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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주제 : 사회적 가치 창출의 평가와 측정
￭ 일시 : 2017년 9월 11일 (월) 오후 2시
￭ 장소 :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 프로그램
시 간

주제 및 연사

발제1
14:00~14:20

사회적 가치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발제2

14:20~14:40

비콥(B Corp)의 이해
- 비콥은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바라보는가?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대표
발제3

14:40~15:0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내 논의의 흐름
지속가능발전 지표(SDI)를 중심으로
윤경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발제4

15:00~15:20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사회성과 측정
박성훈 SK SUPEX추구협의회 사회공헌팀 매니저
토론
좌장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센터장

15:30~16:30

토론1 이원재 재단법인 여시재 기획이사
토론2 양동수 변호사, 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 대표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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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사회적 가치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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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사회적 가치 논의의 문제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구분해서 보는 이분법은 모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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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제적 가치 창출 행위는
본원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통한 복지의 증대

사회적 가치의 ‘사회적’은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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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분리해서 보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보는 접근 필요

사회적 가치의 통합적 접근

창출가치(Value Creation)와 귀속가치(Value Capture)의
개념을 활용한 통합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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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가치(Value Creation)란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회전반에 걸친 효용의 증분
투입자원의 기회비용 대비

귀속가치(Value Capture)란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효용 증분 중에서 행위주체에
다시 돌아가는 가치
행위자의 투입자원 비용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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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가치 X, 귀속가치 O 불법적, 비윤리적
창출가치 O, 귀속가치 X 비영리 조직, 자선단체
창출가치 O, 귀속가치 O 영리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영리기업은 귀속가치를 위해 존재
단, 귀속가치의 지속적 획득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창출가치를
발생시켜야 함(사회공헌, 공유가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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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조직은 창출가치를 위해 존재
단, 창출가치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귀속가치를 발생시켜야 함 (자생력의 개념)

창출가치(Value Creation)의 측정은 사회 수준
귀속가치(Value Capture)의 측정은
조직 또는 프로젝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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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투입의 기회비용 (B4/A4 대비 B3/A3, B2/A2, B1/A1)
B1

정부

A1
B2
비영리

A2
영리

사회적
경제조직

소셜
프로젝트

측정1

측정2

산출
(Output)

A3

성과
(Outcome)

측정3
창출가치

B3

A4

B4

가치 측정의 어려움과 현실적 타협
산출(Output)측정은 가능, 성과(Outcome)측정은 어려움
산출과 성과 관계에서 인과성 문제, 성과 측정에 있어 시계열 추적조사의 어려움
(IRIS 방식, Output 측정지표에 머무는 한계가 있으나, 지표 객관성과 설명의 수월성 갖춤)

성과(Outcome)로써 창출가치를 추정하는 어려움
‘원인-효과’를 단계별로 연결하는 외부효과 발생 맵(Map) 부재, 화폐가치 환산의 모순
(SROI 방식, 등가의 법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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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조직의 가치평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존재 이유를 반영하여야 함
자원투입 대비 창출가치의 효율성 차원에서 대안기제(정부, 비영리, 영리조직)
와 비교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갖는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할 필요

상대적 효율성의 결정 요인
대안기제(정부, 시장 및 비영리)가 실패하고 있는
사회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2. 사회경제조직 고유의 조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3. 재원의 다양성(Capital Mix)을 확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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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 영역 1

해당 사회적경제조직은
대안기제(정부, 시장 및 비영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문제, 계층, 지역 등 실패 영역에 접근함으로써
자원분배기제로서 상대적 효율성을 갖는가

가치평가 영역 2

대안기제(정부, 영리 및 비영리)가 이미 접근하고 있는
동일 사회문제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우,
사회경제조직이라서 가능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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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 영역 3

사회적경제조직의 고유한 조직특성(민주적 거버넌스,
가치의 공유 등)에 기반한 조직경쟁력에 있어
여타 기제(정부, 시장 및 비영리)와 비교하여 얼마나 효율적인가

가치평가 영역 4

사회적경제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고유의 재원 다양성(지원금, 기부금, 임팩트투자 및 사회적
금융)을 균형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성공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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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 영역 5

동일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부, 비영리, 영리조직
등과 비교하여 자원투입 대비 산출(Output 또는
Outcome)에 있어 효율성을 갖고 있는가

가치평가 영역 6

동일 영역의 유사 사회적경제조직과 비교시
자원투입 대비 산출(Output 또는 Outcome)에 있어 효율성을
갖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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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 영역 7

과거 시점 대비 , 해당조직은 자원투입 대비 산출
(Output 또는 Outcome)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는가

가치평가 영역 8

창출가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적정한 수준의 귀속가치를 확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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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자원배분의 대안기제로서 사회적경제조직 고유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요인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객관적 지표에 의해 측정되는 산출(output)및 성과(outcome)를
준거조직 및 준거시점과 비교하는 방식의 정량적 평가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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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비콥(B Corp)의 이해
- 비콥은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바라보는가?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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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콥(B Corp)의 이해

비콥은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바라보는가?

김정태
사회혁신 컨설팅·임팩트투자 MYSC 대표이사
비콥(B Corp) & 사내기업가 연맹(League of Intraprenuer) 내셔널 앰바서더
UNDP 글로벌 비즈니스 자문위원

2204+ Certified B Co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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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iaries as Certified B Corps

Highlights from Aca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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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The World is Taking Notice

“B Corp certification give
s social-impact business
es street cred among cu
stomers, employees, inv
estors and business part
ners.”

“B Corporations are a
way to transcend the
contradictions betwee
n the ineffective parts
of the social sector an
d myopic capitalism.”

“Becoming a B Corp raise
s the reputational cost of
abandoning your social g
oals.”

“The B Corp move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f our lifetime
, built on the simple fact that busi
ness impacts and serves more th
an just shareholders – it has an
equal responsibility to the comm
unity and to the planet.”
Patagonia CEO Rose Marcario.

“In the Unites States, we now have states
passing laws authorizing the creation of a n
ew kind of corporation, a benefit corporatio
n…this company is a long term value comp
any that also takes into account the interes
t of its employees, its customers, and the c
ommunity of which it is a part.” President Bi
ll Clinton

“

Focus on Integrated Soci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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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es using business as a force for good!

비콥은 아래의 3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사회·환경적 성과
1.

최소 80점 이상 획득

2. 투명성

3. 책무성

임팩트 리포트의 공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Patagonia
First to register as a CA
benefit corp

Contents
• 기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

• 비콥(B Corp)이란?
• 국내외 비콥 사례

• 비콥 인증 프로세스
• 비콥의 혜택 및 강점

• 비콥에서 찾는 지속가능경영+임팩트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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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
20세기

21세기

주주(Shareholder)
자본주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

기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
20세기

21세기

주주(Shareholder)
자본주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

주주가치
극대화

공유가치
극대화

Growth by Profit

Sustainability by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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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
20세기

21세기

주주(Shareholder)
자본주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

주주가치
극대화

공유가치
극대화

Growth by Profit

Sustainability by Benefit

Best in the world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

Best for the world
세계를 위한 최고의 기업

https://www.youtube.com/watch?v=CDBsf_jhU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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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콥(B Corp)이란?
 비즈니스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에게
부여되는 브랜드이자 고유명사(2007년 시작)
 기업들이 제품·서비스 생산, 경영활동, 이윤추구를 통해
해를 끼치지 않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지침
※ 모두: 현재의 이해관계자~미래의 이해관계자

 비콥은 개별 기업이 인증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라면 필히 고민해야 할 모델과 표준을
발전·확산시킨다는 점에서 ‘비콥무브먼트’로 불림
 공공의 유익을 창출하는데 기업의 힘을 활용한다는
새로운 경제섹터가 필요한 시점!
이러한 새로운 경제섹터의 중심에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유익을 주는 비콥 기업들이 있음!

비콥(B Corp)이란?_비랩(B Lab)
 비즈니스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글로벌 무브먼트를
주도하는 미국의 비영리기관(2006년 설립)
- 본사: 미국 펜실베니아
- 지사: 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 콜로라도, 영국 런던,
호주&뉴질랜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캐나다
 주요 활동
1) 새로운 형태의 조직 정의
- 비콥(B Corporation)
2) 지침과 가이드라인, 지표 제시
- BIA(B Impact Assessment): 비콥 인증평가
- B Analytics: 투자자 대면 플랫폼, GIIRS: 임팩트 평가툴
3) 글로벌 무브먼트로서의 인식 확산
- B the Change 미디어채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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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콥(B Corp)이란?_비랩 설립자의 이야기

“Good story is not the whole story”
기업의 가치나 이미지는 대부분
화려한 마케팅이나 매력적인 스토리로
정해지기 마련.
하지만 그것은 기업의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없으며,
기업이 지켜야 할 다양한 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좋아 보이는 기업’과 ‘좋은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Jay Coen Gilbert (비랩 설립자)

비콥(B Corp)이란?_비랩 설립자의 이야기

정부나 비영리단체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기업이 경제 섹터와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막강하며, 기업이 바뀌지 않는 한 사회가 바뀔 수 없다.
TBL(Triple Bottom Line) 고려 필요…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고, 적절한 지침이 없으며,
시장성에 대한 근거도 부족함…
‘추상적으로만 좋은 기업’은 더 이상 힘이 없다
Jay Coen Gilbert (비랩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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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콥(B Corp)이란?_비랩 설립자의 이야기
지침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소비자 - 좋은 비즈니스에 대한 인증
 투자자 - 임팩트 투자의 객관적인 지표
 정책입안자 - 인센티브를 실행할 수 있는 툴
 기업 - 지속가능한 가치사슬과 경영활동
인증에서 입법으로
 비콥이 법적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기업형태로 채택하고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미시건 등 으로 확산
(‘베네핏코퍼레이션’)
Jay Coen Gilbert (비랩 설립자)

새로운 경제섹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비콥(B Corp)이란?_종합 정리
It’s a certification

공정무역이나 유기농 혹은 LEED와 같은 인증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비콥은 제품이나 가치사슬 단위가 아니라 회사 전체단위를 대상으로 함

It’s unique

성과, 투명성, 책무성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준이자 지침 (※GIIRS)

It’s an approach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자 접근방식
– 기업 구성원, 커뮤니티, 환경 등을 위한 더 나은 것이 더 나은 비즈니스를 만듦

It’s a community

개별 임팩트 뿐 아니라 콜렉티브 임팩트를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으로서 실천하는 커뮤니티
(※ 전세계 비콥 간의 상호교류 등)

It’s a movement

세계를 위한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한 글로벌 리더들의 참여와 확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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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콥(B Corp)이란?_비콥에 대한 관심

비콥(B Corp)이란?_비콥에 대한 관심
Unilever and Danone
have both announced
commitments in 2015/16.
유니레버와 다농 또한
비콥이 되고자 공식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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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비콥 사례_파타고니아(Patagonia)





2011년 비콥 인증
북미 2위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 제작시 유기농 목화, 리사이클 원단, 공정무역 봉제
연 매출 1%를 전 세계 환경 단체에 기부하고,
기금을 만들고, 지역 환경운동가를 후원
 제품생산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Don’t buy this jacket’ 캠페인
(2011년 블랙프라이데이)
 옷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 최소화
- 새로 사기보다 고쳐입도록
수선 서비스 제공
- 오래도록 입을 수 있도록
의류 자체의 질을 높임

국내외 비콥 사례_파타고니아(Patagonia)

파타고니아 Mission Statement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되
불필요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환경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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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비콥 사례_파타고니아(Patagonia)

(B the Change 인터뷰 중)
왜 파타고니아는 비콥이 되었습니까?
“비콥인증의 기본원리는 우리 기업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우리의 핵심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비콥은 우리의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충분한 지침을 제공해주었습니다.”

국내외 비콥 사례_파타고니아(Patagonia)
“비콥무브먼트는 우리 삶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에요. 비즈니스가 단순히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와
환경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비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ose Marcario (파타고니아 CEO)

The B Corp move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f our lifetime,
built on the simple fact that business
impacts and serves more than just
shareholders—it has an equal
responsibility to the community
and to the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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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비콥 사례_닥터브로너스(Dr.Bronner’s)





2015년 비콥 인증
미국 유기농 바디케어 1위 브랜드(14년째)
미국 환경연구단체 EWG가 선정한 안전한 화장품 챔피언
1858년부터 5대째 가업으로 이어져온 장인정신

‘닥터브로너’라 불리는
3대 에밀 브로너(일명 ‘비누박사’)

 미국 농무부의 엄격한 관리 시스템 아래
미국, 독일, 벨기에에서 유기농 및
천연 인증을 받은 제품 판매
 동물실험 반대
 GMO(유전자변형생물체) 라벨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강조

국내외 비콥 사례_닥터브로너스(Dr.Bronner’s)
 2006년 자회사를 설립하여, 7개국가(인도,
스리랑카, 케냐 등)에서 원료를 수급받기 시
작했고, 2007년에는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스위스 인증기관인 IMO와 협력하여
바디케어 브랜드 최초로 공정무역에 동참

 독일에서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던 중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유대인인 닥터브로너의 부모가 독일군에 의해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했고, 닥터 브로너는 전쟁에 환멸을 느껴 미국 전역을 돌며
평화강연을 시작한다.이때 강연을 들으러 온 이들에게 ‘몸과 마음’을
씻으라는 의미로 비누를 나누어줬는데, 워낙 품질이 좋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비누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해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된다.  강의 본 목적이 훼손될까, 닥터 브로너는 용기
포장지에 자신의 강연 내용과 철학을 작고 빼곡하게 적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닥터 브로너스 패키지 디자인의 시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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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비콥 사례_닥터브로너스(Dr.Bronner’s)

 비콥은 닥터브로너스의
전통있는 장인정신을
굳건히 유지시키도록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음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1,100%의
경이로운 성장률

국내외 비콥 사례_국내 10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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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비콥 사례_국내 10개 기업

국내외 비콥 사례_국내 10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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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비콥 사례_국내 10개 기업
정관의 개선
(예: 다양성
존중에 대한
선언)

기업구성원
유급
휴가수↑

지배구조의
투명성↑

ㄱㄱ

오피스
핸드북
작성

글로벌
파트너십의
확대

정기적인
상호 360도
피드백

비콥 인증 프로세스
 사회적·환경적 성과, 책무성, 투명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명문화된 기업 사명 선언서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공평하게 다룰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평가기준 통과하기

공식인증 받기

공식화하기

연회비 내기

BIA(B 임팩트 평가)에서
80점 이상 획득:
bimpactassessment.net

이해관계자들의
목적 명문화

비콥 선언문에 사인

기업 수입 규모에 따라
£500에서 £50,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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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콥 인증 프로세스_Step 1

비콥 인증 프로세스_Step 1
기업의 목표가 지속가능성임을 보여주는 좋은 비즈니스에 대해 다루며
기업의 핵심미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경영구조의 전반적 투명성에 초점

1-1. 기업미션에서 임팩트를 지향하는 수준
1-2. 기업미션의 특징과 내용
1-3. 기업미션 교육여부
1-4. 지배구조의 특징(이사회, 회계감사, 보상위원회 등)
1-5. 직원에 대한 재정 투명성(오픈북 경영)
1-6. 임팩트보고(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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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콥 인증 프로세스_Step 1
기업이 구성원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 다루며, 나아가 경영진과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 직업유연성, 기업문화, 건강·안전관리, 작업환경 평가

2-1. 직원들의 임금 지급방식

2-2. 기업 내 최고임금:최저임금 간의 비율
2-3. 부가혜택 제도(보험 가입여부 등)
2-4. 직장 내 승진(1년가 승진한 직원의 비율)
2-5. 기업구성원 평가 프로세스(360도 피드백)
2-6. 직원만족도

비콥 인증 프로세스_Step 1
기업이 구성원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 다루며, 나아가 경영진과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 직업유연성, 기업문화, 건강·안전관리, 작업환경 평가

2-7. 경영진 외 직원의 지분소유 비율
2-8. 직원안내서 정보(오피스 핸드북)
2-9. 유급휴가 수
2-10. 기술교육(신입교육 제외, 사내에서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

2-11. 다방면 직무기술교육(주요업무 이외 다양한 기술교육)
2-12. 유연근무제(직무공유, 원격출근, 유연출근 등)
2-13. 복리후생(보육지원, 건강프로그램, 상담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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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콥 인증 프로세스_Step 1
지역사회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력을 의미하며, 공급처와의 관계 및 다양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자선기부 실천 등을 파악

3-1. 직원규모 성장률(일자리 창출 기여도)
3-2. 직원 감소율(일자리 창출 기여도)
3-3. 저소득지역 거주 직원 고용
3-4. 만성실업군 고용(노숙인, 장애인, 난민 등)

3-5. 이사회의 다양성(취약계층, 만성실업군 등을 포괄하는지_이사회의 다양
성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위험관리능력을 보여줌)
3-6. 소유권의 다양성(소외계층도 주주로 참여하는지)

비콥 인증 프로세스_Step 1
지역사회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력을 의미하며, 공급처와의 관계 및 다양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자선기부 실천 등을 파악

3-7. 공금자의 다양성(경제적 취약계층에게서 공급을 받는지)
3-8. 수익의 기부 비율(자선)
3-9. 임팩트를 지향하는 은행의 서비스 이용여부
3-10. 지역공급자와의 거래_흠?

3-11. 지역공급자에게 구매_흠?
3-12. 공급자 스크리닝(소극적~적극적 스크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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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콥 인증 프로세스_Step 1
지역사회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력을 의미하며, 공급처와의 관계 및 다양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자선기부 실천 등을 파악

3-13. 공급자와의 관계 지속연수
3-14. 공급자 행동수칙(책임있는 공급자와 거래하고 있는가)
3-15. 기업시민 프로그램(기업사회공헌)
3-16. 사회·환경적 기준 옹호(동일 산업 내 다른 기업들 및 정부·파트너기관과
협력하여 사회·환경적 책임활동을 옹호하는가)
3-17. 비영리 참여 지분구조(비영리단체들이 지분소유에 참여하는 비율)

비콥 인증 프로세스_Step 1
시설, 자재, 자원, 에너지 사용 및 방출에 관련된 환경적 성과를 판단하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측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평가

4-1. 재활용 프로그램(종이, 플라스틱, 유리와 금속 등)
4-2. 그린빌딩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의 비율(폐기물을 적게 발생시키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등등)
4-3. 환경관리시스템(환경보호에 대한 언급이 기업미션에 있는지, 조직운영에
서의 환경보호활동, 비즈니스 활동에서의 환경고려 등)

4-4. 친환경디자인 고려 여부
4-5. 환경친화적 재료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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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콥 인증 프로세스_Step 1
시설, 자재, 자원, 에너지 사용 및 방출에 관련된 환경적 성과를 판단하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측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평가

4-6. 임대주와 함께하는 환경개선 노력(에너지, 물, 쓰레기 감축 노력 등)
4-7. 물 사용량 점검·기록·보고 여부
4-8. 에너지 사용량 점검·기록·보고 여부
4-9. 에너지 사용량 절감 비율

4-10. 저영향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비율
4-11. 유해폐기물 처리(환경에 유해한 프린터 카트리지, 기름, 전자폐기물 등을
안전한 절차로 철저하게 폐기하는가)

비콥 인증 프로세스_Step 1
시설, 자재, 자원, 에너지 사용 및 방출에 관련된 환경적 성과를 판단하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측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평가

4-12. 생산품 생애주기 환경평가(제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상품과 서비스가
미치는 환경적 영향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도구)

4-1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기록, 보고 여부
4-14. 최종수명을 다한 제품의 재생프로그램(기부, 재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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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콥 인증 프로세스_Step 1
사회·환경적 영향력을 미션과 경영의 주요한 원칙으로 삼는지 판단

5-1. 임팩트비즈니스모델(사회·환경적 이슈를 다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비즈니스모델로 설립되었는가)

5-2. 미션이탈 방지장치(‘Mission Lock’,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회·환경적 목표
를 추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 여부선언문 및 정관 등 공식문서)

비콥 인증 프로세스_Step 1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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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콥 인증 프로세스_Step 1
예시)

비콥 인증 프로세스
 사회적·환경적 성과, 책무성, 투명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명문화된 기업 사명 선언서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공평하게 다룰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평가기준 통과하기

공식인증 받기

공식화하기

연회비 내기

BIA(B 임팩트 평가)에서
80점 이상 획득:
bimpactassessment.net

이해관계자들의
목적 명문화

비콥 선언문에 사인

기업 수입 규모에 따라
£500에서 £50,000까지

- 43 -

비콥 인증 프로세스_Step 2
1

2

경영운영 관련 공식문서(증빙자료) 업로드
- 예: 오피스핸드북, 공급자 관련 상세정보, 이사회 구성 등
60-90분 리뷰콜 인터뷰(필요시 추가 인터뷰 지속)
- 예: 인증을 위해 더 개선해야 할 사항, 구체적인 방법(지침) 등

비콥 인증 프로세스
 사회적·환경적 성과, 책무성, 투명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명문화된 기업 사명 선언서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공평하게 다룰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평가기준 통과하기

공식인증 받기

공식화하기

연회비 내기

BIA(B 임팩트 평가)에서
80점 이상 획득:
bimpactassessment.net

이해관계자들의
목적 명문화

비콥 선언문에 사인

기업 수입 규모에 따라
£500에서 £50,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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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콥 인증 프로세스_Step 3
1

2

비랩 계약시트 작성
- 2년1회 재인증 필수
- 매년 랜덤으로 비콥 중 10%를 뽑아 on-site 리뷰
비콥선언문 서명
(Declaration of Interdependence)

비콥 인증 프로세스
 사회적·환경적 성과, 책무성, 투명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명문화된 기업 사명 선언서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공평하게 다룰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평가기준 통과하기

공식인증 받기

공식화하기

연회비 내기

BIA(B 임팩트 평가)에서
80점 이상 획득:
bimpactassessment.net

이해관계자들의
목적 명문화

비콥 선언문에 사인

기업 수입 규모에 따라
£500에서 £50,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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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콥 인증 프로세스_Step 4
기업 수익 규모

연회비

$0 - $149,999

$500

$150,000 - $1,999,999

$1000

$2,000,000 - $4,999,999

$1,500

$5,000,000 - $9,999,999

$2,500

$10,000,000 - $19,999,999

$5,000

$20,000,000 - $49,999,999

$10,000

$50,000,000 - $74,999,999

$15,000

$75,000,000 - $99,999,999

$20,000

$100M+

Varied

비콥의 혜택 및 강점
투자자 유치

인재 유치와 신뢰 구축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교류

리더 커뮤니티에 합류

윤리적 소비자에 어필

집단의 목소리 구축

벤치마킹과
보다 나은 성과 구축

글로벌 movement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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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미션 유지

비콥의 혜택 및 강점
투자자 유치

인재 유치와 신뢰 구축

기업의 미션 유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교류

리더 커뮤니티에 합류

윤리적 소비자에 어필

집단의 목소리 구축

벤치마킹과
보다 나은 성과 구축

글로벌 movement
주도

비콥의 혜택 및 강점_투자자 유치
 비콥은 모두 GIIRS 등급을 받고, 비랩의 투자자 대면 플랫폼 B Analytics에 등록됨
- 예: 쏘카 ‘비콥인증 3개월만에 180억원의 해외투자 유치’
 비콥의 초점은 투자자나 소비자가 ‘좋은 기업’을 식별하는 것에 맞춰져 있음
- 한국의 사회적기업 인증과의 차별점
- 미국의 사회적경제분야는 록펠러재단, 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중심으로 자본이 흐르는데, 비콥 인증은 록펠러재단의 투자로 시작된
프로젝트이고, GIIN이 투자결정 시 사용하는 툴이 GIIRS(=비콥툴과 유사)

Global Impact Investing Ratings System


BIA(B Impact Assessment)를 진행하면 GIIRS rating도 함께 결과가 나옴



록펠러재단을 포함하여 J.P. 모건, 푸르덴셜 파이낸셜, 개츠비 자선 재단 등
국제 금융투자기관 및 소셜 파이낸스기관 이 GIIRS 펀드에 투자



30개국, 200개 이상의 기업에 25개의 임팩트 투자 펀드를 통하여 성공적인 베타 테스트 완료
 보다 많은 임팩트 비즈니스가 전 세계의 큰 규모의 자금과 연결될 수 있게 하여 임팩트 투자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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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콥의 혜택 및 강점_인재 유치와 신뢰 구축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는 비콥에 취업하는 MBA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감면해주어, 비콥이 최고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MBA졸업생들이 보다 지속가능한 책임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독려

 비콥 커뮤니티가 가져가주는 신뢰도  협업, 벤치마킹, 네트워킹의 기회는 글로벌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함
- 예: 제너럴 바이오 ‘비콥 인증을 받은 것은 북미 시장 진출 준비의 일환이었는데,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북미 시장 바이어들의 대우가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꼈고, (예전에 비해) 훨씬 활발하게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짐’
- 예: 딜라이트 ‘2012년에 한 달 정도 미국의 사회적경제 분야를 견학하며 수많은
기업과의 만남을 시도했는데, 대부분 '외국 회사가 나를 왜 만나지’라는
반응을 보이며 거절했는데, 비콥 인증을 받고 재방문했을 땐 거부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

2017-09-08

55

비콥의 혜택 및 강점_인재 유치와 신뢰 구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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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콥의 혜택 및 강점_기업의 미션 유지
“베네핏코퍼레이션은 환경적 미션을 가진
파타고니아와 같은 기업들이 가치, 문화,
프로세스, 높은 기준을 내재화함으로써
경영승계, 사업확장, 오너십의 변화를 겪어도
그 미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Yvon Chouinard (파타고니아 설립자)

Benefit corporation legislation creates
The legal framework to enable
mission-driven through succession,
capital raises, and even changes in
ownership, by institutionalizing the
values, culture, processes, and
high standards put in place by
founding entrepreneurs.

비콥의 혜택 및 강점_리더 커뮤니티에 합류
MYSC
아시아 비콥커뮤니티모임 참여
(대만, 2016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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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콥의 혜택 및 강점_윤리적 소비자에 어필
제품·서비스 소개에 포함시켜,
윤리적 소비자의 호감도 증대

비콥의 혜택 및 강점_윤리적 소비자에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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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콥에서 찾는 지속가능경영+임팩트비즈니스
생산성 레벨이 보다 높은
임팩트 비즈니스의 증가

다른 비즈니스와의 경쟁,
혁신에 대한 압박

가시적인 증거로서
비즈니스의 긍정적인
임팩트 성장

광의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비즈니스 이익 재분배
투자자와 소비자, 기업 구성원,
공급자들의 선호도에 영향 미침

비콥에서 찾는 지속가능경영+임팩트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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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콥 운동 로드맵
한국의 비랩 앰바서더인 MYSC와 비콥 한국위원회의 협력을 통해, B Lab Korea 설립 및
지속적으로 인지를 확산시키고 인증기업을 지원하여 B Corp movement의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함 → 한국의 지속가능하며, 사랑 받는 기업, 존경 받는 기업의 새로운 기준 제시
‘20년-

아시아의 B Corp movement 선도1)
Step 3

국내외 B Corp 인지 확산 및 실제 인증기업 증대

Step 2

-‘19년

“B Corp movement in Korea 실행조직 구성”

Step 1

국내 B Corp Community

ㅋ

비콥 한국위원회


‘17년 상반기
-’18년 하반기

정은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제너럴바이오 등

국내 B Corp 관심자(오픈)

목적별 소위원회 구성

➊ 오픈형 정기 포럼운영 개최 ➋ 사단법인化(‘17년 말~’18년 초) ➌ B Corp 인증 교육 및 컨설팅

주관 기관: MYSC(B Corp Ambassador of Korea)
1) 아시아의 B Corp movement

① 국내 B Corp 인증기업이자 B Corp Ambassador인 MYSC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사업 경험과 인지

‘17년 상반기 현재, 아시아에서는

확산 활동을 통해 B Corp movement를 위한 네트워크·콘텐츠를 확보(예: B Corp 핸드북 번역출간, 관련 컨퍼런스/워크숍 주관 등)

대만과 중국에서 공격적인

② 사회혁신 컨설팅과 지속가능경영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B Corp 확산에 체계적인 컨설팅 제공 예정

movement 활동을 진행 중임

비콥 핸드북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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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jtkim@mysc.co.kr
www.mysc.co.kr
Blog.naver.com/blogmy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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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Workers Icon

New Workers Icon

기업 구성원에게 좋은
비즈니스

기업 구성원에게 좋은 비즈니스가 왜 중요한가?
기업은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고 보유하기 원하며, 인재들은 자신이 가치를
느끼는 직장에서 온 마음을 다해 일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직원 주인의식

근무 환경

보상, 혜택, 급여

64

		65
비콥을 지향하는 기업의 임팩트

유니레버는 왜 비콥이 되려 할까?

임팩트를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

당신의 기업이 직원들에게 얼마나 좋은지 간단히 알아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

근무환경

안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아래 15개의 간단 평가 질문에 답해 보라. 아래의 질문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합계를 내 보면 B 임팩트 평가의 각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직원 안내서를 배부한다.
 정기적으로 익명의 직원 만족도, 참여도 설문을 실시한다.

아래 내용 중 당신과 당신 기업에 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표시하라.

 정기적으로 근속, 이직, 다양성 등 직원 지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투명하게 한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시간제 근무, 탄력 근무 시간제, 재택 근무 옵션을 제공한다.
 사업장의 건강과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조언을 하는 직원 위원회가 있다.

보상, 혜택, 급여
 직원(시간제 및 임시직 직원 포함)과 독립계약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총점 : ____________

 동종 업계의 보상 수준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여 당신 기업의 임금이 시장 수준 이상,
시장 수준, 시장 수준 이하인지를 알아본다.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의 급여가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정규직 직원 급여의

0에서 3 사이의 점수를 얻었다면, 비콥이 되기까지 해야 할 일이 꽤 있을 것이다. 또는, 다

몇 배인지 그 비율을 정한다.

른 영역에서의 뛰어난 성과로 점수를 보관할 수도 있다.

 경영진에게 주는 혜택을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한다.

4에서 6 사이의 점수를 얻었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좋은 성과를 낸다고 가정했을

 401(k) 또는 연금과 같은 퇴직금을 제공한다. 그리고/또는 모든 직원들에게 이익을

때 비콥이 될 수 있는 좋은 후보이다.

배분한다.

7에서 15 사이의 점수를 얻었다면, 이건 대단한 일이다! 비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점수를

 퇴직금에 사회책임투자 옵션을 제공한다.

잘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직원들의 전문성 개발 및 훈련을 위한 비용을 제공한다.

당신의 기업이 수천 개의 다른 기업과 견주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지를 살펴보고 더 많은

 해고된 정규직 직원에게 재취업 서비스 그리고/또는 퇴직금을 제공한다.

성공 사례 가이드와 자료를 얻고 싶다면 www.bimpactassessment.net에서 확인할 수 있
다. 평가는 무료이고 개별 기업의 자료는 비공개이니 걱정하지 마시라.

주인의식
 직원들에게 주식 매입 선택권, 유사증권을 제공한다. 그리고/또는 기업의 소유권을
정규직 직원들에게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6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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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커뮤니티에
좋은 비즈니스

지역사회와 커뮤니티에 좋은 비즈니스가 왜 중요한가?
일자리 창출, 다양성의 존중, 사회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공급망 연결
은 기업의 토대를 강화시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참여, 기부
지역사회 기여

다양성

일자리 창출

84

공급자, 판매자, 제품

		85
비콥을 지향하는 기업의 임팩트

유니레버는 왜 비콥이 되려 할까?

임팩트를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

당신의 기업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좋은지 간단히 알아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

지역사회 기여

안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아래 15개의 간단 평가 질문에 답해 보라. 아래에 합계를 내 보

 지역의 소수자 그룹 및 여성 소유 기업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한다.

면 B 임팩트 평가의 이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다.

 구매처 결정에 있어 공정 무역이나 환경 기준을 고려한다.
 지역 독립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과 금융 거래를 한다.

아래 내용 중 당신과 당신 기업에 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표시하라.

 비콥, 지역사회개발 금융기관, 또는 글로벌 얼라이언스 포 뱅킹 온 밸류스
(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 )의 회원 금융기관과 금융 거래를 한다.

일자리 창출
공급자, 판매자, 제품

 위기 청소년, 노숙자, 출소자와 같은 만성 실업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당신의 공급자들의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공개한다.

다양성
총점 : ____________

 장애인, 저소득층, 소외계층, 여성, 소수자 그룹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사진을 갖고 있다.
 다양한 경영팀과 직원층을 갖고 있다.
 여성이나 소외계층이 과반수 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공급사를 갖고 있다.

0에서 3 사이의 점수를 얻었다면, 비콥이 되기까지 해야 할 일이 꽤 있을 것이다. 또는, 다

사회참여와 기부

른 영역에서의 뛰어난 성과로 점수를 보관할 수도 있다.
 사회참여의 날을 기획하거나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4에서 6 사이의 점수를 얻었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좋은 성과를 낸다고 가정했을

 사회참여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직원의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다.

때 비콥이 될 수 있는 좋은 후보이다.

 명문화된 지역사회 봉사 정책이 있다.
 지역 자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제휴하였다.

7에서 15 사이의 점수를 얻었다면, 이건 대단한 일이다! 비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점수를

 직원들이 내는 기부금에 대해 기업에서 매칭 기부금을 낸다.

잘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원퍼센트 포 더 플래닛(1% for the planet)과 같이 기부금을 인정해주는 단체의 회원이다.

당신의 기업이 수천 개의 다른 기업과 견주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지를 살펴보고 더 많은
성공 사례 가이드와 자료를 얻고 싶다면 www.bimpactassessment.net에서 확인할 수 있
다. 평가는 무료이고 개별 기업의 자료는 비공개이니 걱정하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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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좋은 비즈니스가 왜 중요한가?

환경에 좋은 비즈니스

기업의 환경적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혁신의 원천으로서,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며, 공급자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고객
의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운송, 유통, 공급자

배출, 폐기
에너지, 물, 자재

용지, 사무실, 공장

106

		107
비콥을 지향하는 기업의 임팩트

유니레버는 왜 비콥이 되려 할까?

환경적 임팩트에 대한 간단 평가

당신의 기업이 환경에 얼마나 좋은지 간단히 알아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의

에너지, 물, 자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아래 14개의 간단 평가 질문에 답해 보라. 아래에 합계를 내 보면 B

 기업의 생산품에 대해 전 생애 환경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실시한다.

임팩트 평가의 환경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다.

배출, 폐기

아래 내용 중 당신과 당신 기업에 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표시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완제품을 재활용하는 재생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용지, 사무실, 공장
 기업의 에너지, 물, 폐기물 효율성에 관한 연례 환경 감사를 실시한다.

운송, 유통, 공급자

 환경 감사 결과를 대중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공급자들에게 에너지, 물, 폐기물, 이산화탄소 배출, 재활용, 자재 등을 포함하는 자체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 시스템을 사용한다. (예: 자연광, LED, CFL, 사용자 센서

환경평가 또는 환경 감사를 실시할 것을 장려한다.

(occupancy sensor), 주광 절약등, 작업 조명)
 에너지 효율적인 사무 장비를 사용한다. (예: 에너지 스타 설비, 자동 대기 모드,
타이머 기능)

총점 : ____________

 에너지 효율적인 냉난방 장비를 사용한다. (예: 프로그래밍된 온도조절장치, 타이머,
사용자 센서, 이중창)

0에서 3 사이의 점수를 얻었다면, 비콥이 되기까지 해야 할 일이 꽤 있을 것이다. 또는, 다

 물 절약 시스템 (예: 절수 변기, 절수 수도꼭지와 샤워기) 또는 빗물 이용 시설을 사용한다.

른 영역에서의 뛰어난 성과로 점수를 보관할 수도 있다.

 태양열 패널, 태양열 온수기, 풍력 설비, 바이오매스 및 다른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4에서 6 사이의 점수를 얻었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좋은 성과를 낸다고 가정했을

보유하고 있다.

때 비콥이 될 수 있는 좋은 후보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재생 불가 에너지를 상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크레딧(credit)을 구입한다.
 보유 설비의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며 향상시킨다.

7에서 15 사이의 점수를 얻었다면, 이건 대단한 일이다! 비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점수를

 출퇴근 시 대안적 교통 수단 이용 및 대체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잘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당신의 기업이 수천 개의 다른 기업과 견주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지를 살펴보고 더 많은
성공 사례 가이드와 자료를 얻고 싶다면 www.bimpactassessment.net에서 확인할 수 있
다. 평가는 무료이고 개별 기업의 자료는 비공개이니 걱정하지 마시라.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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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좋은 비즈니스가 왜 중요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좋은 비즈니스

기업이 고유의 가치, 문화, 절차, 높은 기준을 유지하며, 책임 및 투명성을
강조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곧 브랜드이며, 이것이 기업의 유산(legacy)이
기 때문이다.

기업 구조

투명성

미션과 참여

128

		129
비콥을 지향하는 기업의 임팩트

유니레버는 왜 비콥이 되려 할까?

임팩트를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

기업 구조

당신의 기업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좋을지 간단히 알아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아래 12개의 간단 평가 질문에 답해 보라. 아래에 합계를 내

 기업 구조 내에 미션을 법적으로 제도화한다. (예: 기업 문서에 이해관계자 고려에 대한

보면 B 임팩트 평가의 지배구조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다.

내용을 추가하거나 베네핏기업으로 법인 등록을 함.)

아래 내용 중 당신과 당신 기업에 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표시하라.

미션과 참여

총점 : ____________

 명문화된 기업 사명 선언서에 사회적 그리고/또는 환경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직원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그리고/또는 환경적 미션에 대해 교육시킨다.
0에서 3 사이의 점수를 얻었다면, 비콥이 되기까지 해야 할 일이 꽤 있을 것이다. 또는, 다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목표치에 비추어 직원과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한다.

른 영역에서의 뛰어난 성과로 점수를 보관할 수도 있다.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보너스 또는 다른 보상과 연계한다.

4에서 6 사이의 점수를 얻었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좋은 성과를 낸다고 가정했을

 외부 이해관계자(예: 고객, 지역사회 구성원, 공급자, 또는 비영리기관)로부터 기업의

때 비콥이 될 수 있는 좋은 후보이다.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최소한 한 명의 독립적인 외부 인사가 포함된 이사회(또는 다른 관리 조직)를 만들어

7에서 15 사이의 점수를 얻었다면, 이건 대단한 일이다! 비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점수를

정기 미팅을 갖고,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검토하며 경영진의 보상을 감독하도록 한다.

잘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당신의 기업이 수천 개의 다른 기업과 견주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지를 살펴보고 더 많은
성공 사례 가이드와 자료를 얻고 싶다면 www.bimpactassessment.net에서 확인할 수 있

투명성

다. 평가는 무료이고 개별 기업의 자료는 비공개이니 걱정하지 마시라.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재무정보를 공유한다. (예: 손익계산서 또는 대차대조표)
 모든 재무 및 운영 관련 자료를 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경영 방침을 활용한다.
 미션과 관련된 성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외부 공개용 연간 보고서를 발간한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공정 무역, 그리고/또는 속한 산업에서 공정한 노동
관행을 증진하고자 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

130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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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가 내재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왜 중요한가?

임팩트가 내재화된
비즈니스 모델

기업 설립에서부터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
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의 임팩트와 잠재력이 달라지기 때문
이다.

환경 회복

지역사회 강화
어려운 사람들 돕기

소유권 확장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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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를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

 소규모 프랜차이즈 또는 소규모 유통 모델을 사용한다. 소규모 프랜차이즈는 대체로
10인 미만의 직원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인 소유주에 의해 운영되고, 모회사를 위해
독점적으로 제품을 분배한다. 소규모 유통 모델은 개별 판매자 또는 유통업자의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판매 및 수익 모델로, 특정 제품이 이들 판매자 및 유통업자의

이번의 간단한 평가는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모델을 살펴본다.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을

총 수입 중 최소한 50퍼센트를 차지한다.

위해 특별히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이다.

 연간 수익의 최소 20퍼센트 또는 매출의 2퍼센트를 자선단체나 비영리 재단에 기부한다.
또는 지분의 최소 20퍼센트를 비영리기관이 갖고 있다.

아래 내용 중 당신과 당신 기업에 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표시하라.

 전체 직원의 10퍼센트 이상을 만성적으로 실직상태인 집단 (예: 저소득층 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한다: 의료 서비스 또는 건강에 좋은 제품, 교육, 예술 또는

출소자들)에서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한다. 그리고/또는 이들을 폭넓게

문화 유산 지원,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기존에는 이용 불가능했던 기반시설을 통한

훈련하고 투자한다.

시장 접근, 또는 모금, 자금, 역량 강화를 통한 미션 중심의 기관 지원
 지역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통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재생 또는 청정 에너지,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환경을 고려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예: 에너지 효율성을

물 효율성, 쓰레기 감소, 토지 또는 야생 생태계 보호, 독성 화학물질과 위험 물질 감소,
오염 방지와 정화 방법,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측정, 연구, 또는 정보 제공, 환경적 미션에

높이기 위한 시설 설치, 운송 및 유통 관행의 변화, 또는 에너지, 쓰레기, 이산화탄소

연계된 자금 그리고/또는 대출 제공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며, 줄이는 것)
총점 : ____________

 기업 지분의 최소 40퍼센트는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다. (예: 직원 협동조합)

0에서 3 사이의 점수를 얻었다면, 비콥이 되기까지 해야 할 일이 꽤 있을 것이다. 또는, 다

 생산을 담당하는 공급사 기업들이 주인인 생산자 협동조합과 거래한다.

른 영역에서의 뛰어난 성과로 점수를 보관할 수도 있다.

(예: 농부 또는 장인 협동조합)

4에서 6 사이의 점수를 얻었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좋은 성과를 낸다고 가정했을
 공정 임금 지불을 인증받은 공급사와 거래하여 공급망을 통한 빈곤 해소에 집중한다.

때 비콥이 될 수 있는 좋은 후보이다.

소규모 공급사(예: 개인, 협동조합, 50인 미만의 직원을 가진 기업)에 기술 지원

7에서 15 사이의 점수를 얻었다면, 이건 대단한 일이다! 비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점수를

그리고/또는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또는 공급사에게 미래 구매와 대금 지급을

잘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장하기 위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당신의 기업이 수천 개의 다른 기업과 견주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지를 살펴보고 더 많은
성공 사례 가이드와 자료를 얻고 싶다면 www.bimpactassessment.net에서 확인할 수 있
다. 평가는 무료이고 개별 기업의 자료는 비공개이니 걱정하지 마시라.

150

		151
비콥을 지향하는 기업의 임팩트

유니레버는 왜 비콥이 되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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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미와
수립배경

3

4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미와 수립배경

1.1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
• 유엔 환경과개발위원회(1987)
“미래 세대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Needs)’를 충족하는 발전”

- ‘필요(Needs)’란, 세계 빈곤층의 기본적인 필요를 우선하는 것을 의미.
- ‘저해하지 않는다’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적 능력에 기반한 기술 및 사회조
직 상태를 의미.

• 현대적 개념
“사회적으로 포용적이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J. Sachs, 2015)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인간과 생태계 균형(항상성, homeostasis)에 대한 인류의 목표이며, 지속가

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총체적 접근 및 시간적 절차”(R. Shak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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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미와 수립배경

1.2 지속가능발전 개념 형성 배경

레이첼 카슨(1962)

로마클럽(1972)

EF 슈마허(1973)

6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미와 수립배경

1.3 지속가능발전 역사
사회적
지속가능성
(보편적 인권)

환경적
지속가능성
(생태적 가치)

경제적
지속가능성
(녹색성장)

- 63 -

Chapter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주요 내용 및 이행체계

7

8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주요 내용

2.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본 원칙 및 요소
• 기본원칙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

- 사회적 포용성, 보편성 전제

• 기본 개념

포용

형평

통합

(Inclusiveness)

(Equity)

(Integration)

참여/
파트너십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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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주요 내용

2.2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본 요소(영역)

<의제21>(199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

10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주요 내용

2.3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 17개 목표(Goal), 169개 세부목표(Target), 232개 지표(Indicator)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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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주요 내용

2.4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구조
• SDG 7 에너지 목
표의 경우, 경제/
사회/환경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
류.
• SDG 11 도시 지
속가능성 목표의
경우, 경제/사회
관점에 따라 경제
분야 또는 사회분
야로 분류.
• SDG 12 소비생산
목표의 경우, 경제
/환경 관점에 따라
경제분야 또는 환
경분야로 분류

12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주요 내용

2.5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Target) 주요 내용

① 절대 및 상대적 빈곤 해소, ② 사회보호체계 확립, ③ 자활을 위한 자원 접근성 확대, ④ 빈곤 및 취약계
층화 원인으로써 재난피해 저감, ⑤ 빈곤퇴치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 및 제도 마련

① 영양결핍 및 기아해소(먹거리 권리), ② 영양증진, ③ 영세농민 보호, ④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 ⑤ 유전

자원 다양성 보호, ⑥ 지속가능한 농산업 기반 구축 및 무역체제 구축

① 질병퇴치 및 예방, ② 의료보장제도 확대, ③ 건강한 환경 조성(환경오염 예방), ④담배규제기본협약 이
행, ⑤ 국제 보건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① 양질의 보편적 무상교육 보장(공식), ② 조기 및 평생교육 증진(비공식/비형식), ③ 직업훈련교육 촉진,
④ 성평등 및 취약계층 기회균등 교육 보장, ⑤ 지속가능발전 교육 촉진, ⑥ 안전한 교육시설 및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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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주요 내용

2.5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Target) 주요 내용
① 성차별 철폐 및 성폭력 근절, ② 돌봄 및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부여, ③ 정치 및 경제적 영역에서의

여성 리더십 기회 보장, ④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⑤ 경제적 자원 접근성 보장 및 권익신장을 위한 제
도 마련

① 보편적인 안전한 식수 공급, ② 공공위생서비스 강화, ③ 안전한 폐수 처리 및 관리, ④ 물사용 효율

성 제고, ⑤ 통합적인 물관리 체제 구축, ⑥ 담수 생태계 보호 및 복원, ⑦ 지역공동체 참여 물관리 강화

①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 보장, ② 재생에너지 비중 증대, ③ 에너지 효율 개선, ④ 청정에너지 연구개
발 증진

① 환경적으로 건전한 경제성장 및 생산성 향상, ② 중소기업 육성,③ 고용촉진, ④ 노동권 및 사회적
보호 강화, ⑤ 지속가능한 관광 촉진

14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주요 내용

2.5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Target) 주요 내용

① 고품질의 복원력있는 기반시설 구축, ② 지속가능한 산업화 , ③ 친환경 기술 사용, ④ 연구개발역량 강
화

① 소득격차 감소, ② 사회/경제/정치 영역에서의 차별 근절, ③ 글로벌 금융계 규제 강화, ④ 이주민 정책

수립

① 양질의 주거권 보장, ② 지속가능한 공공교통서비스 제공, ③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정책 역량 강화,
④ 세계자연문화유산 보호, ⑤ 자연재해재난 대응능력 강화, ⑥ 도시 대기질 및 쓰레기처리 관리 강화, ⑦
공공녹지공간 제공, ⑧ 도농연계
①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10년 계획 수립 및 이행, ②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③ 폐기물 배
출 감소(식품, 화학물질, 쓰레기 재활용), ④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⑤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촉진,

⑥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인식제고, ⑦ 소비생산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제도 합리화

- 67 -

15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주요 내용

2.5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Target) 주요 내용
① 자연재해 복원력 강화, ② 국가정책에 기후변화대응 주류화, ③ 기후변화 인식제고 및 제도역량 개선,
④ 기후변화협약 이행
① 해양쓰레기 및 오염 감소, ② 해양 및 연안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호, ③ 지속가능한 어업관리

및 영세어민 보호, ④ 해양과학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 ⑤ 국제해양법 준수
① 육지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② 산림 복원 및 토양 황폐화 방지, ③ 생물종 다양성 및 서식지

보호, ④ 생물 유전자원의 공정한 이용, ⑤ 국가정책 및 계획에 생물다양성 가치의 주류화
① 모든 형태의 폭력 감소, ② 기본자유권 보장 및 사법정의 실현, ③ 부정부패 및 조직적 범죄 근절, ④ 투
명/책임/참여 거버넌스 강화, ⑤ 폭력 감소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① 국내 재원 및 다양한 재원 동원 역량 강화, ② ODA 등 개도국 대상 재정지원, ③ 국가간 지식 및 기술이
전 증진, ④ 글로벌 거시경제 안전성 강화, ⑤ 국가 독립성 및 리더십 존중, 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공공,

공공-기업/시민사회), ⑦ 구별통계 구축 및 통계역량 강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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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행 점검 체계
• 유엔 SDGs 점검 기구로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을 두고, 매년 7월 SDGs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4년 마다 유엔총회 차원에서 SDGs 이행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
• SDGs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는 이행 수준과 주체를 기준으로 크게 글로벌-지역-지방 수준의 수직적인 체
계와 정부기구-비정부기구(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MGoS)의 수평적 체계 두가지로 구분.

글로벌

<유엔 SDGs의
수직적, 수평적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고위급 정치포럼

지역

유엔 지역회의

주요그룹 및 이해관게자 보고서

국가

자발적 국가보고서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보고서

지방

지방정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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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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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행 점검 체계
• 국가차원의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독립성과 자발성에 기반하며, ‘자발적 국가 보고서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2030년까지 최소 2회 이상 제출.
• 국가이행체계 구축 및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 권고.
•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기업 등 주요그룹과 장애인, 노인, 이민자 등 이해관계자 그룹들 역시 SDGs 이행보

고서와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문서 또는 대응 보고서를 유엔 제출 가능.
• 모든 보고서는 2016년~2019년 SDGs 점검 주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데이터를 기반하여, ①이
행 현황, ②도전과제, ③교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함.
연도

주제

점검목표(SDGs)

2016

누구도 배제되지 않게(Leave no one behind)

All

2017

빈곤 퇴치와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번영

SDG 1, 2, 3, 5, 9, 14, 17

2018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로의 변화

SDG 6, 7, 11, 12, 15, 17

2019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 및 형평성 보장

SDG 4, 8, 10, 13, 16, 17

<2016~2019년
주제별 SDGs
이행점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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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행 점검 체계

저탄소 녹색성장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기본법

(녹색성장추진단)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부)

환경기본조례
지방의제/지속가능발
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지방의제21 추진기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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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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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행 점검 체계
<우리나라
SDGs 이행 담당
정부 부처>

국무조정실
(녹색성장
추진단)

외교통상부

환경부

(유엔협상, 국제개
발협력)

(국내이행)

통계청
(SD지표,
통계데이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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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사점
<긍정적 평가>
• <의제21>(1992) 및 <새천년발전목표(MDGs)>(2000)에
비해, 불평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 패턴, 취약한 제도적 역
량, 환경파괴 등 핵심적인 구조적 장애물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점에서 큰 진전.

• 또한, 빈곤퇴치, 인권보장, 성평등 등 전체를 아우르는 목표
를 설정함으로써 목적과 수단을 보다 명확히해 수많은 목표들
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관리.
• 재해위기감소 센다이체계,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아이
치목표,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호기준 등 기존의 국제협약 및
제도의 이행과 SDGs 이행을 연계해 윈-윈 전략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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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사점
<비판적 평가>
① 너무 많은 목표 → 주목도 저하
② 복잡하게 상호 연계된 목표 → 명확한 이해와 실천의 어려움
③ 객관성, 통합성, 구체성 기준 분석결과, 169개 세부목표 중 120

개(71%)의 목표가 모호하거나 상호모순적(ICSU&ISSC) → (예시)
GDP 성장 Vs 생태적 지속가능성
④ 지표가 목표의 방향성 좌우

⑤ 사회적경제, 원전 등 중요 경제·사회 의제가 누락
⑥ 약한 이행 강제성 → 유엔인권보고 시스템보다 약해서 시민
사회에서는 유엔인권보고 시스템을 통한 SDGs 이행 점검이 보
다 효과적이라는 비판

Chapter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지표 현황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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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지표 현황

3.1 지속가능발전 지표 구조
• 양질의, 접근가능하고, 적기의, 신뢰성 있는 구별 통계의 생산을 기본원칙으로, 국가간 비교할수 있는 지표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
• 2017. 3월 기준, 169개 세부목표에 대해 총 244개 지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중 12개 지표가 중복 사용되
고 있어, 사실상 전체 지표 개수는 232개.
• 232개 지표는 방법론적 확실성과 데이터 가용성을 기준으로 총 3개 그룹으로 분류.
• 2017년 4월 기준, 국제적으로 바로 측정 가능한 지표(Tier 1)는 총 82개로 전체 35.3%에 불과.

<지속가능발전 지표 분류 기준>
Tier 1

•통계방법이 확실하고, 각 국가에서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지표

Tier 2

•통계방법은 확실하나, 각 국가에서 데이터가 부정기적으로 생산되는 지표

Tier 3

•통계방법이 불확실하고, 데이터가 없어 향후 연구개발이 필요한 지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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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속가능발전 지표 내용

※ 232개 전체 지표 내용은 다음 자료 참조.
• 유엔 SDGs 지표 홈페이지 : http://unstats.un.org/sdgs
• 통계개발원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Tier 1 지속가능발전 지표 현황-경제분야>

체계 구축방안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2016) 유엔 SDGs 지역 모니터링을 위

한 SD 도시지표 현황

8.1

8.1.1

1인당 연간 실질 GDP 성장률

8.2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8.5

8.5.2

실업률 (성별, 연령별, 장애인별)

8.6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15-24세)의 비율

8.7

8.7.1

아동 노동을 하고 있는 5-17세 아동들의 수와 비율(성별,연령별)

8.8

8.8.1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 재해 빈도율(성별 및 이주 신분별)

8.10

8.10.1

성인 10만명 당 (a) 상업적 은행 지점들과 (b) ATM의 개수

8.10.2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를 갖고 있거나,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

는 (15세 이상) 성인 비율
8.a

8.a.1

무역대금지급을 위한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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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속가능발전 지표 내용
9.1

9.1.2

교통수단별 승객 및 화물 운송 규모

9.2

9.2.1

GDP 및 1인당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9.4

9.4.1

부가가치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

9.5

9.5.1

GDP 대비 연구 개발 지출

9.5.2

거주자 100만명당 (풀타임에 상응하는) 연구원 수

9.a.1

기반시설에 (공적개발원조 외에 다른 공식적인 자금) 지원되는 총 공

9.a

식적인 국제 지원
9.c

9.c.1

기술별 이동통신망 이용 가능 인구 비율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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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속가능발전 지표 내용
10.1

10.1.1 소득 하위 40% 인구 및 총 인구의 가구지출 혹은 1인당 소득의 성

장률
10.4

10.4.1 급여 및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GDP의 노동점유율

10.6

10.6.1 국제기구에서 투표권이 있거나 멤버십을 갖는 개발도상국의 비율

10.a

10.a.1 관세가 없는 최빈국/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
세선 비율

10.b

10.b.1 수원국 및 원조국별, 자본 형태별, 개발을 위한 자원 유입 총액 (예:
공적개발원조,해외직접투자 및 기타 투입)

12.4

12.4.1 유해 및 기타 화학물질 및 폐기물에 대한 국제 환경 다자 협약에 참
여하는 당사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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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속가능발전 지표 내용
<Tier 1 지속가능발전 지표 현황-사회분야>
1.1

1.1.1

국제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성별, 연령, 고용상태, 및 지리적 위치별(도
시/농촌))

1.2

1.2.1

국가 빈곤선 이하의 인구비율(성별, 연령별)

2.1

2.1.1

영양 결핍 현황

2.1.2

'식량 불안정 경험 척도(FIES)'에서, '보통' 또는 '매우 불안정'에 해당하
는 인구분포

2.2

2.2.1

5세 미만 아동 중 발육 부진 현황(WHO 아동성장기준, 연령별 키)

2.2.2

5세 미만 아동 중 영양실조 현황(WHO 아동성장기준, 키 대비 몸무게)

2.a

2.a.2

농업 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전체 지원금(ODA+기타 공식 자본유입금)

2.b

2.b.1

농업 수출 보조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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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속가능발전 지표 내용
3.1

3.1.2

숙련된 보건인력이 진료한 출산의 비율

3.2

3.2.1

5세 미만 사망률

3.2.2

신생아 사망률

3.3.2

인구 10만명당 TB(결핵) 발병 건수

3.3.5

경시된 열대성 질환 환자 수

3.5

3.5.2

1인당 연간 순알코올 소비량(리터)(15세 이상 인구)

3.6

3.6.1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3.7

3.7.1

현대적인 가족계획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인구(15세~49세)의 비율

3.9

3.9.1

가정 및 주변의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3.a

3.a.1

15세 이상 인구 흡연율

3.b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순액

3.c

3.c.1

보건 근로자 밀도 및 분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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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속가능발전 지표 내용
4.2

4.2.2

(공식적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되기 전 한 해 동안) 체계적 교육에
대한 참여율 (성별)

4.b

4.b.1

학업 분야 및 형태별 장학금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금액의 규모

4.c

4.c.1

(a) 유치원교육; (b) 초등교육 (c) 중등교육; (d) 고등교육 교사 중 사전
또는 재직 중 체계적인 교직 이수를 받은 교사의 비율

5.5

5.b

5.5.1

국회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5.5.2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

5.b.1

휴대폰을 소유한 개인의 비율 (성별)

11.1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불충분한 시설을 가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
시인구의 비율

11.6 11.6.2

도시미세먼지(PM2.5초미세먼지와 PM10미세먼지)의연평균수준 (인
구수에 따른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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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속가능발전 지표 내용
<Tier 1 지속가능발전 지표 현황-환경분야>
6.1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6.2

6.2.1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
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6.a

6.a.1

물 및 위생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금액

6.b

6.b.1

물 및 위생 관리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참여 정책 및 절차를 수립
한 지방행정기구의 비율

7.1

7.1.1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비율

7.2

7.2.1

에너지 소비의 최종단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

7.3

7.3.1

1차 에너지와 GDP의 측면에서 측정한 에너지 집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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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속가능발전 지표 내용
14.4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 이내의 어족자원의 비율

14.5

14.5.1 해양지역 대비 보호구역의 범위

15.1

15.1.1 총 육지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15.1.2

보호지역별, 생태계 형태별, 육상 및 담수 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요 지역의 비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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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속가능발전 지표 내용
<Tier 1 지속가능발전 지표 현황-제도분야>
16.1

16.1.1

인구 10만 명당 의도된 살인범죄의 피해자 수 (연령별 및 성별)

16.3

16.3.2

전체 교도소 수용자 중 판결이 나지 않은 수감자의 비율

16.6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의 비율 (부문별 (또는 예산코드
및 이에 상응하는 기준)

16.8

16.8.1

국제기구에서 투표권이 있거나 멤버쉽을 갖는 개발도상국의 비율

16.9

16.9.1

행정 당국에 등록된 5세 이하 유아들의 비율 (연령별)

16.a

16.a.1

파리규정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관의 존재 여부

- 76 -

33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지표 현황

3.2 지속가능발전 지표 내용
17.1

17.1.1

GDP 대비 정부 수입 총액 (자원별)

17.1.2

국가예산 중 국내 세금 비율

17.2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순 ODA 비율 및 총 ODA 비율

17.3

17.3.1

총 국가예산 중 해외 직접 투자, ODA 및 남남 협력의 비율

17.3.2

총 GDP 중 송금액 비율(USD)

17.4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채무상환 비율

17.6

17.6.2

거주자 100명당 고정 인터넷 광대역 가입률 (속도별)

17.8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17.9

17.9.1

개발도상국으로의 (남북, 남남, 그리고 삼각 협력을 포함하는) 재정 및 기술 지원의 달러 가치

17.10 17.10.1

가중 관세의 전세계 평균

17.11 17.11.1

전 세계 수출규모 대비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수출 비율

17.12 17.12.1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

17.18 17.18.3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실행되고 있는 국가통계계획이 있는 국가 수(재원별)

17.19 17.19.1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17.19.2

지난 10년 동안 a)최소한 한 번의 인구주택조사를 진행했고, b)100퍼센트의 출생등록과 80퍼센트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34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지표 현황

3.3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대한 평가
① 대부분이 결과 측정 지표로써, SDGs를 달성하는 국가의 노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곤란 → 국가지표를 설정할 때, 과정지표로 보
완필요.
② 국가간 비교를 위해 글로벌 지표 개수를 최소 수준으로 제한(한
개 목표 당 1~3개 정도의 지표)하여, 다른 데이터와 분석들로 보완
되지 않으면, SDGs의 광범위한 비전을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 노정.
③ 현재, 측정가능한 지표들의 경우, 기존 개발주의에 기초한 양적
성장 지표로써, 경제·사회·환경 통합적인 질적 지표 개발 필요.

④ 국가별 지표 개발 및 통계구축 필요.
→ 글로벌 지표에만 기댈 경우, 모니터링은 질적 데이터보다 양
적 데이터, 지역 다양성 보다 글로벌 비교성, 수요 중심보다 데이터
중심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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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리나라 측정 가능 지속가능발전 지표 현황
<우리나라 국가통계포털 기준 기초지자체 단위 측정 가능한 세부목표 현황>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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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리나라 측정 가능 지속가능발전 지표 현황
• 2017년 4월 기준, 총 232개 글로벌 지표 중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총 71개(30.6%) 지표 간접 측정 가능.
- 경제분야(SDG 8, 9, 10, 12) 지표 : 22개(31%)
- 사회분야(SDG 1, 2, 3, 4, 5, 11) 지표 : 28개(39.4%)
- 환경분야(SDG 6, 7, 13, 15) 지표 : 8개(11.3%)
- 제도분야(SDG 16, 17) 지표 : 13개(18.3%)
※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측정 가능 SDGs 지표 현황(국가통계포털 기준)
SDG 1 | 1.2.1/1.3.1/1.5.1/1.5.2
SDG 2 | 2.4.1
SDG 3 | 3.1.2/3.3.2/3.6.1/3.7.1/3.8.1/3.8.2/3.a.1/3.c.1
SDG 4 | 4.1.1/4.2.2/4.3.1/4.5.1/4.a.1
SDG 5 | 5.2.1/5.5.2
SDG 6 | 6.1.1/6.3.1/6.4.2
SDG 7 | 7.1.1/7.1.2/7.2.1
SDG 8 | 8.1.1/8.2.1/8.3.1/8.5.2/8.6.1/8.7.7/8.8.1/8.8.2/8.10.1
SDG 9 | 9.1.2/9.2.1/9.2.2/9.4.1/9.5.1/9.5.2/9.c.1
SDG 11 | 11.1.1/11.2.1/11.3.1/11.5.1/11.5.2/11.6.1/11.6.2/11.7.1
SDG 12 | 12.4.2/12.5.1/12.7.1
SDG 13 | 13.1.2
SDG 15 | 15.1.1/15.1.2/15.2.1/15.3.1
SDG 16 | 16.1.1/16.1.3/16.1.4/16.2.1/16.2.3/16.3.1/16.6.1/16.7.1/16.9.1
SDG 17 | 17.1.1/17.1.2/17.6.2/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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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측정 불가능. 다
만, 해양보호구역 면적 등 일부 지표 관
련 데이터를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공공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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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사점

통합적·질적 평가
곤란

국내 현실과 괴리된
SDGs 및 지표
다수

구별통계 부족으로
포용적 정책 수립
곤란

지역 중심
질적 지표 개발
·
참여
통계 거버넌스

Chapter 4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의미와 과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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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논의동향

5.1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의미

4년 동안 연간 GDP 3% 성장한 반면,
같은 기간 미세먼지 농도 연간 50% 증가,
쓰레기 배출량 연간 20% 증가,
소득격차 5배 증가했다면,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통합
적 결론은 어떻게 낼 것인가?

경제·사회·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국제 공통

환경·제도

구체적 담론

정책 방향

지속가능성

통합 측정

형성

견인

평가 도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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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과제

통합적인

통계거버넌스
체계 구축

Open

시민 참여

Data

통계 구축

지속가능발전

시민인식

통계의 과학성·객관성, 인간의 합리성의 한계를 고려할 때

과학적 통계 기반 지속가능발전목표 측정 목적
→ 기존 발전방식에 대한 비판적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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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감사합니다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성산동, 시민공간 나루 5층)

T) 02-706-6179 F) 02-3144-4709
E-mail : kicsd.re.kr@gmail.com
Website : www.kicsd.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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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4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사회성과 측정

박성훈
SK SUPEX추구협의회 사회공헌팀 매니저

- 83 -

- 84 -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사회성과 측정

2017. 9.
사회성과인센티브추진단

0

1. 사회성과인센티브 (Social Progress Credit) 제안 배경

【 도입 배경 】

【 사회성과인센티브 (SPC) 】

사회적 기업 내실의 어려움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따라
제공되는 보상

창업 망설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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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작동 원리

【 사회성과인센티브의 두 가지 축 】

【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작동 원리 】

 사회적 가치 인정
사회적 가치 측정

 개선/성장 의사결정

 생존 가능성 증대

금전적 인센티브

 사회적 기업 성장
 투자 매력도 증대

2

3. 사회성과인센티브의 기대 효과

【 사회성과인센티브 기대 효과 】

사회적 기업 생태계 성장
인센티브를 통한
성장

투자/ 인재
유입으로
창업 활성화

사회적 기업
성공 가능성
증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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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경과와 참여기업 현황

진행 경과

참여기업 현황
1차년도

2차년도

Total

(44개)

(57개)

(101*개)

10년

6년

8년

평균 매출액

16.3억원

8.6억원

12억원

평균 직원수

39명

20명

28명

인증 SE 비율

90%

70%

80%

 2015년 3월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 출범

평균 업력

 2015년 4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 론칭
 2016년 4월

1차년도 인센티브 제공(44 기업)
 2017년 4월

2차년도 인센티브 제공(93 기업)

* ‘17. 3월 기준 프로젝트 참여기업 총 101개

4

5. 사회성과 측정 영역

간접 Impact
미보상 성과

측정 영역

기보상 성과

시장에서

직접 성과

보상된 성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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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성과의 개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다양

참여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회성과(Social Performance)” 개념 제안

【사회성과 개념】
사회적 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창출한 성과
Alternative(정부, 영리기업) 대비 부가적으로 창출한 성과
시장기구에서의 미보상 성과

6

8. 사회성과 측정 원칙

시장가격에 기반하여 화폐 가치로 측정함

수혜집단이 얻은 편익(Benefit)의 가격을 추정

반복 측정 가능, 업종 구분 없이 기업간 성과 비교 가능

개선/ 관리 지표로 활용 가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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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성과 측정 방법

미션과 사회성과 창출 방법에 따라 사회성과를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측정원칙(표준 측정식) 제시

사회적 기업의 사명

구분

사
회
성
과
창
출
방
법

사회문제 해결

재화/
서비스
프
로
세
스

내
부
외
부

환경문제 해결

Ⅰ

사회서비스 성과
Ⅱ

고용 성과

Ⅲ

환경 성과

Ⅳ

사회생태계 성과

8

[참고] 표준식 예시

∑(일반 영리시장가격 – SE 제공 가격) – 사회서비스 관련 외부지원금

가격할인 통한

수혜 대상 확대

미보상성과

일반
SE
기존시장가

SE제공가

∑(SE 지급급여 – SE 취업 이전 근로소득) – 고용 관련 외부지원금
미보상성과

취약계층 소득 증진

SE 취업 전
SE 취업 후
노동취약상태의 소득수준
(Proxy)
실업상태를 포함한
해당 계층의 평균 소득

현재의 소득수준
(실제 지급급여)
SE취업 후
실제 근로소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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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회성과 측정 시스템 (SPAS, Social Progress Appraisal System)
시스템 첫 화면

시스템 최종 결과물인
사회성과 리포트
10

10. 2차년도 사회성과 측정 결과
1차년도 성과측정과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참여 기업의 사회성과 향상을 확인하였음

[ Details ]

‘16년 측정 결과
 2학년(44개)

기업당 평균

사회성과 3억 원

 1학년(49개) 기업당 평균 사회성과 1.5억 원

사회성과 201억 원
(93개 기업)

 2학년 사회성과 변화
1차년도 (’15년)

2.2억 원

(기업당 평균 사회성과)
2차년도 (’16년)

3억 원

11

- 90 -

11. 2차년도 지급 비율과 인센티브

개별 기업 차원
혁신동기 유발과

지급 비율: 매년 증분에 대한 보상 증대

보상의존 방지

① 1차년도 참여기업 (44개) : 사회성과 총액 15% (보장) + 증분 25%
② 2차년도 참여기업 (49개) : 사회성과 총액 25%

지급 총액: 48억 원

기업 전체 차원

기업 당 : 5천 1백만 원

외부 자본 유입을 위한
마중물 수준
* 1차년도 : 44개 기업 총액 26.5억 원
(기업당 평균 6천만 원)
사회성과 총액 대비 25% 비율 지급

12

12. 1차년도 참여기업 인센티브 활용 사례
1차년도 참여기업 중 상위기업은 첫 해 받은 인센티브를 사업에 재투자하여 사회성과를 더욱 높임

동부케어

1차년도 인센티브 활용

2차년도 성과

고용 확대 / 투자 유치

사회성과 7.2억 원 증가

→ 요양 병상/ 돌봄 인력 증가

(6.3억 원 → 13.5억 원)

(요양병원 운영)

상위 3개 기업이
1차년도 인센티브

도우누리

고용 확대 / 부채 상환

사회성과 2.5억 원 증가

수령 후

(7.5억 원 → 9.7억 원)

취약계층 고용
210명 신규창출

(돌봄서비스)

추억을파는극장

사회성과 3.8억 원 증가

사업 확장 : 실버 문화거리

(5.4억 원 → 9.2억 원)

(노인전용극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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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여기업 사업 사례

기업명

사업

동부케어

요양병원 운영/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추억을파는극장

노인전용 극장/ 노인 문화거리

비타민엔젤스

비타민 1+1 판매

공공미술프리즘

문화예술 디자인 통한 지역재생 사업

위시켓

O2O 기반 IT프로그래머와 프로젝트 연계

오파테크

일반인도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는
점자교육자재 개발

14

[참고] 사회성과인센티브 론칭 행사
2015년 4월 1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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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차년도 인센티브 어워드
2016년 4월 20일

16

[참고] 2차년도 인센티브 어워드
2017년 4월 20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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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측정 관련

정책 제안

18

[제안] 화폐가치에 기반한 사회성과 측정 체계 활용

합의를 통해 개발되고

사회적 기업 인센티브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 측정하며

정부/지자체 지원/육성사업

시장가격에 기반하여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가치평가(신용/투자가치)
공공구매

사회성과(Performance, Outcome) 측정 체계

민간 창업지원/육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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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화폐화 가치 측정체계/ 자가 측정의 장점

화폐화 가치 측정의 장점

자가 측정의 장점

무차별 비교 가능성
각자 사업의 가치가 어디에서 창출되는지

반복 측정/ 측정子 신뢰성

알게 됨

비교 가능한 전망/ 개선 목표 수립 가능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음

단일 세부 지표를 관리 지표로 활용 가능

파트너십 방법(상호보완)을 찾을 수 있음

(정부/지자체)

객관적 성과 기반 자원배분 가능

20

[제안] 합의의 중요성과 합의 영역

합의의 중요성

합의 영역

측정 체계/ 결과에 대한 정당성 부여

1

사회적 가치 조작적 정의에 대한 합의

2

측정체계 구분에 대한 합의

3

측정식에 대한 합의

4

세부 측정 지표에 대한 합의

5

기준값(Proxy)에 대한 합의

참여/ 견제를 통한 공정성 획득

자료 수집 용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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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합의의 효과

합의의 효과

해당 사업의 Solid한 사회적 가치를 알게 됨

사회적 가치의 분류/ Naming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프레임 형성 가능

시장에서 경쟁하는 Alternative가 무엇인지/ 그들의 성과가 얼마인지를 알게 됨

관리해야 할 지표를 알게 됨

어떤 시장 통계/ 어떤 지표를 눈 여겨 보며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지 알게 됨

22

[제안]

(가칭)

사회적가치평가원 설립

합의를 통해 개발되고

민간 주도,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 측정하며

사용자 중심 거버넌스의
시장가격에 기반하여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사회적가치평가원 설립

사회성과(Performance, Outcome) 측정 체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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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토론1

평가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원재
재단법인 여시재 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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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원재/ 경제평론가, (재)여시재 기획이사)

-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관심 고조
(1)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사회적 가치를 규정할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 움직임
(2) 임팩트금융 활성화와 함께 필요해질 소셜임팩트 평가 방법에 대한 관심
(3) 기업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며 사회적 책임 평가 방식 논의 활성화

- 사회적 가치의 비교가능한 단일기준 정량 평가 방식의 장단점
(1) 장점: 비교가능하므로 서열화가 가능하고, 서열화가 가능하므로 투자 및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가 용이함
(2) 단점: 비교불가능한 요소들까지 모두 기계적으로 비교해야 정량화가 가능하므로 무리한
환원으로 인한 측정의 정확성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지표과잉으로 평가대상이 실제
사회적가치 증대보다는 전략적으로 지표 점수 상승에 몰두하게 만들 가능성 높음

- 한계가 드러난 사회적 가치 평가의 사례
(1) SROI: 사회적 가치 평가 요소를 일원화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ROI와 같은 정교하고
객관적인 지표화에 성공했으나, 그 평가 요소의 현실정합성이 의심받으며 활용도가 미미함
(2) GRI Guidelines/ISO26000: 국제적 합의를 통해 권위와 영향력을 확보했으나, 실제
창출되는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는 최소 가이드라인 역할에
그침
(3)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사회적책임 관련 요소: 전체 공공기관을 단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공공기관들이 실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서기보다는
지표 점수 향상을 위한 전략적 행동에만 몰두하게 됨

- 대안: 프로젝트별 사회적가치 정의
(1) SPC의 경우 지원대상별로 상이한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사이 창출
사회적가치의 비교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측정 자체의 정확성은 높이는 틀을 만들어 적용
(2) SIB의 경우 정부가 사업별로 사회적가치를 독립적으로 정의해, 이를 달성하는 경우
재무적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사업간 성과 비교는 어렵지만 개별 사업 자체의 성과는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임팩트 금융 및 SIB를 추가로 도입 및 활성화해, 프로젝트별 가치 측정 방식을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사회적 가치 평가의 틀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요소를 넣되, 기관별로 이 지표가 제대로 정의되도록
집중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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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회적기업, 원형으로 돌아가자(<한겨레> 2017년 7월 12일치, 졸고)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이 계기였다. 낯설었다. 법 제정이 10년 된 것은 맞고, 지원정책도 그만큼 나이를
먹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 법과 지원정책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10년 전인 2007년 제정됐다. 법률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라고 사회적기업을 정의했다. 여기 맞춰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나왔다. 사회적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기 시작했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지금 1700개가 넘고, 3만7천여명이 고용되어 있다.
이런 내용만 보면, 사회적기업의 역사는 정부 지원의 역사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사회적기업은 법률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민간 영역에서 오래도록 이어진
도도한 흐름이다. ‘정부도 영리기업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만든 사업조직들이 그 원형이다.
1997년 IMF구제금융 뒤 실업사태가 벌어질 때, 지역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취약계층을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벌였다. 1990년대 초에는 도시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생산자협동조합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태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든 생활협동조합들도
비슷한 목적이었다.
법률과 지원정책이 없을 때부터 그들은 사회적기업을 경영하고 있었다. 고용도 빈곤도
환경도 사업대상으로 삼은, 그들이 사회적기업의 원형이었다.
지난 10여년 끌고온 정부 주도 모델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민간 주도로 질적 변화를
꾀할 때다. 정부 역할은 여전히 크지만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직접 끌고가는 대신, 민간이
끌고가는 데 필요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나서야 한다.
사회적기업을 법적 실체로 인정하는 게 가장 먼저다. 사회적기업은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주식회사도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아닌 다른
조직이다. 상품을 생산하고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되, 목적은 사회문제 해결에 있는
조직이다. 이를 담을 법인격이 지금은 없다. 세제 지배구조 같은 제도 역시 정비되지
않았다.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IC)가 사례가 될 수 있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처럼 정부사업을 장기적 시각을 갖고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1년 단위로 지원하는 대신 5년, 10년 단위로 지원하되
그 결과를 명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라 보상하도록 구조를 짜는 것이다. 이런 구조가
있으면 민간 자본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하기가 쉬워진다.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금융도 키워야 한다. 투자는 기업에게 여유를 줌으로써
혁신할 시간을 준다. 오래 기다려주며 사회적가치도 평가해주는 인내자본이라면 더 그렇다.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뱅크처럼 순수 민간금융이면 더 좋지만, 영국
빅소사이어티캐피털처럼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융도 괜찮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사회를 뒤따라가며 파생되는 문제들을 치유하느라
바빴다. 지금부터의 사회적기업은 어쩌면 정의와 효율의 균형추를 장착하고 사회를
앞서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를 치유하는 일을 더 커진 국가에 맡기고 나면,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해법을 찾는 혁신의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원정책에 적응하며 생존하는 사회적기업은 원형이 아니라 한 변형일 뿐이다. 지금이 바로
원형으로 돌아가기 좋은 시간이다.

- 100 -

토론2

관련 법제도 검토와 제언

양동수
변호사, 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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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사회적가치 창출 평가와 측정’

양동수(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 변호사)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SR), 사회책임투자(SRI), 지속가능발전 관련
■ 주요 법제화 현황
-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사회적책임경영’
- 근로기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의 ‘녹색경영‘, ‘지속가능발전‘ 등
- 국민연금법, ‘기금 관리·운영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고려’
- 국가재정법, ‘기금자산 운용시 공공성 고려’
- 조달사업법, ‘사회적책임장려’

■ 국회 주요 발의안
- 자본시장법 개정안, ‘사업보고서에 CSR 공시 의무화’ 등
- 국가재정법 개정안, ‘ESG 고려’ 등
- 국민연금법 개정안, ‘ESG 고려 의무화’, ‘주주권 행사’ 등
- 산업발전기본법(CSR 관련), 국가계약법(ESG 관련) 개정안(발의예정) 등

■ 기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촉진’ 등
-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지침 마련
: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배당 등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

2.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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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 현황
-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활기업), 도시재생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마을기업),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
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공동체 회사) 등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조합, 신협·새마을금고, 소비자생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근거가 되는 개별협동조합법 등
- 지자체 조례 등
: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활성
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공유(共有) 촉진
조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등

■ 국회 주요 발의안
-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 기타
- (가칭)사회적목적회사 법인격 마련 법안 준비 중
: 상법상 회사 기반의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인격 제도화
: 영국의 CIC, 벨기에 SFS, 미국의 PBC/L3C 등 법제 참고
: 사회적가치 예시적 열거/사회적목적 이행 선언서 + 설립신고/배당제한/잔여재산
처리시 자산동결 등

3. 공공영역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화 방안-사회적가치법
■ 공공부문의 사회적가치 핵심원리화 필요성
- 한국은 공공성 측면에서 OECD 33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순위로 평가되고, 공공
기관의 정책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도 초보적 수준임
- 공공기관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회적가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
도 미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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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사회적가치법’) 발의
(19대/20대 국회)

■ 사회적가치법 핵심내용
○ (목적) 공공기관*의 모든 정책 등(정책·사업·업무 등)을 수행(수립·시행·평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적극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가치 실현을 확산

* 국가, 지자체,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출자·출연기관 등
**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등으로 열거
○ (법률체계)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계획(5년, 기재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매년, 공공기관) → 실적평가·확인(자체, 외부평가)
○ (추진체계)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대통령 소속) 및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지자체)
설치·운용
○ (지원수단) 사회적가치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소속직원에 대해 포상, 성과
급 지급 등 인사상 우대
○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조달, 개발, 국공유재산, 민간위탁, 민관협력 등에
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의 수주가 늘어나도록 우대할 수 있음
■ 사회적가치법의 기대효과
○ 사회적가치(헌법적 가치와 연계)를 정책수행의 기본원리로 고려하도록 하고, 사
회적가치의 실현이 공공기관의 성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정부업무평가법령, 공공기관운영법령, 지방공기업법령, 지방출연기관법령 등)
○ 민간영역의 사회적가치 실천 확산을 견인하고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 (국가/지방계약법, 물품관리법, 국공유재산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등)

■ 사회적가치의 의미 구체화 및 사회적가치 성과평가 관련
○ 헌법적 가치의 구체화로서의 사회적가치
- 사회적가치는 헌법적 가치 중 현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을 위
해 긴요한 가치를 추출하여, 국가 정책의 핵심원리로 삼고자 한 것임
- 국민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헌법적 가
치를 다시 불러내어, 사회적 가치로 이름붙이고, 그 가치의 실현을 국가의 최우
선 과제로 삼으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임1)
1) 김성진,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과 헌법, 2017.8.23.,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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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가치와 헌법적 가치 연관관계 정리2)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법

제3조

헌법적 가치

근거 조항

제1호 가목 내지 파목)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
건복지의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
의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생과 협력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통한

10조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

11조 내지

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

37조

회결사의 자유, 학문과예술의 자유, 일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

32조 3항

재해 예방의무,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의무

34조 6항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5조 1항
34조 1항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

34조 2항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근로의 권리

36조 3항
32조 1항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

32조 3항

노동3권
여자의 근로 특별 보호,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33조
32조 4항

서 부당한 차별 금지

32조 5항

연소자의 근로 특별 보호

32조 6항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 우선적 근로의 기회 제공
여성 복지와 권익 향상 노력의무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

복원
경제활동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 신체의 자유,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
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

노인, 청소년 복지향상 정책 실시 의무

34조 3항

신체장애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자 보호의무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34조 4항
119조 2항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
근로의 권리, 고용증진의무, 적정임금 보장 노력

123조 3항
32조 1항

의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기준

32조 3항

법정의무
지역경제 육성 의무

123조 2항

지방자치

117조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전문

경제력 남용 방지,

119조 2항

회적 책임 이행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민적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권리로서

민주적

2) 김성진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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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1항,
2항
1조,41조

1항, 67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1항, 72조

국민투표,

1 1 8 조 ,

지방자치, 지방선거

119조,

헌법개정 국민투표

130조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23조 2항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

공공복리에 기한 기본권 제한

23조 3항

현과 공공성 강화

납세의 의무

38조

국토 이용 제한 의무 부과

122조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사회적가치 성과 평가
-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구체화 연구용역 진행 중
: 민간부문의 사회적가치 평가 관련 성과 반영 및 연동 노력 필요
- 공공부문의 주요 평가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작업 진행 중
: 사회적가치가 단순히 평가지표 중의 하나의 분류가 아니라 공공혁신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화 할 필요

4. 사회적가치 실현 기반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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