosys Foundation)을 설립하여 낙후
된 농촌지역의 의료복지, 저소득층 자녀교육 지원5), 여성사회 참여기회의
확대, 인도 전통문화 및 예술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함
- 사회적 기업 컬래버레이션 사례 : 지역 NGO와 협업을 통해 낙후된 농촌지역의
의료복지 및 교육지원을 추진함. 출산 휴가에 대한 안정적인 여성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출산 휴가를 마친 여성 직원의 88%가 복귀하면서 숙련된 여성 노동자를
유지함
⚫ 위프로
- 일반 개요 : 인도를 대표하는 정보기술(IT) 기업인 위프로(Wipro Limited)의
아짐 하심 프렘지 회장은 인도의 IT(정보기술) 산업을 대표함. 위프로는
세계 3위의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회사이며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주는
IT 서비스 업체임
- CSR 정책 : 위프로 케어스(WIPRO CARES)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으로 저소득층
교육, 의료복지, 환경보존의 프로젝트를 진행함. 특히 마이소르, 벵갈로를
포함한 인도전역에 위치한 위프로 공장지역의 마을을 대상으로 의료복지
프로그램, 농촌지역 교육기자재 기증을 통해 지역동반성장을 추진함
- 사회적 기업 컬래버레이션 사례 : 아루랑가바드 지역에 위치한 와르즈(Waluj)
공장에 의료복지 NGO 기구(Savitribai Phule Mahila Ekatma Samaj Mandal)와
협업으로 이동식 순회 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 9개 촌락대상, 매년
12,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하고 있음

5) 저소득층 자녀교육 지원 프로그램 : 케랄라, 오리싸, 안드라프라에시주 Tier2-3 지역에 있는 학교에 현재
10,500개의 도서관을 설립하였고, 하이데바라드주의 낙후지역 14개의 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 교육수준
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조동준 외3, 2013,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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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도 CSR 사례의 기호사각형 의미생성(인도기업)

* CSR 기대치(↑)

S1(규범적가치)
(명령지시 : CSR 기대치)

대

S2(자연적 가치)
(거부 : 기대불일치)

↙
↑

↑
↘
<CSV 사례>
- 나노자동차
- 나노하우스

-S2(비-자연가치)
(허가성 : 비-기대불일치)

-S1(비-규범가치)
- IT교육지원
(수의성 : 비-CSR 기대치)

⚫ 인도기업의 CSR 사례를 기호사각형 의미생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호사각형에서 ∞과 같은 형태를 그리는 순서에 따라 S1(명령지시: CSR
기대치)에서 –S1(수의성 : 비-CSR 기대치) → S2(거부: 기대불일치) →
-S2(허가성 : 비-기대불일치) → S1(명령지시 : CSR 기대치)로 이동함
- 인도기업의 IT교육지원은 –S1(수의성 : 비-CSR 기대치)에 해당되며 나노기업의
사례인 나노자동차, 나노하우스 등의 사례는 –S2(허가성 : 비-기대불일치)에
해당됨

인도내 다국적기업의 CSR 사례기업 : 힌두스탄 유니레버(HUL), 지멘스
(Siemens India), 혼다(Honda India), 화웨이(Huawei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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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두스탄 유니레버
- 일반 개요 : 힌두스탄 유니레버(HUL)는 1951년 뭄바이에서 창업한 인도
최대의 생활필수품 제조업체임. 인도 비누 시장의 약 65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 이 기업은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의 하나로 올바른 비누 사용 습관을
가르치는 공익 프로그램인 ‘LBSC (Lifebuoy Swathya Chetna) 프로그램’과
자사의 판매망을 확충하고 동시에 여성들의 수익원을 창출하는 ‘파워맘(Shakti
Amma)6)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CSR 정책 : HUL은 ‘인도에 좋은 것은 유니레버에도 좋은 것’이라는 신조
아래 인도 상황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인도인을 책임자로 임명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CSR 활동은 일차적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판매 확대를 통한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함
- 적정기술 컬래버레이션 사례 : LBSC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및 농민을 타깃
으로 출시한 ‘Lifebuoy’라는 이름의 비누를 생산하는 것임. 기존 비누에 비해
향균 기능을 개선하고 경성비누에서 연성비누로 개선하여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가격도 기존 비누 가격의 절반이어서 저소득층 및 농민들도
사용할 수 있음
⚫ 지멘스
- 일반개요 : 지멘스는 독일 베를린, 뮌헨, 에를랑겐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적인 전기전자기업이자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엔지니어링 회사임. 현재
200여 개국에서 약 38만 명의 직원이 산업재, 에너지, 헬스케어, 운송 분야
에서 일하고 있으며 많은 자회사를 두고 있음.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며 2001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음. 최근 세계가
당면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의 문제와 관련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
시키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에너지 기술과 환경보호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
하고 있음
6) 파우맘 프로그램 : 소규모 마을 여성들에게 제품 판매를 맡겨 저렴한 제품 유통망을 구축함.

12 인도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CSR 전략

- CSR 정책 : 지멘스 인디아는 CSR 활동을 기업의 핵심 경영철학으로 인식
하고 기업시민으로서 기업 성공의 일부분을 지역사회에 되돌려 주는 활동을
전개함. 지멘스의 CSR 활동(Siemens Caring Hand)는 의료사업 업체로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에이즈
(AIDS) 예방을 위한 자금모금활동과 상담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사회적 기업 컬래버레이션 사례 : 성 카트리나(St. Catherine) 집을 지어
115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교육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등 아동보호
활동을 진행하며, 인도내 NGO 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인 고용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함
⚫ 혼다
- 일반 개요 : 1948년 혼다 소이치로가 설립한 혼다기켄공업주식회사로 출발
했음. 그는 보조엔진이 장착된 이륜차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듬해 전문경
영인으로 후지사와 다케오를 영입했음. 1952년 출시한 자전거용 보조엔진
커브 F형이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음. 1957년 도쿄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으며, 2년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아메리칸혼다모터(American Honda
Motor Inc)를 세웠음
- CSR 정책 : 혼다 재단(Honda Foundation)은 인도 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2007년부터 ‘Honda Young Engineer and Scientist’s Award(YES Award)’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생태공학 분야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과
인턴십과 대학원 진학을 지원함
- 사회적 기업/적정기술 컬래버레이션 사례 : 인도 농촌지역의 지원사업으로
장학재단 운영과 함께 농촌지역 여성들을 위한 직업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
으며, 현재 26기의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실시했으며 혼다 그룹 직원들의
유니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여성들이 직접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주민들의 위생 제고를 위해 손쉽게 작동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 깨끗한 식수 확보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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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웨이
- 화웨이(Hu wei)는 1987년 정페이(Ren Zhengfei)에 의해 설립된 중국의
다국적 회사로 통신 장비 연구 개발 및 제조·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중국 선진
시에 본사를 두고 있음. 2012년 이후 매년 30%씩 성장하여 이동통신 장비
사업자인 에릭슨(Ericsson)을 따라잡았으며, 2014년 순이익 상으로 세계
최대의 장비 제조사가 되었음. 초기에는 이동통신 설비(기지국, 라우터 등)를
주로 생산하였으나 스마트폰뿐 아니라 중고급형 태블릿 기기들도 출시하고
있음
- CSR 정책 : E-Hope 프로그램을 통해 2010년부터 700여대의 컴퓨터를
보급하고 250개 학교에 인터넷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2011년부터 Maitree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과 인도 간의 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인도 대학
생들에게 매년 10,000 달러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함
- 적정기술 컬래버레이션 사례 : 2010년부터 기업내 LCA(Lifecycle Assessement)
기관을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제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등 제품
및 공정과정의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려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함
<표 6> 인도 CSR 사례의 기호사각형 의미생성(다국적기업)
* CSR 기대치(↑)

S1(규범적가치)
(명령지시 : CSR 기대치)

대

S2(자연적 가치)
(거부 : 기대불일치)

↙
↑

↑
↘
<CSV 사례>
- Lifebuoy(비누)

-S2(비-자연가치)
(허가성 :비-기대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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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비-규범가치)
(수의성 : 비-CSR 기대치)

⚫ 기호사각형의 의미생성 관점에서 다국적기업의 CSR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호사각형에서 ∞과 같은 형태를 그리는 순서 : S1(명령지시: CSR 기대치) →
–S1(수의성: 비-CSR 기대치) → S2(거부: 기대불일치) → -S2(허가성: 비
-기대불일치) → S1(명령지시: CSR 기대치)로 이동함
- 지멘스, 혼다, 화웨이의 CSR 사례들은 –S1(수의성: 비-CSR 기대치)에 해당
되며 힌두스탄 유니레버의 Lifebuoy(비누) 사례는 –S2(허가성: 비-기대불
일치)에 해당됨

인도내 한국기업의 CSR 사례기업 :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 현대자동차
- 일반 개요 : 현대자동차는 1996년 5월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타밀나두주
첸나이시 인근에 제1공장을 착공하며 인도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
했음. 1998년 9월 제1공장의 완공과 더불어 상트로(국내명 아토즈)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인도 부동의 자동차 수출 1위 및
인도 내수판매 2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음. 특히 현대자동차는 2008년 2월
30만대 규모 제 2공장을 준공하며, 30만대 규모 제 1공장과 함께 연산 60
만대의 생산체제를 갖췄음
- CSR 정책 : 2006년 현대모터재단(Hyundai Motor India Foundation)을
설립하여 CSR 활동을 진행하며, 동 재단에서 자금을 모으고 지원 사업부문
등을 결정하게 됨. 다른 기업과는 차별적으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인도와 한국 간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가 위한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있음.
2006년부터 400명 규모로 운영을 시작한 대학생 교통봉사대 대원들이 타밀
나두 첸나이의 혼잡한 도로를 교통정리 봉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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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 컬래버레이션 사례 : 공익연계마케팅7) 활동으로 내수차량 1대를
판매할 때마다 100루피(약 2천원)를 적립하여 재단을 통해 의료활동, 문화
예술활동, 야간학교 설립과 직업교육, 재난구호활동 등을 지원함
⚫ 삼성전자
- 일반 개요 : 삼성전자는 지난 1995년 인도에 처음 진출한 뒤 서남아총괄,
판매법인, 가전과 스마트폰 생산법인(첸나이, 노이다), 연구개발(R&D) 센터,
디자인센터 등을 운영중.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단순 기부중심에서 탈피해
회사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스마트스쿨 사업을 도입했음.
삼성 스마트스쿨 시스템은 태블릿(갤럭시노트), 전자칠판, 삼성 스마트스쿨
솔루션, 무선네트워크 등으로 이루어진 최첨단 교실수업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으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풍부한 자료를 활용해 학생별 수준과 적성에 맞는
내용을 자기 주도적으로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음
- CSR 정책 : ‘Samsung Smart School’ 사업을 통해 인도정부가 운영하는 학교
100 곳에 노트북을 비치한 ‘스마트 교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삼성 스마트 스쿨은 충분한 교육 환경이 갖
춰지지 않은 공립학교에 삼성전자의 IT 제품을 지원, 학생들이 양질의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사회공헌(Corporate Citizenship)
프로그램임. 삼성전자의 CSR 활동은 인도에서도 인정받아 두 번에 걸쳐 ‘Golden
Peacock Award for CSR’을 수상함(김장훈, 2017)
- 사회적 기업 컬래버레이션 사례 : 삼성전자의 CSR 활동은 현지 NGO와 협업을
통해 CSR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이러한 협업방식은 NGO의 역할이 CSR 실행을
위한 자원으로 기능하며 실행과정에서 전문성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허인혜, 2012)

7) 공익연계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은 기업이 특정 상품의 판매량과 참여사업을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자선 활동을 통한 기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의 상품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참여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김용식 외1, 2010,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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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일반 개요 : 1997년 1월 현지법인을 세운 LG전자는 그해 360억원으로 시작해
2017년에 2조원대로 매출을 기록함. 2017년 LG전자 인도법인의 매출은 약
20억 불 규모로 1997년 진출 첫 해와 비교하면 60배 가까이 성장했음. 임직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400여 명에서 현재 3,400여 명으로 8배 이상 늘었으며,
임직원 99% 이상이 현지인일 정도로 인도 현지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하고 있음
- CSR 정책 : LG전자는 지난 20여 년간 주거환경과 생활 문화를 고려한 인도
특화 제품 출시와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전개 등 현지화 전략으로 프리미엄
국민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음. 헬스케어센터를 운영하여 소속의사들과 함께
현지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 LG전자가 철저한 인도 현지화 전략으로 인도에서 가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로 LG전자는 인도에서 군인들에게 영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이벤트를 진행,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적정기술 컬래버레이션 사례 : 수질오염이 심각한 인도 사정을 고려해 박테
리아, 바이러스, 중금속 등을 없애주는 5단계 필터를 적용한 정수기가 대표적
사례임. 또 말라리아 등 전염병을 옮기는 모기가 많은 것에 착안해 초음파로
모기를 쫓는 에어컨과 TV를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음. 불안정한 전기 시스템을
고려해 정전에도 냉기를 유지하는 냉장고도 현지화 제품의 좋은 사례임
<표 7> 인도 CSR 사례의 기호사각형 의미생성(한국기업)

* CSR 기대치(↑)

S1(규범적가치)
(명령지시: CSR 기대치)

대

S2(자연적 가치)
(거부: 기대불일치)

- 교육봉사
- 자원봉사

↙
↑
<CSV 사례>
-S2(비-자연가치)
- LG(현지화 제품)
(허가성:비-기대불일치)

↑
↘
-S1(비-규범가치)
- 스마트스쿨
(수의성: 비-CSR 기대치) - 헬스케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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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사각형의 의미생성 관점에서 한국기업의 CSR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삼성전자의 스마트스쿨, LG전자의 헬스케어센터 사례들은 –S1(수의성: 비-CSR
기대치)에 해당되며, 기존의 교육 및 자원봉사 사례는 S2(거부: 기대불일치)에
해당되고 LG전자(현지화 제품) 사례는 –S2(허가성: 비-기대불일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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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속가능한 인도 CSR의 컬래버레이션 방안
1. 지속가능한 인도 CSR 추진개념 및 정책모델
한국 대기업의 CSR 추진개념 및 정책모델
⚫ CSR 정책변화 모델에서 Indiamax는 인도정부에 가장 유리한 CSR 정책영역
이며, Koreamax는 한국기업에 가장 유리한 정책범위를 나타냄
<표 8> 한국 대기업의 CSR 정책변화 모델
Indiamax

Koreamax

⋆

K2

↫

K1

↫

CSR
의무조항





인도정부에
유리한 정책범위

한국기업에
유리한 정책범위

※주 : 시작점(Koreamax), CSR 정책 방향(↫), 목적지(⋆)

⚫ K1 범위 : CSR 재단을 통해 인도의 CSR 정책에 포함되는 건강관리 및 공중
위생 증진, 교육증진 및 직업교육, 환경지속성 보장, 스포츠증진
교육, 정부개발 및 구제기금 기부 등에 지원함
⚫ ⋆ 범위 : 인도정부가 CSR 의무조항으로 지정한 범위(순이익의 2% 등)이며,
K1에서 ⋆ 범위까지는 인도의 NGO 기관과 협업을 통해 CSR 활동을
하거나 해당 기업의 주력분야에 기술을 활용하여 CSV(공유가치
창출) 제품을 개발하여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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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 범위 : 인도 정부의 CSR 의무조항과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CSR 활동의
영역으로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아트·디자인 분야의 컬래버레이션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도와 한국 기업 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추진함
⚫ 대기업의 인도 CSR 정책방향은 시작점(Koreamax)에서 CSR 정책 방향(↫)에
따라 목적지(⋆) 까지 CSR 정책을 추진함
- K1에서 ⋆까지는 기존의 CSR 정책과는 달리 기업의 특색에 맞는 3가지 컬래
버레이션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에서 K2까지의 영역은 대기업이
인도의 CSR 의무조항과 관계없이 전략적 CSR정책을 추진하는 것임

한국 중소기업의 CSR 추진개념 및 정책모델
<표 9> 한국 중소기업의 CSR 정책변화 모델
Indiamax

Koreamax

⋆

K1

↫
CSR
의무조항





인도정부에
유리한 정책범위

한국기업에
유리한 정책범위

⚫ K1 범위 :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협업하거나, 동종 업체와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인도의 CSR 정책에 포함되는 건강관리, 교육지원, 환경보호, 스포츠
지원 등을 추진함
⚫ ⋆ 범위 : 인도정부가 CSR 의무조항으로 지정한 영역으로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컬래버레이션(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아트·디자인 분야)
방식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CSR 정책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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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CSR 정책방향은 시작점(Koreamax)에서 K1까지 다른 CSR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추진하며, K1에서 ⋆까지는 기업특색에 맞는 3가지 컬래
버레이션 방식으로 추진함 (대기업 CSR 정책과는 차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인도 CSR 컬래버레이션의 도입방안 및 사례
→ 지속가능한 인도의 CSR 활동 + 컬래버레이션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아트·디자인 분야)
<방안 1 : 적정기술과의 컬래버레이션>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 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로, 인간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함
- 적정기술 개념은 1960년대 경제학자 슈마허(E. F. Schumacher, 1911~1977)가
만들어낸 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이라는 용어에서 시작되었음
- 슈마허는 선진국과 제3세계의 빈부 양극화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 간디의
자립경제운동과 불교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올바른 개발이 달성되기 위해
서는 중간 규모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대표적인 적정기술 제품으로는 라이프스트로(LifeStraw)와 같은 구호 제품,
수동식 물 공급펌프(Super MoneyMaker Pump)와 같은 농업 관련 기술, OLPC
(One Laptop Per Child)사의 XO-1 컴퓨터와 같은 교육용 제품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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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의 대표 사례>

1) 수질이 나쁜 물을 바로 필터로 정화해 마실 수 있도록 한 라이프스트로
(LifeStraw). <출처 : Vestergaard Frandsen>
2) 전기 없이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항아리 냉장고(Pot-in-Pot Cooler)
3) 수원으로부터 쉽게 물을 끌어올 수 있게 제작된 슈퍼 머니메이커 펌프 (Super
MoneyMaker Pump) <출처 : KickStart>
4) 개발도상국의 어린이에게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된 XO-1 컴퓨터. <출처 : One Laptop Per Child>

<추진 사례>
→ 인도 극빈층을 위한 제품 개발 사례 : 최저가 승용차 나노, 초저가 주택 나노
하우스, 최저가 정수기 스와치(타타그룹), 손쉽게 작동하는 펌프 개발(혼다)
→ 인도 극빈층의 공중위생 증진 사례 : 향균 기능 비누(힌두스탄 유니레버),
초음파로 모기 쫓는 에어컨 개발(LG전자)
→ 인도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례 :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
소화 하는 제품 개발(화웨이), 후불(Post-paid)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영수증
대신 E-Bill 발행(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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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2 : 사회적 기업과의 컬래버레이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8)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음.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을 들 수 있음

※ 사례 : 탐스슈즈(Toms Shoes)의 ‘One for One’ 기부 공식
탐스슈즈는 신발 한 켤레가 판매될 때마다 한 켤레의 신발을 저개발국가 어린이들에게 기부함
⚫ 수억 명의 아이들이 오염된 토양을 맨발로 걸어 다님으로써 각종 질병에 걸려 건강을
잃고 이것이 교육과 기회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
나는 기회로 신발을 기부함
⚫ 현지 전문가와 협의하여 기부지역을 정한 후 현지 관련 기관과 동반 관계를 구축하여
기부 시기와 일정 등을 계획함
- 현지 경제 자생력을 침범하지 않고 현지 신발 관련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업
모델 구축, 현지 요청에 맞춰 필요한 크기의 신발만 제작하여 단 한 켤레의 신발도 낭비
하지 않으며 기부지역의 지형 등 환경에 따라 다른 기능과 디자인의 신발을 제작함
- 현재 아르헨티나, 에디오피아, 중국의 세 공장에서 제작하여 23개국에 기부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100만여 개의 신발을 기부함
(자료 : TOMS (2010), Giving Report)

8)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에는 55,0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전체 고용의 5%, GDP의 1% 차지, 총 매출액 약50조원(2006)].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음. 사회적 기업의 사례로는 요구르트 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 ‘피프틴’ 레스
토랑, 잡지출판 및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프랑스의 ‘앙비’, 저
개발국 치료제 개발 및 판매기업 ‘원월드헬쓰’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기업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추진 사례>
→ 인도내 NGO 기구와 협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 활동 사례 : 농촌지역의 의료
복지 및 교육지원, 안정적인 여성 복지제도 도입(ITC), 순회진단 프로그램
운영(위프로), 농촌 의료복지 및 자녀교육 지원(인포시스), 장애인 고용 및
사회 참여기회 제공(지멘스), 현지 NGO와 협업하여 CSR 프로그램 개발(삼
성전자)
→ 인도 농촌지역 육성사업 및 여성들의 독립을 위한 사회적 활동 사례 : 인도
내 불모지 12만 헥타르에 펄프용 묘목을 심어 인근 농부들에게 묘목판매권
양도 사업(ITC), 농촌지역 여성들의 직업훈련소 운영(혼다)
→ 공익연계마케팅 활동으로 사회적 활동 사례 : 내수차량 1대를 판매할 때마다
100 루피(약 2천원)를 적립하여 기부활동 추진(현대자동차)
→ 아동보호 활동을 통해 사회적 활동 사례 : 성 카트리나(St. Catherine) 집을
지어 고아를 보살피고 교육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지멘스)

<방안 3 : 아트·디자인 분야의 컬래버레이션>
아트 및 디자인분야의 컬래버레이션 사례
⚫ 마케팅에서 각기 다른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둘 이상의 브랜드가 손잡고
새로운 브랜드나 소비자를 공략하는 기법으로, 주로 패션계에서 디자이너
간의 공동작업을 일컫는 용어로 많이 쓰였으나 최근에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채택함
- 즉, 한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을 창조해 내고 업종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브랜드 간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소비문화를 창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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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래버레이션 마케팅은 제품과 유명인 또는 명품 브랜드, 유명 디자이너, 세계
적인 미술작가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시킬 수 있음
- 대표적 사례 : 제품과 유명스타를 협력시킨 미국의 스니커즈 브랜드인 스케
처스가 팝스타를 앞세워 내놓은 브리트니 스피어스 스케처스 또는 일본 아디
다스가 가수 보아의 이름을 딴 '아디다스 보아'를 출시함
- 이 외에도 대한항공은 2010년 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 2 광고로 래핑한
여객기를, 자동차 회사인 BMW의 '아트카 프로젝트'는 앤디 워홀, 로이 리
히텐슈타인, 제프 쿤스 등 세계적인 현대 미술작가들과 협업해 예술작품 같은
광고를 진행함
- 2011년에는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가 스웨덴의 SPA(유통·제조
일괄형)브랜드 H&M과 손잡고 컬래버레이션 컬렉션을 판매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음

<추진 사례>
→ 아트·디자인 분야의 컬래버레이션 가능 사례 : 인도지역 대학의 미술가, 디자
이너를 후원하고 이들과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예술적 컬레버레이션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으로, 인도 전통문화 및 예술지원 프로그램 진행(인포시스), 인도와
한국 간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비교문화 교류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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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인도시장에서 CSR 활동의 필요성
⚫ 인도는 역사적·문화적으로 기부를 통한 사회적 책임활동(CSR)이 기업경영
활동에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왔으며, 2013년부터 인도정부가 기업의 CSR
활동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기존의 CSR 활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
하였음
⚫ 본 연구는 인도기업, 다국적기업 그리고 한국기업들의 CSR 사례들이 인도
소비자들의 ‘CSR 기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을
활용하여 어떤 정책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음
- 인도정부의 기업에 대한 CSR 의무조항(순이익의 2% 등)에 의해, 인도 소비자
들은 기업들의 CSR 활동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됨으로 기존의 CSR 활동
으로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CSR 활동차원에서
컬래버레이션(협업) 방식을 통한 CSV(공유가치 창출)의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증대함
- <표 10>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인도 기업(타타그룹, ITC, 인포시스, 위프로),
다국적기업(힌두스탄 유니레버, 지멘스, 혼다, 화웨이), 그리고 인도내 한국
기업(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아트·디자인 분야)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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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지속가능한 인도 CSR 활동으로 컬래버레이션 사례
컬래버레이션 유형
구

분
적정기술
타타그룹

ITC

사회적 기업

아트·디자인

나노 자동차, 나노
하우스, 스와치 정수기

E-Bill 발행

인도기업

NGO 협업(농촌 의료,
여성복지), 묘목판매권
양도

인포시스

NGO 협업 (의료지원)

위프로

NGO 협업 (이동식
순회진단)

힌두스탄
유니레버

인도 전통문화,
예술지원

향균기능 비누
NGO 협업(장애인
고용, 참여기회), 성
카트리나 운영

지멘스
다국적기업
혼다

손쉬운 펌프

화웨이

에너지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화

농촌여성 직업훈련소
운영

현대자동차

공익연계마케팅

삼성전자

NGO 협업(CSR
프로그램 개발)

한국기업

LG전자

문화예술 활동,
비교문화 교류

5단계 필터 적용 정수기,
초음파로 모기 쫓는
에어컨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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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음
⚫ 한국 대기업들의 CSR 주요 활동 모델로는
- 인도정부가 요구하는 CSR 의무조항(순이익의 2% 등)의 범위 중에서 3분의 2
부분은 대기업의 CSR 재단을 통해 건강관리 및 공중위생, 교육지원, 환경보호,
스포츠증진 등의 분야에 지원함
- 나머지 3분의 1의 부분에서는 인도의 NGO 기관과 협업을 통해 CSR 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아트·디자인 분야의 컬래버레이션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CSR 활동인 CSV(공유가치 창출)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중소기업들의 CSR 주요 활동 모델로는
- 전체 CSR 범위의 3분의 2는 대기업 또는 동종 업체와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인도의 CSR 정책(건강관리, 교육지원, 환경보호, 스포츠지원 등)을 추진함
- 나머지 3분의 1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의 제품 특성에 맞는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아트·디자인 분야에서 컬래버레이션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CSR
활동을 전개함
⚫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급자 관점에서 CSR 활동을 전개하기 보다는, 수요자
관점에서 그들의 수요 니즈를 파악하여 현지 맞춤형 CSR 활동을 계획함으
로써, 인도 진출 한국기업들의 현지화 전략 및 지속가능한 경영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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