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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콘텐츠 창제작·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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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업 7종에 총 2,32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공간 구축·철거, 폐기물 처리 등의 비용으로 약 494백만원
(예산 대비 21.3%)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창제작을
하고 있을까?

해당 콘텐츠를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목재 가벽, 전시 가구,
사이니지 등은 타 전시에 재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규모
와 양적으로도 보관이 여의치 않아 대다수가 폐기물로 처리
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ACC와 ACI의 특성에 기반
한 그린뉴딜 실현과 지속가능한 창제작 문화 정립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20년 ACC 주요 콘텐츠 예산 대비
설치·철거비 비율 (2020. 10. 기준)
※ 콘텐츠 7종 예산 2,323백만원 / 설치·철거비 약 494백만원(21.3%)

21.3%

*494백만원

목재 가벽 설치
전시 가구 제작
전시장 사이니지
목재 가벽/가구 철거
목재 가벽/가구 폐기

6

대다수
폐기물 처리됨
콘텐츠 특성상
재사용이 어려우며,
보관도 여의치 않음

7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각종 폐기물의

02

처리 방법의 비중은
‘재활용’
(86.1%),
‘매립’
(7.8%),
‘소각’
(5.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상당히 많은 폐기물이 높은 비중으로 재활용 되고 있음을

우리가 배출한
폐기물은
어떻게 될까?

확인할 수 있지만,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은 61,052톤/일
수준으로, 이로 인한 환경 파괴와 사회적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재활용과 폐자원의 에너지화 등의 정책으로 폐기물
처리 구조가 매립·소각의 방식에서 선순환적인‘자원순환형’
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가 배출한 폐기물은 소재와 재질에 따라 분해되는
기간이 상이한데, 인쇄물·홍보물 제작에 쓰이는 지류는
2~5개월, 목재류인 전시가벽·가구는 20년, 현수막으로
제작되는 나일론 천은 무려 30~40년이 소요된다.
2000년 말부터 자원과 에너지의 가격 급등, 지구온난화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으며, 특히
폐기물로부터 자원 및 에너지의 회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 방법

재활용 384,237(톤/일)

86.1%
매립

7.8%

소각

(톤/일)

26,404

34,648

5.9%

(톤/일)

기타
0.2%
771

(톤/일)

종이 2~5개월

목재 20년

가죽 25~40년

해역
배출
0.0%

나일론천(현수막)/시트지
30~40년

스티로폼, 플라스틱, 비닐 500년 이상

42(톤/일)

source
2018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19)

8

폐기물 분해 기간

source
살아있는 지리교과서(휴머니스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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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
창제작 실천법

들어가며,
본 가이드북에서는 크게 3단계에 걸쳐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 창제작 실천법을 제시한다.

“3단계를 거쳤다면, 당신은 이미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 창작·기획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3단계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기록·측정

“2단계를 거쳤다면, 당신은 우리 사회의 환경을
보전하고 편익을 발생시킨 창작·기획자입니다.”

2단계

버려진 자원의 새로운
쓰임을 모색
하나, 폐자원을 분해·분류하고
소재은행에 공급하기
둘, 업사이클링 기법을 접목하여
콘텐츠 창제작하기

1단계

환경 친화적 소재·방법 적용
하나, 친환경 인쇄와 출판하기
둘, 로컬 협력사·창작자와 협업하기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 창작자·기획자로의
위대한 첫 걸음을 내딛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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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환경 친화적 소재·방법 적용

하나, 친환경 인쇄와
출판하기

친환경 인증 & 재생 용지

친환경 잉크

친환경 타이벡(Tyvek) 소재

그 밖의 노력들

FSC 용지는 산림을 책임 있게 유지·관리

일반 인쇄 잉크는 휘발성 유기화합 성분

‘타이벡(Tyvek)’
은 미국의 듀폰(Dupont)

환경을 위해서라면 인쇄와 출판을 하지

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수행하여

이며, 대기 중에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가 개발한 합성 고밀도 폴리에틸렌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애써

훼손되는 산림과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탄화수소 화합물이다. 피부 접촉이나 호흡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섬유

창작한 콘텐츠를 알리고 홍보하는 일

위해 마련된 국제 규격이다.

기로 흡입 시 신경계 장애(새 책 증후군)가

로, 화학 물질의 첨가 없이 열과 압력만

역시 매우 중요하므로 불요불급한 경우

유발되며 지속적인 노출 시 발암의 원인이

으로 제작된 기능성 소재이다.

외에는 QR코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미국의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ship
Council) 인증을 받은 FSC 용지는 불법

된다.

종이처럼 보이는 타이벡은 실은 플라스틱

고민해보자.

벌목을 막고, 베어낸 만큼 다시 나무를

미국대두협회(ASA)의‘Soy Ink Seal’
인정

으로 100% 재활용할 수 있고, 소각 시에는

이밖에도 옥외 홍보물의 경우, 접착제

심어 숲과 동물들을 지켜나가는 친환경

을 받은 식물성(대두유) 잉크 또는 친환경

인체에 무해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

사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제작이

용지다.

무알코올 인쇄를 통해‘지구 환경’
과

되며, 매립해도 화학물질을 유출하지 않아

되지 않도록 홍보물의 종/수/사용처 등을

‘작업자 및 사용자의 안전’두 마리 토끼를

매우 친환경적이다.

사전에 철저히 고려하여 제작해보자.

이밖에도 재생함량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재생용지가 있으므로 용도와 목적에 따라
알맞은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보자.

잡아보자.

일회성 행사에는 현수막 제작을 지양하되,
반드시 필요한 제작에는 가급적 타이
벡이나 친환경 종이, 천 소재를 적극 활용
해보자.

※ 친환경 지류 및 인쇄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pp.40-4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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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환경 친화적 소재·방법 적용

둘, 로컬 협력사·창작자와
협력하기

탄소 발자국 절감
미국박물관연합회(American Alliance
of Museums)는 지속가능한 전시 기획을
위해 500마일(약 804km) 이내에서
원료·제품을 조달하거나, 250마일(약
402km) 이내에서 협력사 및 인력을 고용
하는 체크리스트 항목을 마련하는 등
운송·이동에 따른 탄소배출 절감 방법을
제시하였다.
※ 미국박물관연합회의 지속가능한 전시 기획
체크리스트는 부록(p.3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로컬 자원의 활용,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길
탄소발자국은 개인 또는 기업, 국가 등의 단체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즉 ‘이산

시간 절감

화탄소의 총량’
을 의미한다.

실제로 로컬 자원을 활용하거나 협력함

음식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이동한 거리를 푸드 마일리지

으로써 회의 및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

(Food Mileage)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한 비영리단체의 연구에

단축 등 불필요한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따르면, 당근의 푸드 마일리지는 평균 3,000Km라고 한다. 푸드
마일리지가 높을수록 많은 양의 화석연료와 포장 재료가 소모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창제작하는 문화 콘텐츠 역시 마찬가지다.
창제작 과정에서 지역의 인재나 자원 등을 활용하면, 인적·물적
원료의 이동 거리를 낮추면서 자연스럽게 화석연료의 사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창출한다.

14

로컬 협력사·창작자와의
동반성장
또한 지역 내 일자리와 일거리를 창출
하고 협력사업 추진 및 상호학습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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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ACI‘1단계’추진 사례

친환경 용지 & 잉크 인쇄

지난 2019년 ACI는 행정안전부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공식 의제 실행기관으로
참여하여 광주·전남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 청년들로 구성된 자활 사업단을‘지역 내
1) 친환경 현수막2) 생산 기업으로 육성하였다.
최초’

1) 그동안 지역에는 공급망이 형성되어있지 않아 친환경 현수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업체에
의존해야 했다.
2) 친환경 인증 및 조건을 갖춘 소재, 장비, 잉크를 통해 제작한 현수막을 의미한다.
타이벡 원단 및 전용 장비
구입(지자체 지원)

ACC 창제작 공연 희곡집

광주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출범
실행의제
발굴

ACC 전문인력 프로그램 리플릿

ACC와 ACI는 친환경 용지와 잉크를 적용한 인쇄물 제작을 실천하고 있다.
각종 공연·전시·교육 콘텐츠 인쇄물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시, FSC인증을 받은

7월

10월

12월

자원 사업단 개업
(디자인나래)

6월

2019년

2020년 의제
설정 및 제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컨설팅 지원(~12월)

자활 사업단 대상
디자인IP 공유

8월

9월

새활용 문화상품
시제품 제작

11월

2020년

용지 또는 100% 사탕수수 용지, 재생용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식물성 콩기름 잉크를
사용함으로써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ACI는 자활 사업단이 공유 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도록 지원하고,

친환경 타이벡(Tyvek) 현수막 제작

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 등 지역 내
활용을 독려함으로써 이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았다.
’
20년 기준, 자활 사업단은 약 6,000만
원의 누적 매출을 창출하였으며, 5명의
청년을 신규로 고용하는 등 엄연한 기업
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향후에는
직접 수거한 친환경 현수막을 업사이클
링하여 새로운 상품가치를 만드는 영역

ACC 소셜디자인 프로젝트

타이벡 현수막 업사이클링
문화상품 (Bowl)

으로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요 행사 추진 시, 타이벡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제작함으로써 소각·매립 시
에도 지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고려한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용 후 버려진 타이벡 현수막은 다분야 창작자, 사회적
기업가, 봉제 협동조합, 지역대학 등과 협력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유통시키는

2020년
1/4분기 매출

2020년
2/4분기 매출

2020년
3/4분기 매출

2020년
4/4분기 매출

약 120만원

약 360만원

약 1,000만원

약 4,300만원

2020년
누적 매출
약 6,000만원

등 새로운 쓰임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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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버려진 자원의 새로운 쓰임을 모색

하나, 폐자원을 분해·분류하고
소재은행에 공급하기

천연자원(최소화) + 순환자원(최대화)

상향된 가치의
새로운 작품/
상품

#1 폐가구

#2 폐목재

#3 폐원단

#4 폐지/헌책

#5 폐현수막

#6 공병

#7 플라스틱

#8 폐파이프

#9 철물

#10 폐전자제품

#11 폐비닐

#12 기타

생산/제조

새활용:
폐기물 더하기 디자인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소재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는 새활용
기업·창작자의 활용 빈도가 높은 소재나, 일반 시민들의 홍보·교육에 필요한 소재
등 총 21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폐기물 + 디자인
= 새활용

유통
소비/폐기/배출

본 가이드북에서는‘유해성’
이 없고,‘새활용’
의 가능성이 높은 소재를 중심으로
12종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새활용사회의 자원순환 프로세스
source : 서울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

폐자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창작의 소재

소재은행 거래 및 유통 프로세스

source : 서울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

소재 구입신청

소재 구입신청

소재 판매

오프라인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보유 여부 확인

현장 판매 또는
택배 배송

소재 판매

소재 중개

소재 발굴(신규)

소재공급신청

담당자 확인

공급처 협약

오프라인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적합성 여부 검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재 유통 가능

이제는 폐기물이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전환해보자. 우선 전시, 공연

앞서 언급한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는 공급받은 소재를 선별

및 각종 행사 등을 통해 배출된 폐기물을 재질에 따라 분류하고, 나사못, 타카핀,

하여 수요자에게 연계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 소재 공급에 대한
내용은 pp.3435.와 pp.42-43.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소재 구입자

폐기물 또는 폐자원의 사전적 의미는‘못 쓰게 되어 버리는 물건’
이다. 그러나‘업사이클링
(Up-cycling, 새활용)’
의 관점에서 폐기물은 유용한 창작 소재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소중한 순환자원이 될 수 있다.
2018년 기준, 전국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은 약 44만 톤이다.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특히 소각과 매립 등 환경 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처분의 경우,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접착제 등을 제거하면 새로운 쓰임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이나 다름없다.

소재은행

소재 판매자

공공부문 외에도 폐목재 업사이클링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문화로

물론, 위와 같은 과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본과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이나,

놀이짱’
을 비롯해 공연 무대·소품을 재활용하는 커뮤니티인
‘공쓰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프로세스 등을 고려한다면 지구 환경을 살리면서,

재’
, 창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자재를 공급하는‘피스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거양득이 된다.

오브피스’
와 같이 민간부문에서도 폐소재를 수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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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업사이클링을 접목한
콘텐츠 창제작하기

『차(ㅇ)밖을 보라』범고랩
(이찬, 조인성)
프로젝트 <차(ㅇ)밖을 보라>는 자율 주행
차량이 상용화된 이후의 시점을 상상하며,
자동차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콘텐츠의
배경으로 삼아 스크린화된 창 위로 콘텐츠를
띄우는 작업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버려진 자동차 리어 도어, 카
시트 등을 활용하였으며, 뒷좌석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탑승자의 손길에

버려진 자원의 새로운 쓰임은,
상상력에서부터
업사이클링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예술작품으로 제작하거나, 공간 구축에 필요한 가벽, 진열대
등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다.

source : 현대자동차 ZER01NE DAY 홈페이지

따라 반응하고 변형되도록 구성하였다.

『1652人의 여름들』성백신, 김주섭
서강대학교 아트&테크놀로지학과와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고객들이 매장에 반납한
화장품 공병 1,652개를 활용하여 관객참여형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 작품을 제작

1994년 독일의 폐기물 엔지니어인 라이너 필츠(Reiner Pilz)는

하였다.

재활용(Recycle)을 하향활용(Down-cycle)으로 규정하며, 환경과

빛바랜 공병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시도를 통해 소재와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자원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새활용(Up-cycle)이 필요하다고 주장

순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바로‘새로운 가치’
를 창출한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획자·창작자들의 부가적인 노력, 바로 ‘기획’ 이
필요하다.
새로운 쓰임에 대한‘기획’
이 부재하다면, 버려진 자원은 다시
폐기물로 처리될 것이므로 쓰임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한 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보자.
source :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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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ACI‘2단계’추진 사례

ACC 소셜디자인 프로젝트
<버려진 자원과 쓰임의 재발견>

파킹찬스 전시 목재 구조물

전시 구조물
새활용 사례

분해·수거된 목재 구조물

지난 2018년 영화감독 박찬욱과 현대미술 작가 박찬경 형제가
ACC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파킹찬스 PARKing CHANce
2010-2018> 전시에 활용된 목재 구조물도 새로운 쓰임을
찾아가는 중이다.
해당 전시에서 분해·수거한 목재 구조물 역시 기계조형 스튜
디오를 통해 전시 선반, 테이블, 벤치 등으로 새활용되고 있다.

ACC와 ACI는 소셜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버려지는 폐자원
문제를 문화·예술과 디자인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결해보는 실험적이고 실천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공예, 디자이너, 사회적 기업가 등 4인/팀의 창작자와 버려지는
종이, 친환경 현수막, 유리병, 방화복 등을 문화상품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쓰임을 부여하고 이를 다시 대중들이 소비하여 자원순환과 환경에

전시 자원
공유 사례

전시 현장에서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쓰이는 아크릴 커버 등은
특정 작품의 크기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대개
전시장 철거 시, 함께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ACC는 2020 ACC CONTEXT <연대의 홀씨> 전시에서 쓰인

대한 의미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 내 유망 디자이너, 봉제장인 협동조합과 친환경 타이벡 소재를 활용한 마스크
파우치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해보는 한편, 한국을 대표하는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인
RE;CODE와‘RE;CODE by NIKE’프로젝트의 기획자, 디자이너를 초청하여 나이키의

아크릴 커버를 폐기시키지 않고, 기관 내 기계조형 스튜디오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2020 ACC_R 레지던시 결과 전시 <바이오
필리아 : 흙 한줌의 우주>에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

재고 상품의 재해석과 창의적 디자인 과정을 대중들과 공유하였다.
업사이클링 팝업스토어

22

업사이클링 워크숍

업사이클링 스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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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기록·측정

환경 등 사회적 성과 측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기준이나 방법을 모든 대상에

IF YOU CAN'T MEASURE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사람의 성격이 모두 다르듯 개별 조직도

IT,

E IT
YOU CAN'T MANAG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Peter Drucker)

설립 목적과 규모, 배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SK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보상을 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제를 운영
하고 있다.
이 방식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성과에 대한 측정 방법(표준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간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콘텐츠 창제작 활동에 따른 우리만의 환경
성과를 측정해 보자.

<환경성과 측정 방법 및 사례>

지속가능한 창제작 활동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출발,
‘기록과 측정’
지속가능한 창제작 활동을 실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기록과 측정’
이다.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 제3섹터 등에서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발생시킨 성과를 객관
적인 지표로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그 방법 또한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환경성과

=

사회적 편익(a)

-

사회적 비용(b)

사례1

사례2

전시 콘텐츠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

전시 콘텐츠 구축 시, 목재 가벽 대신, 모듈

물을 분류하여 소재은행에 공급한 사례

형 가벽을 반복적으로 재사용(3회)한 경우

사회적 편익 발생액(a)

사회적 편익 발생액(a)

소재은행을 통해 판매된 금액
:약 50만원
소재를 통해 생산한 재화 금액
:약 150만원

1회차: 200만원1) - 50만원2) = 150만원
1) 목재 가벽 설치·철거 비용 : 200만원
2) 모듈형 가벽 운용 인건비 : 50만원
2회차: 200만원 - 50만원 = 150만원
3회차: 200만원 - 50만원 = 150만원

이러한 측정의 가장 큰 목적은 그것을 관리(Accountability)하기 위해서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비용 발생액(b)

사회적 비용 발생액(b)

앞 단계의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창제작 활동을 실천한 우리에게 남은 일은‘절감

폐기물 분류 비용: 약 100만원
소재은행 배송 비용: 약 50만원

모듈형 가벽 구축 비용: 약 300만원

시킨 사회적 비용’
과‘발생시킨 편익’
을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사례1의 환경성과

사례2의 환경성과

50만원 = a - b
= (50만원+150만원)
- (100만원+50만원)

150만원 = a - b
= (150만원+150만원+150만원)
- (300만원)

※ 환경 등 사회성과 측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p.44-4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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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 창제작 실천법

ACC·ACI‘3단계’측정 예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운영 성과 측정(안)

b1

사회적 비용 발생액(b)

(가정) ACC 전시·공연·행사 등에서 수거한 목재, 플라스틱, 소형기기 등

b1

b2

4,816,000원

폐기물 수거·분류 인건비: 224,657원 × 2인 × 4회(연평균)

폐자원을 활용한국민 참여형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운영

= 1,797,000원(천원이하 절사)
산출 기준

2021년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의 건축목공1) 인력 단가를 적용
1)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를

의미하며, 본 가이드북 상에서는 해체된 폐기물 상에서 업사이클링이 가능한 폐기물을

a1

사회적 편익 발생액(a)

별도로 분류하고수거하는 인력으로 정의함

6,165,600원

a2

b2
a1

= 3,019,000원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액: 341,400원 × 4회(연평균)

산출 기준

= 1,365,600원
산출 기준

전시명

2)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를 의미
3) 연구보조원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해

폐기물 처리비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의미

1

연대의 홀씨

1,219,200원

2

감각과 지식 사이

1,394,840원

그녀의 이름은

800,000원

평균 금액(천원 이하 절사)

1,138,000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연구원

(2,488,897원/22일) × 2회 × 8개월(3~10월)

연구보조원

(1,663,743원/22일) × 2회 × 8개월(3~10월)
합계(천원 이하 절사)

※ 각 콘텐츠별 예정원가조사보고서 및 견적서 금액 준용

a2

2021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연구원2) 및 연구보조원3)급 각
1인 단가를 적용

ACC 콘텐츠 3종의 폐기물 처리비 평균액 1,138,000원의 30%

연번

3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1,810,000원(연구원) + 1,209,000원(연구보조원)

1,810,000원
1,209,000원
3,019,000원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운영: 30,000원 × 10인 × 2회 × 8개월(3~10월)
= 4,800,000원
산출 기준
연번

국내 유사 메이커 프로그램의 1회 기준 단가의 평균액 산출
운영 주체(지역)

프로그램 내용

금액

1

X-GARAGE(서울)

목재 게임 콘트롤러 메이킹

2

서촌창작소(서울)

크래프트 모빌 메이킹

40,000원/회

3

메이커스튜디오(부산)

목공장비 활용 수납함 메이킹

23,000원/회

4

리빙콘텐츠DIT센터(전주)

목재 도마·벤치 메이킹 프로그램

40,000원/회

5

코끼리메이커스페스(광주)

블루투스 스피커, 칼림바 메이킹 워크숍

50,000원/회

평균 금액(천원 이하 절사)

무료

30,000원/회

환경성과

사회적 편익(a)

사회적 비용(b)

1,349,600원

6,165,600원(a)

4,816,000원(b)

※ 독일 ZKM의‘버려진 전자기기 활용 워크숍’
은 1회 기준, 약 158유로(약 210,000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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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Tate Modern

Christmas』 Bob
tric Pedals
berta Smith, Elec

04

『Make Your Own

and

Ro

소비 중심적 연말 풍경을

더 살펴볼
사례들

우려하는 메시지를 담아
폐목재를 통해 크리스마
스트리를 표현하였다.
자전거 8대가 트렁크
주변에 고정되어
페달 동력을 전기로
변환하여 전구에 빛이
들어오게 한다.

source: Tate 홈페이지

영국 Tate
L

『Design In

Everyday』

iverpool

tervention

: Transform

ing the
source: Tate 홈페이지

테이트 리버풀에서 진행되었던 전시의 재료를 새활용하는
워크숍이다. 리버풀 희망학교(Liverpool Hope University)의
제니스 에저튼(Janice Egerton)은 전시 후 폐기된 재료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 보는
워크숍을 진행하며 지속가능성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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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 프로젝트는 쓰레기를 수집·연구하며 일상의
물건을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브랜드다.
서울시립미술관 <예술가의 런치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쓰레기 뷔페』를 선보였는데, 플라스틱, 기계부품,
유리, 가죽, 종이, 비닐 등 쓰레기들로 뷔페를 구성하고,
워크숍, 토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술관
서울시립미
ROJECT
페』 JUST P
뷔
기
레
『쓰

독일 ZKM

<BÄMlab
Workshop
: Reuse in
throwing
stead of
away!>

source : zkm 홈페이지

버려진 전자기기를 분해하거나 재사용할 방법을 찾아보고,
보드, 케이블, 부품 등으로 새로운 창작을 시도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버려진 전자기기의 회로 기판, 케이블, 버튼 등을 활용하여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보면서 지속가능하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메시지를 제시한다.
source : JUST PROJEC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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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술관
abor)
서울시립 북
이보(Our L
이』 아워레
사
벽
과
『벽

공간 디자인 그룹 아워레이보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개최된 전시*를 통해
모듈형 가벽으로 미로형 공간을 만드는 시도를 하였다.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 작품의 취지에 따라 모듈형 가벽의 배치를 통해 미로같은 동선 속에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2019 서울 포커스 <두 번의 똑같은 밤은 없다>

source : 문화도시 제주 웹메거진

문화도
시제
주×
『우도
아트랩
, 수리
티
수리
담수리
』

문화도시 제주와 아트랩티는 방치된 담수화장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에너지 절감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벽과 조명장치를 쓰지 않았다.
방치된 선반이나 폐자재 수거함을 재사용해 안전 난간이나
표지판을 제작했으며, 참여 작가들 또한 폐기물 없는
전시를 목표로 작품을 구현하고자 했다.

source :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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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오
브피스
(Piece
of Pe
ace)

R)
공쓰재(TW
공연 후
트
대 소품, 세
쓰고 남은 무
source : TWR 홈페이지

재활용

공쓰재는 대학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공연쓰레기 재활용
(TWR) 커뮤니티로, 공연 후 무대 세트·소품을 재활용·
교환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창고가 없는 극단의
고충을 덜기 위해 현장 수령과 무상거래를 원칙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source : 피스오프피스 홈페이지

피스오브피스는 예술을 기반으로 제작과 창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투리 자재의 순환에 대한 고민을 문화기획 및 작업으로 이야기하는
그룹이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자투리 잡화점’
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작자, 제작자들로부터 자투리 자재를 기부 받고, 소량의 재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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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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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자·창작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행사·축제 분야 체크리스트
에너지

전시·공연 분야 체크리스트
신규자재
생산축소

로컬자원
활용

폐기물
감소

□ 재활용 재료(레그라인드 HDPE, 알루미늄 등) 사용
□ 건축자재 재사용(기존 전시물 또는 주택의 해체 등)
□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숲의 목재 사용
□ 생분해 가능 재료(대나무, 밀 등) 사용
□ 최소한의 재료로 전시품 제작환경 구성

(자연광 활용, 전원차단, 핫팩·전기난방 대신 무릎담요)

□ 디젤 발전차량을 대체할 에너지 찾아보기
□ 행사 후 사용한 전력 체크하기
□ 물 절약 및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준비하기
(친환경세제, 설거지통 사용, 시민사전교육)

제작물

지역 경제 활성화

폐기물

(유리, 마분지 등)

□ 구성 요소를 분해할 수 있는 구조 방법
(모듈형 가벽 등)을 선택

□ 쓰레기가 될 수 있는 소모품 최소화
에너지
소비율
절감

독성물질
배출 최소화

□ 친환경 페인트 및 마감재 선택, PVC 및 스티렌 사용 지양		

□ 불필요한 구매보다 기존에 쓰던 물품 먼저 쓰기
□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식 확인하기
□ 참가자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기 (비닐, PP, PET, PC 등)
□ 현장 스태프가 올바른 분리배출 방식 숙지하기
□ 개별 포장 물품 구매 지양하기
□ 무대, 가벽 등 최대한 폐기물을 줄이기
□ 플라스틱병 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리필 가능한 식수를
공급하기

다회용

□ 다회용기·텀블러 사용 권장하기
□ 참가자가 본인 용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홍보하기
□ 다회용기 대여시 스테인리스 혹은 유리 소재 준비하기

노동

□ 모든 스태프는 서로를 정당하게 대우하고 존중하기
□ 스태프의 휴게시간과 공간 보장하기

책임

□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생각하고 제작하기
□ 제작자들에게‘어떤 지속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여

그래픽 패널에 소이 잉크 활용한 친환경 인쇄

□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가 없는 제품 사용
*메탄올의 산화로 자극성 냄새를 지닌 가연성 무기색체로로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하다.

운영체계

사용처 확인하기

활용하기

□ 전시 이후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

□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전자 및 부품 사용
□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인터페이스 절감
□ 대체 에너지(인력으로 움직이는, 태양열, 바람) 사용
□ 전자제품 미사용시 자동 전기 차단기 설치

□ 불필요한 제작이 되지 않도록, 홍보물의 종류/수량/
□ 친환경 인쇄하기 (FSC용지, 재생용지, 양면인쇄 등, 양면인쇄 등)
□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기
□ 행사 후 잔여 제작물의 재활용 방안 계획하기
□ 불필요한 제작물 생산을 막기 위한 QR코드 사용하기
□ 옥외 홍보물의 경우 접착제 사용 최소화하기
□ 일회용 포장재 대신 에코백과 종이가방 기부받아

□ 물품 수송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 및 		
□ 100km 이내에서 조달 가능한 현지 원료를 명시
□ 100km 이내 현지에서 제조된 제품 활용
□ 50km 이내에서 업체 및 인력을 고용
□ 물품·상품 대량 주문

□ 행사 운영 시 자연광 활용하기
□ 전력사용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 친환경 전시 체크리스트(가이드) 웹 사이트에 공유
□ 새로운 친환경 전시 설계 또는 생산 시스템 통합

창제작 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인권

□ 연령, 성별,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기

□ 연령, 성별, 장애 여부에 제한 두지 않고 창제작자를
모집하기

□ 기획 단계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 고려하기
※ 미국박물관연합회(American Alliance of Museums)가 공표한 체크리스트 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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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페스트 인 서울>을 통해 환경재단에서 공표한 체크리스트 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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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종이의 종류 및 인쇄 방법
친환경 종이

무알코올 인쇄

재생용지
(목재)

고지율 %

인증

재생용지
(비목재)

고지율 %

주성분 %

신문용지

40 이상

GR

마로니에

70

대나무 20

중질지

50 이상

GR

에이프랑

70

게나프 10

그린라이트

20 이상

GR

오감지

80

게나프 10

앙코르지

50 이상

GR

과일종이

-

FSC펄프 50

갈고레이드

100

탄소발자국

사탕수수
종이

35

바가스 50

레이나

100

탄소발자국

지프랑

-

게나프 100

스펙클론

100

탄소발자국

풀종이

면화 20

비목재펄프
80

퀘스트

100

탄소발자국

해초종이

면화 20

FSC펄프 50

젠틀페이스

100

탄소발자국

볏짚종이

-

볏짚 50

메타포

100

탄소발자국

타이벡

-

고밀도
폴리에틸렌100

990만 톤

2억 4천만 그루

우리나라의 한 해 종이 소비량은 약 990만 톤이며, 이는 나무
2억 4천만 그루에 해당된다. 대개 식목일에 심는 나무인 5천
2백만 그루보다 약 4배가 많은 나무가 우리가 쓰는 종이 탓에
베어지는 것이다.
한번 사용한 종이를 고지(故紙)라 하며, 고지 또는 폐지가
40% 넘게 들어간 종이를 재생종이라고 일컫는다. 재생용지를
사용하면 그만큼 나무를 새로 베지 않아 환경에 이롭고
고지율이 높을수록 나무를 더 많이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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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 인쇄 방법

무알코올 인쇄는 인쇄 과정에서 이소프로필 알코올(IPA)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하는 친환경 인쇄공법이다.
이소프로필 알코올(IPA)*은 인쇄물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발암
물질을 배출해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 미국
등에서는 사용금지 또는 매우 소량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두통, 구토, 집중력 감소 및 발암의 원인이 되며 여름철 스모그
현상과 햇빛에 분해되는 과정에서 오존이 발생 하여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식물성 콩기름 잉크(SOY),
식물성 무용제 잉크(NON-VOC) 인쇄
휘발성 유기화합 성분을 최소화한, 미국대두협회(ASA)의
Soy Ink Seal 인정을 받은 식물성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인쇄에 사용되는 휘발성 유기화합 성분(VOCs)은
대기 중에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 화합물로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로 흡입 시 신경계 장애(새책증후군)가
유발되며 지속적인 노출 시 발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친환경 파우더 활용 인쇄
유해/위험 물질을 전혀 함유하지 않은 녹말 전분(99% 이상)
으로 제조된 친환경 파우더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방법이다.
친환경 파우더는 인체에 무해하며 불순물, 탄화칼슘과 같은
광물질, 독성화학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인쇄 시
인쇄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공기 중에 머물러 있는
미세입자(5㎛ 이하)의 수를 최소화하여 인쇄현장의 작업환경
개선 및 대기오염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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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새활용플라자 소재은행 거래
규격 및 방법

유해성 검사결과

파일 첨부

소재 사진

파일 첨부

당초 폐기 방법

3. 소재 특성 정보

1. 소재 공급 신청 프로세스
step 1

step 2

step 3

신청서작성

담당자 확인

공급완료

공급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담당자가 직접 연락하여
공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담당자 확인이 끝나면
소재 공급이 진행
됩니다.

소재/재질

단색/무늬

투명/비침여부

두께

탄성

방수

천연/합성

이염/물빠짐

4. 소재 공급 정보
소재 발생주기

주기별 발생량

※ 소재 공급은 무료로 진행됨(문의: 02-2153-0417)
보관방법

2. 소재 공급 신청서 내용

배송방법

공급처명 공개 여부

1. 신청자 정보
공급 업체(기관)명

□ 직접전달

□ 택배

□ 기타

※ 공개 선택 시, 소재 공급처 정보에 업체(기관)명이 노출됩니다.
□ 공개함

□ 공개안함

※ 위 내용은 서울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www.seoulup.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제출 가능

담당자

주소
연락처

이메일

2. 소재 정보
소재 분류1)

소재명

원 사용처
소재 발생 이유
소재 사이즈
유해성 여부

무게(개당)
□ 유해물질

□ 무해물질

□ 모름

1) 원단, 목재, 금속, 플라스틱, 유리, 도자기, 종이, 고무&비닐, 폐전자&제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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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비용·편익 측정 관련
참고 내용
※ 아래의 내용은 SK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발표·공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함

5. 사회성과 측정 방법
사회성과는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에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제외한 값이며,
아래와 같이 ①사회적 편익만 존재하는 경우, ②사회적 편익/비용 모두 존재하는 경우, ③
사회적 비용만 존재하는 경우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다. 단,‘사회적 문제’개선 또는 해결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성과는 소비자 후생으로 판단하여 성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 사회성과 측정 정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측정산식
예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창출되는 가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성과 (Social

사회문제에 따라 3가지 방식의 편익/비용 존재

Performance) 측정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각각의 성과(Performance)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단, 시대적 상황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성과는 상대적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귀속되는
가치가 아닌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따라 사회성과 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사회문제
여부

yes

2. 사회성과 측정 목표

1. 사회적 편익만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는 이해관계자의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준거시장 기준으로
‘보수적’
으로 측정하며, 사회성과 유형 중 결과(Outcome)로서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지향한다.

2. 사회적 편익/비용
모두 존재하는 경우

3. 사회적 비용만
존재하는 경우

(예)취약계층用 상품

(예)재활용의 무율

(예)근로기준법 위반

8 만원

90 %

3. 사회성과 측정 영역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의 범위와 광범위하고 측정 방식 또한 지속적인 합의와 변화

시장기준
(10만원)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과부터 측정하여

social benefit
사회적 비용 아님

자체기준
(80%)

12만원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사회성과 측정 원칙

사회적 비용
(Social Cost)

사회적 편익
(Social Benefit)

사회성과

no

social benefit
social cost

법적기준 social benefit 불안정
(0건)
social cost

70 %

70 %

사회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소비자 후생으로 판단, 성과로 인정하지 않음

사회성과는 ①시장원리에 기반하여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것과 ②수혜집단이 얻은 편익
(Benefit)의 가격을 추정하는 방식을 근간으로 하며, SK의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사회성과
측정을 위해 수립한 원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자가 측정
이해관계자 별로 계정(account)를 만들고 발생한 계정별 비용과 편익을
합산해 측정하며, 정부지원금, 지원금은 비용으로, 사회문제 관련
수혜자의 소득은 편익으로 간주한다.

6. 사회성과 기준값 측정

방법론

① 일반시장가격 추정방식
기업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서비스의 시장가격
cf.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통신, 교육, 금융서비스 등
공식 (일반시장가격-제공가격) x 연간 제공횟수 = 최종 사회성과

② 공급의사가격 추정방식
② 합의(보수성의 원칙)
과대 측정을 방지하기 위해, 누구나 인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만을 인정한다.
*일반적인 소비자 후생은 사회성과에서 제외한다.

44

동종 업계의 공급자가 제시한 동일한 제품·서비스 가격
cf. 취약계층을 위해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유니버셜 디자인, 배리어프리 등)
공식 (공급의사가격 추정가-제공가격) x 제공횟수 = 최종 사회성과

③ 지불의사가격 추정방식

③ 화폐화(준거시장 기준 가치 추정)

해당 사회문제의 당사자(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공공이 일정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준거시장에 명확한 기준값(proxies)이 있는 경우만 사회성과로
인정한다.

지불의사로 간주해 가격 기준으로 잡고, 기존 솔루션과 새로운 솔루션의 효율성의 차이
공식 공공예산 절감액(기존 방식 비용-새로운 방식 비용) x 제공횟수 = 최종 사회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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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체방안비용 추정방식

8. 사회성과 측정 사례

최선의 대안책에 사회가 지불했을 비용
*환경비용? 단위당 생산(재료/방식), 공정(포장/운송), 폐기 방법에 따르는 처리비용
cf. 네덜란드 Eco-Cost DB
공식

폐 가죽을 재활용하여 자전거
안장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 사례

친환경 면으로 티셔츠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사례

(기존 생산방식의 환경비용) - (친환경적 생산방식의 환경비용) = 최종 사회성과

⑤ 추가투입비용 추정방식

32만원

기존 가격에서 인력 등 비용을 추가 투입해 고품질 서비스로 수혜자 편익 증진 및 사후 관리
비용 절감
공식 (추가 투입액) x (인원 수) = 최종 사회성과

1년간 티셔츠 제조에 일반 면 대신
무가공 면 800kg사용

●

300만원
●

●

Proxy(환경오염물질처리비용)
일반 면 eco cost 1,200원/kg
무가공 면 eco cost 800원/kg

Proxy(신규 자원의 제조 원가)

표준식

새 가죽의 인건비 차감 제조원가
4천 원 1,200원/kg

(일반 재료 eco cost - 친환경 재료
eco cost) x 물량

7. 사회성과 측정의 유형과 의미

1년간 폐 가죽 1천 kg을 재활용하여
자전거 안장 생산
지자체의 재활용 디자인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 수령

표준식
Proxy 가격(=새 제품의 인건비 차감
제조원가) x 물량

① 서비스 성과 :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 집단의 삶의 질 개선
② 고용 성과 :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으로 발생한 사회적 편익의 증대

d기업이 1년 간 창출한 사회 성과
300만 원 = 4천원 x 1천kg-100만원

e기업이 1년 간 창출한 사회 성과
32만 원 = (1,200원-800원) x 800kg

③ 환경 성과 : 자원 절감액 + 저감한 오염물질의 화폐가치 추정
④ 사회생태계 성과 : 해당 생태계에 기여한 부가가치
(문화예술자산의 증대 기여도 포함됨)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사례

사회적 기업의 사명
구분

사회문제 해결

환경문제 해결

1년간 취약계층 500명에게 시장가격
70만 원인 간병 서비스를 50만 원에
할인하여 제공함
1년간 취약계층 30명에게 시장가격
70만 원인 간병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
대기업으로부터 무료 간병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5천만 원을 후원 받음

●

서비스

① 서비스 성과

내부

창출방법

② 고용성과

③ 환경성과

Proxy(업종별 부가가치율)
네팔 공예제조업 부가가치율 : 50%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업 부가가치율 : 30%

표준식
SE거래가 x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x 물량

프
로
세
스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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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공정무역기구(WFTO)로부터
인증 받은 네팔 카트만두의 빈곤여성
생산자들로부터 1년간 목공예품 6천만 원
어치 구매
페어트레이드인터네셔널(FLO)에
가입된 방글라데시 다카의 지체장애인
생산자들로부터 1년간 의류 4천만 원
어치 구매

서비스 가격 할인분 계산 방식
(70만원 - 50만원) X 500명
(70만원 - 0원) X 30명

사회성과

●

●

●

재화/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 사례

④ 사회생태계성과

a기업이 1년 간 창출한 사회 성과
7천1백만 원 = 20만원 x 500명 +
70만원 x 30명-5천만 원

G기업이 1년 간 창출한 사회 성과
4천 2백만원 = 6천만원 x 50% +
4천만원 x 30%

Source :
SK 사회적가치연구원 홈페이지(www.cses.re.kr)
SK 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 설명자료
라준영·김수진·박성훈(2018),「사회성과인센티브(SPC)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사회성과의 화폐가치 환산」
『
, 사회적기업연구』,11(2), pp.1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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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표지 및 내지는 FSC(Forest Stewar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에서
인증 받은 용지를 사용하고,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