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가치창출(CVS)을 통한 가톨릭교회 선교:
성 이시돌 목장 사례
이 효 석1)

가톨릭교회에서 선교는 조직의 본질적인 사명으로써 로마시대부터 중세를 거쳐 현대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수행해 왔다. 오늘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선
교 방식을 최근 경영학에서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주목하고 있는 마이클 포터 교수가 주
장한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의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공유가치창출 경영의 핵심은 기업의 수익창출이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경영과 가톨릭교회의 선교를 접목시켜 교회가 선
교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현지 주민에게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선교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선교의 사례로 1960년대 성골롬반 외방 선교회 소속의 맥그린치
신부가 설립한 제주도의 성 이시돌 목장을 들 수 있다.
그는 6 25와 4 3사건으로 폐허가 된 제주도를 축산업을 통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제주도에 가톨릭 복음화를 이루어냈다.
본 논문은 성 이시돌 목장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톨릭교회 선교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가톨릭교회의 선교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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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들어가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교회를 통해 내려진 선교 명령에 의해 선교2)는 교회 조직이
* 논문투고일: 2016년 6월 7일 논문수정완료일: 2016년 7월 10일 논문게재확정일: 2016년 7월 11일
1) 천주교 대구대교구(성직자), 서강대학교 MBA 2016 졸업, E-Mail : greatestsoulg@gmail.com
2) 선교(Mission)는 라틴어 동사 ‘Mittere’(파견하다)에서 유래되었고, “교회에서 파견된 복음 선포자들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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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중요한 사명 중 하나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선교 사명을 지키기 위해 교회는 창설될
때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가톨릭교회의 설립시기에 교회는 국가의 박해를 무릅쓰고 선교 활동을 실시했고, 380년
가톨릭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됨으로써 본격적인 선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결
과 유럽이 그리스도교화 되었다(김웅태, 1992). 그러다 중세시기 교회의 분열로 인해 가톨
릭교회는 해외선교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16세기 이후 식민지 확장을 꾀하던 제국주의와
만나게 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선교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 선교는 일방통행에 의한 선교로써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부식(扶植)’시키는 선
교의 기본 개념에서 벗어나 토속종교와 문화를 말살시키고 가톨릭신앙을 강제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세례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회가 확장되
어갔지만 선교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식민지에 속해있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김웅태, 1992). 이러한 중세 시대 ‘식민지 선교 정신’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의 선교 확장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폐기되었
고 선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졌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바오로 6세 교황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거쳐 현재 프란치
스코 1세 교황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선교를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일로 한
정짓지 않고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일
을 선교라고 정의했다.3) 또한 선교함에 있어서 ‘토착화’4)를 선교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
게 되었다.
교회의 선교 단체들은 현대 사회의 발전과 교황청의 새로운 선교 방향 제시에 따라 기
존 선교 방식에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우선 선교 방식에 대한 가치의 변화로써 기존 서구
문화에서 일방적인 수출 형태를 지녔던 선교 방식은 지양되고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과 대
화를 통한 ‘상호선교’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영역이 선교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선교 지역의 비구원적인 요소
인 궁핍을 해소하고 억압과 폭력을 제거하며 가난과 고난을 극복하는 것 까지 확장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교의 전파와 더불어 현실의 부조리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선
세상에 가서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민족과 집단에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 자체를 심는 임무를 수행
하는 특수 활동을 가리킨다.” 그리고 선교 활동의 고유한 목적은 교회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민족
과 집단에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심는 일이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선교교령, 2002: 523).
3) 이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교회 문헌은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발간한 교황 바오로 6세(1977)의
‘현대의 복음 선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91)의 ‘교회의 선교 사명’, 교황 프란치스코 1세(2014)의 ‘복
음의 기쁨’이다.
4) 토착화(inculturatio)란 어느 특정한 지역의 교회가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 안에서 자신을 뿌리내리는 것
을 일컫는다. 교회는 몸담고 있는 어느 지역의 민족, 사회, 문화와 대화를 계속함으로써 그리스도교적 경
험 및 가치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특정한 지역의 교회는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깨닫
고 배우고 익히며, 이들을 그리스도교적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한국가톨릭대사전, 1944: 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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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선교의 방향이 전환되었다(박일영, 2008).
이러한 변화에 따라 최근까지 교육 사업과 병원 사업이 교회 선교의 중요한 수단이 되
었다. 교회가 선교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인격적이며 반인권적인
요소를 제거시켜 선교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아
울러 병원의 설립을 통한 의료선교는 질병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의 선교 활동이 되었다.
교회의 두 가지의 선교 사업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해 준 것이며,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적
극적인 방법이 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선교 사업은 지역 주민과 대화와 소통을 이루면서 선교 지역의 문
화적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선교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몇 가지의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의료와 교육 선교 사업은 지금의 가난에 대한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아프리
카나 아시아등의 빈곤 국가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죽는 사람이 많
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지금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빵과 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
사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빵과 물을 만들고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만 지금
당장 제공하지는 못한다.
둘째, 선교 지역의 전문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사업이 중단될 수
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병원을 통한 선교 사목이다. 병원은 인력과 물자의 공급이 운영
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의사나 간호사가 존재해야 하며 의약품의 공급이 원활
히 이루어져야만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가 부재하거나,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순간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선교 사업은 선교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이 사업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며 동시에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선교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선교 방식을 교회는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요청에 가톨릭교회가 선교 지역
에서 선교를 시행함에 있어서 최근 경영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유가치창출을 접목시킨
선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글은 공유가치창출 이론과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서 이미 1960년대 공유가치창출의 경영을 바탕으로 설립된 제주의 성 이시돌 목장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또한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선교의 긍정적인 면과 주의할 점 그리고 공유
가치창출을 통한 선교의 한계를 제시 할 것이다.
이런 연구를 통해 가톨릭교회가 취할 수 있는 선교 방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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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에 대한 이해

기업은 상품의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의 극대화를 목표로 경영을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방식의 기업 경영을 목표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인다. 그
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시대나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그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최근 기업에서 경영방식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하버드 대학의 Michael E. Porter교수
와 FSG의 대표인 Mark Kramer가 2011년 “How to reinvent Capitalism?” 논문에서 주장
한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CSV)이다(Porter & Kramer, 2011).왜 기업은 공
유가치창출의 경영에 주목하는 것일까?
1. 공유가치창출의 등장 배경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야기된 경제위기 이후 기업은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
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었다. 초거대 기업들이 성장 동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Michael
E. Porter교수는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이 새로운 경쟁우위를 차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회 공헌이라는 맥락에서 미국 기업의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기업 경영 활동이 미래 가치를 상승시키는 투자로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은 영업이익
과 기부금 감축에 대한 사회 압박에서 고민하고 있는 경영자들에게 기업 생산동력의 새로
운 돌파구를 마련해주었다(한겨레, 2013.5.16.).
또한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이 수익창출 이후 이익을 사회로 되돌려주는 의미 보다는 기
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경제
사회적 여건을 개선시키면서 동시에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기업정책 및 경영활
동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주변 공동체의 번영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
다(김주환, 2012).
따라서 공유가치창출은 ‘효율적으로 돈을 번다.’는 자본주의 개념과 충돌하지 않고 동시
에 기업 활동의 자속 가능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본주의 그 자체’로 설명할 수
있기에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공유가치창출을 주목하게 되었다.
2. 공유가치창출 운영 방법 및 국내외 사례 소개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기업 경영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내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정책 및 경영활동이 지역 사회나 지역 시장과 연결되어서 함께 발전하게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물건을 생산함에 있어서 사회적인 이슈들인 에너지 및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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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사용, 환경적인 영향, 공급자의 접근성, 직원의 기술 및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기
업 활동의 고려 사항이 되며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다(Porter & Kramer, 2011).
이러한 관점 아래에서 “How to reinvent Capitalism?”에 소개된 공유가치창출 방법은
첫째, ‘상품과 시장의 재인식’이며 둘째, ‘가치사슬에 대한 재정의’이고 셋째, ‘지역 클러스
터의 개발 활성화’ 이다.
(1) 상품과 시장의 재인식

과거 대기업들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중산층이나 구매력이 강한 계층을 대상으로 상품
을 개발하고 판매하였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인디
아, 중국, 브라질 등 피라미드 하부층(BOP : Bottom of Pyramid)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BOP 시장의 고객들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것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BOP 시장을 주목해서 BOP 시장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함으로써 기업에
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동시에 BOP 시장의 고객들은 물건을 구
입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Porter & Kramer, 2011).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유니레버(Unilever)의 Joyeeta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생
활 용품 제조 기업인 유니레버는 홍수로 논과 밭을 잃은 방글라데시 주부들을 자사 제품
의 방문판매원으로 고용해서 활동하는 Joyeeta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삶의 질이 향상된 주
민들은 유니레버의 제품을 구매해 자사의 매출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서 2008
년에만 2억 1천 유로(약 32억 원)의 추가 매출을 기록하게 되었다. 또한 힌두스탄의 유니
레버(HUL)는 2001년 Shakti Amma(Power Mom)프로그램을 통해 인도 여성에게 판매 영
업직을 제공했고 이는 인도 여성들이 수입을 통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현지유통망으로는 진출하기 어려운 인구 2,000명
미만의 소규모 농촌에서 방문 판매 여성인력을 활용해 유통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시장 확
대라는 경제적 가치를 얻게 되었다.(이두희 외2, 2013)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한킴벌리는 노인들을 위해 개발된 ‘디펜드 스타일 팬티’
라는 시니어 상품을 2012년 10월에 출시해서 이를 판매하는 직원들을 55세 이상으로 구성
했다. 또 전화상당 요원으로 55세 이상의 간호사 출신들을 배치해서 젊은 직원에게 요실금
문제를 상담하기 불편해 하는 고객을 배려하는 동시에 실버세대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
게 되었다(이두희 외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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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사슬에 대한 재정의

기업의 가치사슬은 수많은 사회적 이슈들, 자원의 활용,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상태, 근
로 조건 등 다양한 것들과 연동이 되며 상호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기업의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존의 가치사슬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재
정립을 통해 기업의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Porter & Kramer, 2011).
미국의 월마트(Wal-Mart)는 2000년 초반부터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무노조 정책으
로 인해 ‘노동착취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또한 저가공세로 지역 상권을 파괴하고 환
경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비난으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가 약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5년 말 월마트는 ‘3대 지속가능전략’을 발표하고, 공유가치창출 전
략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3대 지속가능전략이란 ‘폐기물ZERO화’, ‘재생 에너지 사용’, ‘지속
가능한 제품 판매’이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2013년에는 2008년 보다 폐기물 80%
와 포장재 5%를 줄였고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6만 7천 톤 감소하는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아울러 34억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라는 경제적 가치도 얻게 되었
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고려 정도를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구매결정 시 공급업체의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는 구매담당자에게는 불이익을 주었다. 월마트의 이러한 사업은 공유
가치창출의 경영활동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이두희 외2, 2013).
우리나라에서는 가치사슬에서 동반성장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증
대시킨 CJ그룹 사례가 있다. CJ제일제당은 2011년에 최초의 동반 성장 브랜드인 ‘즐거운
동행’을 시작으로 지역 유명 식품업체를 육성하며 성장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예로
식품 포장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기술이 뛰어난 중소업체를 선정하고 이 중소기업
에서 개발한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 제품의 R&D를 지원해 준 것
은 물론이며 CJ푸드빌과 뚜레쥬르 전국 매장에 빵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판로까지 열
어 주었다. 이런 친환경 제품은 기존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적을뿐만 아니라
제품 분해 기간도 단축되어서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이두희 외2, 2013).
(3) 지역 클러스터의 개발 활성화

모든 기업의 성공은 기업 주변의 업체들 및 인프라의 영향을 받고 있다. 생산성과 혁신
은 실리콘 벨리에 있는 IT 기업이나 케냐에서 꽃을 작업하거나 인디아의 수락에서 다이아
몬드를 커팅하는 등 지리적으로 연관성을 가진 기업과 서비스 공급 업체 및 물류 인프라
등 ‘클러스터’의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강력한 클러스터를 구축한 기업일수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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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 동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Porter & Kramer, 2011).
강력한 클러스터를 구축한 기업의 예로 네슬레 사례를 들 수 있다. 네슬레는 경영목표
를 매출과 이익의 증진과 동시에 활동하는 지역의 생활수준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네슬레는 아시아 지역의 저소득층의 영향상태를 고려해 영양가 높은
제품을 저가격 소포장의 ‘보급형 제품’으로 출시했다. 인도에서는 요오드 결핍이 심각한 현
지인을 위해 요오드 성분을 추가하고 인도 향료를 첨가한 Maggi 라면을 출시하고 냉장고
가 없어 장기 보관이 힘들기 때문에 소용량, 소포장에 대한 요구를 반영 제품을 구상하고
생산했다. 이로써 서민들도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
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공유가치창출을 시행했다(신미주, 2012).
또한 네슬레 대표사업인 네스프레소는 농촌지역개발과 인재경영으로 지역 클러스트를
구축했는데 약 54만 명의 농부들과 원자재의 직거래를 통해 농부들의 소득을 꾸준히 증대
시켜 왔으며, 네스카페 플랜을 통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만 명의 농부들에게 기술 지
도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높은 품질의 커피 원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원재료
비용을 절감시키고 농부들에게 직접 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
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이두희 외2, 2013).
그리고 지역공동체와 협력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한 공유가치창출 사례로 야라 인터내셔
널(Yara International) 기업이 있다. 세계 최대의 비료 생산기업인 야라는 모잠비크와 탄
자니아의 항만 및 도로정비 사업에 6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아프리카 내 운송 인프라 설비
부족으로 인해 비료와 기타 농업에 필요한 자원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착안해서 항만과 도로 설비를 개선시키는데 투자하고 역내 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서 공유가치창출을 실행했다. 이로 인해 모잠비크에서 20만 명 이상의 영세 농부들이 지역
개발로 인한 혜택을 얻었고, 35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다.
야라그룹의 지역개발을 위한 농업 관련 클러스터 구축은 빈곤지역의 생산성 증대라는 사
회적 가치와 함께 기업의 제품 증대라는 경제적 가치도 증대시키는 결과에 주목할 수 있
다(이두희 외2, 2013).
3.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비교

공유가치창출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비슷한 점을 가진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 방식과 이윤창출을 통
한 사회적 기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의 공유가치창출과 사회적 책임 활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즈니스와 연계 여부이
다. 공유가치창출은 처음부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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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이 이미 만들어낸 이익의 일부를 좋은 일에 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비용으로 인
식하는 반면 공유가치창출은 사회,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쟁력 향
상을 위한 기회로 인식된다(김주환, 2012).
이 두 이론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음의 예를 들어볼 수 있다.
농업기술의 한계와 농작물의 생산 후, 생산 운반 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
으로 인해 농작물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작물에 대해 농부가 가난하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적정 가격보다 더 주고 상품을 사오는 경우에는
선행(善行)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의한 기업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접근은 기업이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운반 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농작물의 상품성을 높여 상품성이 높은 농작물을 제 값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경영활
동을 의미한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기업으로부터 같은 대금을 받았지만 상품을 생산하는
방법과 상품의 질은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비교는 아래 [표 1]을 참고하면 된다.
[표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과 공유가치창출(CSV) 비교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가치)선행
Value: doing good

공유가치창출(CSV)
(가치) 비용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혜택 제공
Value: economic and societal benefits relative to
cost
시민의식, 자선, 지속가능성
기업과 지역 사회 가치의 결합
Citizenship, philanthropy, sustainability
Joint company and community value creation
자유재량 또는 외부압력에 의한 실해
기업 경쟁의 일부로 통합
Discretionary or in response to external pressure Integral to competing.
이윤의 극대화와 별개
이윤 극대화와 연결
Separate from profit maximization
Integral to profit maximization
의제가 외부의 견해와 개인적 선호에 의해 결정 의제가 기업별로 구체적이며 기업 내부에서 생성
Agenda is determined by external reporting and Agenda is company specific and internally generated
personal preferences
효과가 기업의 역량과 CSR 예산에 의해 제한됨 기업의 총예산에 영향
Impact limited by corporate footprint and CSR Realigns the entire company budget.
budget
(예시) 공정무역제품 구매
(예시) 제품의 질과 산출량을 상승시키기 위해 조
Example: Fair trade purchasing
달 구조의 변경
Example. Transforming procurement to increase
quality and yield.

출처: Porter & Kramer(2011),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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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공유가치창출 경영방식을 활용한 선교 사례 소개: 제주 성 이시돌
목장

1. 제주 성 이시돌 목장에 대한 소개

공유가치창출 경영을 통한 선교 사례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에 위치한 (재단법인)이
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5)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아래의 신문기사는 2015년 1월 4일
가톨릭신문에 실린 기사이다(가톨릭신문, 2015.1.4.). 이 기사의 내용이 성 이시돌 목장의
설립과 발전과정 기여를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을 하느님 나라에 다가설 수 있도록 이끌어 온 임피제(P. Mcglinchey 86 성골롬반외방선교
회) 신부가 지난해 12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추천 포상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임피제 신부는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 성이시돌목장을 일궈 선진화된 운영방식을 도입해 제주도 축산
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주지역 최초로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해 가난한 주민의 자립을 지원했다. 또
한 병원과 요양원을 열어 무의탁 노인을 돌보는 등 지난 60년간 제주도의 경제, 복지, 교육 발전에 헌신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 신부가 1960년대 고단한 삶을 사는 제주도민들을 위해 한라산 산간지대의 황무지를 목초지로 바꾼
성 이시돌 목장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유럽으로부터 선진 축산기술을 일찍 도입함으로써 제주도민들의
소득창출에 적잖은 힘이 됐다. 성 이시돌 목장의 정착에 힘입어 임 신부는 다방면의 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임 신부는 12월 17일에는 부산 수정동 협성타워에서 열린 제4회 협성사회공헌상 시상식에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적으로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제주MBC가 선정하는 ‘2014 자랑스런
제주인’ 수상자로도 이름을 올리며 2014년 연말 제주도를 훈훈하게 달구고 있다.
임 신부는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소감에서 “저의 개인적인 업적으로 받은 상이 아니라 저와 함께 했
던 많은 제주 사람들과 나눠야 하는 상”이라며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1951년 12월 21일 아일랜드에서 사제품을 받은 임 신부는 1954년 4월 제주시 한림본당에 부임하
면서 제주도와 인연을 맺은 후, 61년째 한림읍에서만 생활하고 있으며 1973년 명예도민증을 받아 제주도
민이 됐다.
2. 성 이시돌 목장 설립 배경

성 이시돌 목장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소속의 맥그린치(P. Mcglinchey 86, 한국명 : 임
5)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제주의 성 이시돌 목장은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에 소속된 하나
의 영리사업장이다. 맥그린치 신부는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를 창설했고 본 협회는 영리사
업 부분과 비영리사업 부분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단락에서는 편의를
위해 ‘성 이시돌 목장’을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며, 이 둘의 구분이
필요한 곳에서는 정확한 재단명칭과 사업장 명칭을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윤리경영연구 제16권 제1호(통권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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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 신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아일랜드 출신으로써 1951년 사제 서품
후 1953년 한국에 입국했다. 그리고 1954년 4월 제주도 한림성당 초대 신부로 부임하게 되
고 이때부터 제주도와의 인연을 맺게 된다.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제주도는 심각한 빈곤상태에 있었고 사제가 사
목할 만한 여건도 되지 않았다. “제가 한국에 온지 60년이 되었어요. 그 당시 제주도에는
본당이 2개 밖에 없었는데 저에게 서쪽에 본당 하나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졌죠. 성당도 없
고, 사제관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자라고는 젖먹이까지 모두 25명이 전
부였어요. 어디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참 막막했어요.”(임피제, 2012).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 아래에서 맥그린치 신부는 사목자로서 신자들을 돌보는 방법으로
성 이시돌 목장의 설립을 구상하게 되고 이를 실행해 옮김으로써 신자들뿐만 아니라 제주
도의 경제발전에 초석을 이루게 된다.
(1) 1950년 전후(前後) 제주도의 경제 상황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도에 도착할 당시 제주도는 25만 명 중, 90%에 달하는 사람이 밭
농사로 겨우 연명해 나가고 있었다. 아울러 제주도 해녀들은 해산물을 팔아 살림에 보태려
고 노력했지만 이것 역시 제 값을 받지 못했다.
제주도의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 시기를 보내면서 공출량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공출이
완료된 다음 날부터 굶거나 구황작물을 찾아 다녀야 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우리나라의 전국에서 모든 산업의 군수물자는 강제징발 되었고 제주도는 농산물을 수탈당
했다. 그리고 1948년 제주의 4 3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의 많은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리고 이재민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중산간 농토는 완전히 황폐화되었다. 이어 발생한 6 25 전쟁으로 인해 바
다 건너 피난 온 사람까지 받아들였으므로 식량난이 심각했다. 제주도는 1950년 전후로 농
업의 기반을 완전히 잃었고 최대로 황폐한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제주도지 제4권, 2006).
또한 높은 이자의 고리대금은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지독한 가
난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리고 축산업의 경우, 비위생적인 사육으로 인해 가축의 질병까지
걱정해야 했다.
맥그린치 신부는 이렇게 피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당장
입에 풀칠이 걱정인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은 사치에 가까웠다. 이러한 현실에서 맥
그린치 신부는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해외원조를 통해 가난을 극복하고자
생각했으나 무턱대고 원조해 주는 것은 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
다. 그래서 그는 그곳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양영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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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그린치 신부의 고향인 아일랜드는 낙농업이 발달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는 제주도에
도착해서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면서 자신의 고향과 같이 유사한 환경임을 인식하고 축산
업의 성공을 예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제주도에 아일랜드의 선진 축산 방식을 도입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성 이시돌 목장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된다.
(2) 1950년대 제주도의 가톨릭 복음화 현황

제주 지역은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의 영향으로 인해 복음 전파가 어려운 지역이다.
특히 제주도는 바닷가에 위치한 섬 지역이기 때문에 무속 신앙과 민속종교가 자리 잡혀
있었기에 그리스도교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제주도에 가
톨릭이 전파된 것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정난주(마리아)의 유배에 의해서이며 그 후 제주
는 계속해서 선교사에 의해 가톨릭이 전파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신앙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1899년 제주본당이 설립되고 페네(C. Peynet 가롤로)신부와 김원형(아우구스티노) 신
부가 부임되면서 부터이다(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2001).
그 후 제주도에서는 가톨릭교세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1911년 조선교구에서 대구대목구
가 분리되면서 제주도는 대구대목구에 소속되었고 지속적으로 교세가 증가하고 괄목할만
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프랑스로부터 지원되었던 후원금이 줄어들고 선교
사들이 전쟁에 소집되면서 선교활동이 위축되었다. 결국 제주 교회는 1916년 5월 이래 10
년 동안 ‘목자 없는 시기’ 다시 말해 ‘공소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일제강점
기와 제주 4 3사건, 6 25 전쟁을 겪으면서 가톨릭교회는 영적으로 물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45년 광복 직후부터 6 25 전쟁 이전까지 제주도에는 2개의 본당(제주 본당과 서귀포
본당)과 2개의 공소(신창공소와 용수공소)를 중심으로 복음전파 활동이 이루어졌다(양창조,
2011). 1950년～1951년 제주 교회의 교세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제주 교회의 교세 현황(1950～1951년)

증 가
감 소
설립 본당명 신자 냉담자 예비 성인 교우자녀
전교
순서
총수
신자 영세자 영세자 전입자 소계 사망자 전출자 소계 회장
1 제주 611 4 1,173 237 30 18 285 24 44 68 2
2 서귀포 203
32 8
40 1
1 1
합계 2 814 4 1,173 269 38 18 325 25 44 69 3
출처: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2001),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천주교 제주교구,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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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4월 1일 교구장 헨리 신부는 전라도 순천본당 주임신부이던 맥그린치 신부를 한
림본당 초대 본당 신부로 발령 냈고 맥그린치 신부는 4월 17일 본당신부로 부임했다. 맥그
린치 신부가 한림본당에 부임할 당시 한림본당은 건물이 없었고 신자들도 대부분 보리와
조 등의 농사를 지어 근근이 살아갔고 교우들 총 수도 337명 내외였다(제주 천주교회 100
년사, 2001).
위의 통계 자료에서 보듯이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도에 선교사로 도착할 당시 제주도의
가톨릭 복음화율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상 가톨릭교회를 선
교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기에 맥그린치 신부에게는 가톨릭교회의 복음화율을 높이는 것
과 신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사회에 가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두 가지 과제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3.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의 설립 과정 및 주요 사업 소개

(1)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 설립 및 발전 과정

맥그린치 신부는 한림본당 본당신부로 사목활동을 하던 도중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
안으로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으며 젊은이들은 4H 클럽을
조직해서 양돈과 양계, 채소를 기르는 법을 배우게 하면서 스스로 자립해서 가난을 극복하
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을 체계적이며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62년 10월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가 창설 되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4H 클럽 회원을 중심으로 닭, 칠면조, 토끼 등을 사육하다 개량된 돼
지를 구입 입식시킴으로써 ‘가축은행’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또한 육지에서 한미농장
(중앙개척농장)에 가서 좋은 품종의 새끼를 밴 어미 돼지를 사서 실습용으로 사용하여 계
속해서 새끼를 낳았고 이를 바탕으로 성 이시돌 목장 중앙실습농장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 협회의 모태가 되었다(양창조, 2011).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의 설립목적은 첫째, 농 축산 분야의 개량발전 도모,
둘째, 축산물 증산 장려, 셋째, 사회사업과 육영사업이었고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사업을 그 바탕으로 한다. 2016년 현재는 비영리사업장과 영리사업장을 함께 운영하
고 있다.(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의 출범 당시 이사장은 당시 제주도 관할 교
구장이었던 현 Harold 대주교가 맡았으며 맥그린치 신부는 전무로 임명되어 재단을 운영
했다.
재단법인의 설립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는데 외국정부와 선교단
체의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재단의 규모가 커질 수 있었다. 또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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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비영리
기관의 성격을 유지했기 때문이며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 협회의 수익사업의 수
익금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병원, 요양원, 젊음의 집 등 사회 복지 사업에 투입된다(양영
철,2013).
(2)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 협회 주요 사업 내역(1959～현재)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 협회의 주요 사업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 활동내역

순번

활동명

활동기간

1 수직물강습

1959～2005

이시돌
2 성중앙목장
개설 1961～현재
3 신용협동
1962～
조합설립
4 개척농가 조성 1963～1976
5 배합사료 공장 1964～현재
지도
6 축산기술
요원 파견요청 1968～1976
일원에 1969～1979
7 제주도
단지 조성
8 성이시돌 의원 1970～현재
농사 1973～1974
9 양돈협업
조성
10 성이시돌 양로원 1981～현재

세부 활동 내역
가정주부들에게 수직물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난
뒤 각 가정에서 양모사를 이용해서 스웨터 등을
제작, 부녀자들에게 일자리 제공
목장을 경영하면서 목장 내 농업기술 연구원을
개설, 목야조성, 가축사양관리, 농기구 사용 및 정
비 등 교육실시, 각 농촌과 타 목장으로 교육생
배출, 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 현장 실습
전국에서 7번째 한림신용협동조합을 설립, 전국 1
위 조합으로 육성
이시돌 중앙실습 목장에 초지조성 및 축산에 대
해 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제주도 중산간(해
발 350m～600m) 약 1,000ha를 개간 및 입주, 자
립터전을 마련
배합사료공장을 가동, 사료를 농민들에게 염가로
공급
새로운 축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에 축산기술 지도요원 파견을 요청
제주도 당국과 제휴해서 양잠단지, 주축단지 조성
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자금을 지원함
농촌중심지역에 이시돌의원을 개원해서 극빈자에
게 무료 진료 혜택을 줌
(무료 60%, 유료 40%)
양돈사업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기술지
원, 시설지원, 사료지원, 종돈분양 등으로 자립터
전을 마련함
농촌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양로원을 개설, 무
의탁 무료입양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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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한림수직사로
발전

도내 31개
신용조합 설립
98세대 입주
현재, 1일
65 톤 생산
제주, 강원,
전북 등 축산
기술 지도
양잠단지 90세대,
주축단지 40세대
호스피스전문병
원으로 변경
요양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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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활동명
노인
11 농촌
복지회관
가축
12 무축농가
입식
13 농촌아동복지
사업

활동기간

1982～2001
1983～1984
1985～현재

14 농 공 병행사업 1986～1991
15 사회교육
연수원개설
16 성이시돌
센터 건축

1994～현재
2009

세부 활동 내역
경로당 및 노인대학을 개설해서 초빙 강사를 통
해 농촌노인들에게 건강관리와 서예 등을 교육하
며 기타 민속놀이등으로 여가 선용
제주도 당국에서 추천한 무축농가들에게 시가 1/2
가격으로 목우 분양
농촌 3개 부락에 유아원 및 유치원을 개설하여
운영
농촌지역에 유가공 공장을 개설해서 자체운영 하
다가 1991년 10월 제주 낙농 협동조합으로 이관,
운영하게 함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사회교육을 통한 박애정신,
공동체 의식, 창의력등을 키우기 위한 공간마련
은총의 동산 등 성지 안내 및 이시돌 목장의 연
혁, 시청각 자료실 확보

비고

200세대
350두 분양
유치원 1개소
어린이집 2개조
피정센터 운영

출처: 양영철(2013),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사랑과 열매, 임피제신부 기념사업 추진회, 34～36쪽.
1) 한림수직사

맥그린치 신부는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여
겼다. 그래서 그는 아일랜드에서 양을 키워서 그 털을 이용해 옷을 만든 것을 참고해서 수
직사업을 운영했다. 아일랜드에서 양 35마리를 구입하고 성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의 도
움으로 직조강습을 열고 마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직조기술을 가르쳤다. 그 결과 양말과
스웨터는 고급제품으로 판매되었고 서울의 조선호텔과 제주의 KAL호텔에 매장을 통해 판
매했다. 한림수직사의 성공요인은 면양을 길러 생산된 털을 가지고 고급 상품을 만들어 판
매하는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이는 곧 높은 수익을 거두었고, 그 수익으로 마을 사람
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한림수직사가 전성기 때에는 2,800마리의 양에서 양털을 생산
하면서 약 1,300명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자세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6)
- 위 치 : 북제주군 한립읍 대림리 1310-10
- 부지면적 : 2,222평
- 건 물 : 공장외 16동(850평)
- 시 설 : 직조기 15대 외 10점
- 생산품목 : 방모직물, 방포편물
- 원료수급 : 자가생산 양모
- 판매수단 : 서울직매소(조선호텔), 제주직매소(제주KAL호텔), 한림직매소 개설 직영
6) 1) 한림수직사–4) 성 이시돌 복지병원 현황 자료는 각주 표기한 것을 제외하고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가 제공한 2002년 내부 자료와 양영철(2013)의 맥그린치신부의 제주사랑과 열매자료를 참
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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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 이시돌 목장

성 이시돌 목장의 모태는 맥그린치 신부가 1961년 세운 ‘성 이시돌 중앙실습목장’이다.
성 이시돌 목장은 4H회원들의 경제적 자립과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현대화된 생산방식을
통한 가축사업을 위해 설립되었다. 당시 제주도 전통방식으로 키우던 돼지는 2년 6개월을
키워야 60㎏나간 반면 외국에서 들여온 돼지는 6개월이면 80㎏에 육박했다. 따라서 전통적
인 돼지사육방식으로는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맥그린치 신부는 품질이 좋은 돼지를 빌려주고 돼지가 번식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식의
가축은행을 실행했고 1961년 한림읍 정물 부근의 3000평 부지를 사들이고 황무지를 개간
해 ‘성 이시돌 중앙실습목장’을 조성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초지 개량과 양돈, 면양, 육우
사업을 추진해 나갔고 이후 성이시돌 목장은 300만평으로 넓혀 나갔고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 협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초창기 성이시돌목장은 양돈 사업이 중심이었는데 1975년 말에는 사육하는 돼지가 약
12,700두에 달했다. 그리고1960년대 말 비육돈을 홍콩으로 수출하기도 했으며 1970년대에
는 일본 회사와 합작해서 하루에 돼지 120두를 가공처리할 수 있는 고기공장을 설립했다.
그리고 일본에까지 고기를 수출했는데 연간 최대 9,242두를 보내기도 했다.
1980년 이후 양돈사업의 품종 계량이 일반화됨에 따라 양돈 사업을 포기하고 성 이시돌
목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호주와 캐나다에서 좋은 품종의 젖소와 고기소를 2,000두 도입
했다. 맥그린치 신부는 목장에서 소를 키워서 고기소를 팔거나 우유를 판매하는 것에는 이
윤창출이 한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목축업을 이용한 가공 사업에 눈을 돌렸다. 그래서 1985
년 제주도 최초 치즈공장을 설립했고 목장에서 생산한 우유를 활용해서 체다치즈를 만들
어 서울의 호텔에 납품했고 남은 우유는 ‘이시돌 우유’를 상표로 해서 판매했다. 여기에서
생산된 치즈와 우유는 성이시돌 목장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다. 또한 2000년에 들어서
는 말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목장 경영을 하고 있다. 아래는 성이시돌 목장
의 시설 현황이다.
- 토 지 : 986Ha
- 축 사 : 15동(2,680평)
- 간이축사 : 2동(2,000평)
- 창 고 : 3동(200평)
- 농기구 수리소 : 1동(460평)
- 싸이로 : 13기(13,056톤)
- 저수지 : 5기(65,292톤)
- 가 축 : 낙농우 약900두, 비육우 약350두, 경주마 약 100두
(http://www.isidore.co.kr)

- 착유장 : 1동(49평)
- 약욕장 : 4조

3) 성 이시돌 사료공장

가축을 사육하는데 있어서 사료공급은 매주 중요하다. 성 이시돌 목장의 설립은 사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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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초기 목장의 사료는 미국의 도움이 있었다. 1960년대
미국은 자국에 남아도는 곡물을 전 세계 가난한 국가에 돈을 받지 않고 나누어 주었다. 맥
그린치 신부는 이 사실을 인식했다. 하지만 한 개인이나 단체가 미국으로부터 잉여곡물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때 맥그린치 신부는 자신이 가톨릭 사제라는 신분을 활용해서
해외천주교원조재단을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간단체가 옥수수 원조를 승인받게 되었다.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는 미국으로부터 1963년 1차로 1,989톤의 사료용 옥
수수를 제주에 들였고 이후 45,000톤의 사료용 옥수수를 원조 받아 성 이시돌 목장을 키울
수 있었다. 그 후 맥그린치 신부는 배합사료공장을 설립했고 성 이시돌 목장과 개척농가에
저렴하게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제주도의 낙농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성 이시돌 배합사료공장은 품질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으로부터 사료공장인증(2006-49호)을 획득했고 자동화시설을 갖추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고품질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자세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위 치 : 북제주군 한립읍 한림리 1314-72
- 부지면적 : 2,054평
- 건 물 : 공장 외 5동(400평)
- 시 설 : 원료 분쇄기 1대 외1점(배합기)
- 생산품목 : 배합사료
- 생산능력 : 일산 65톤(연산 23,400톤)
- 공급대상 : 자가소비 및 일반 양축가, 생산 염가 공급
4) 성 이시돌 복지 병원

성 이시돌 복지 병원은 비영리사업으로써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 계층이나 빈곤 계층의
복지를 위해 설립되었다. 당시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더구
나 제주도에는 잠수를 하는 해녀가 있었으므로 잠수병이 심각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맥그린치신부는 성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에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와 간호
사 수녀를 요청했고 1970년 이시돌 협회 사무실에서 극빈환자를 무료로 진료한 것이 성
이시돌 복지 병원의 출발이다. 이후 복지병원은 성장해서 한때에는 하루 2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복지 병원은 환자 중, 60%를 무료로 진료했고 40%만 유료 진료 했다. 그러다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맥그린치 신부는 성 이시돌 목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복지 의원의 운
영비로 충당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현재 복지 병원은 말기암 환자나 더 이상 치료를 통한 회복이 어려운 환자들을 중심으
로 무료로 운영되며 생활이 어려운 무의탁 장애인, 영세민등이 요양할 수 있는 시설로 제
공되고 있다. 복지 병원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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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1820-10
- 건 물 : 1동(205평)

- 부지면적 : 627평
- 진료과목 : 내과, 소아과, X-선

4.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의 경영을 통해 살펴본 공유가치창출경영요소 분석

앞서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의 설립 과정 및 주요 사업 에서 살펴보았듯
이 1960년대 설립된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의 경영방식은 공유가치창출의 경
영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 본 단락에서는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의 경영이
념을 바탕으로 공유가치창출의 경영요소를 찾아볼 것이다(http://www.isidore.co.kr).
(1) 이웃과 함께하고 함께 나누는 나눔 경영

공유가치창출 경영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는 ‘공생발전’, ‘상생협력’에 있다. 본 글
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의 수익 창출 원동력을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이 이익을 내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공유가치창출의 경영은 성 이시돌 목장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성 이시돌 목장이 가지고 있는 공유가치창출의 경영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맥그린치 신
부는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를 설립하면서 지역 주민의 고용과 기술 개발을
통한 지역 사회의 노동자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그래서 한림 수직사 사업을 시
작했고 이후 다양한 교육을 통해 농가에 핵심 기술 사업을 이전해 주어 성 이시돌 목장을
통해서만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농가에서 목축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연수원을 설립했는데 건평 420평의 연수원에 ‘기숙사 도서관 식당을 갖추고 숙박
비 등 경비는 연수원에서 부담하고 연수생에게 양돈 면양 비육우 등의 사육방법과 목야지
조성법, 목초 건조법, 사일레지 처리법과 가공법, 트랙터 운전과 정비법 등 농업 전문 지식
들을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게 하였다.’(오마이뉴스, 2007.8.17.).
둘째, 지역 사회의 요청과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익이 나던 사업이라도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에 사업권을 돌려주었다. 그 예로 제주 낙농회에서 우유공장을 설립하려
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시돌 우유 공장을 제주의 낙농협회에 넘겨주었다. 이 당시 이
시돌 우유 사업은 성 이시돌 목장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원이었고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지역에서 출혈경쟁이 생길 경우 서로 피해 볼 것을 감지하고
제주도민에게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우유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한 것이다(양영철, 2013).
셋째, 성 이시돌 목장 설립 초기 가축은행을 하면서 지역 4H 회원들에게 아무런 담보
윤리경영연구 제16권 제1호(통권 제23호)

17

공유가치창출(CVS)을 통한 가톨릭교회 선교: 성 이시돌 목장 사례

없이 돼지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이 역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맥그린치
신부의 경영 철학이었다.
넷째, 맥그린치 신부가 배합사료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1963년부터 1976년 까지 ‘개척농
가’ 사업을 추진했다. 왜냐하면 맥그린치 신부의 판단으로 농민들이 축산업을 통해 자립하
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선진 기술을 배워야 하고, 그 기술을 펼치기 위해서는 토지와
함께 초기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맥그린치는 해발 350～600m의 중산간 지역에 약
1,000ha(300만평)를 개간해서 기술과 자본, 토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을 선흘, 월평, 금악
등 7개 지구 개척농가에 입주시키고 양돈과 양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
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성 이시돌 목장의 전문가에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
며 토지와 초기 자본은 100명에게 1인당 3만평씩 3년 거치 10년 상환, 연이자 3.5%로 땅
을 분양했다. 이 금액은 당시 이자가 30%내외였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조건의 분양이
었다. 뿐만 아니라 배합사료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근본적으로 농장을
자립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양영철, 2013).
(2) 깨끗하고 건강한 목장, 깨끗하고 건강한 생산물

공유가치창출(CSV)경영은 사회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서 환경보호를 목표로 삼고 ‘지속
가능 혁신제품’의 개발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등급의 물건을 생산하고 자연 친화적이며 환
경 친화적인 제품의 개발 및 전수를 중요하게 여긴다.
성 이시돌 목장은 유기농 산업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목장 경영을 지향하는데 유기 축
산물(젖소 시유, 인증번호 : 50-2-12), 유기농산물(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외 인증번호 :
50-1-52), 무항생제 축산물(한우/육우, 인증번호 : 50-5-770)의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 또
한 성 이시돌 목장은 친환경 분뇨처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뇨 처리 과정은 아
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친환경 분뇨처리 시스템

출처: 성 이시돌 목장 홈 페이지(http://www.isid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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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 이시돌 목장은 슬러리형 축사 구조를 사용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
용하며, 친환경적인 분뇨처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3) 자연과 환경이 사람과 공존하는 친환경 경영

오늘날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기업은 대기 오염을
비롯한 모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받
고 있다.
공유가치창출(CSV) 경영은 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대안이 되는 효과적인 경영방식
이며 성 이시돌 목장은 1960년 대 도입 당시 이러한 방식의 경영을 이루었다. 맥그린치 신
부는 동물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인위적인 방식의 사육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방식을 통한 사육을 고집했다. 그 방법으로 황무지였던 제주도에 목초 개발
을 서두르게 되었다.
바닷가에서부터 300m 고지까지 50m 간격으로 4～5평을 실험지로 만들어 파종하고 연
구하면서 알맞은 품종을 찾는데 성공했고 그 후로 제주도 성 이시돌 목장은 사계절 푸른
초지를 갖추어서 언제나 방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양영철, 2013).
지금도 성 이시돌 목장은 자연과 환경 그리고 사람이 공존하고 더불어 풍요로워져야 한
다는 가치 아래 유기농을 통한 친환경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5. 선교(복음화) 관점에서 성이시돌 목장의 기여

가톨릭교회는 사목자에게 지역사회 복음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조하며 상생
하고 더불어 발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단락에서는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
협회가 기여한 제주지역 및 가톨릭의 선교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제주 지역 선교(복음화) 기여

1954년 4월 17일 맥그린치 신부가 한림성당 주임신부로 부임 한 후 한림성당의 신자수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아래의 표는 한림성당 교세 변화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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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림 본당의 교세 변모 현황(1954～1956)

증 가
감 소
신자 냉담자 예비 성인 교우자녀
전교
총수
신자 영세자 영세자 전입자 소계 사망자 전출자 소계 회장
1954 337 5 384 102 6
108
22 22 3
1955 674 19 422 196 10
206 9
3 12 2
1956 786 122 1,045 237 14 2 253 3 16 19 3
출처: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2001),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천주교 제주교구, 193쪽.
연도

위의 [표 4]에서 보듯이 맥그린치 신부의 부임 후 신자 총 수와 예비신자의 숫자는 증가
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성 이시돌 목장 설립 이전 자료인 관계로 성 이시돌 목장의 설립
과 신자가 증가한 것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맥그린치 신부가 1954
년 부임 후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상대로 양돈하는 방법을 가르쳤고(임피제, 2012), 이를 배
우기 위해 성당 마당에 모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선교의 효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70년 4월 15일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성 이시돌 병원의 개원은 가난한 사람들에
게는 무료로 진료해주었고 병원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다. 한때 무료 진료로
인해 병원의 수익이 악화되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
협회의 수익금이 병원에 충당되었고 병원은 이를 통해 가난한 사람을 위한 무료 진료를
이어나갔다. 그 결과 치료를 받고 완쾌된 환자는 간접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
었고 이는 곧 선교의 효과로 이어졌다.(박재형, 2004)
이처럼 맥그린치 신부의 사목활동과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의 경영은 제
주도의 선교 및 복음화에 기여했다.
(2) 가톨릭 순례지 개발 및 제공

맥그란치 신부는 성 이시돌 목장을 운영하는 경영가 이기 이전에 가톨릭교회의 사제로
서 천주교 순례성지 개발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기도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양창조, 2011). 그리고 그 결실이 현재 성 이시돌 목장 내에 위치한, 이시돌
피정의 집, 세미 은총의 동산, 삼위일체 대성당 같은 가톨릭교회의 순례지이다. 은총의 동
산은 동산 입구 대형 십자가를 비롯해 로사리오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연못, 대형 조각상이
세워진 십자가의 길과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묵상할 수 있는 길이 제주의 자연환경과 조
화를 이루게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이곳은 현재 제주도의 대표적인 가톨릭순례지로 알려져 있으며 가톨릭신앙을 가진 신앙
인들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관광 온 관광객과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 등 가톨릭을 믿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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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까지 방문하고 순례하고 있기에 간접적인 선교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3) 종합복지센터 설립을 통한 선교 활동

(재단법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림지역에 병원, 요양원, 어린
이 집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시설을 마련했다. 1970년대 우리나
라에 복지라는 개념이 생소한 시기에 복지 시설의 설립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에게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한림병원은 오늘날 호
스피스 전문 병원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말기 암 환자들이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다(양영철, 2013).
이시돌 경로당에서 발전한 이시돌 요양원은 노인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
무의탁 노인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으며 지금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진료 시설
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어린이 보육을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 집, 청소년 교육을 위한 젊은이의 집 등
의 운영을 통해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종합 복지 서비스를 (재단법
인)이시돌 농촌 산업개발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 수준의 복지사업은 가톨릭
신자들 과 한림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다.
가톨릭교회의 복지사업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라는 예
수님의 말씀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위들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며 선교지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인 것이다.

Ⅳ

. 결 론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가톨릭교회의 선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선교는
이제 교리를 가르쳐서 하느님을 믿어 세례를 주는 활동에서 더 나아가 선교 지역의 문화
와 사회에 그리스도교적 가치인 사랑과 정의를 뿌리 내리는 활동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러
한 의미에서 가난한 나라와 해외원조가 필요한 나라에 가난을 퇴출시키고 병을 치유하며,
교육을 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활동들이 가톨릭교회 선교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교육과 의료를 통한 선교, 그리고 복지시설의 설립을 통한 선교는 신앙공동체 형성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 및 만남을 통한 선교라는 점에서 가톨릭교회가 선교하는데 있어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 사업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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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사업을 추진 중 선교 지원 단체의 운영이 어려워지면 현물의 도움이 끊길 수도 있고,
교육을 위한 강사진이나 의료를 위한 의료진이 부재할 경우 선교 지역의 사업체를 운영하
는데 제한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직접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선교의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을 요구받으며, 지금까지 선교 방식
을 보완해서 더 발전된 방식의 새로운 선교 방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교
회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공존하는 공유가치창출의 경영방
식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활용한다면 새로운 선교 방식으로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톨릭교회도 하나의 조직으로써 조직은 본질적인 목표 또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
다. 공유가치창출 개념은 조직이 본질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활동에 충실하면서 동시
에 조직 활동의 대상이 되는 고객, 시민 등이 동시에 혜택을 누리면서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톨릭교회의 선교 역시 본질적 사명의 수행과 동시에
선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선교의 효과는 무엇보다 선교 지역에 안정적이고 지
속적인 도움을 직접 줄 수 있는 것이다. 교회가 선교지역에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기업 경
영을 통해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물건을 생산 판매하게 된다면 일정한 수익이 생기고 이를
지역사회와 피고용인에게 재분배하게 되면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선교 지역의
교회가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회가 경영하는 기업이 그리
스도교적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게 된다면 노동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리스
도교 문화가 스며들 것이며 이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다.
또한 선교 지원 단체에서는 선교 지역에 기업이 설립될 초기 자금과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후 기업의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로 운영이 될 경우 선교 지원 단
체의 추가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선교는 가톨릭교회의 중요한 선교 개념인 ‘토착화’를
실현해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교회는 선교지역에서 효과적인 토착화를 이루기 위
해서 선교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자주 만나야 하며, 이는 곧 선교 지역의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접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경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한
가지는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참여이다. 따라서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기업
의 운영은 현 지역에 그리스도교 문화를 토착화 시키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교회가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선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선교 지역의 문화나 습성 그리고 환경과 자원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그 나
라의 특성에 맞는 선교 사업을 선정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선교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
이다.
둘째, 선교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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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 선교 지역의 정부와 소통을 해야 하며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 바탕 아래에서 선교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선교 지역의 기업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은 다시 선교 지역에서 운영 하고 있는
기업과 지역 사회복지를 위해 기부되고 사용 되어야 한다.
넷째, 선교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개발(R&D)을 하는데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선교 단체에서는 선교사를 양성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선교사 개인의 능력과 역
량을 충분히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의 사례에서 소개된 맥그린치 신부는
자신의 고향인 아일랜드의 환경과 제주도의 환경이 공교롭게 같았으므로 제주도에 선교
사제로 사목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 이시돌 목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선교단
체는 선교사 개인의 신앙심과 더불어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의 선교지역을 선
정해서 선교사를 파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선교에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선교 지역이 한정적이다.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선교는 최소한이지만 일정한 자원
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자원이 없을 경우, 기업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선교는 선교 지역의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둘째, 보편적인 선교 방식의 한계이다. 의료나 교육을 통한 선교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
라 선진국 등 어느 지역에나 선교할 수 있는 보편적 선교 방식이다. 그러나 공유가치창출
을 통한 선교는 일부 지역에만 뿌리내릴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기업의 설립 초기 많은 자본이 들어가며, 선교 지원 단체와 계속해서 긴밀한 공조
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교 지원 단체는 그리스도교적 정신과 경영실무를 갖춘 선교사를 양
성하고 선발해서 선교 지역에 보내야 하며, 선교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이 선교 단체의
설립 목적과 그리스도교 정신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선교 단체는 의료진이라는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교지역에서 기업을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실무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선교는 선교 지역의 많은 사람이 자립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물고기를 잡아 주는 방식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
쳐주는 선교이기에 선교 지역에 분명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교가 토착
화 할 수 있는 방식의 선교이기에 선교 지역의 복음화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교회 선교의 중요한 사업이 된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이 공유가
치창출의 경영학적 이론을 도움을 받아 발전된 방향으로 연구되어 선교지역에서 적용된다
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식의 선교 방법을 연구해야 하며 공유가치창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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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선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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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석

The Catholic church’s mission through creating shared value:
ST. ISIDORE FARM CASE
Hyo-Suk LEE

The Catholic Church adopted various approaches to propagate Christianity, an
essential mission of the organization, throughout the periods of Roman, medieval,
and modern societies.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most effective and efficient
way to Mission these days is through a new way of management, which has
recently been introduced and has caught the attention of most corporations, which is
corporation management through Creating Shared Value by Prof. Michael Everett
Porter.
The key point of Creating Shared Value management is to encourage mutual
growth by making corporate profit within the regional community. Therefore, I have
concluded that if the Catholic Church operates a corporation in its mission region by
grafting this Creating Shared Value into their missionary, they would be able to
offer more benefits for the citizens and perform settled missionary in the region.
There is a good example of the Creating Shared Value method that is being
utilized by the PJ. Maglinchey of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established
on ST. ISIDORE FARM in Jeju island in the 1960s.
He established a livestock industry infrastructure to overcome poverty and rebuild
the waste land on Jeju island caused by the Korean War and the April 3rd incident.
Through these efforts, he was able to naturally achieve evangelization on Jeju
island. The purpose of this articles is to analyze the model incorporated by the ST.
ISIDORE FARM and to propose that example to the Catholic Church’s mission,
which is to suggest the use of these new alternative methods of creating shared
value in their community.
Key words: Creating Shared Value, St. Isidore Farm, Catholic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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