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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이하 우선구매제도)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하고 있음.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
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이나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보전을 통해 자립
과 사회통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및 연구 프로세스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음.
- 첫째,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영향력)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해 먼저 관련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우선구매제도의 현황
과 문제점, 개선방안, 사회적 기여도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
음.
- 둘째,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구성요인과 측정척도 개발
을 위해 광범위한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음. 여기서는
우선구매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국내·외 기관(시설)등에 대한 사
회적 가치 측정 도구 관련 문헌조사와 현황 등을 비롯하여, 사회
적 가치 측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실시했음. 또한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FGI를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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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가치요인과 측정
방법을 개발하였음.
- 셋째, 전문가 자문워크숍 등을 통해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
치 구성요인과 측정모델,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
기 위한 정제작업을 수행하였음.
- 넷째, 개발과 정제작업을 거친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측
정척도를 통해 실제 생산시설들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더불
어 우선구매제도의 기초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음. 이
를 통해 우선구매제도의 구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사회적 가치 및
효과성 측정이 가능함.
- 다섯째,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생산 및 판매시설과 구매기관
들 간의 관계품질 및 관계성과 개선방안, 궁극적인 사회적 가치
증대 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현황 및 성과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특징
○ 2008년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우선구매 규모와 (중증)장애인 규모, 생산시설은 양적으로 지속적
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우선구매액은 2010년 1,902억원에서
2018년 5,757억원으로 계속 증가해 왔으며,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
고용규모도 2010년 4,390명에서 2018년 11,508명으로 계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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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음. 또한 생산시설도 2010년 196개에서 2018년 580개로 지
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즉 우선구매제도가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근로중인 중증장애인 수는 2013년 약 149,004명에
서 2018년 약 159,033명으로 매년 증가와 감소를 교대로 보이고
있음. 이 중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종사하는 중증장애
인 수는 2013년 약 7,691명으로 총 취업자의 5.16%를 차지했고,
이후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11,058명으로 약 6.95% 수준을 차지했음. 즉, 우선구매제도를 통
한 중증장애인 취업률이 안정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문제점

○ 우선구매제도가 지난 10여 년간 외형적인 성장을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 등 총량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지만 개선되어
야 할 문제점들도 내포하고 있음. 먼저 최근 8년간 생산시설 1개당
우선구매액, (중증)장애인 고용규모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생산시설 1개당 우
선구매액은 2010년 9.7억원에서 2018년 9.9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중증장애인 고용규모는 2010년 22.4명에서 2018년 19.1
명으로 감소하였음. 또한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총 장애인 고용규
모도 2010년 25.8명에서 2018년 21.9명으로 감소하였음. 생산시
설 1개당 (중증)장애인 고용규모가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
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구매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개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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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음. 즉, 우선구매액, 생산시설 및 (중증)
장애인 고용규모는 양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질적인 내용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임.

○ 이러한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들이 발견됨. 즉, 지난 8년간 우선구매액과 생산시설 수는 각각 연
평균 14.85%와 14.52%씩 증가한 반면, 중증장애인 고용규모와
장애인 고용규모는 각각 연평균 12.24%와 12.23%정도 밖에 증가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고용의 효과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우
선구매액이나 생산시설 수 증가율에 비해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증가율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선구매제도의 고용효과
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함. 이러한 현상이 나타
난 이유로는 초기에 중증장애인 고용규모가 큰 사업장들이 생산시
설로 지정받았고, 이후의 신규 지정 사업장들은 최소한의 중증장
애인 고용의무 기준만을 충족하면서 진입하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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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론됨. 또한, 보다 심각한 것은 동
일 기간 동안 우선구매액 10억원당 중증장애인 고용규모와 생산시
설 1개당 중증장애인 고용규모는 각각 연평균 -2.27%와 -1.99%
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임. 우선구매제도가 지속적으로 양
적 확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중증장애인 고용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여서 개선의 여지가 큼.

○ 한편,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구
매액 총액으로는 공공기관의 1% 이상 구매가 2015년부터 준수되
고 있으나, 공공기관 유형별로 분석할 때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큼.
2018년말 현재 1,018개의 우선구매 의무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
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493개(48.4%)에 불과하며,
1% 미만 구매기관은 525개(51.6%)나 됨. 모든 개별 공공기관들
이 1% 이상 의무구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홍보 및 마케
팅, 구매 품목 신규 발굴, 신규 창업 및 규모화 유도 등)을 체계적
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객관리 측면에서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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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우선구매를 하고 있거나 우선구매액이 큰 개별 공공기관
을 대상으로 전략적 관리를 해야 함. 단순히 공공기관이 법적 기준
을 충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적절한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음.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은 현
실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음.

- 첫째, 정부가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임. 즉,
현재 1%인 의무구매비율을 점차 확대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임. 그러나 이는
기타 중증장애인 지원정책과의 효과성 비교 분석을 통해 경쟁우
위에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는 선결문제가 있고, 또한 다른 사회
적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단기적으
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전략적인 계획 하에 중장기적으
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

- 둘째, 향후 상당기간 1% 의무구매비율 확대가 어렵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손쉬운 중증장애인 등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은
1% 미만 우선구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
팅 활동을 통해 1%를 달성토록 하는 것임. 모든 개별 공공기관
들이 1% 이상의 우선구매비율을 충족한다면 현 1%이상 의무고
용비율 조건하에서도 추가적인 우선구매액을 확보하여 고용 등
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2018년말 현재 1,018개의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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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이상 구매한 기관은
493개(48.4%)에

불과하며,

1%

미만

구매기관은

525개

(51.6%)나 됨.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특히 지방의료원(구매
비율 0.34%), 기타 특별법인(구매비율 0.37%), 기타 공공기관
(구매비율 0.43%), 교육청(구매비율 0.8%), 지자체(구매비율
0.85%) 순으로 의무구입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강력하게 의무고용비율 준수를 요구하여,
현 제도하에서도 우선구매액 증가를 달성할 수 있음. 만약 원인
이 적합한 구매물품 등이 없다면 새로운 품목이나 생산시설을 발
굴하거나 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 역할을 한국장애인개
발원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생산시설의 규모화임. 2008년부터 생산시설당 우선구매
액이나 중증장애인 고용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생산시설의 영세성이 하나의 문제임. 이는 신
규로 지정받는 생산시설이 기본적인 법적 요건만을 충족하는 형
태가 대부분이어서, 초기 지정 생산시설의 고용 규모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은 고용규모를 갖춘 생산시설들이 진입하고 있기 때
문임. 규모의 경제화를 실현해 동일한 우선구매액 규모하에서도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Ⅲ.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구성 요인
○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정의 하에 그 구성 요인을 관련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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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별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함. 이해당사자별 사회적 가치
구성 요인은 상호 중첩되기도 하지만, 각 이해당사자별로 우선적
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선행연구 등에 근거하여 이 제도의 주요 이해당사자는 중
증장애인과 그 가족,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공공기관, 사회 및 국
가로 설정함.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구성 요인을 종합하면
총 14개의 요인들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요인들이 MECE(Mutually
Exclusively & Collectively Exhaustive) 조건을 충분히 충족한다
고 보기는 어렵지만,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상당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장애인
본인

장애인
가족

1. 소득 증대 효과

●

●

2. 직업능력 및 자기개발 효과

●

●

3. 정신적·신체적 건강 개선과
그로 인한 의료비용 등 절감
효과

●

●

4. 사회적 편견(차별) 개선 효과

●

●

5. 삶의 질 개선 효과
(사회적 관계 개선, 자신감 및
자존감, 행복감 등 향상)

●

●

사회적 가치 구성 요인

생산
(판매)
시설

사회
및
국가

●

●

●

●

6. 생산 및 판매활동을 통한 경
제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

●

7. 장애인과 비장애인 고용창출
효과(고용율 증대 효과)

●

8.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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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

●
●

9.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공동체 재생 효과

●

10.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 및 공
유 가치 창출 효과
11.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정당
성 및 공공기관 이미지 개
선 효과

●

●

●

●

12.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 등 재정지출 절감 효과

●

13. 정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정
당성과 신뢰성 증대 효과

●

14. 기타 환경 및 생태계 개선
효과

▲

▲

▲

Ⅳ.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비용-편익 분석

○ 우선구매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계량화가 가능한 주요 사회적 비용
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용
◾정의 :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우선구매를 통해 구입
하는 비용
◾계량화 방법 : 우선구매액으로 계상
②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에 지원되는 각종 정부 지원금
◾정의 : 중증장애인 고용 등과 관련해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에 지
원되는 정부 및 민간지원금
◾계량화 방법 : 정부 및 민간지원금으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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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기업의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감소 비용
◾정의 : 우선구매제도로 인해 일반기업의 매출액 감소를 통한 고
용감소 효과
◾계량화 방법 : 중증장애인 인건비로 계상
④ 우선구매제도 운용·관리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정의 : 우선구매제도 운용·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나 한국장애
인개발원 등의 지원 비용
◾계량화 방법 : 연간 10억 원으로 단순 가정함
⑤ 우선구매제도로 인한 공공기관의 자율성 제약 비용
◾정의 : 우선구매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자율성 제
약 비용
◾계량화 방법 : 우선구매액의 1%로 단순 가정함

○ 우선구매제도의 14개 사회적 가치 구성 요인 중에서 계량화가 가
능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편익 항목을 설정하고 계상함.
① 생산시설이 생산한 재화 등의 시장가치
◾정의 : 생산시설이 생산한 재화 등의 우선구매가격이 시장가치
로, 공공기관이 일반 경쟁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격
◾계량화 방법 : 우선구매액 x 88%(조달청 낙찰하한율)
② 중증장애인 소득
◾정의 :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소득으로, 이
제도를 통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소득 효과
◾계량화 방법 : 중증장애인 소득금액으로 계상(2018년 12월
중증장애인 인건비 6,499,526,000원 기준)
③ 중증장애인 가족 소득
◾정의 :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고용된 중증장애인을 더 이상 돌보
지 않아도 되는 가족(가족당 1명 가정)의 신규 창출 소득
◾계량화 방법 :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x 1명) x 월 최저임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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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④ 중증장애인의 의료비용 지출 감소 효과
◾정의 : 중증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개선으로 인한 의료비
용 지출 감소 효과
◾계량화 방법 : 1인당 연 50만원으로 단순 가정함
⑤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에 근로하는 경증 및 비장애인 소득
◾정의 :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에 고용된 경
증 및 비장애인의 소득 금액
◾계량화 방법 : 경증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상
⑥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각종 사회보장비용 등 감소 효과
◾정의 : 중증장애인의 근로생활로 인해 감소되는 정부의 각종 사
회보장비용 등 지출 감소 효과
◾계량화 방법
- 장애인연금 절감액 : 25만원(차상위 초과) x 11,058명 x
12월 x (255,500명/787,264명)
-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절감액 : 44만원(복지일자리 기준의
최소액) x 11,058명 x 12월 x (17,352명/989,756명)
- 기타 비용절감액은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미계상
⑦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개선 효과
◾정의 : 중증장애인의 근로생활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 효
과(사회적 관계 개선, 자신감 및 자존감, 행복감 등 향상)
◾계량화 방법 : 가족당 연 1,000만원으로 단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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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항목
1.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용

화폐가치(천원)
575,700,000

2.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에 지원
되는 각종 정부 지원금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미계상

3. 일반기업의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감소 비용

중증장애인 인건비 77,997,312

사회적
비용 4. 우선구매제도 운용·간리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연간 1,000,000 단순 가정

5. 우선구매제도로 인한 공공기관
의 자율성 제약 비용

우선구매액의 1% 단순 가정
5,757,000

합계

660,454,312

1. 생산시설이 생산한 재화 등의
시장가치

575,700,000 X 88% =
506,661,000

2. 중증장애인 소득
3. 중증장애인 가족 소득
4. 중증장애인의 의료비용 지출
감소 효과
사회적
5.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에 근로하
편익
는 경증 및 비장애인 소득

6,499,526 x 12월 = 77,997,312
11,058명 X 1,800 X 10월 =
199,044,000
1인당 연간 500 단순 가정
5,529,000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미계상

6.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각 장애인연금 절감액 10,766,347 +
종 사회보장비용 등 감소 효
장애인일자리지원 절감액
과
1,023,604 = 11,789,951
7.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개선 효과

가족 당 연 10,000 가정
110,580,000

합계

911,601,263

S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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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601,263 / 660,454,312)
= 1.38

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측정모델
○ 선행연구 결과를 비롯하여 사회적기업연구원의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연구(2011), KAIST의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연구(2010), 성
균관대학교 연구(2013, 2014), 한밭대학교 연구(2015), 한국사회
적기업진흥원의 SVI 등 국내외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측
정지표 연구결과들을 종합 분석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음.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개발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점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가장 기본적이면서 범용성이 있
는 지표들로 구성하였음.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는 크
게 사회적 가치 지향성(100점), 고용의 양적 성과(100점), 고용의
질적 성과(100점)로 범주화하여 17개 세부 지표들을 개발하였음.
총 300점 만점의 사회적 가치 측정 점수를 기본으로 하되, 생산시
설이 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상 받거나 사회문제를 혁신적
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에 있어서는 가점을 부여함. 반
면, 노동법 위반이나 산재 사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문제를 야
기한 경우에는 감점을 하는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음.

1.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
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임. 즉, 생산시설이 명시적으로 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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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영철학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목적을 대내외적으로 표
방하고 이에 적합한 조직운영 등에 적합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를 측정한다. 여기에는 6가지의 세부 측정지표를 설정하였음.
① 생산시설의 사회적 미션(정성지표)
② 생산시설에 대한 사회적 평판(정성지표)
③ 당기순이익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의 환원 수준(정량지표)
④ 지역사회 공헌활동(정성지표)
⑤ 중증장애인 가족과의 연대성(정성지표)
⑥ 투명한 조직관리(정성지표)

2. 고용의 양적 성과
○ 고용의 양적 성과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총 근로자 고용규모를
측정하는 것임. 우선구매제도의 주요 목적이 중증장애인 고용이므
로 이 지표를 중심으로 관련된 고용성과를 측정한다. 여기서는 5개
의 세부지표를 설정하였음.
① 중증장애인 고용규모(정량지표)
② 우선구매액 1억원당 중증장애인 고용규모(정량지표)
③ 중증장애인 고용증가율(정량지표)
④ 중증장애인 이외의 근로자 고용규모(정량지표)
⑤ 우선구매액 1억원당 중증장애인 이외의 근로자 고용규모(정량
지표)

3. 고용의 질적 성과
○ 고용의 질적 성과는 근로하는 중증장애인의 처우, 근무환경, 만족
도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임. 중증장애인 고용량과 함께 이들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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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생활의 질을 함께 측정해 우선구매제도의 정책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임. 여기서는 6개의 세부지표를 설정하였음.
① 중증장애인 1인당 임금수준(정량지표)
② 중증장애인 1인당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비용 수준(정량지표)
③ 근무환경 수준(정성지표)
④ 중증장애인 고용유지율(보호작업장의 경우는 이직률)(정량지표)
⑤ 중증장애인의 고충처리 수준(정성지표)
⑥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직장만족도 수준(정량지표)

장애인
본인

장애인
가족

1. 소득 증대 효과

●

●

2. 직업능력 및 자기개발 효과

●

●

3. 정신적·신체적 건강 개선과
그로 인한 의료비용 등 절감
효과

●

●

4. 사회적 편견(차별) 개선 효과

●

●

5. 삶의 질 개선 효과(사회적 관
계 개선, 자신감 및 자존감,
행복감 등 향상)

●

●

사회적 가치 구성 요인

생산
(판매)
시설

사회
및
국가

●

●

●

●

6. 생산 및 판매활동을 통한 경
제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

●

7. 장애인과 비장애인 고용창출
효과(고용률 증대 효과)

●

8.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효과

●

9.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공동체 재생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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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

●

●

●

10.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 및 공
유가치 창출 효과
11.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정당
성 및 공공기관 이미지 개선
효과

●

●

●

12.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 등 재정지출 절감 효과

●

13. 정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정
당성과 신뢰성 증대 효과

●

14. 기타 환경 및 생태계 개선
효과(주)

▲

▲

▲

Ⅵ.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그 법적·정책적 목적에 맞게 운
영되면서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
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선구매제도의 사
회적 정당성(social legitimacy)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적인 발전
이 가능함. 앞선 논의에서 여러 번 강조되었듯이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의 외부
성을 가지는 의미 있는 정부정책임. 따라서 우선구매제도가 장기
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우선구
매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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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민간시장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생산품목과 서
비스의 개발이 필요함. 현재는 민간시장과 충돌되는 생산품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갈등의 여지가 상존함. 우선구매제도의 목적
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장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
할 수 있는 틈새시장(niche market) 개발과 공략이 필요함. 공공
기관이 구매하는 많은 제품들이 민간시장에서도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민간시
장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개발이 지속되어야 함.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새로이 개발되어 거래될 때 우선구매
제도의 사회적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되고 사회혁신의 원동력이
됨. 현재 생산시설들의 개별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
므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추진해야 함.
- 둘째,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생산시설의 노력이 강화되
어야 함. 매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액과 생산시설이 증가하는 속
도를 고용이 못 따라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현실적인 어려
움이 있겠지만 고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이해관계자들
이 함께 노력해야 함. 기존의 생산시설별 고용관행으로는 추가적
인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해당사자들
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논의의 장 마련과 대안개발에 관한 담
론이 이루어져야 함.

- 셋째,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고객관리와 함께 공공기관의 구
매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생산시설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제품경쟁력은 구매자
만족도를 향상시켜 안정적인 수익확대를 가져오기 때문임. 또 구
매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 등을 병행하는 것
이 필요하며,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한편 법정 의무비율을 구매해지 않는 과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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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홍보나 마케팅,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무구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모든 개별 공
공기관들이 1%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한다면 단순 추계로도 현재
우선구매액의 2배 이상의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중증장애인 고용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 즉 생산시설 등은 공공
기관의 우선구매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인드에서 벗어
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략적 마인
드를 가지고 관리할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임.

- 넷째, 생산시설의 규모화 또는 상호협력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현재는 개별 생산시설들이 상호 협력보다는 독립
적인 활동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원재료 공동구매나 공동
판로 개척 등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생산시설의
효율성의 제고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추가적인 고용창출이나 고용
의 질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이와 함께 공공기관
만을 매출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 경쟁시장에서도 생존 가능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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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이하 우선구매제도)가 창
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이나 용역·서
비스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보전을 통해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기준으로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고용규모는
11,058명으로,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전체 취업자 수 159,033명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생산시설,
생산시설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취업자 수, 그리고 경증장애인과 비장애
인의 취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 제도의 성과가 가시적으
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Ⅰ-1] 우선구매제도의 중증장애인 고용효과(2018년 기준)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9).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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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선구매제도에 의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영향력)에 대한
측정을 통해 이 제도의 사회적 기여도와 정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
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영향력)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과 구체적인
측정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들을 중심
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영향력)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해 먼
저 관련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우선구매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사회적 기여도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구성요인과 측정척도 개발을 위해
광범위한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서는 우선구매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국내·외 기관(시설)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측정 도구 관
련 문헌조사와 현황 등을 비롯하여,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련한 선행연
구들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한,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심
층면접 및 FGI를 수행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가치요
인과 측정방법을 개발한다.
셋째, 전문가 자문워크숍 등을 통해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구성
요인과 측정모델,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제작
업을 수행한다.
넷째, 개발과 정제작업을 거친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측정척도
를 통해 실제 생산시설들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더불어 우선구매제
도의 기초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우선구매제도의
구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사회적 가치 및 효과성 측정이 가능하다.
다섯째,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
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생산 및 판매시설과 구매기관들 간의 관계품
질 및 관계성과 개선방안, 궁극적인 사회적 가치증대 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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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연구 프로세스
본 연구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
였다.
첫째, 우선구매제도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관련 보고서
등을 검토하였고, 필요한 최신 자료들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협조를 얻
어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운
영되어 온 우선구매제도의 현상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광범위한 선행연구를 통해 우선구매제도
의 사회적 가치를 정의내리고, 사회적 가치의 구성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가치의 비용-편익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사
례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학술논문 뿐만 아니
라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생산시설의 현황과 사회적 가치 관련 구성요소에 대한 현장 전
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네 곳의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을 현장
조사 하면서 시설 대표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넷째, 전문가 자문회의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구성요인과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타
당성 제고 논의를 하였으며,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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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연구수행 흐름도
착수보고회

․ 연구방향 및 내용 명확화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 우선구매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판매시설
현장인터뷰

․ 현장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생산시설과 판매시설 방문, 인터뷰 실시

사회적 가치 구성요인과
측정지표(안) 개발

․ 중간 연구결과 점검과 추후 연구방향
및
내용 점검

중간보고회

․ 연구진행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중간보고
내용 검토와 추가적인 연구내용 및
확인

보고서 보완, 연구진 세미나
전문가 자문회의

․ 최종 연구결과 작성을 위한 작업
․ 연구내용 전반에 걸친 전문가 자문

최종보고회

․ 사회적 가치 측정 구성요인 개발
․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측정 등
․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평가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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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증장애인생산품 현황 및 성과

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현황 및
성과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
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
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
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
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원래 1999년 ｢장애인복지법｣ 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으로 구매하
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에서 더욱 본격화되어 실행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동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
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
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장이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야 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
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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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②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③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④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⑤ ｢한국은행법｣ 에 따른 한국은행 ⑥ ｢상공
회의소법｣ 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적용대상기관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방법으로 일반구매, 조달
청 구매, 간접구매, 수의계약대행 방식이 있다. 일반구매는 장애인생산
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할 수 있다. 조달
청 구매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다. 간접구매
방식은 사무기기유지업체, 단체급식 위탁업체, 청소 및 학술용역업체 등
기관과 계약한 일반 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기관 구
매에 포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대행 방식으로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제12조 제3호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
사한 시설이 공공기관과 동 계약을 대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① 중증
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
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
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③ 중증장애인생산
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
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 등 일정한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
장애인 재활 훈련 시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중증장애인생
산품 생산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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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
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
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
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4., 2019. 11. 26.>
1. 삭제 <2019. 11. 26.>
2. 삭제 <2019. 11. 26.>
3. 삭제 <2019. 11. 26.>
4. 삭제 <2019. 11. 26.>
5. 삭제 <2019. 11. 26.>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
(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14. 5. 20., 2016. 5. 29.>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5. 21.>[시행일
: 2020. 5. 2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
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
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
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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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1. 8.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
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14. 5. 2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
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8. 4.>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1. 8.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
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 5. 21., 2014. 5. 20.>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
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
선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
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제17조에서 이동 <2011. 8. 4.>]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개요 및 현황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법적 근거

앞서 설명했듯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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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특별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
설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
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법적 기본
요건 및 고시에 정한 세부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에 한하여 ‘중증장
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지정은 보건복지부가 연 1회 이상 보건복
지부 홈페이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지정 계획’을 사전 공고한
다. 이 때, ‘신청서 접수기간, 지정심사기간, 결과통보 및 지정서 교부시
기’를 공지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
고(｢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최소 10명이
상), 장애인 근로자 중 60%이상이 중증장애인인 생산시설 중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생산품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
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14. 5. 2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
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8. 4.>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1. 8.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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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
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3., 2013.8.6.>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
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
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
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경
우에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
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
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4.11.20.>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2.3., 2014.11.20.> [제목개정
2012.2.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2019. 9. 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설립허가증(법인
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
증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2. 근로자 명부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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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은 2008년 9월부터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은 곳은 2008
년 66개소에서 10여년이 지난 2018년 12월말 기준 580개소가 지정되
었다. 또한 지정된 생산시설들 중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정신질환
자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복지단체가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중
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경기지역에 142개소로 가장 많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은 103개소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지역에 245
개소(42.2%)로 절반에 가까운 시설이 서울·경기지역에 분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경상북도 31개소, 경상남도 38개소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근로, 보호, 정신재
활) 438개소에 비해 복지단체의 경우 142개소 중 87개소(61.3%)가 수
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13개소, 전북 7개소, 광주 6개소, 경
남, 인천, 대구가 각각 5개소, 세종 4개소, 대전, 충남이 각각 3개소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는 다른 지역에 비
하여 생산시설의 수가 적은 편이며, 이러한 결과는 추가시설에 대한 지
원을 받지 못하는 현상인지, 추가 시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
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와 결과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을 지역별, 시설유형별로 살펴
보면 다음 <표 Ⅱ-1>와 같다.

<표 Ⅱ-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역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합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계

복지
26 13 4 5 6 3 1 4 61 1 2 3 7
1 5
142
단체
보호작
65 15 20 21 12 7 10 5 66 20 19 19 17 15 28 29 7 375
업장

13

근로
7
사업장
정신재
5
활시설
계

2

5

2

4

3

1

15 4

1

2

2

2

4

3 57

1

6

103 30 29 29 22 13 12 9 142 25 22 22 26 17 31 38 10 580

출처 : 보건복지부(201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2018년 기준 생산시설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단체 142개
소 생산시설(3,180억원, 55.2%), 보호작업장 375개소 생산시설(1,108
억원, 19.2%), 근로사업장 57개소 생산시설(787억원, 13.8%), 판매시
설 17개소(680억원, 11.8%)로 복지단체 생산시설 판매실적이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생산시설 1개소 당 평균 매출액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7개소, 40억원), 장애인복지단체(142개소,
22.4억원), 근로사업장(57개소, 13.8억원), 보호작업장(375개소, 2.9억
원)으로 판매시설의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 생산시설 유형별 매출현황
(단위 : 억 원, %)

생산시설
구 분

계

복지
단체

보호
작업장

근로
사업장

정신재활
시설

판매시설

우선
구매액

5,757
(100.0)

3,180
(55.2)

1,108
(19.2)

787
(13.7)

2
(0.03)

680
(11.8)

평균
매출액
(1개소당)

9.6

22.4

2.9

13.8

0.3

40.0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9년 제1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2008년
66개소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12월 기준으로 580개소로
778.7%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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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중 60% 이상은 중증장애
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생산시설에 고용된 누적 장애인근로자는 2008
년 1,912명(중증 1,723명)에서 2018년 말 기준으로 12,704명(중증
11,058명)으로 법 시행 초기에 비해 564.4%(중증 541.7%)가 증가하
여 안정적인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 중증장애인생
산품의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하여 17개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는 모든 중증장애인생산
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직접배송까지 가능하다. 주요판매시설
분포를 보면 <표 Ⅱ-3>과 같다.
<표 Ⅱ-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2008년

2018년 기준

증가폭

지정생산시설

66개소

580개소

878% 증가

생산시설 고용
장애인근로자 수

1,912명

12,704명

564.4% 증가

출처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제1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보건복지부(2018), 보건복지통계연보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분석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분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르
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
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의 100분
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
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15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매년 공공기관에서 중
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계획을 제출 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가
곤란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서 이
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우선구매
목표 등을 심의·의결하여 이를 공고하고 있다.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우선구매촉진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보건복
지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 8. 4.>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 품목 및 구매비율의 결정
2. 조달계약 공공기관 및 조달 납품 대상시설의 지정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증기준 및 방법의 결정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및 방법의 결정
5. 중증장애인생산품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
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 1. 18., 2010. 6. 4., 2013. 3. 23., 2014. 5. 20., 2014.
11. 19., 2016. 2. 3., 2017. 7. 26.>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
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조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인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장을 포
함하여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1인으로 위원장이 위촉
하며, 이 중 5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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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우선구매촉진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보건복
지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 8. 4.>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 품목 및 구매비율의 결정
2. 조달계약 공공기관 및 조달 납품 대상시설의 지정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증기준 및 방법의 결정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및 방법의 결정
5. 중증장애인생산품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
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 1. 18., 2010. 6. 4., 2013. 3. 23., 2014. 5. 20., 2014.
11. 19., 2016. 2. 3., 2017. 7. 26.>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
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조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인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장을 포
함하여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1인으로 위원장이 위촉
하며, 이 중 5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살펴보면, 중증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
다.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총 1,019개소

17

로 국가기관 56개소, 자치단체 245개소, 교육청 193개소, 공기업 36개
소, 준정부기관 93개소, 지방공기업 151개소, 기타 공공기관 210개소,
기타 특별법인 6개소 그리고 지방의료원 29개소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대상 기관은 <표 Ⅱ-4>와 같다.

<표 Ⅱ-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단위 : 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등

준
정
부

지
방
공
기
업

기
타
공
공
기
관

기
타
특
별
법
인

지
방
의
료
원

35

93

151

210

6

29

36

93

151

210

6

29

국
가
기
관

광
역

기
초

광
역

지
원
청

공
기
업

’18 1,018

56

17

228

17

176

’19 1,019

56

17

228

17

176

구
분

계

출처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제1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
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8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이 2017년보다 370억원이 증가한 5,757억원으로 나
타났다. 이는 총 구매액(53조7965억원)의 1.07%를 차지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서 공공기
관별로 총 구매액(공사제외)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
선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목표를 달성한 것이며, 이는 2008
년도 1,320억원에 비해 2018년 실적은 4배 이상인 5,757억원으로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17년보다 증가된 1,018개로, 이중 중증
장애인생산품을 1%이상 구매한 기관은 493개(전체의 48.4%)이며 1%
미만인 기관은 525개(전체의 51.6%)이다. 우선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에서 계획보다 실제 구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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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회하나 지자체, 교육청, 기타 공공기관, 기타 특별법인, 지방의료원
기관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실적이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실적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은 56개 기관으
로 우선구매액은 전년(’17년) 대비 3.52% 증가한 1,117억 원을 달성하
였으며, 구매비율은 ’17년 1.17%에서 ’18년 1.18%로 0.01%p 증가하였
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17개 기관, 기초 228개 기관으로 구성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전체 우선구매액은 전년(’17년) 대비 20.2% 증가한
1,057억원이며, 우선구매 비율은 0.09%p 증가한 0.85% 기록하였다. 이
를 구분하면 광역지자체는 총 구매액 2조 8,889억원중 163억원을 우선
구매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부산·충남·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법정구매율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는 총 구매액 9
조 5,752억원 중 894억원의 우선구매실적을 달성하였다.
교육청 전체 우선구매액은 전년(’17년) 대비 3.6% 증가한 510억원,
우선구매 비율은 0.01%p 감소한 0.80% 기록하였다. 교육청의 총 구매
액 1조 9,628억원 중 172억원이 우선구매액으로 지역별로는 대구․대전․
울산 등 12개 기관이 법정의무 구매비율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
육지원청 총 구매액 4조 4,334억원 중 338억원이 우선구매실적을 달성
하였다. 공기업의 우선구매액은 전년(’17년) 대비 0.6% 감소한 1,656억
원을 달성하였고 구매비율은 ’17년 1.11%에서 ’18년 1.31%로 0.2%p
증가하였다. 지방의료원 29개 기관의 우선구매액은 전년(’17년) 대비
33.3% 증가한 8억원 달성하였고 구매비율은 ’17년 0.33%에서 ’18년
0.34%로 0.01%p 증가하였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구매욕구를 상승시키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
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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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실적
(단위 : 억원, %)

2017년

2018년
우
선
구
매
(%)
액
(B)

총
구매
액

우선
구매
액
(A)

구
매
비
율
(a)

총
구매
액

합 계

534,154

5,387

1.01

537,965

5,757

①국가
기관

92,303

1,079

1.17

94,345

②지자체

116,128

879

0.76

-광역

28,208

140

-기초

87,920

③교육청

증감
구
매
비
율
(b)

우 선
구 매
액
(B A)

100.0

1.07

370

1,117

(19.4)

1.18

38

124,641

1,057

(18.4)

0.85

178

0.50

28,889

163

(2.83)

0.57

23

739

0.84

95,752

894

(15.53)

0.93

155

60,672

492

0.81

63,962

510

(8.9)

0.80

18

-광역

19,864

171

0.86

19,628

172

(2.9)

0.88

1

-기초

40,808

321

0.79

44,334

338

(5.8)

0.76

17

④공기업
등

263,265

2,931

1.11

252,660

3,065

(53.2)

1.21

134

-공기업

150,743

1,666

1.11

126,091

1,656

(28.8)

1.31

△10

35,239

711

2.02

44,559

773

(13.4)

1.73

62

19,246

295

1.53

23,481

387

(6.7)

1.65

92

55,985

242

0.43

56,068

240

(4.1)

0.43

△2

-

구분

-준정부기
관
-지방공기
업
-기타
공공기관

구매
비율
(ba)
0.06
%p
0.01
%p
0.09
%p
0.07
%p
0.09
%p

△0.0
1%p
0.02
%p
△0.0
3%p

0.10
%p
0.20
%p
△0.2
9%p
0.12
%p

-기타
특별법인

2,052

17

0.81

2,461

9

(0.2)

0.37

△8

△
0.44
%p

⑤지방
의료원

1,786

6

0.33

2,357

8

(0.1)

0.34

2

0.01
%p

출처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제1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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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실적을 살펴보면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17년 보다 증가된 1,018개로,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이상 구
매한 기관은 493개(전체의 48.4%)이며 1% 미만인 기관은 525개(전체
의 51.6%)이다. 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계획보다 실제 구
매금액을 상회하나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지방의료원 등 대
부분의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실적이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료원의 실적이 저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구매욕구를 상승시키고,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
안과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표 Ⅱ-6> 공공기관 유형별 법정의무 구매비율(%) 이행현황
(단위 : 기관 수, %)

공기업 등
지방 기타
공기 공공
업
기관

계

국
가
기
관

지
자
체

교
육
청

공기
업

준정
부기
관

1,0
18

56

245

193

35

93

151

210

6

29

493

43

96

45

24

82

102

92

2

7

(%)

(48.4)

(76.8)

(39.2)

(23.3)

(68.6)

(88.2)

(67.5)

(43.8)

(33.3)

(24.1)

1%
미
만

525

13

149

148

11

11

49

118

4

22

(%)

(51.6)

(23.2)

(60.8)

(76.7)

(31.4)

(11.8)

(32.5)

(56.2)

(66.7)

(75.9)

구
분
기
관
수
1%
이
상

기타
특별
법인

지방
의료
원

출처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제1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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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평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2010년 196개에서 2019년 580개로
지난 8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생산시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
펴보면 보호작업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이어서 장애인 복지단체와 근로사업장 비중이 뒤를 잇고 있
다.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Ⅱ-7> 생산시설 유형별 증가 추이
(단위: 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복지단체

38

48

90

103

103

110

133

149

142

130

178

213

227

246

253

299

333

375

28

34

48

49

53

54

55

56

57

5

6

6

492

544

580

보호
작업장
근로
사업장
정신
재활시설
합계

196

260

351

379

402

417

중증장애인 수는 2018년 기준 833,944명으로 2010년 841,479명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이들 중증장애인 중 취업중인 중증장애인 수는
2010년 4,390명에서 2018년 159,03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취업한 장애인은 2018년 기준 11,058
명으로 증가했으며 약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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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생산시설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단위: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중증장애
841,479 827,728 820,264 814,880 817,984
인 수(A)
중증장애인
149,004 175,022
취업자수(B)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4,390 5,975 7,257 7,691 8,092
취업자수(C)
고용비율
0.52
0.72
0.88
0.94
0.99
(A/C)
취업비중
5.16
4.62
(B/C)

2015

2016

2017

2018

815,388 820,247 828,597 833,944
140,149 152,640 151,391 159,033

8,529

9,507 10,280 11,058

1.05

1.16

1.24

1.33

6.09

6.23

6.79

6.95

자료 : 보건복지부(201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보건복지부(2018
보건복지 통계연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 장애인통계)
주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하며, 뇌병변 · 시각
· 지적 · 자폐성 · 정신 · 심장, 호흡기, 뇌전증장애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
체장애인의 경우 3급 장애인도 인정함(단 호흡기, 뇌전증장애 3급은 2010년
부터 중증으로 인정됨)
2) 해당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에 의한 중증 기준 사용,
지체 3급(상지부위)장애 비율은 36.6%로 등록장애인 모집단에서 추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
한 삶의 질 개선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액
은 2010년 1,902억원에서 2018년 5,757억원으로 최근 8년간 계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2010년 196개 기관에
서 2018년 580개 기관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생산시설에서 장애인근로
자는 2010년 5,046명에서 2018년 12,704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2.23%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시설의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근
로자 증가율은 2010년 4,390명에서 2018년 11,05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12.24%로 나타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
설 당 장애인 고용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평균 25.7명에서 2018년
21.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2.0%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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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당 중증장애인 고용규모는 2010년 22.4%에서
2018년 19.1%로 연평균 –1.99%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중증장
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연도별 고용규모는 2010년도에 비해 2018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장애인 근로자 수는 최근 8년간 지속적으로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Ⅱ-9> 생산시설 연도별 장애인 고용규모 현황(누적)
(단위: 개소,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생산시설
(A)

196

260

352

378

402

419

487

544

580

장애인
5,046 6,765 8,264 8,444 9,292 9,812 10,962 11,846 12,704
근로자(B)
생산시설
당 장애인 25.7
고용규모(B/A)

26.0

23.5

22.3

23.1

23.4

22.5

21.8

21.9

중증장애인
4,390 5,975 7,257 7,691 8,092 8,529 9,507 10,280 11,058
근로자(C)
생산시설당
중증장애인 22.4
고용규모(C/A)

23.0

20.6

20.3

20.1

20.4

19.5

18.9

19.1

출처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제1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최근 8년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2010년
1,902억원에서 2018년 5,757억원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무하는 중증장
애인도 함께 증가하여 높은 고용효과를 보이고 있다. 8년간 생산시설 당
우선구매액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시설 당 우선구매
액이 감소하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2015년까지 증가하였으며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2017년부터 다시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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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생산시설 연도별 우선구매액 현황
(단위: 개, 억원, 십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생산시설
(A)

196

260

351

378

402

419

487

544

580

공공기관
우선
1,902 2,358 2,526 2,958 3,530 4,640 5,312 5,387 5,757
구매액(B)
생산시설
1개소당
9,704 9,069 7,176 7,825 8,781 11,074 10,908 9,903 9,926
우선구매액
(B/A)
출처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제1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을 장애인 1인당으로 구분
하면 2010년 3,769만원에서 2018년 4,532만원으로 연평균 2.33%의
양적 성장과 함께 높은 고용효과를 보이고 있다. 8년간 장애인 1인당 우
선구매액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 1인당 우선구매
액이 감소하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2016년까지 증가하였으며 최근
2017년부터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증장애인 1인당 우선구매액은 2010년 4,333만원에서 2018년
5,206만원으로 연평균 2.32%의 성장을 이루었다. 8년간 중증장애인 1
인당 우선구매액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증장애인 1인
당 우선구매액이 감소하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2016년까지 증가하였
으며 최근 2017년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다. 장애인 1인당 우선구매액,
중증장애인 1인당 우선구매액은 동일한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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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생산시설 연도별 장애인 우선구매액 현황
(단위: 억원, 명, 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공공기관
우선
1,902 2,358 2,526 2,958 3,530 4,640 5,312 5,387 5,757
구매액(A)
장애인
5,046 6,765 8,264 8,444 9,292 9,812 10,962 11,846 12,704
근로자(B)
중증장애인
4,390 5,975 7,257 7,691 8,092 8,529 9,507 10,280 11,058
근로자(C)
장애인
1인당
3,769 3,486 3,057 3,503 3,799 4,729 4,846 4,548 4,532
우선구매액
(B/A)
중증장애
인 1인당
4,333 3,946 3,481 3,846 4,362 5,440 5,587 5,240 5,206
우선구매액
(C/A)
출처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제1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연도별 우선구매실적은 2011년 0.55%에서 2018
년 1.07%로 점차 증가하였다. 7년간 공공기관 우선구매율은 2011년부
터 201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다가 2017년 감소하였다. 최근 다시 우선구매증가율이 증가하고 있
다.

<표 Ⅱ-12> 중증장애인생산품 연도별 우선구매실적
구분

2011

공공기관
2,358
우선구매액
공공기관
우선구매율 0.55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526

2,958

3,530

4,640

5,312

5,387

5,757

0.49

0.72

0.91

1.02

1.13

1.01

1.07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2018), 2018 장애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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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우선구매액과 생산시설 수는 최근
8년간(2010~2018)각각 연평균 증가율이 14.85%와 14.52%씩 증가한
반면,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고용규모는 각각 연평균 12.23%와 12.24%
씩 증가하였다. 즉 우선구매액이나 생산시설 수 증가율에 비해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증가율이 그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고용성과가 상대적
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2010년 ~ 2018년까지 8년간 공공기관 우선구매액은 연평
균 14.85%씩 증가하였고(생산시설 연평균 증가율은 14.52%), 공공기
관 우선구매율도 2011년 0.55%에서 2018년 1.07%로 7년간 연평균
10.0%씩 증가하였다. 즉,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액, 생산시설 수, 우선구
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시설 1개당 중증장애인 고용규모와 장애인 고용규모의 연
평균 증가율은 (-)를 보이고 있어 제도운영상의 개선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구매율과 생산시설 증가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규
모가 동일하게 증가 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본 제도의
1차적 목적이 ‘중증장애인 고용’이므로 개선의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
다. 항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Ⅱ-13> 항목별 연평균 증가율(2010~2018)
(단위: %)

공공기
생산시
생산시
공공기 관 장애인 중증
설당
생산
설당
구분 관우선 우선
총 장애인
중증
시설수
장애인
구매액 구매율 고용규모 고용규모
장애인
고용규모
(%)
고용규모
연평균
14.85 10.0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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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12.24 14.52 -1.99 -2.0

중증장
생산시
장애인
애인
설 당
1인당
1인당
우선
우선
우선
구매액
구매액
구매액
0.28

2.32

2.33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특징 및 효과성 제
고 방안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특징

앞서 설명한 우선구매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
을 찾을 수 있다. 먼저 2008년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부
터 2018년까지의 우선구매 규모와 (중증)장애인 규모, 생산시설은 양적
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구매액은 2010년 1,902억
원에서 2018년 5,757억원으로 계속 증가해 왔으며, 이로 인해 중증장애
인 고용규모도 2010년 4,390명에서 2018년 11,508명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또한 생산시설도 2010년 196개에서 2018년 580개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우선구매제도가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진
입을 통한 이들의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림 Ⅱ-1] 우선구매액, 장애인 고용, 생산시설 추이(20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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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취업중인 중증장애인은 2013년 약 149,004명에서
2018년 약 159,033명으로 매년 증가와 감소를 교대로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취업중인 중증장애인 규모는
2013년 약 7,691명으로 총 취업자의 5.16%를 차지했고, 이후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11,058명으로 약 6.95%
수준을 차지했다. 즉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이 안정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림 Ⅱ-2] 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 고용규모(2010~2018)

생산시설도 2010년 196개에서 2018년 580개로 지난 8년간 지속적
으로 증가해 왔다. 생산시설 유형별로는 보호작업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장애인 복지단체와
근로사업장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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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생산시설 유형별 증가추이(2010~2018)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문제점

우선구매제도가 지난 10여년간 외형적인 성장을 통해 중증장애인 고
용 등 총량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지만 개선되어야 할 문
제점들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최근 8년간 생산시설 1개당 우선구매액,
(중증)장애인 고용규모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시설 1개당 우선구매액은 2010년
9.7억원에서 2018년 9.9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중증장애인 고용규
모는 2010년 22.4명에서 2018년 19.1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경증장
애인을 포함한 총 장애인 고용규모도 2010년 25.8명에서 2018년 21.9
명으로 감소하였다. 생산시설 1개당 (중증)장애인 고용규모가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구매제도의 목적을 고
려하면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우선구매액, 생산시설,
(중증)장애인 고용규모는 양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만, 그 질적인 내용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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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생산시설 1개당 (중증)장애인 고용규모 추이(2010~2018)

이러한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즉 지난 8년간 우선구매액과 생산시설 수는 각각 연평균
14.85%와 14.52%씩 증가한 반면, 중증장애인 고용규모와 장애인 고용
규모는 각각 연평균 12.24%와 12.23%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아 상대적
으로 고용의 효과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선구매액이나 생산시
설 수 증가율에 비해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증가율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선구매제도의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는 초기에 중증장애인 고용
규모가 큰 사업장들이 생산시설로 지정받았고, 이후의 신규 지정 사업장
들은 최소한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기준만을 충족하면서 진입하기 때
문에 고용효과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보다
심각한 것은 동일 기간 동안 우선구매액 10억원당 중증장애인 고용규모
와 생산시설 1개당 중증장애인 고용규모는 각각 연평균 -2.27%와
-1.99%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구매제도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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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확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중증장애인 고용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여서 개선의 여지가 크다.

[그림 Ⅱ-5] 우선구매제도 관련 주요 연평균 증가율(2010~2018)

한편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구매
액 총액으로는 공공기관의 1% 이상 구매가 2015년부터 준수되고 있으
나, 공공기관 유형별로 분석할 때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크다. 2018년말
현재 1,018개의 우선구매 의무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493개(48.4%)에 불과하며, 1% 미만 구매기관은
525개(51.6%)나 된다. 모든 개별 공공기관들이 1% 이상 의무구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홍보 및 마케팅, 구매 품목 신규 발굴, 신규
창업 및 규모화 유도 등)을 체계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객관리 측면에서 1% 이상 지속적인 우선구매를 하고 있거나 우선구
매액이 큰 개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능한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
단순히 공공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방
치해 두는 것은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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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액 및 1% 기준 충족 현황(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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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지난 10여년간 우선구매 대상품목
과 대상기관이 확대되면서 규모도 확대되어 왔다.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보호된 환경에서 유상적 임금을 제공
하고 훈련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시설 등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를 생산하여 이를 국가 및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정책이다.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선구매제도가 본격화되고,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관심이 확대되어 구매실적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
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생산시설 운영으로 인해
고용성과는 있으나, 근로장애인의 임금상승, 우선구매 활성화, 추진체
계, 생산제품 시설지원 등 미흡한 부분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Na,
2014).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법적 구매비율, 생산품
목의 다양성, 우선구매제도의 인식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도 제시되고 있
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
공기관의 성과관리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에 의거한 연계고용 제도
를 평가제도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종합계획을 수
립하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 등
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
다.
첫째, 정부가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즉 현재
1%인 의무구매비율을 점차 확대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
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타 중증장애인
지원정책과의 효과성 비교 분석을 통해 경쟁우위에 있다고 판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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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선결문제가 있고, 또한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전략적
인 계획 하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 향후 상당기간 1% 의무구매비율 확대가 어렵다면 현재 상황에
서 가장 손쉬운 중증장애인 등 고용 확대하는 방안은 1% 미만 우선구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1%를 달성
토록 하는 것이다. 모든 개별 공공기관들이 1% 이상의 우선구매비율을
충족한다면 현 1%이상 의무고용비율 조건하에서도 추가적인 우선구매
액을 확보하여 고용 등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2018년말 현재 1,018
개의 우선구매 의무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이상 구매한
기관은 493개(48.4%)에 불과하며, 1% 미만 구매기관은 525개
(51.6%)나 된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특히 지방의료원(구매비율
0.34%), 기타 특별법인(구매비율 0.37%), 기타 공공기관(구매비율
0.43%), 교육청(구매비율 0.8%), 지자체(0.85%) 순으로 의무구입비율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
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강력하게 의무고용비
율 준수를 요구하여, 현 제도하에서도 우선구매액 증가를 달성할 수 있
다. 만약 원인이 적합한 구매물품 등이 없다면 새로운 품목이나 생산시
설을 발굴하거나 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 역할을 한국장애인개
발원 등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생산시설의 규모화이다. 2008년부터 생산시설당 우선구매액이
나 중증장애인 고용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일부 시설을 제외
하고는 생산시설의 영세성이 하나의 문제이다. 이는 신규로 지정받는 생
산시설이 기본적인 법적 요건만을 충족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초기
지정 생산시설의 고용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규모를 갖춘 생
산시설들이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화를 실현해 동일한 우
선구매액 규모하에서도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제
고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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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가치의 개념
1) 사회적 가치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활동의 목적은 부와 수익(wealth or profit)의
극대화이므로 과거 기업들은 효율성에 집중하였다. 그러므로 전통적 성
과측정 방법들(conventional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s)은
생산성 향상, 수익성 극대화, 비용절감으로 대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러한 성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두고 경영을 하다 보니 기업들에게 고객
은 기업이 생산하고 홍보하는 제품을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하는 수익창출의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을 비롯하여 사
회전반에 윤리의식이 성숙해지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
서 사회 곳곳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경영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기업들은 단순한 기부 및 사회공헌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어떻게 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
는 가치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있다(문창
용, 2018). 그러므로 앞으로의 비즈니스 성과(business performance)
의 측정에는 재무적 성과(financial performance) 측정과 함께 사회적
차원이

합쳐진

새로운

측정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적

(economic), 환경적(environmental), 사회적(social)을 모두 포함한 사
회적 가치의 성과측정 척도(performance measurement)는 규정하기 어
렵고,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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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적 가치의 형성과 측정에 대한 학계와 산업전반에 걸친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요인과 측정에 의한 표준이 없다는 것이다
(Salazar, Husted, de, & Biehl, 2012). 사회적 가치측정이 어려운 구체
적인 이유는 첫째, 사회적 가치의 정성적 본질 때문이다. 기업의 경제적
가치는 재무제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사회적 가치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직접 그 수혜자가 느낀 편익이나 인
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에 비해 객관적 측정이 어렵다. 즉 사
회적 가치의 질적 특성은 구체적인 가치와 임팩트를 연결하기 어렵게 하
고, 임팩트의 여러 추상적 표현들을 요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임
팩트를 측정하고 계량화하기 어렵다. 둘째, 기업은 사회에 다양한 여러
차원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력을 미친다. 즉, 이러한 환경적 차원,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등의 여러 차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너무나도 다양한 영향력 차원을 고려해야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특
히, 사회적 가치 및 영향력을 측정할 때, 속성과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셋째,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만큼이나 단기
적인 영향력도 포함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차원이 너무 늘어나게 된
다. 넷째, 가장 큰이유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가 확실치 않으며, 또
한 공통적으로 약속된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Maas & Liket,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중요성
이 증대되면서,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관계자들이 사회적 가치는 다양한 영역과
용어사용에 있어 일관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awhouser,
Cummings, & Newbert, 2019).
① social value (Moss, Short, Payne, & Lumpkin, 2011; Santos,
2012)
② social performance (Husted & Salazar, 2006; Mair & Marti,
2006; Nicholl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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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ocial returns (Emerson, 2003)
④ social return on investment(SROI) (Hall, Millo, & Barman,
2015)
⑤ social accounting (Nicholls, 2009)

2) 사회적 가치의 개념 정의

(1) 해외학술연구의 ‘사회적 가치’ 정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와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에 대한 명
확한 정의, 범위, 내용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부재하며, 또한 사회적 가
치의 특성 때문에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결과도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적 영향과 사
회적 가치는 모두 공존을 위한 개인 및 공공의 특정 활동들에서 비롯되
는 긍정적 결과물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사회적
영향은

변화를

야기하는

활동들의

결과물로

정의되고

있다.

Latané(1981)는 개인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생리적인
상태, 주관적 기분, 동기와 감정, 인식과 신뢰, 가치와 행동 등 다양한 종
류의 변화를 사회적 영향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Freudenburg(1986)는
사회적 영향을 어떤 활동의 결과로서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결과라고 정의했다. Burdge and Vanclay(1996) 역시 사회적 영
향은 사람, 조직, 사회가 공존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일하고, 즐기는
데 있어서 변화를 야기하는 공공 혹은 개인의 활동들의 결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Stephan, Patterson, Kelly, & Mair (2016)의 연구에서 앞서
정의되었던 공동체를 위해 변화를 야기하는 공공 혹은 개인의 활동들을
친사회적 행동으로 정리하면서, 사회적 영향을 개인, 조직 및 환경의 광
범위한 공동체에 의해 향유되는 친사회적 행동에서 비롯된 유익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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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적 가치 역시 기존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의와 비슷한 맥
락에서 사회를 개선하려는 활동들에서 창출된 긍정적인 결과물로 정의
하고 있다. Emerson et al.(2000)은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삶이나 전반
적인 사회를 개선하려는 자원, 투입물, 프로세스, 제도 등이 합쳐져 창출
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사회적 가치나 영향을 긍정적인 결과물로 보는 시각과 함께 사
회적 관심이나 결과물의 수혜자가 느끼는 만족이나 인식으로 보는 연구
들도 있어왔다. Gentile(2000)은 사회적 영향을 비즈니스 활동과 사회
사이의 복잡한 상호의존성을 존중하고 반영한 사회적 관심이라고 정의
했다. 또한 Kroeger and Weber(2014)는 사회적 개입 통해서, 개인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변
화로 정의했다.
이처럼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이 아
닌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본질적으로 내재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권청재, 2019). 그러므로 다수
의 연구자들이 사회적 가치는 명확한 정의, 범위, 내용에 대한 일반적 합
의가 부재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개념정의
를 통해 사회적 가치는 개인을 초월하여 공동체의 이익과 지속가능한 발
전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Ⅲ-1> 해외학술연구의 사회적 가치 정의
용어(연구)

정의

Social impact
· 사회적 영향은 사람, 조직, 사회가 공존하면서 사람들
(Burdge and Vanclay
이 살아가고, 일하고, 즐기는데 있어서 변화를 야기하
1996)
는 공공 혹은 개인의 활동들의 결과

Social impact
(Latané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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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영향은 개인이 다른 삶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종류의 변화를 의미(생리적인 상태, 주관적
기분, 동기와 감정, 인식과 신뢰, 가치와 행동)

Impact
· 어쨌든 일어났을 일을 초월하는 조직의 활동에 대한
(Clark et al., 2004)
결과로서 발생하는 총 결과의 정도
Social value
(Emerson et al.,
2000)

·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삶이나 전반적인 사회를 개선하
려는 자원, 투입물, 프로세스, 제도 등이 합쳐져 창출
되는 것

Social impact
· 어떤 활동의 결과로서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이 공통적
(Freudenburg, 1986)
으로 경험한 결과나 효과
Social impact
(Gentile, 2000)

· 비즈니스 활동과 사회 사이의 복잡한 상호의존성을 존
중하고 반영한 사회적 관심

Social value
(Kroeger and
Weber, 2014)

· 사회적 개입으로 인해 개인들의 주관적인 행복에 있어
서의 긍정적인 변화

Social impact
(Stephan et al.,
2016)

· 개인, 조직 및 환경의 광범위한 공동체에 의해 향유되
는 친사회적 행동에서 비롯되는 유익한 결과

한국행정학회(2017)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방안연구를 통
해,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가방안의 12개 구성
요소로 인권, 안전, 건강복지, 노동, 일자리, 사회적 약자지원, 상생협력,
공동체 복원, 지역경제, 책임 및 윤리, 환경, 참여 등을 제안하였다.

(2) 국내학술연구의 ‘사회적 가치’ 정의

최근 정부와 사회에 걸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활발해지면서 국
내학술연구도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학술연구의 뚜렷한 특징은 최근 들어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기
업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자체에 대한 연구
보다는 사회적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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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다룬 주제의 연구들을 크게 분류해 보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Ⅲ-2> 국내학술연구 중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정의
관련 국내연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정의

정대용, 김민석(2009)

· 공공성 추구, 지역사회 공헌, 명확한 공익적 목표,
자율적 의사결정

박상하, 김중원,
박정식(2009)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부합하는 사회적 가
치를 측정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주민 참
여도, 민주적 의사결정, 이윤분배 제한정도, 취약
계층 고용정도

정대용, 김민석(2010)

· 사회적 가치추구는 시민사회의 주도, 자본소유에
기초하지 않은 의사결정권, 지속적이고 참여적 활
동, 사회적 이윤분배, 지역사회공헌의 명확한 목표,
공익을 위한 확실한 목표로 구성

김동화(2011)

· 수치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가치로 종사자의 자존
감의 변화, 종사자가 얻는 심리적 안정감, 직무만
족도 향상, 공동체 의식의 변화, 사회적 공감대 형
성 등 정서적인 복합 가치

정규진, 서인석,
장희선(2012)

·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의 고용 장려, 지역주
민의 삶의 질 향상, 소외계층의 사회통합 등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이형재, 류선호(2012)

· 사회적기업이 가진 가치에 관한 속성으로 사회 복
지적 가치와 환경 보건적 가치로 구성

최은정, 김수현(2013)

· 사회적기업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
에 내재된 가치

민동권, 유한나(2014)

· 사회적기업이 수행하는 사회적 미션에 대해 부여
하는 추가적인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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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연(2016)

· 금전적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모든 비화폐적 가치
를 말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 공동체 의식, 윤리경영, 환경경영 등 경제
적 가치와는 달리 정량적인 기준보다는 정성적인
기준.

전혜선, 채명신(2017)

· 사회적 가치추구는 개인과 조직, 지역공동체의 이
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익과 영리의 균형, 사회적
미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는 소명의식, 사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는 사회문제이해
로 구성

첫째, 사회적 가치 평가 및 측정 지표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어왔
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가치의 포괄성과 다양성 때문에 명확한 정
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범
위와 측정지표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명진, 천희주(2018)는 사회적기업
의 지역사회공헌에 대해 설문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탐색적 연
구를 진행하였고, 사회적 가치의 범위를 일자리제공, 지역사회의 경제적
측면, 지역공동체 문제해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의 정서와 유
대감 확산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영복, 신경철(2013)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에 관련한 연구동향과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도출(고용, 내부경영시스
템, 사회목적 실현, 혁신 및 성장의 네 가지 범용지표와 업종별지표를 개
발하였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조직구성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한 연구
들이 있어왔다. 정대용, 김민석(2010)은 사회적기업의 조직구성원의 사
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가치추구는 시민사회의 주도,
자본소유에 기초하지 않은 의사결정권, 지속적이고 참여적 활동, 사회적
이윤분배, 지역사회공헌의 명확한 목표, 공익을 위한 확실한 목표로 구
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김동화(2011)와 김은희, 이용재(2017)의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수치적
으로 측정될 수 없는 가치로서, 종사자의 자존감의 변화, 종사자가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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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안정감, 직무만족도 향상, 공동체 의식의 변화, 사회적 공감대 형
성 등 정서적인 복합 가치로 정의하였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조직구성원 및 외부고객에게 미치
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왔다. 박상하, 김중원, 박정식(2009)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구성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부합하는 사회적 가
치를 측정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주민 참여도, 민주적 의사결
정, 이윤분배 제한정도, 취약계층 고용정도로 정의하였다. 한편,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외부고객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해 고객이 바
라보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평가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형재, 류선호(2012)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고객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사회
복지적 가치와 환경 보건적 가치로 나누었다. 사회 복지적 가치에는 취
업계층에 대한 직업자활, 사회적 가치 추구, 사회 공헌이 해당, 그리고
환경 보건적 가치에는 친환경적인 원료의 사용, 환경오염의 개선, 생활
환경의 위생 개선의 세부 항목이 사용되었다. 최은정, 김수현(2013)은
고객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일치성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기업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에 내재된 가치로 정의하고 환경 친
화, 지역사회공생, 사회 환원, 종업원 복지 변수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
였다. 또한 민동권, 유한나(2014)는 사회적기업의 제품에 대한 고객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기업이 수
행하는 사회적 미션에 대해 부여하는 추가적인 가치로 정의하였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성과 및 발전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들이 있어왔다. 정대용, 김민석(2009)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기업의 생존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공공성 추구, 지역사회 공헌, 명확한 공익적 목
표,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정규진, 서인석, 장희선
(2012)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가치를 사

44

회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의 고용 장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소외
계층의 사회통합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
숙연(2016)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금전적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모든 비화폐적 가치를
말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 공동체 의식, 윤
리경영, 환경경영 등 경제적 가치와는 달리 정량적인 기준보다는 정성적
인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서, 전혜선, 채명신(2017)은 사회적기업가 역량과 사회적 가치추구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사회적 가치추구에 대한 정의를 하
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추구는 개인과 조직,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동시
에 추구하는 공익과 영리의 균형, 사회적 미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
지는 소명의식, 사회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는 사회문제이해로
구성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의 사회적 가치연구 중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 사회적 가치
를 다룬 국내 연구들이 있다(<표 III-3>참고).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연구에 비해 각 분야의 전문화된 시
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규정해보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공통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미숙, 최외출(2011)은 단체참여와 사회자본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편익이나 성취의 욕구를
넘어서 사회구성원들이나 공동체에 편익이 귀속되고 협력적 상호관계를
지향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가치관이라고 정의하였다.
박석지(2013)는 통신주파수 공동사용과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는 국
가적 입장에서부터, 지자체, 사회적 문제 및 개인에 이르기 까지 제공되
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파급효과로 정의하고 있다.
이광원(2013)은 초등학교 경제교육에도 사회적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개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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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간의 이해관계와 상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의존과 협력의 과정
이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하였다.
유통산업과 관련하여서도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심을 가진 연구가 있
었다. 김충환, 정석오, 정연승(2017)은 전통시장의 사회적 가치를 연구
하면서, (전통시장의 사회적 가치와 중소유통의 사회적 가치는) 중소유
통이 직접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비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역공동체에 공헌하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크게 문화관광적 가치(지역이미지
창출, 관광자원을 통한 감성 제공)와 나눔공동체 가치(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나눔과 지역공동체로서 가지는 역할과 기
능)의 2가지 세부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예술분야에서도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 박신의(2013)는 외국 예술분야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
구흐름을 정리하여 국내예술분야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예술을 통해 사회적 배
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결속력을 높이며, 창조도시의 기반을 구
축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효과로 정
리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김대식(2014)은 사회적 약자나 낙후지
역 기업에 대한 우대 등을 통해 그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자
리를 창출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조건 개선 및 양질의 고용을 촉진함으로
써 사회 통합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개선하는 것
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국민이 지각하
는 정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창원, 조문석(2016)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웃을 비
롯한 공동체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
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고, 이 연구에서 국민이 지각하는 사회적 가치를
서명운동참여, 평화적 시위참여, 이웃신뢰,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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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으로 규정하였다.
사회적기업 이외의 분야에서도 역시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개발하
는 연구가 있었다. 노영희(2017)는 공공도서관을 주제로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개발했으며, 학생들이 미래직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거
나, 인종·수입·계급·연령·성별에 관계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시민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또한 노숙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
적 가치를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의 연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
역주민의 평등화, 지역 사회에 필요한 정보제공서비스로 규정하고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된 것과 같이 다양한 연구들이 사회적 가치를 연
구하고 있지만, 공통된 정의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정의를 사
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불명확성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들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려
고 하고 있다. 윤수정(2018)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
체가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획정하는 작업이 선재되어야 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헌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헌법을 기본
으로 사회적 가치를 모든 국민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
기 위해 필요한, 그러나 시장의 경제적 가치로는 환원될 수는 없는 헌법
적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 Ⅲ-3> 국내학술연구 중 사회적기업 이외 분야의 사회적 가치 정의
관련 국내연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정의

이미숙, 최외출(2011)

·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편익이나 성취의 욕구를 넘어
서 사회구성원들이나 공동체에 편익이 귀속되고 협
력적 상호관계를 지향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가치관

박신의(2013)

· 예술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대
한 결속력을 높이며, 창조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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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계기를 제공하
는 효과

박석지(2013)

· 국가적 입장에서부터, 지자체, 사회적 문제 및 개인
에 이르기 까지 제공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다양
한 형태의 파급효과

이광원(2013)

· 개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구성원간의 이해
관계와 상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의존과 협력의 과
정이 중요한 가치

김대식(2014)

· 사회적 약자나 낙후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등을 통
해 그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

이창원, 조문석(2016)

· 서명운동참여, 평화적 시위참여, 이웃신뢰, 환경보호
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

노영희(2017)

·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의 연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주민의 평등화, 지역 사회에 필요한 정보
제공서비스로 구성

김충환, 정석오,
정연승(2017)

· 중소유통의 사회적 가치는 중소유통이 직접적인 경
제적 성과를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비경제적인 가치
를 만들어냄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역공동체
에 공헌하는 것

윤수정(2018)

· 사회적 가치는 모든 국민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그러나 시장의 경제
적 가치로는 환원될 수는 없는 헌법적 가치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
다. 다만 최근에 이은정(2019)은 친사회적 동기와 연결된 사회적 가치
로 평등주의, 인도주의, 상호주의를 중심으로 장애인 돕기 캠페인에 적
용하였을 때 그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 살펴본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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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해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기업 이외의 다양
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의 없이 ‘사회적 가치’라는 표현과 변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정의하여 결
정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박상하,
김중원, 박정식, 2009). 하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하고 있는 연구들은 사회적 가치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3) 정부와 사회적 가치관련 법안의 ‘사회적 가치’ 정의

정부는 국정 기조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사회적 경제 관련
세 개의 법안을 추진하여 국가정책으로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사회
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한국행정학회, 2017). 20대 국회에서도 사회
적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입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그 중 2014년
4월에 발의되었던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2014, 16, 17년에 발의되었
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인 ｢사회적 가치 기본
법｣ 이 사회적 가치와 관련성이 높은 법안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
을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을 사회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 기본 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
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18)는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이
해’ 보고서에서 사회적 가치를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였다. 사
회적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로 인권의 보호,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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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보건복지의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사회적 약자지
원, 상생협력, 일자리창출, 공동체 복원, 지역경제 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의 지속가능성,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그 밖의 공동체 이익
실현과 공공의 강화 등 13개 요소를 제안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정부와 사회적 가치 관련 법안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
심증대와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들에 대해 그 범위와 활동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안 발의시점과 사용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공동의 이익과 공동
체의 발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3) 사회적 가치의 개념정의 접근방향

앞서 설명했듯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정의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결과론적 접근법
으로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중심으로 정의내리는 방법이고 또 하나
는 과정(활동)중심으로 정의내리는 방법이다.

(1) 외부효과(externalities)

결과론적 접근법의 시각으로 사회적 가치를 외부효과로 보고 있다. 여
기서 외부효과란 개인, 기업 등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
들에게 기대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의미한다.
즉, 사회적 가치를 외부효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개념
접근법 중의 하나이며 주로 경제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Santos(2012)는 외부효과를 조직이 수행하는 객관적인 기능을 초과하
는 경제적 활동으로부터 생성된 결과물로 보고 있다. 또한 Schuler and
Cording(2006)은 조직차원의 사회적 성과를 일반적으로 사회적 또는
제3자 효과를 가진 자발적 사업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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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Tobias, Mair, and Barbosa-Leiker(2013)는 사회적 가치
를 가난과 갈등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가치는 이를
통한 어떤 특정 결과물을 양산해낼 때 비로소 사회적 가치가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2) 원칙(Principle), 프로세스(Process), 결과물(Outcomes)

사회적 가치의 일반적인 개념정의 접근법들은 Wood(1991)의 사회적
성과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가치 및 성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원칙(principles of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대응 과정
(processes of social responsiveness), 정책들(policies), 프로그램들
(programs), 가시적인 성과들(observable outcomes)로 구성된다고 보
는 것이다. 즉, 외부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 원칙을 세우고 프로그램
들을 만드는 등의 과정도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활동중심 접근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Peng and Yang(2014)은 사회적 가치에 기업이 공해저감 장치에 투자
하는 활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단기간의 가시적인 결과를
창출하지는 못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공해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일 것이다. 즉, 가시적 결
과와 함께 이러한 친사회적 활동과 원칙들 또한 사회적 가치창출에 필수
적이라 할 수 있다.

4) 사회적 가치 개념의 핵심 구성 요소

앞서 설명했듯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개념들이 제시되
어 있으나 크게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중심으로 정의내리거나 또는
원칙(principle)·프로세스(process)·결과물(outcome)을 중심으로 정의
내리는 접근법으로 대별된다.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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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는 방법은 결과론적 접근법으로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강조
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접근방법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를 가난이나
사회갈등을 줄이는 것으로 정의내리는 것이다. 반면 원칙(principle)·프
로세스(process)·결과물(outcome)을 포괄적으로 강조하는 접근법은 활
동중심 접근법으로, 사회적 성과 개념을 차용하여 외부적인 결과뿐만 아
니라 관련 원칙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도 사회적 가치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이 공해저감 장치에 투자하는 활동 자체도 사회
적 가치로 보는 것이다.
어떤 접근법을 활용해서 사회적 가치를 정의내리든 공동의 이익과 공
동체의 발전이라는 공통점이 사회적 가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12가지 정도
의 핵심 구성요인들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인권의 보호
② 안전한 근로 및 생활환경의 유지
③ 사회적 약자 배려(기회제공과 사회통합)
④ 양질의 일자리창출
⑤ 상생협력(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⑥ 사회서비스 공급
⑦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⑧ 지역사회 재생(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경제공헌)
⑨ 환경적 지속가능성
⑩ 노동통합
⑪ 공동체 복원
⑫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이렇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증대와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들에 대해 그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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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항목들을 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각각 어떠한 가
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는 분야별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
적으로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가 전제되어 있다(문창용,
2018). 즉, 사회적 가치에 대한 범위와 그 관련 활동들에 대한 용어의
사용 및 항목들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정의된 범위 및
활동들은 공동체에서 제기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활동
으로 재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창
출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에서 제기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활동
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활동중심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학술적 정의들과 관련
기관 및 법안들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들을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를 다음
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사람, 조직, 사회)에서 제기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친사회적
활동(과정) 및 그 결과물(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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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본 연구의 사회적 가치 개념

2. 사회적 가치 구성요인 선행연구
사회적 가치의 구성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들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미
국, 영국, 일본,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사례를 살펴보고 중증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구성요인 개발에 활용한다.

1) 미국의 Impact Economy

미국에서 임팩트 이코노미(Impact Economy)의 개념은 임팩트 투자
(Impact Investing)와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이
만나 재무적 수익과 더불어 사회/환경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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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생태계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팩트 이코노미의 추
진전략을 살펴보면 (1) 사회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조직의
법적 근거 도입, (2) 임팩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 조성 및 법률
개정, (3) 임팩트 이코노미 참여자들의 활동성과를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프레임워크 개발, (4) 글로벌 임팩트 이코노미 포럼 등을
매개로 하는 해당 패러다임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전략으로 나누어 생각
해볼 수 있다.
임팩트 이코노미의 구조를 살펴보면 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이라는 비영리기구인 협의체를 중심으로 기업과 정부가 임팩
트 이코노미의 추진전략을 실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GIIN은 임
팩트 투자의 규모와 효과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효과
적인 임팩트 투자를 시행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활동분
야를 개발하며,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팩트 투자분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IIN은 록펠러
자선 자문단(Rockefeller philanthropy Advisors)이 주요 지원조직으로
들어와 있는 가운데, 5가지의 주요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아웃리
치(Outreach), 네트워크 멤버십(Network Membership), 임팩트 베이스
(Impact Base), IRIS와 GIIRS, 마지막으로 투자자 협의체(Investor’s
Council)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주요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
명은 다음과 같다.

(1) 아웃리치(Outreach)

첫째로, GIIN의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은 임팩트 투자의 예를 조명
함으로써 임팩트 투자에 대한 개요를 투자자들과 시장에 알리는 것을 우
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GIIN은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임팩트 투자가 무
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임팩트 사업이 진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흐름을 투자자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투자자들과 관련기관들은 ‘온라인
임팩트 투자 자원 센터(online impact investing resource center)’를 통

55

해서 성공적인 임팩트 투자의 경험과 사례를 찾거나 정보를 나눌 수 있
다. 따라서 GIIN의 아웃리치 활동이 잠재적 임팩트 투자자들 간의 네트
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대중들이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아웃리치 활동의 구체적인 실
행에는 행사나 강연을 주최하거나, 임팩트 투자와 관련된 컨퍼런스나 행
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들에게 참석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이 있다. 또한 ‘온라인 커리어 센터(online career center)’ 운영을
통해 무료로 임팩트 투자분야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추가적으
로 매달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
다.

(2) 네트워크 멤버십(Network Membership)

네트워크 멤버십은 임팩트 투자 분야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관련이 있
는 기관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임팩트 투자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누고 의사소통하는 장이다. 이들은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임팩트 투자
에 대한 지속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의사소통하거나 임팩트 투자에 대
한 아이디와 특정 도구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

(3) 임팩트 베이스(Impact Base)

임팩트 베이스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 지형을 총망라하는 일종의 온라
인 디렉토리이다. 임팩트 베이스를 통해서 임팩트 투자에 대한 정보를
찾고, 투자자들을 찾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분절되고 명확하
지 않은 임팩트 투자 기금들을 파악하는 활동들이 가능하다. 또한 임팩
트 베이스는 임팩트 투자 기반에서 조직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이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면서, 재원을 관리하고 재정 중간
조직을 통해서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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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다. 임팩트 베이스의 기반은 GIIN이 승인한 투자자 및 전문가
들로 구성된 재정자문단(financial advisors)이 담당하고 있다.

(4) IRIS & GIIRS

IRIS는 조직의 사회적, 환경적, 재무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서, 임팩트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해서 그 성과를 판단하고 측정할 수 있
는 성과지표(Performance Metrics)로서 기능을 제공한다. 즉 임팩트 투
자를 시행하는 조직이 산출해내는 사회적, 환경적 성과들을 제대로 평가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요소를 평가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임팩트 투자자들은 투자대상을 평가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을 알 수 있고, 또 각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평가
기준 및 지표들을 검토하여 각 기관의 투자영역과 관심분야에 맞는 지표
와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선별하여 특성에 맞는 툴을 만들 수 있다.
특히 IRIS는 임팩트 투자 산업의 성장과 관련된 장애물들을 어떠한 방식
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IRIS는 임팩트 투자와 관련하여 투명성(transparency)과 신뢰성
(credibility)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를 위한 툴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관과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
는, 임팩트 투자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대한 자료를 제시
하고 평가와 성과(performance)측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지표를 제
공함으로써 이러한 분야에서 일관성과 응집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
응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일관된 정의와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분
야의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성과평가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고, 더불어
성과를 유사 분야의 다른 투자자와 비교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사회
적 성과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IRIS는 세 가지의 주요 분야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IRIS를 발전시키고 재 정의하는 것, 둘째, IRIS 사용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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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해 접근성을 증진하는 것, 마지막으로 자발적 자기보고를 장려
하고 무기명으로 측정된 IRIS 성과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IRIS
프레임워크는 조직 설명, 상품 설명(조직의 상품, 서비스와 시장), 재정
성과, 운영 효과, 상품 효과, 용어 설명 등의 6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업, 교육, 에너지, 환경, 재정서비스, 건강, 분야에 대한 평가기준
도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형태, 상품수명,
인증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에 따라서도 그 분야의 개별 측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앞서 소개한 GIIRS는 IRIS가 제공하는 측정 지표들에 대한 차별
적인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사회적 성과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라 할 수 있다. GIIRS의 평가와 분석은 (1)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측정하고, (2) 비교 및 독립성 검증이 가능한 측정 및 평가를 제공하
며 (3) 측정결과를 보고하고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
다. 현재까지 6천 개 이상의 조직이 이러한 GIIRS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
회적 성과 창출 능력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투자 협의체(Investor’s Council)

여기서 말하는 투자 협의체란 임팩트 투자자들의 리더십 형태의 대규
모 협의체로, 최근 임팩트 투자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점 사업을 지원하
고 있다. 첫 번째 그룹은 ‘Terragua’라고 불리는 모임으로서 투자 협의체
회원들로 구성되며, 구성원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의 지
속가능한 농업 증진을 위한 임팩트 투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구체적
으로는 농업에 대한 임팩트 투자를 통해서 빈곤한 농부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포괄적 재정
그룹(The Inclusive Finance Working Group)인데, 이는 특히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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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Big Society

영국 정부는 사회문제해결, 특히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부족과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이라는 한계에 직면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를 전적
으로 시장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영국정부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로서 ‘시민사회 역량
의 육성, 강화 및 활용’ 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혁
신을 시도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기존의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중앙집권
적으로 전달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과 자선
단체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Big Society(이하 빅 소사이어
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빅 소사이어티의 시민 프로그램을 시범
적으로 추진할 Eden, Sutton, Windsor, Maidenhead 등의 지역을 선정
하여 다양한 시범사업을 적용하고 평가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빅 소사이어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 가운데
주목을 받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중심 추진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빅 소사이어티 시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지역 사회 내
부 주체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 중인 활동가들과 시민 단체 지도자
들로 구성된 빅 소사이어티 네트워크(Big Society Network)를 발족시
킨 것이다. 빅 소사이어티 네트워크는 (1) 육성(Nurturing), (2) 역량
강화(Powering), (3) 분배(Distributing) (4) 지역 융합(Fuse local)의
네 가지 중점 전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정부의 직접적인 육성 정책
에 의해 이 네트워크의 리더와 활동가들이 리더로서의 양성 및 훈련 과
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활동가들이 지역 사회 공동체를 이끌
고, 지역 사회 주민들과 더불어 실질적인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
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방분권과 지방 자치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
하였으며,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노동자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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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공공과 민간이 결합한 제3섹터 시장을 통해 사회복지 프로그램
과 서비스 전달기능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빅 소사이어티 정책 추진을 위한 두 번째 중심 추진전략으로는 영국
정부가 재원마련 방안으로써 2012년 4월에 출범시킨 사회투자기금인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Big Society Capital)’을 들 수 있다. 빅 소사이어
티 캐피탈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 자금을 중개하고 사업
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팩트 투자 시행체이다. 기금의 재원은
은행들의 휴면 예금과 4대 민간 은행의 출연금을 통해 조성되었고 그 규
모가 6억 파운드(1조 1000억 원)에 달해 별도의 독립기구(Social
Investment Financial Intermediaries)가 운영하고 있다. SIFIs는 투자
자와 기금을 연결시켜주는 실제적인 매개체로써 기금 지원을 필요로 하
는 투자자들이 사업모델과 재정상태를 기입한 지원서를 자신들의 웹사
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항시 수령하고 있다. 이 때 지원 기금은 사업계획
서에 따라 최소 5만 파운드부터 최대 1500만 파운드까지 차등적으로 제
공된다. SIFIs는 주로 사회서비스와 관련이 깊은 고용, 교육, 주거, 빈곤,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
회투자기금은 기부나 후원과는 달리 재무적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사회
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기 위해 쓰인다는 특징을 지닌다.
빅 소사이어티 정책이 낳고 있는 다양한 성과 역시 위에서 살펴본 중
점 전략들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육성(Nurturing)
전략과 관련한 성과는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넥스터(Nexter)’이
다. 빅 소사이어티 네트워크(Big Society Network)의 목적이 사회투자
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며 사회투자를 시행하는 기업들을 양육하는 데 있
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영국 정부는 넥스터
(Nexter)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국 내의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넥스터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육성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확인한 다음, 이 사회적기업이 영국 사회에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한 혁
신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넥스터는 사회적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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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지역 수준에 적합하고(지역특성화), 실현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간 중소기업 조사(Annual Survey of Small Business)
에 따르면 영국에는 6만 2천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존재하며, 이들로부
터 약 8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조사에 따르
면 사회적 기업가들은 대체로 고용 훈련이 필요하며, 사회적 미션을 통
합하면서 시장에서의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따라서 넥스터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재정 투자
(Financial investment), 멘토링(mentoring), 홍보 등의 서비스를 사회
적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빅 소사이어티 정책의 두 번째 성과는 역량 강화(Powering) 전략의
성과로 볼 수 있는 ‘Spring Giving’ 프로그램이다. 이는 연구 사업 및 지
도자 대상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기업가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을 이용할지를 안내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Spring Giving’ 프로그
램은 사회적기업에게 그 기업의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사회적기업의 생산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빅 소사이어티 정책의 세 번째 성과는 분배(Distribution) 전략과 관
련하여 주로 인적자원과 네트워크 창출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들 수 있는
데, 이는 열정과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사회적기
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행사와 네트워크 장을 통
해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가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마지막으로, 빅 소사이어티 정책의 네 번째 전략인 지역 융합(Fuse
Local)과 관련한 성과에는 앞서 언급한 빅 소사이어티 네트워크가 사회
적기업이 활동하는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들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기업들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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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도록, 그리고 지역 사회
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장비, 시설, 기술, 예산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장려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에서
지역 예산 관련 정보(Your Local Budget)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이 해당 지역의 지역 예산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
로 의사를 결정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의의도 가지
고 있다.
한편 위에서도 잠시 언급되었던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Big Society
Capital)을 보다 상세하게 재정의 해본다면,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은 사
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에 투자 자금 중개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팩트 투자의 구심점으로서, 사회 투자 및 제3섹터 시장 육성
을 목표로 하는 기금이라 볼 수 있다. 초기 계획 및 추진은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으나, 공정한 역할 수행과 시민사회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현재
는 정부에서 독립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는
시민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영국
에서 이와 같은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논의는 2000년 정부 주도로 ‘사회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실제
기금의 출발은 2008년 ‘휴면예금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의 또 다른 핵심 기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이 과거에 수행했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성과 평가 및 향후 잠재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점이다. 투자 유치를 원하는 조
직들은 당 심사 및 평가 이수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빅 소사이
어티 캐피탈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에
투자 유치 및 자금 지원 등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은, 직접 지원보다는
사회투자전문기관(Social Investment Financial Intermediaries)들을 통
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때 사회투자전문기관 역시 무상으로
재원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투자와 융자를 통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사회적기업의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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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부터 기인한다. 이에 따라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은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사회투자 시장을 조성하는 생태계
구축을 역할을 자는 자본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는 투자자와 사회적 가치
창출 조직의 사회적 성과 창출 최대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하부구조로서 “Social Impact Tests and Thresholds Assessment”를 수
행하며 The SROI Network, NEF, New Philanthropy Capital, Investing
for Good 등의 사회적 성과 측정 및 평가 전문조직과 파트너십 구축 및
협업하고 있다. 민간 및 공적 연기금 투자자, 사회적 투자 중개기관도 당
성과 분석 자료 및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 의사결정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초기사정(assessment)이 필요하며
이는 Social Impact Tests and Thresholds Assessment의 지표를 통해
서 시행될 수 있다. 이 지표에 따르면 사회투자요소는 조직의 (1) 사회
적 목적(Social mission), (2) 지배구조(Governance), (3) 활동
(Action), (4)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영향(Impact), (5) 영향의 평가
와 측정(Impact assessment and measurement)이라는 5가지 요소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요소들은 그 성과 수준이 “잘함(Strong)”일 경우
3점, “보통(Medium)”일 경우 1점, “못함(Weak)”일 경우 0점이라는 점
수로 계량화되어 평가받을 수 있다.
사회적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빅 소사이어티가 제시하는 가장 큰 성과
는 ‘성과 매트릭스(Outcomes Matrix)’라 불리는 사회적 성과 주제별 핵
심 성과 지표를 정리한 분석틀이다. 이 분석틀은 (1) 사회적 성과의 내
용 및 결과를 제시하고 (2) 사회적 성과 창출 방법론에 대한 개념을 명
시하며 (3) 구체적으로 각 매트릭스의 항목별로 핵심 사회적 성과 지표
정리 체계를 개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 매트릭스는 SIFIs 와 사회
투자에 참여하는 조직들을 위한 지표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조직
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방식에 대한 평가,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사회
적 투자를 위해 보고되어야 하는 항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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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은 결과와 산출물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조직이 얻은 이익의 양을 계산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
다. 다만 이러한 매트릭스가 목표로 하는 바는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이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회투자 생태계 조성과 같은 맥락에
서, 이를 위한 공통적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투자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
된 용어를 정리하여 제시하여, 사회적 투자와 임팩트 평가(impact
assessment)에 대한 기준과 틀을 통일하여 다양한 분야의 참여 조직들
이 이 분석틀을 이용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성과 매트릭스를 보여주는 표로써, 세로축은 13개의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가로축은 대상자를 개인, 그룹, 지역사회로 분
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Big Society에서 제안한 Outcomes Matrix 내
용을 참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개발 방향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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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Big Society의 Outcomes Matrix(예시)
항목

개인

가족 및 아동

지역 및 사회

주거 및
생활필
수적인
욕구

· 노숙자와 낙후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인구
수 감소
· 주거와 관련된 기본적
욕구 충족

· 취약계층의
독립적 생활
지원

· 주거 욕구를 만
족시킬 수 있는
정책
· 사회적 주거환경
개선

교육과
학습

·
·
·
·

학업 성취도 향상
직업준비 증가
사회적, 정서적 기술증가
개인의 사회참여 증가

· 가족 내 의사
소통 및 관계
강화
· 자녀 양육 기
술 증가

· 학교와 교육기관
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증가

취업 및
훈련

· 고용 인센티브 증가와
고용 기회의 증가
· 구직자들의 직업기술
향상과 고용에 대한
적극적 태도
· 개별 구직자의 희망구
직 분야에 적합한 기
술 및 경험 축적
· 개별 구직자에게 적합
한 고용의 창출 및 지
속
· 구직자 업무만족도 증가

· 가족의 소득
안정성 증가
및 삶의 질
향상

· 고용정책의 변화
로 인한 혜택
(benefit)

신체
건강

· 병, 질별 등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 개인의 건강한 생활
유지 또는 증진
· 신체 기능 향상

· 아동 및 가족
들의 공공건
강(public
health) 서비
스 접근성 증
가

· 의료전달체계 효
율성 증진
· 의료에 대한 사
회적 비용감소

· 가정 및 아동
의 건전한 식
습관 보장
· 건강하고 활
력적인 아동
의 수 증가

· 초기
개입체계
효율성 증진
· 약물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편
견감소
· 지역 내 운동시
설 수의 증가 및
접근성 증대
· 사회적 비용감소

약물중독
및
건강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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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흡연자수 감소
알코올 중독 감소
약물사용 감소
건강한 식습관 향상

·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
개선
· 개인의 자율적인 정신
건강 상태 관리

· 가족과 지인
에 대한 부정
적 영향감소

· 전신건강과 관련
한 편견 및 차별
감소

개인 및
사회적
복지

· 개인의 자존감과 행복
도 증가

· 가족 및 지인
들과의 사회
적 관계 빈도
증가

· 지역사회 내 사
회통합 및 차별
해소
· 전반적 삶의 만
족도 증가

정치
참여도

· 개인의 권리의식개선
· 개인의 삶에 대한 주
도적 의사결정권 확보

· 아동권리 증진

· 지역사회 및 사
회문제 해결에의
참여도 증가
· 사회 내 태도 및
행동 변화

재정 및
법률문제

· 재정에 대한 지식 증진
· 개인, 지역, 사회의 빈
곤율 감소
· 개인의 재정관리 역량
향상

· 가족과 아동
을 지원하는
법률기관 확
대 및 체계화

· 정부재원에 대한
의존도 감소
· 법률기관에 접근
성 증가
· 지역사회의 재정
건전성 증대

예술과
문화

· 예술과 문화활동 접촉
및 참여도 증가
· 예술과 문화 기관에
대한 이용률 증가
· 운동과 여가활동 참여
도 증가
· 운동시설 접근성 증가

· 가족을 위한
문화시설 증가

· 지역문화
보존
상태개선
· 지역사회의 문화
적 수준 향상

범죄 및
공공안전

· 범죄율 및 공격적인
활동의 감소

· 아동학대 및
가족학대 감소

· 범죄와
안전에
대한
공공인식
증가

지역통합

· 지역기관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 증가
· 대중교통 및 IT기기
이용빈도 증가

· 지역아동센터
및 양육센터
증가

· 지역공공 자산의
증가
· 교통 및 공공시
설 개선
· 지역사회의 결속
력 증가

정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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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기후
변화

· 물과 전기에너지 등
효율적 소비
· 대중교통 이용
·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 친환경 제품 사용
·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

·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 지역 농업의 지
속가능성 증진
· 재생가능한 에너
지 개발과 관련
된 정책 도입
· 온실가스 및 에
너지
효율적인
정책 개발

3)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회적 가치

일본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정과 평
가기준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다. 谷本(2006)은 사회적기업은
계획하는 과제나 사업내용에 의해서 영리법인,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사
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회계제도나 정보
개시의 차이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재무비교가 곤란하다는 점도 평가방
법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 특정 비영리활동 촉진법에 따른 NPO법인의 등장과
NPO법인이 개호보험(2000), 장애자 자립지원(2003년), 지정 관리자
(2003)에 진입하고, 사업화 경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
심이 높아졌다. 경제산업성 역시 사회적기업 연구회를 발족시키고 사회
성, 사업성, 혁신성을 사회적기업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사
회적기업 지원은 NPO법인 지원정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영컨
설팅 지원, 재정지원(세제 지원), 금융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차원의
융자,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 지원, 홍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
정부 중심적인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중심의 자생적 성격이 강하고 지역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가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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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은 사회적기업 연구회 운영을 통해 평가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사회적기업 연구회가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기
업/마을기업(SB/CB)의 사업자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은 세 가지의
정의(사회성, 사업성, 혁신성)에 기초하여 지자체나 관련 기업(금융기
관, CSR에 주력하는 기업등)에 의한 평가사례나 워킹그룹에서의 논의
등을 참고로 제안하고 있다. 평가항목 책정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요
약된다.
• SB/CB의 특성을 토대로 한 평가가 가능해 지도록 사회적기업연구
회에서 제안한 SB/CB의 정의(사회성, 사업성, 혁신성)를 출발점으
로 할 것
• SB/CB의 평가기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SB/CB의 특징을 추출
할 수 있는 평가축을 나타낼 것
• 사업규모 등의 정량적인 크고 작음보다도 외부까지 포함한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사회를 향한 압력을 가하거나 발신을 실행하는
노력에 희망을 부여하는 것을 중시할 것
먼저 사회성 지표는 현재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과제에 몰두하
는 것을 사업의 사명으로 하는 것으로 공익성과 지역성으로 구분하여 측
정한다.

<표 Ⅲ-5> 사회성 측면의 사회적 가치 구성요인
사명의 공익성
지역과제에 대한 대응

사업내용의 공익성
공
익
성

사회적 과제해결의 실현성
사회환원성
이해관계자의 공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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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성
지역자원의 활용

사업성은 사명을 비즈니스 형태로 나타내고 계속적으로 사업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관리력과 시장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사업실현력
네트워킹력
관리력
조직화력
경영관리력
경제성
시장성
시장대응성

혁신성은 새로운 사회적 상품이나 서비스, 그것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것(신규성)과, 또 그 활동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파급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경제산업성의 평가방식 보고서는 사회적 성과, 사업자를 평가하기 위
한 평가항목으로서 SB의 3가지 정의, 즉 사회성, 사업성, 혁신성에 기초
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영리기업은 성장성이나 수익성, 안정성
등이 평가항목을 이루지만, 사회성에서는 공익성과 지역성이라는 두 가
지의 관점, 다음으로 사업성에서는 관리력과 시장성, 마지막으로 혁신성
에서는 신규성과 파급성 두 가지의 관점으로부터 평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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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회적 가치 구성 요인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1)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정의

앞선 논의와 함께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정의를 내리기 전에 먼
저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사슬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구
매제도의 효과 분석에 근거하여 이 제도의 정착 및 확대를 추진하여 중
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판매시설의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본인, 장애인 가족, 생산 및 판매시설, 구매자(공공기
관), 국가 및 사회 전체의 공동의 사회적 가치를 선순환적으로 창출한다.
따라서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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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관련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친 사회적인 활동(과정) 및
결과물”이다.

[그림 Ⅲ-3]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사슬

이러한 정의 하에 앞서 살펴본 다양한 사회적 가치 구성 요인들 중에
서 빅 소사이어티의 Outcome Matrix를 활용하여 우선구매제도의 사회
적 가치 구성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6> Big Society의 Outcomes Matrix를 활용한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구성 요인(예시)
결과물 항목

효과 범위

사회적 가치 구성 요인

주거 및 생활

가족

중증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
직업준비 증가

개인

사회적, 정서적 기술 증가

교육과 학습
사회참여 증가

취업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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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가족 내 의사소통 및 관계 강화

개인

직업기술 향상과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업무만족도 증가
고용 인센티브 및 기회의 증가
가족

가족 소득안정성 증가 및 삶의 질 향상
건강한 생활 유지 또는 증진

개인
신체기능 향상
신체건강

정신건강

개인 및
사회적 복지

가족

가족들의 공공건강 서비스 접근성 증가

지역 사회

의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 감소

개인

정신건강 개선 및 자율적인 관리

가족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감소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편견 및 차별 감소

개인

자존감과 행복도 증가

가족

가족 및 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 빈도 증가

지역사회

사회통합 및 차별 해소
빈곤율 감소

개인
재정 관리 역량 향상
재정
정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 감소
지역사회
지역사회 재정건전성 증대
개인

범죄율 및 공격적인 활동의 감소

가족

가족학대 감소

공공안전
범죄와 안전에 대한 공공인식 증가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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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구성 요인
앞선 선행연구들을 참조할 때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정의 하에
그 구성 요인을 관련 이해당사자별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해당
사자별 사회적 가치 구성 요인은 상호 중첩되기도 하지만, 각 이해당사
자별로 우선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 등에 근거하여 이 제도의 주요 이해당사자
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공공기관, 사회 및 국
가로 설정한다.
첫째,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생산시설에 고용된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이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우선구
매제도를 통해 근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근로활동을 통해 생산활
동에 참여하고, 소득이 발생하며 직업능력이 개발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
한다. 또한 근로생활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고 정신적·신체적 건
강이 증진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자신감과 자존감 등의 향상으로 전반적
인 삶의 질 개선과 행복수준이 증가한다. 한편 중증장애인 가족도 직접
장애가족을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에 추가적인 경제활동
을 통해 소득 증대, 사회적 관계 개선, 자기개발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삶
의 질과 행복수준이 개선된다.
○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소득증대 효과
○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직업능력 향상 및 자기개발 효과
○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개선과 그로 인한 의
료비용 등 절감 효과
○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회적 편견 개선 효과
○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개선 효과(사회적 관계 개선, 자
신감 및 자존감, 행복감 등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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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생산 및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경증 및 비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면서 생산활동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
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활용한 재화나 서비스 생산
을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는 홍보효과도 지속적으로 창
출하고 있다.
○ 생산 및 판매활동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
○ 중증장애인, 경증 및 비장애인 고용창출 효과
○ 생산 및 판매활동을 통한 중증장애인 사회적 편견 개선 효과
○ 중증장애인 생산품 홍보 효과
○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공동체 재생 효과 등
셋째,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
적 책임활동 수행, 공유가치 창출, 중증장애인생산품 소비를 통한 장애
인 이미지 개선 등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 및 공유가치 창출 효과
○ 중증장애인생산품 소비를 통한 장애인 이미지 개선 효과
○ 우선구매의 사회적 정당성 및 공공기관 이미지 개선 효과 등
넷째, 사회 및 국가의 경우에는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고용율 제고, 국
민행복도 증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절감, 지역공동체 재생
및 통합 등의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 사회 전체 및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율 증대 효과
○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등 재정지출 절감 효과
○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편견 개선과 이로 인한 사회통합 효과
○ 중증장애인 및 국민행복도 증가 효과
○ 지역공동체 재생 및 통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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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 증대 효과
앞서 설명한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구성 요인을 종합하면 총
14개의 요인들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요인들이 MECE(Mutually
Exclusively & Collectively Exhaustive) 조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보
기는 어렵지만,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상당한 타당성을 가
진다고 볼 수 있다.
<표 Ⅲ-7>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구성 요인
장애인
본인

장애인
가족

1. 소득 증대 효과

●

●

2. 직업능력 및 자기개발 효과

●

●

3. 정신적·신체적 건강 개선과
그로 인한 의료비용 등 절감
효과

●

●

4. 사회적 편견(차별) 개선 효과

●

●

5. 삶의 질 개선 효과(사회적 관
계 개선, 자신감 및 자존감,
행복감 등 향상)

●

●

사회적 가치 구성 요인

생산
(판매)
시설

사회
및
국가

●

●

●

●

6. 생산 및 판매활동을 통한 경
제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

●

7. 장애인과 비장애인 고용창출
효과(고용률 증대 효과)

●

8.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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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

●

●

9.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공동체 재생 효과

●

10.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 및 공
유가치 창출 효과
11.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정당
성 및 공공기관 이미지 개선
효과

●

●

●

●

12.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 등 재정지출 절감 효과

●

13. 정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정
당성과 신뢰성 증대 효과

●

14. 기타 환경 및 생태계 개선
효과(주)

▲

▲

▲

(주) 14. 기타 환경 및 생태계 개선 효과는 본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사회
적 가치 구성 요인으로, 향후 식별 가능한 데이터 수집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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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

Ⅳ. 사회적 가치 측정모델
1. 성과평가 및 성과지표 체계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비롯한 다양한 성과 측정을 위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다. 사회적 가치 측정모델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
정부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한 기본 내용을 살펴본다. 우선구매제도
도 정부정책에 의해 수행되는 제도이므로 정부의 성과평가에 대한 요건
들을 기본적으로 충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는 성과분석을 통해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하며, 시행하고, 목표했던 산출과 결
과가 달성되었는지 점검하고, 이를 추후 의사결정에 환류(feedback)시
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성공적인 성과관리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평가방식과 보상체계 등 내적
구성 체계와 적합한 성과정보의 제공 등의 외적 구성체계가 조화를 이루
었을 때 가능하다.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란 조직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
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 혹
은 질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성과지표가 없으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과
수준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지표는 성과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성과지표가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조직의 구성원들이나 정책의 담당자들의 핵심적인 가치관이나 업
무의 지향점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들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
전략목표가 명확할 때 성과목표는 구조화되고, 구조화된 성과목표에
따라 성과지표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성과지표는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므로, 전략목표나 성과목표에 대응되는 명확하고
적절한 성과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달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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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구체적, 체계적,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즉, 측정가능하고 계
량화된 성과지표가 설정되어야 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자의적 평가를 피
할 수 있고, 나중에 재평가를 실시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성과지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와 정
성지표로 구분된다. 정량지표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측정결과가
주관적 견해에 의하여 변동되지 않아 결과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가 용이
하다. 반대로 정성지표의 경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국민의 삶과 관련된 결과, 규범적이고 추상적
인 비전의 달성과 연계된 목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량지표만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현재는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 고객에 대한 만족
도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등으로 정성적 측면을 평가하여 보완
하고 있지만, 대표성과 객관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표 Ⅳ-1>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특징
정량지표(계량지표)

정성지표(비계량지표)

· 측정결과가 수치로 나타내어
지는 지표

· 측정결과가 일반적 수치로 나
타내어지지 않은 지표

특성

· 객관성 확보 가능
· 성과측정의 결과가 주관적 견
해에 의하여 변동되지 않음

· 평가자의 주관성 개입가능
· 대부분이 만족도 평가로 이루
어짐(평가위원 평가, 만족도
평가와 체크리스트 평가 등은
고객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정성적 결과를 정형화 하는
것임)

대표적
예

· 증감률, 건수, 금액, 면적, 인
원, 시간, 발생률, 달성율, 지
수 등

· 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 평가
위원 평가, 체크리스트 점수,
장기 사업의 이행도에 관한
중간점검 확인 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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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공공부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과지표의 유형은 단순한 투
입(inputs)지표,

과정(processes)지표,

산출(outputs)지표,

결과

(outcomes)지표, 활동(activities)지표 정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부문의 성과를 반영하기에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재정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로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최종 결과를 나
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outcomes)를 설정하고, 결과지표 측정이 용이하
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사업의 1차적 결과·산출물을 의미하는 산출지표
(outputs)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다년도 사업의 경우 중간 진도점검을
통해 재정사업의 진행과정을 나타내는 과정지표(processes)를 병행하
여 사용하고 있다. 결과나 과정을 뚜렷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인력 등 단순 물량을 의미하는 투입지표(inputs)
를 사용하기도 한다.
<표 Ⅳ-2> 성과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
개념

특성

투입
(Input)
지표

· 예산, 인력, 시간 등 자원의
투입량을 나타내는 지표

· 예산집행과 자원투입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을 나타낼
수 있음

과정
(Process)
지표

·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
출물

· 사업진동의 중간점검의 의
미를 가짐
· 중장기 사업의 연차평가에
활용가능

산출물
(Output)
지표

· 사업완료 후 1차적 산출물
을 나타내는 지표

· 투입대비 산출의 효율성 평
가
· 계량적 목표달성 평가 용이

결과물
(Outcome)
지표

· 1차적 산출물을 통해서 나
타나는 사업의 효과와 영향
을 평가하는 지표

· 국민체감 및 궁극적 목표의
효과성 평가
· 공공성의 최종평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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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성과관리 프로세스

한편 이은국, 이영범, 이창길(2015)은 바람직한 성과지표의 요건으
로, SMART라는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구체성(Specific): 성과지표는 포괄적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정
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를 명확히 기술
할 수 있어야 한다.
- 측정가능성(Measurable): 성과지표는 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추상
적이고 개념적인 지표는 유용성이 낮다.
- 달성가능성(Achievable): 성과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달성할 수 있
는 목표치를 전제해야 하며, 도달이 불가능한 성과지표는 성과지표로서
의 의미가 없다.
- 관련성(Relevant): 성과지표는 프로그램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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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성과목표 등 측정하려는 대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적시성(Timely): 성과지표는 시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성
과측정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구해져야 한다.
<표 Ⅳ-3> 성과의 성격과 성과지표 수준
성과의 성격
성과지표 유형

산출
Output

수치화된
단일목표형

●

●

계획대비
목표달성형

●

●

●

추세치 반영
목표증감형

●

●

●

과거실적
평균대비형

●

●

실질적 유효성과
달성형

●

●

내·외부 평가단
평가점수형

●

이해관계자
만족도형
복합적 성과요인
측정형(복합지표형)
사회적 공인지수형
인과적 체크리스트
점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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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Intermediate
Outcomes

투입
Input

●

●

최종결과
Outcomes
End-result

●

●

●

●

●

●

●

●
●

●

2. 사회적 가치 측정모델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tool은 사회적기업 내부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
는 기관들의 고유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져 왔다. 전 세계적으
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평가 tool로서는 다음
<표 IV-4>의 사회적 가치 측정 지요 평가 체계로 정리될 수 있다.
<표 Ⅳ-4> 사회적 가치 측정 주요 평가 체계
구분

주요 내용

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

· SROI는 기업 경제활동의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
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 ROI의 측정법은 관련된 사람이나 조직의 경험이나 공헌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
·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과물을 측정함으로써 만들어진 변
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상징하기 위해 금전적 가
치를 사용하여 표현(예를 들어, 3:1의 비율은 £1을 투자하
여 £3의 사회적 가치를 얻는 것을 의미)
· SROI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평가성(Evaluative) SROI는 이미 일어난 실제 결과에
기반하여 소급하여 수행하는 것
- 예측성(Forecast) SROI는 실행하고자 하는 활동이 의
도했던 결과를 달성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
가 창출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

BSC
(Balanced
Score Card)

· 재무적인 측면과 더불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
장 등 기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균형 잡힌 성
과측정기록표
· 4가지 관점의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성과
관리 시스템
· 단기적 성격의 재무적 목표 가치와 장기적 목표 가치들
사이에 조화를 추구

IRIS
(The Impact

· 미션 지향적인 조직에 대한 사회, 환경, 재무적 성과를 보
고하는 범세계적인 Reporting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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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ing
and
Investment
Standards)

· 경영성과(사회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 관련하여 이해하
기 쉽고 단순하게 표준 항목을 정의

CEA
(Cost-effect
iveness
Analysis)
비용효과분석

· 여러 정책대안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산출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기법
을 의미함
· 이 기법은 특정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비용들은 금전적 가
치로 환산하나, 그 프로젝트로부터 얻게 되는 편익 또는
산출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산출물 그대로 분석
에 활용하는 특징을 지님
· 이 기법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
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됨

CBA
(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분석

· 여러 정책대안 가운데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기법을 의미함
· 즉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된 편익과 비용들을 모두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다음 이 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의 우수성
을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함
· 각 대안의 비교에는 비용편익비(B/C ratio),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등의 기준이 사용
됨

Benefit-Cost
Ratio
(Robin Hood
Foundation)
비용편익비율

· 비용의 현재가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가치의 비율, 즉 편익
을 비용으로 나누어 그 비율의 결과가 가장 큰 대안을 선
택하는 방법
·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경제적 능률성의 척도
· 대안분석에서 적절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큰 투자사업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함
· 현재가치는 미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할인한 현 시점
의 시간적 가치를 의미함

BACO Ratio
(Acumen
Fund)

· Acumen Fund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비
즈니스 모델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중소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단체들에게 투자를 하는 글로벌 벤처임
· BACO(Best Available Charitable Option) Ratio의 목적은
투자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기회의 유망한 혜택 대비
자선적인 보조금의 효과성 측정에 있음
· 순비용 / 총사회적 임팩트 = BACO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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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Return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

· Global Development Program에 Expected Return 분석법
을 사용
· Expected Return 분석은 자선사업의 전반적인 전략을 시
사
· Expected Return을 측정하는 것은 현존하는 아이디어, 지
식을 일관적이고 수량화된 양식으로 이해하는 작업이며,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잠재적 투자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
함
· Benefits in a perfect world(세계적 차원의 편익) X
Likelihood
of
success(성공
가능성)
X
The
Philanthropy’s contribution(자선사업의 기여도) / Cost =
Expected return

Cost per
Impact
(Center for
High Impact
Philanthropy)

· 자선적 기부 효과의 최대화 측정. 기부의 효과에 대해 자
선가들에게 정보와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자선의 효과적인
분야를 정의할 수 있음
· 효과 당 비용을 측정하며, 효과 당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
서 자선가들은 가능한 2요소에 접근이 가능해야만 함
·
1) 사회적 효과 : 성공을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효과
·
2) 비용 : 자선가나 효과를 실감하게 하는 다른 자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투자로써 측정되는 비용

Bubble Chart
(Foundation
Investment)

· 버블차트는 산업 집단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잘 알려진 도
구임
· 버블차트는 같은 그래프 내에서 구성되어진 변수들을 사
용하여, 상대적인 경제적 활동을 평가하기 쉽도록 만들어
짐
· 각각의 축에 대한 기대치와 크기를 가지는 그들의 상대적
위치에 관련된 지분을 비교. 투자 기간별 수익을 도표로
나타내어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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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 DEA 모형은 Chames et al.,(1978)이 Farrell의 상대적 효
율성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의사결정단위(DMU: Decision
Making Unit)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개발
· 이는 다수의 투입 및 산출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효율적
DMU를 준거집단으로 기준으로 설정하여, 비효율적인
DMU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임

자료원 : 조영복, 신경철(2013)

3. 사회적 가치 측정 동향 및 사례
1) OECD의 사회적 가치 측정 동향 및 사례

OECD(2014)는 사회적경제조직 중에서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social impact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영향평가는 비영리
혹은 영리 조직의 활동을 발생한 사회적 가치와 영향을 평가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사회적기업들의 법적 형태는 그 국가의 고
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업종 분야, 자산제약, 참여적 지
배구조 등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social impact measurement에 대한 합치된 정의와 사
회영향평가의 목적에 대한 공유된 이해 역시 없음을 지적하면서 아직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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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계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OECD(2014)는 이해관계자기반 접근
(stakeholder based approach)을 통해 사회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업종에서
활동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이 달성하
고자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정보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OECD(2014)는 정보 필요성(information need)에 따라 상이한 방법
론으로 사회가치 평가를 제시하고 3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Ⅳ-5> OECD(2014)의 사례연구
이해관계자

정보 필요성

방법론

사례

공공
투자자

공적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이해하고
선택하기 위함

Cost-benefit
분석

WISE (Italy)

민간
투자자

ROI 평가

Rating

Phitech (France)

지역사회

사회적기업 활동
수혜자들의 만족

SAA(social
accounting and
auditing)

Jesmond
Community
Leisure (UK)

우선 공공기관 투자자는 다른 정책(실업수당 및 공공사업)과 비교하
여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에 보조금 지급의 비용·편익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 투자자의 정보 필요성을 만족시키는데 적합
하기 때문이다. 둘째,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게
는 다른 접근과 방법이 요구되므로 민간투자자들은 투자에 대한 사회적/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여가센터의 경우, 지역사회주
민들이 이해관계자가 된다. 이는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에게 필요한 정
보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이해관계자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에 따라 사회영향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이탈리아 사례). 이탈리아는 강제적이고, 표준화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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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를 시행하여 기업들이 동일한 포맷에 따르고 같은 정보를 공개하
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소수의 사회적기업들만이 이 규정을 따르고 있
는 실정이다.

2) 미국의 사회적 가치 측정 동향 및 사례

1990년대 후반 유럽에 있어서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회계의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시기의 어프로치는 재
무제표를 보완하여 설명하는데 그치고 회계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다.
그 후 21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서해안에서 사회적 가치측정의 획기적인
진보가 이루어 졌다. REDF가 개발한 사회적 투자수익(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은 사회가치의 정량적인 측정, 평가수법이며
1990년대 말에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구를 통하여 발전했다.
REDF에 의하면 SROI는 특정 계산식을 이용하여 사업가치와 사회목
적 가치를 합산한 사회경제 혼합가치를 베이스로 투자효과를 산출한다.
그리고 사회목적 가치는 활동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공적 자금지출의 삭
감액이나 소득세의 증가액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 후
SROI의 영향을 받은 Alter(2000)는 사회비용의 유형화와 수량화를 시
도하면서 더불어 사회비용과 사업비용을 구별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목적 달성도를 측정할 때에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ECG(Environment Capital Group)은 환경성과를 측정하기 위
해 SROI를 활용하고 있다. ECG는 청정기술 투자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환경영향 평가분석 프로그램인 ‘Green Wave’fmf 담당하고 있는데, 환경
분야에서 90억불 규모의 사무펀드 투자사업의 평가 및 이해관계자 보고
를 위해 SROI를 평가도구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SROI는 사회
회계 UNPRI(유엔책임투자기구), GRI(글로벌평가기관), 영향력보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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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준(IRIS) 및 기타 영향 평가방법과 호환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
다(KAIST, 2010).
한편 미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기업을 자금 면에서 지
원하는 슈와브 재단의 자금제공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직접적으로 자금제공자에 의해서 평가가 직접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해당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시비 및 투자효과
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사업체를 유지, 존속시키는 사회적 기업
가의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체계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기업가의 리더십
의 특성, 기업의 재정적 지속성, 경영능력, 성장속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
기 때문이다.
사업평가항목은 선정단계로부터 사전심사단계, 투자가 이루어진 뒤에
실시되며, 해당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효과의 장래를 간파하는 도구로
서 SROI 역시 채택하고 있다.

3) 영국의 사회적 가치 측정 동향 및 사례

영국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담당자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
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내무성은 사회적기업을 사업의 주목적은 사회
적인 것이며 이익은 사업의 목적 또는 지역을 위하여 재투자 되고 있고
주주나 소유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동기로는 활동하지 않는 기
업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은 분명히 채산성이 있
는 사업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과제를 실현해 가는 사회성의 기업이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그 특징을 살린 노력을 통하여 입찰에 의한 위탁사
업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 평
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과제를 둘러싼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장기실업자의 구제,
이민자나 여성들과 같은 사회적 취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주를 이루며 그
들의 장래성에 대한 지표를 말한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사업의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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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입찰용 평가는 물론 지역주민이나 지원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에 대
한 설명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최대의 이해관계자인
행정에 대한 어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
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그 특징을 살린 대응을 통하여 위
탁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입찰에서 사회적기업이 위탁사
업의 실시와 더불어 부수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점이 평
가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기업이 위
탁사업을 확보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의 지원단체
가 적극적으로 활동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FRC그룹이 채
용하고 있는 SROI의 평가방법은 영국의 대표적인 중간 지원단체의 new
economic foundation이 개발한 것이다. NEF는 2002년부터 REDF의 협
력을 얻어 보다 실무적으로 이용하기 쉬운 SROI의 개발에 착수하여
2005년에 SROI의 국제조직인 International SROI네트워크의 공식 프레
임워크로서 채용되었다. 아울러 이 프레임워크는 2008년도부터 영국 내
무성의 제 3섹터국과 스코틀랜드 정부가 공동출자하는 사회적 가치측정
에 관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보다 표준화, 명확화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
다.
FRC그룹은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
고 있다. 2006년도의 보고서는 68페이지에 달하며 약 50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장기실업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평가를 보면, 훈련생의 탈락률이나 직업훈련 수료자의
취직, 진학률이라는 평가항목에 대한 목표치, 실적치가 상세하게 나타나
고 있다.
게다가 FRC그룹은 사회적 투자 수익률의 산출에도 전념하고 있다.
SROI는 사업에 의해서 창출된 사회적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인건비
나 관리비등을 비용으로 제외한 것이다.
또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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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09년부터 영국 정부산하의 보건국이 운영하는 기금인 사회적기업
투자기금(SEIF; Social Enterprise Investment Fund)은 민간조직인
SIB(Social Investment Business)를 통해 운영되는데, SIB는 SEIF의
투자결정에 투자지원대상 사회적기업의 SROI를 활용하여 일정수준 이
상의 SROI를 나타내 성장가능성이 입증된 업체에 국한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SEIF의 투자를 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은 SROI 측정과 모니터링
에 동의해야 한다. 2010년 현재까지 130여개의 사회적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총 투자액은 약 2,300만 파운드(약 415억원)에 이른다(KAIST,
2010).

4) 일본의 사회적 가치 측정 동향 및 사례

일본에서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1998년 특정 비영리활동 촉진법의 시
행에 의한 NPO법인의 탄생과 그들 NPO법인이 개호보험(2000), 장애
자 자립지원(2003년), 지정 관리자(2003)에 진입하고 따라서 사업화
경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다. 비영리조직이 초래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梅
津(2009년)은 In put-Out put라는 가치변환의 프로세스를 통하여 “무
상이어도 금전의 수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치의 변화는 발생한
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棚橋(2009년)에 시도한 비재무정보를 활용한
BSC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의 업적측정/평가 등의 도전도 있지만 재무데
이터를 이용한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수법은 아직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다.
靑木孝弘 馬場英朗(2010)는 일본의 사회적기업의 실정에 맞춘 사회
회계(Social Accounting) 수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들이 제안하는 사회
적 가치 계산서는 종래의 자금수지나 순자산의 증감계산을 토대로 한 수
지계산서나 이익계산서로 사회적인 편익 및 비용에 관한 정보를 추가적
으로 파악하여 조정한 것이다. 이상의 사회적 가치계산서는 종래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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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나 순자산의 증감계산을 토대로 한 수지계산서나 손익계산서에 사
회적인 편익 및 비용에 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정리를 더한
것이다.
사회적 가치를 재무제표에 넣는 수법은 측정수치의 입수 가능성이나
정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고, 기업회계에서는 실무적으로 보급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영리사업체라도 이윤획득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인 수지계산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비
영리 조직에서는 자원봉사가 실시하는 무상, 저상의 업무제공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자금수지에 나타나지 않는 사회적 가
치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靑木, 馬場의 논문에서 사회적 편익 및 사회적 비용을 화폐로 환산하
여 가시화하는 경우 정보의 신뢰성 및 확실성이 문제가 된다. 단지 개호
서비스의 경우에는 개호 보험제도에 의해서 기본을 이루는 요금이 정해
져 있거나 영리기업이 동종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
원 봉사 등이 낮은 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들의 단가를
이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계산하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자원봉사업무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이나 대체비용을 이용하여
인건비 상당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 이사나 스텝
이 교통비 등의 경비를 자부담으로 하거나 사무실 임대료나 수도광열비
를 면제받는 경우 등도 필요한 비용을 어림잡아 현재화할 필요가 있다.
靑木, 馬場는 그 검토과정에 있어서 EMES(European Research
Network on Social Enterprise)가 제시한 사회적기업의 판단기준을 참
고로 아래 표와 같은 사회적 가치지표를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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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사회적 가치지표의 계산방법
사회적
가치지표

측정
목표

계 산 식

EM
ES

보험 자립
지원제도
의존도

제도자금
의존도

· 간병보험제도 및 자립
지원제도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의 비율

· 간병보험 및
자립지원의 수
입+사회편익/
총사회산출

①
②
③

순자산
수입비율

재무적
생존력

· 수입이 일시적으로 없
어졌을 때 내부보유에
의해 어느 정도 사업
을 계속할 수 있을까

· 순자산/총수입

①
③

수입집중도
지표

수입
다양성

· 재원이 어느 정도 집
중, 분산되어 있는가

· Σ(ri/R)２
· r : 개별재원의
수입액
· R:총수입

②
③

사회적가치
회수율

유상성

· 창출한 가치가운데 수
입으로 회수한 비율

· 총수입/총사회
산출

①
④

사업
투입비율

목적
적합성

· 자원봉사를 포함한 자
원투입가운데 사업에
활용된 부분의 비율

· 사업비지출+
자원봉사인건
비상당액/총사
회투입

⑤

사회가치
생산성

효율성

· 자원봉사활동을 포함
한 자원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 총사회산출/총
사회투입

⑤
⑥

사회적
지원
수입비

지역사회
지원도

· 지역사회나 재난으로
부터 어느 정도 재원
을 얻고 있는가

· 회비, 기부, 보
조금등 수입/
총수입

⑤
⑥

상호부조
활동비율

지역사회
공헌도

· 상보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부조 활동의 비
율

· 부조 활동의
수입 + 사 회 편
익/총사회산출

⑤
⑥

자원
봉사활동
인적자원

자원봉사
활동
공헌도

· 유급 스탭에 대하여
자원봉사를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인적자원
을 수입했을까

· (인건비지출+
자원봉사인건
비상당액)/ 인
건비지출

④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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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자원
봉사활동
총자원

· 지출액에 대하여 자원
봉사를 포함하여 어느
정도 자원을 투입했을
까

· 총사회투입/총
지출

⑤
⑥

5)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측정 동향 및 사례

(1) 국내 기업의 사회적 성과 평가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측정 동향과 관련하여 우선 국내 기업을 살펴
보면, 이들이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방법은 크게 사회공헌 활동, CSR
경영 또는 지속가능경영 활동 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의
CSR 활동은 경제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본연의 활동과 유리된 ‘책임’ 활
동이기에, 이 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 대상은 사회적 책임 활동
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자원의 효율 및 효과성에 초점이 맞춰지며, 결국
평가 작업은 내부 자원에 대한 경영 관리(management)의 성격을 갖게
된다. 또한 이러한 책임 활동의 대부분이 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 또
는 압력에 대한 대응이나 이들과 연계된 사회적 이슈와 관계된 의사결정
이므로, 평가는 결국 이들을 위한 성과 보고와 기업의 평판 관리 차원에
서 이루어지게 된다.
SRI 및 사회적 투자 영역의 사회적 성과 평가는 우선 사회 책임 투자
에 적합한 윤리성 및 ESG 성과 창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피투자 대상을
선별한다. 또한 투자를 집행한 대상이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성과를 지
속적으로 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투자 대상 선정 및 모니터링을 통
해 투자자 및 피투자자 모두의 부정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또한 주
요 목적이다.
한편 사회적기업과 비영리 조직은 각자 방법은 다르지만 사회적 가치
의 창출이 본연의 조직 목표라는 점에서 성과 평가를 통한 조직의 경영
관리가 자연스레 조직의 사회적 성과 평가 작업과 연계된다는 공통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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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다만 평가 대상과 목적에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
회적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재원 획득 방법에서 비롯된다. 비즈니스를 활
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성과가 결국은 매
출로 대표되는 경제적 성과와 밀접한 연계를 맺고 (만약 투자를 받는다
면) 주요 이해 관계자에 투자자를 포함하게 되지만, 비영리 조직은 일반
적으로 기부금이 주요 소득원이므로 기부자들이 주요 이해 관계자가 된
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 영역에 따른 사회적 성과 평가 작업의 국내 현황
을 살펴보면, 특히나 현재 그 성숙도를 살펴보았을 때,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일반 영리기업 영역에서조차 평가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우선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업 활동의 사회적 성과를 보고하는 과정
에서 비롯되는 한계가 있다. 통상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기
업이 CSR 경영성과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외부 이해 관계자들과 커뮤니
케이션 하는데 있어 가장 일반적이고 신뢰 받는 방법이다. 2000년대 들
어 CSR 경영이 크게 확산되면서 2004년에 국내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 첫 발간된 이후, 2012년에는 70곳의 기업이 누적 발간, 26곳의 기업
이 신규 발간한 것으로 집계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시 보통 UN
협력기관이자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
하고 있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기준, 국제표준화협회에
서 개발한 사회적 책임 표준인 ISO 26000 등과 같은 글로벌 기준이 활
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기준들은 지표와 기준의 적용 과정에서 산업 또
는 기업마다 차이를 보여 보고된 성과의 비교가능성이 낮으며, 일부 지
표는 복잡성 및 중복 등의 이슈를 갖기도 한다. 또한 기업이 내부적으로
수집, 선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의 객관성
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보고서 내용의 대
다수가 기업 입장에서 사회적 대의 및 공익적 활동에 얼마만큼의 투입
(input)이 집행되었고, 이로 인한 산출(output)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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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실제 기업의 관련 경영 활동이 얼마만큼의 사회
적 영향과 성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이와 더불어 기업 외부 조직이 실시하는 소위 CSR 평가 및 수상제도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 언론, 학계, 연구기관,
협회 등 기업이 아닌 각종 기관이 진행하는 CSR 평가 및 수상제도는 약
90여개에 달하며(2010년 10월 기준), 각 기관이 실시한 CSR 관련 시상
식은 총 81개, 이 중 한 기업이 38개를 중복 수상하기도 하였다.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 기업 실무자들은 이와 같은 평가제도 자체
의 난립, 중복 수상 남발,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권위 하락 등을 문제점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 작성에 대한
자문수행과 평가를 병행하는 일부 기관, 그리고 평가 기관으로 활동하는
언론사 및 피평가 기관이 되는 기업 간의 관계 등에서는 이해관계 이슈
로 인해 평가의 독립성이 일부 훼손되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
제점은 결국 CSR 및 지속가능경영 평가에 대해 기업뿐만 아니라 이해관
계자 및 시민 전반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부정적인 인식을 심는 결과를
낳는다.
다음으로 SRI 영역은 국내에도 ESG 전문 평가 기관들이 몇몇 존재하
고 있으며, 해외의 선도적인 평가 및 연구 조직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지
속적으로 평가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SRI 영역
자체가 아직 성숙기에 접어들지 못한 한계로 인해 평가 기관의 활동 영
역 또한 아직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국내 SRI 필드는 일반적으로 2006년도에 국민연금이 약 900억원 가
량의 펀드를 위탁한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며, 이후 국민연금이 투자 규
모를 점차 늘려왔다. 또한 한국증권거래소에서도 2009년 9월 14일부터
사회책임투자 지수(KRX SRI)를 출범시키는 등 현재 SRI 관련 지수와
투자 상품들이 다양해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SRI 펀드 설정액은 현재 1조 5200억 원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그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SRI 및 SRI 계열 지
수에 포함된 70개 기업들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CSR 활동을 펼칠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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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대기업 위주로 구성,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성이 미비할 뿐만 아
니라 일반 KOSPI 기업들 중 소위 죄악주를 제외하는 최소한의 네거티
브 스크리닝을 거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책임
투자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SRI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ESG
및 지속가능경영 성과 데이터다. 평가 조직 입장에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수적인데,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외부에 공시하는 사례
가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해외 선진국들이 실행하고
있는 관련 데이터의 공시제를 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조직의 태생적 특성이 평가를 더욱 까다롭게 요인
으로 작용한다. 일반 기업이 경제적 성과를 측정, 관리, 예측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주요 경영 지표 및 기업회계기준 등을 기반으로 경제
적인 성과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경제적 성과 데이
터뿐만 아니라 조직이 목표하는 고유한 사회적 가치와 관계된 사회적 성
과의 데이터를 파악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사회적기업 영역을 살펴보면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여건이 아직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숫자
와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국내의 사회적기업
영역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성과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직의
자립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영지표로서 영업이익이 양인 사회적
기업이 2007년 73%에서 2011년에는 14.1%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또
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과 같은 영업외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
이익을 기록하는 기업의 비중 또한 2007년 80.0%에서 2011년 63.5%
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대다수의 인증 사회적기업들이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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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직 입장에서는 사회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창출하고 관리하는 내부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2007년 7월, 국내
사회적기업 영역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법이 본격 시행된 뒤, 많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사회적기업 영역의 질
적 발전과 고도화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관계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사회적 성과 평가 적용을 통한 성과 창출 능력 점검 및 개선이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선도적인 조직들이 전문적인 성과 평가를 실행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업계의 성숙도를 감안해보았을 때, 조직의 경
영 및 사회적 성과 창출 활동과 연계된 성과 지표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파악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드문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조직 영역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광의의 비영리
법인은 사회복지, 교육, 의료, 종교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
익법인 관련 법률 허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이 중 국내에서는
종교법인 및 기타 특수한 성격을 갖는 법인을 제외한 자산 10억 원 이상
의 공익법인은 국세청에 결산서류를 공시할 의무를 지닌다. 2009년에
도입된 이러한 공시제도는 조직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
으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내역서 및 해당 법인에 대한 기타
사항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결산서류만으로 조직 고유
목적 사업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비영리 섹터의 규모가 매우 큰 미국의 경우만 해도
일관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 결과를 평가
하는 작업이 최근에야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예시로, 비영리 조직의 재정 건전성(financial health)를 평가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대표적인 비영리 평가 전문조직인 채리티 내비게이
터(Charity Navigator)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미국의 자선 단체 및 비영
리 조직들의 국세청 제출 서류 및 외부 공시 정보를 기반으로 재무 건전
성 및 투명성(transparency) 두 영역을 평가하는 자체적인 점수평가
(rating)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출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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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평가 결과는 별 0개에서 4개로 나타난다. 이러한 채리티 내비게
이터가 최근 평가 방법론의 다음 버전 개발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기존의 재무 건전성 및 투명성 평가 영역에 결과 리포팅(Results
Reporting)이라는 영역을 추가, 비영리 조직들이 고유의 미션과 관련되
어 실제 성과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러한 성과 보고가 얼마나 잘 이루
어지고 있는지를 기존 점수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존
에 재무 및 회계 영역에 대한 평가 방법론과 내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인 채리티 내비게이터와 같은 조직 또한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성과
창출 영역을 대상으로 실증적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매우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 국내의 사회적 성과 평가 이슈

본 절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사회
적 성과 평가와 관계된 문제점을 살펴본다. 특히 사회적 성과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중요시되는 다음의 요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전문성이다. 우선은 국내에서 사회적 성과 평가의 역사가 오래
되지 않은 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즈니스 성과와 사회적 가치 간의 관계, 흐름과 변화를 폭
넓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전문가 혹은 비전문 조직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성과 평가는
오히려 평가 결과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둘째, 독립성이다. 성과평가에 있어 전문성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요소
가 바로 평가자의 독립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성과 평가가 조직에
유리한 방향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혹은 평가 대상과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외부의 평가 기관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의 신
뢰도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특히 명확한 정의와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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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무성과 정보와는 달리, 평가 대상에 따라 가장 적합한 측정 지표를
선정하고, 수집된 정보의 중요도(materiality)와 사회적 성과 목표와의
관계성(relevance)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사회적 성과 평가에서 평가자의 독립성 보장은 매우 중
요하다.
셋째, 통일성이다. 사회적 성과 평가 영역에는 아직 모든 기업에 공통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 회계 기준과 같이 조직에 따라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지표나 프레임워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조직마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
할 경우, 투자자를 비롯한 외부 관계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바
탕으로 각 조직의 사회적 성과 평가 결과를 상호 비교 및 분석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게 된다.
넷째, 다양성이다.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일반 회계에서도
재무 회계와 세무 회계의 용도가 다르듯,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존재한다. 사회적 성과 평가의 목적과 활
용은 성과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내부 성과 관리
및 경영 매니지먼트, 경영 의사 결정, 투자 사전 단계의 성과 창출 능력
심사 및 투자 사후의 검수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
뉜다. 따라서 평가의 실제 적용과정에 있어서는 통일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나 동시에 다양한 목적에 알맞게 쓸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성과
평가 방법론이 이러한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다섯째, 데이터이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가를 적용할 기초
적인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평가가 적용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는 우선적으로 평가 기준과 지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에 따라 객관적 및 체계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
집하고 관리하는 내부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축적이 가능하다. 실제
사회적 성과 평가 섹터는 실제 평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시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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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반영, 문제점과 현실적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
전하고 있는데 데이터 또한 평가자 및 피평가자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
치면서 데이터와 관계된 이슈를 해결해가고 있다.
여섯째, 지역적 특수성이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CSR, SRI,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 보고 기준 및 평가 방법론들은 모
두 그 기원을 해외에 두고 있다. 그러나 각 사회는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맥락을 지니고 있기에, 비록 글로벌 관점에서 통합성을 갖는 것
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개발된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차용하기에는 한
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의 환경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반영해야 프레임워크의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충분
한 연구와 사례 개발, 실행과 적용을 통해 한국만의 특수성이 반영되었
는지 또한 중요하게 살펴볼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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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비용-편익 분석

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비용-편익 분석
1. 사회적 가치의 비용-편익 분석 개요
1) 사회적 가치의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 분석은 기본적으로 각종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통해 계산
된 현재가치를 통해 가장 효율적 대안을 선택하거나 사회후생을 증가시
키는지에 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기법이다.
비용-편익분석은 1950년대 이후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발전과 더불어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의 이론이 개발되었으며,
이후 정부부문의 공공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용되었다. 즉,
제한된 자원으로 사회구성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주어진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비용-편익분석이다(이창희, 2014). 비
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타당성의 판단기준은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서
특히 효율성에 두고 있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적인 논리는 경
제적 효율성에 있다(Stonkey & Zeckhauser, 1978).
이러한 비용편익분석 방법은 국가의 다양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것
에서부터 민간부문에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반 정부 규제정책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
하면서부터 정부의 각종 공공투자대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과학적
인 검토가 시도되었다. 이후 1994년에 사업에 비용-편익분석이 사업
시행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위해 실시되기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
지 국토개발, 자원, 환경분야는 물론 정보, 입법,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정부 정책 사업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김동건, 2004;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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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비용-편익분석은 다음과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Stokey
& Zeckhauser, 1978; 정승원 등, 2005).
첫째, 분석되어져야 할 대상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둘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게 될 현재와 미래의 모든 긍
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셋째, 이렇게 고려된 영향요인들을 긍정적 요인은 편익으로, 부정적
요인은 비용으로 간주하고, 각 편익과 비용에 대한 가치를 금전적 단위
로 환산하여 계량화한다.
넷째, 총편익에서 총비율을 뺀 순편익을 계산한다.
다섯째, 의사결정자가 선호하는 기준에 따라 선택이 행해져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모든 귀속
주체들의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기
법을 활용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
다.

2)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에 의한 비용-편익 분석

(1)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의 개념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은 사회적 가치측정을 위해 개발된 비용편익분석의

대표적인

측정지표로서,

미국

REDF(The

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1)에 의해 개발되었고 영국의 nef(the
new economic foundation)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최근에는 The S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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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에 의해 국제적 표준으로 발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이다.
SROI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의 가치(value)를 측정하고 계산하는 프
레임워크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비용과 편익분석을 통해 불공정성이
나 환경훼손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ROI 분석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개별 조직이 창출한 가치
전체를 포괄할 수도 있고, 특정 업무에 초점을 둘 수도 있다. SROI는 평
가적(evaluative) 목적과 예측(forecast)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평가
적 목적의 SROI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실제 결과물(outcomes)에 기초
해서 회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반면 예측목적의 SROI는 사회적기업
의 활동이 의도하고 있는 결과물을 달성한다면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창
출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함이다(The SROI Network, 2012).
1990년대 초반, 비영리 사회단체인 REDF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투
자된 자금이 창출하는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SROI에 대해 분석하
기 시작했다. SROI 방법론이 개발됨에 따라 REDF의 목적 대비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는 보다 효과적인 핵
심 툴이 되었다.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s)의 가치를 정확하게 화폐
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SROI에 의한 계산법은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창
출되었는지를 사회적 투자가들에게 알려준다(http://sroi.london.edu).
REDF는 1998-2000년 사이에 SROI를 개발했고, 1999년 창설된 세
계소셜벤처대회에서 SROI 분석이 심사기준에 포함되었다. 2000년에는
REDF가 ‘SROI Methodology’와 ‘SROI Reports’를 자체 발간하기도 했
다. 그러나 2007년부터 REDF는 SROI 측정을 중단하였으며 그 이유는
데이터 확보와 측정의 어려움으로 알려져 있다(KAIST, 2010).2)
최근 북미지역에서는 사모펀드와 기부자본이 확대되면서 후원 및 기
1) REDF는 Al Gore 미국 전 부통령의 비서이자 프리랜서 연구자인 Jed Emerson과 George
Roberts에 의해 공동 설립되었다. REDF는 고용형 사회적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미국의 민간재
단으로서, REDF 노동력 개발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해 SROI를 개발하고 Jed Emerson이 개
념에 대해 국제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했다(KAIST, 2010).
2) 최근 REDF는 기존 SROI의 단점을 보완한 SROI ActⅡ를 제안하고 있다. 즉 수작업에서
자동화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재현가능한 전자시스템으로의 구축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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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SROI를 기초로
여러 가지 영향평가 도구들을 접목하는 다양한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SROI가 개발초기에는 REDF 노동력 개발사업의 평가측정에 국한되었었
는데, 현재에는 모든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이슈, 섹터, 산업에 적용 가
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KAIST, 2010).
현재 SROI는 다양한 기업, 투자중심 조직, 사회적 가치지향 기업들에
게 ‘사고의 방식’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SROI는 영국의 nef와 유럽의
사회투자 부문에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SROI로 사고하는 것은
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에서 핵심요소이다. 사회적, 환경적,
재무적 방법 등을 통한 가치창출이라는 개념인 ‘복합가치’(blended
value)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http://sroi.london.edu).
SROI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 nef(the new economics foundation)
는 G7과 G8 정상회의의 어젠다인 국제채무와 같은 이슈를 다루는 The
Other Economic Summit(TOES)의 지도자들에 의해 1986년에 설립되
었다. nef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주류 사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해법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실질적인 경제적 복지를 위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기관으로서, 영국을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모든 분야의 사회 구성원 및
기관들과 함께 활동하며, 변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전략들을 만들어
낸다. nef는 현실에 적합한 실질적인 해결안 모색을 위해 엄밀한 분석과
정책적 논쟁들에 있어 탁월하며, 지역주민들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추구
한다. 또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환경개선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
법들을 찾고자 한다(http://www.neweconomics.org). 이후 영국의
SROI 보급을 주도한 nef의 Jeremy Nichols에 의해 2009년에 설립된
The SROI Network가 SROI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 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SROI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온라인 자기
진단 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 이것이 Social e-Valuator이다. 조직의 유
형별·업종별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용과정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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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편의성을 제고시킨 시스템이다.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데이터를 입력하면 결과물이 즉각 산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SROI의 사회적 가치 측정구조

SROI의 측정구조와 지표에 대해서는 2012년 The SROI Network가
개발한 ‘A Guide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한다. 이 가이드는 영국 the Cabinet Office의 SROI 가이드(2009)3)를
보완한 것으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의 원칙이나 방법론에서는 큰 변화
가 없다. 단지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을 수정해서 국제적으로 더 많은 활
용이 가능토록 했고, 다양한 형태의 섹터와 조직들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제고시켰다.4)
SROI는

사회적

회계(social

accounting)와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으로부터 발전된 평가기법으로, 7가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
록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한다(http://www.thesroinetwork.org).

<표 Ⅴ-1> SROI의 7가지 원칙
원칙

내용

1. 이해관계자 참여
(involve stakeholders)

- 조직이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변화를
창출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해

2. 변화내용에 대한 이해
(understand what
changes)

- 조직의 어떤 측면들이 변화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하기 이전에, 조직의 가치나
목표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인식하기

3) the Cabinet Office의 2009년 SROI 가이드는 Jeremy Nicholls, Eilis Lawlor, Eva
Neitzert, Tim Goodspeed가 공동으로 작성했고, Sally Cupitt가 작업에 참여했다(The SROI
Network, 2012).
4) 한편 2015년 The SROI Network와 사회영향력분석가협의회(Social Impact Analysis
Association)가 통합하여 Social Value International을 설립한 이후에도 일부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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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
해 포함시켜야 할 근거나 중요성을 결정
3. 중요한 것들에 대한
가치 측정
(value the things that
matter)

- 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시장에서
제외된 것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재무적 측정치
사용

4. 중요한 변화만 포함
(only include what is
material)

- 수집된 증거들을 토대로, 행위들이 어떻게 변화
시키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명확화

5. 과대계상 금지
(Do not over-claim)

- 적정한 벤치마크와 목표, 외부의 기준을 사용해
서 성과와 영향 비교

6. 투명성
(be transparent)

- 결과물들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거 제시
- 이해관계자에게 보고되고 논의

7. 결과 검증
(verify the result)

- 결과에 대한 독립적 검증

SROI의 첫 번째 원칙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이다. 이해관계자란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의 결과를 경험하는 사람이나 조직이며,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존재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이
해관계자들이 확정되어 SROI 분석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
회적 가치 창출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측정대상이나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SROI의 두 번째 원칙은 변화내용에 대한 이해이다. 변화가 어떻게 일
어나고 또 관련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지를 명확
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도했던 변화와 그렇지 않던 변화뿐
만 아니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변화들도 인식해야 한다. 가치는 여러
가지 변화의 결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또는 그들로 인해
발생한다. 이 원칙은 변화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론을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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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설명되고 지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해관계자들의 활동
결과물(outcomes)이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결과물이다. 변화가 발
생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과물들이 측정되어야 한
다.
SROI의 세 번째 원칙은 중요한 것들에 대한 가치측정이다. 결과물의
가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재무적 지표를 사용한다. 많은 결과물들이 시
장에 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들은 인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 제외된 이러한 결과물들을 재무적 지표로 측정하여, 이것의 가
치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제기해야 한다. 이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 간의 현재의 파워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SROI의 네 번째 원칙은 중요한 변화만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해관계
자들이 사회적 영향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진실 된 공정한 모습을 도출하는 정보와 증거들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만약 어떤 정보가 제외되었을 때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의사결
정이 달라질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중요한 변화를 경험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사결정도 포괄한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직의 정책, 동료, 사회적 규
범, 단기적인 재무 영향력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SROI의 다섯 번째 원칙은 과대계상 금지이다.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가치만을 측정해야 한다. 즉 사회적 활동에 의해 야기된 변화만을 정확
히 측정해야 한다.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활동 이외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 그러한 영향요인의 효과는 제거되어 측정되어야
한다.
SROI의 여섯 번째 원칙은 투명성이다. SROI 분석이 정확하고 공정하
게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것을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고 논
의해야 한다. 이 원칙은 다음과 관련된 개별 의사결정에 대해 기록되고
설명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의사결
정은 보다 신뢰성 높고 투명한 결과가 된다.
- 이해관계자, 결과물, 측정지표, 벤치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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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수집 원천과 방법
-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칠 결과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커뮤니케
이션
SROI의 일곱 번째 원칙은 자격을 갖춘 독립적 기관에 의해 분석결과
를 검증하는 것이다. SROI 분석을 통해, 사회적 활동에 의해 창출된 가
치를 보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필
연적으로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SROI 분석결과가 타당한
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판단을 위해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독립기관
의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3) SROI 분석 과정

앞서 설명한 7가지 SROI의 원칙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SROI 분석은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6단계를 거쳐 실시한다(The SROI Network,
2012).5)
<표 Ⅴ-2> SROI의 분석단계
1단계 (측정범위 설정과 핵심 이해관계자 확인)
· SROI 분석의 측정대상 범위 설정
· SROI 분석 프로세스 참여할 이해관계자 범위 확인
· SROI 분석 프로세스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법
⇩
2단계 (결과물 지도(outcomes mapping))
·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투입물(inputs), 산출물(outputs), 결과물
(outcomes)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영향력 설명도(impact map)나 변화이론
(theory of change)을 개발
5) 이와 유사하게 REDF는 ‘기업가치 계산 → 사회적 목적 가치 계산 → 혼합가치 계산 → 기
업 수익지수 계산 → 사회적 목적 수익지수 계산 → 혼합수익지수 계산’의 6단계로 분석방법
을 제시했다(김혜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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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결과물에 대한 증거수집과 가치 측정)
· 결과물이 실제 발생했는지를 증명할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물에 대한 가치
를 부여
⇩
4단계 (영향력 확정)
· 기타 영향요인을 제외하고 사회적기업의 활동 결과로 나타난 영향력 산정
⇩
5단계 (SROI 계산)
· 순현가 기준으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비용과 수익 계산, 관련 재무비율
계산
⇩
6단계 (보고, 활용, 내재화)
· 분석결과를 이해관계자에 보고하고 체화시킴

① 1단계 : 측정범위 설정과 핵심 이해관계자 확인

SROI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왜 그리고 어떻게
측정하려 하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범위 설정, 이해관계
자 확인, 이해관계자 참여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첫째, 범위 설정(establishing scope)이다. SROI 분석의 범위는 무엇
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다. 분석의
범위는 측정 가능한 것과 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것 간의 타협의
결과로 나타나곤 한다. 따라서 왜 SROI 분석을 하려 하는지, 어떤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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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용가능한지, 측정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실현가능한지를 확실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이해관계자 확인(identifying stakeholders)이다. 분석의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이해관계자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해관계자는 분석되는 행위의 결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
화를 경험하거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조직이다. SROI 분석
에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가 창출되었는지 또는 훼손
되었는지를 찾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다.
셋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방법 결정(deciding how to involve
stakeholders)이다.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해관
계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나 자
원의 부족으로 인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2차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
다. 이해관계자의 참여방법으로는 대면접촉, 워크숍, 이메일 등의 방법
을 사용한다.

② 2단계 : 산출물 지도(outcomes mapping) 작성

이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영향력 지도(impact map)
를 개발한다. SROI 분석대상이 되는 활동들로 인해 동원된 자원이 어떤
산출물(outputs)을

가져오고,

그

결과

이해관계자에게

결과물

(outcomes)로 귀결되는지를 보여준다. 영향력 지도(impact map)는
SROI 분석에서 핵심이다. 투입물(inputs), 산출물(outputs), 결과물
(outcomes)간의 관계는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이나 논리모델
(logic model)로도 불리며,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
는지에 대한 스토리이다. 1단계에서 설계한 계획을 활용하여 이해관계
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영향력 지도(impact map)를 구축하는
데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결과물(outcomes)이 측정되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투입물의 확인과 가치평가, 그리고 산출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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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화와 결과물 설명이 포함된다.
먼저 투입물을 확인하고 가치를 계상해야 한다. SROI에서 투자는 투
입물의 재무적 가치를 가리킨다.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이 가능하기 위
해서 이해관계자들이 투입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투
입물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중에 소모되는 자금이나 시간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재무적 투입물의 가치는 계산하기 쉽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시간과 같은 비현금 항목들도 투입물에 포함되는데, 이것
들에 대한 가치도 계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현금 투입물들이 없으면
사회적 가치 창출기관이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현금 투입물
들도 화폐적 가치가 부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SROI와 관련 있는 비
현금 투입물은 자원봉사자의 시간과 재화 및 서비스의 기부 등이다. 자
원봉사자의 투입시간에 대한 가치는, 이들이 사회적 활동에 사용한 시간
을 유사한 다른 일에 투입되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평균수입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산출물(outputs)을 명확히 기술하고 결과물(outcomes)을 설
명하는 것이다. 산출물이란 사회적기업의 활동들에 대한 계량적 요약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산출물
은 ‘50명을 대상으로 NVQ level 3’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SROI는 결과물 기준의 측정도구(outcomes-based measurement tool)
인데, 결과물을 산출물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자들이 변화되
었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과물을 측정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관의 목표가 교육이후에
취업이라면, 교육훈련의 실시는 산출물이 되고 이후의 취업성공은 결과
물이 된다. 결과물을 즉각적으로 직관에 의해 알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에는 정확한 결과물(변화)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투자되어야
한다.

③ 3단계 : 결과물에 대한 증거수집과 가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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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는 결과물(outcomes)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를 활용해서
발생하고 있는 결과물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며, 결과물들을 가치평가
함으로써 그들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
은 단계들을 거쳐 진행된다.
먼저 결과물 지표(outcomes indicators)들을 개발한다. 지표는 변화
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수단이다. SROI에서 이러한 지표
들은 관심 있는 변화의 측정수단으로써 결과물에 적용된다. 그 다음 결
과물 지표와 관련된 증거 데이터를 수집한다. 인터뷰, 2차 자료, 워크숍,
질문지 등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동원해 결과물 지표를 입증할 수 있
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결과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 지를
확인한다. 결과물들에 따라 지속되는 기간이 모두 상이하다. 어떤 결과
물들은 사회적 활동이 지속되는 동안 발생하기도 하고, 종료 이후에 발
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활동결과 발생하는 결과물(변화)별로 지
속기간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결과물에 대한 가치부여
를 실시한다. 결과물에 대한 가치측정은 시장가격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결과물에 대해 화폐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결과물에 대한 가치측정
의 목적은 결과물의 가치를 드러내고, 결과물간에 상대적 중요도를 알기
위함이다.

④ 4단계 : 영향력 확정

이 단계에서는 순수하게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물의 영향력을 확정한다. 영향력을 확정하는 것은 중요한데, 왜냐하
면 사회적 활동 결과물에 대한 과대계상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변화 스토
리를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사회적 활동 결과물을
과대계상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자중과 대체(deadweight and
displacement), 다른 요인(attribution), 가치감소(drop-off) 등이다.
자중(deadweight)은 사회적 활동이 수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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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결과물 정도를 비율로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갱생 프로
그램을 평가한 결과 7%의 경제적 활동이 증가했고, 동일기간 동안 5%
의 경제성장이 있었다면 순수한 사회적 활동의 결과는 2%이다. 자중의
비율이 증가한다면 관련된 결과물은 분석에서 덜 중요해진다. 대체
(displacement)는 창출된 결과물이 다른 결과물을 대체하는 정도이다.
대체는 모든 SROI 분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효과가 있다
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조직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attribution)를 제
거하고 영향력을 확정해야 한다. 다른 요인이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결과물(변화)을 창출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
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는 정확한 활동의 결과를 결정하기 어렵
다.
결과물이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대한 가치감소(drop-off) 효과도 측
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주택사업을 하는
조직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비용감소와 탄소배출 감소라는 성과를 거둔
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사업에 투여된 시스템이 진부화되어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따라서 매년 창출되는 사회적 성과도 감소하
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창출된 성과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영향력을 확정지을 수 있다.

⑤ 5단계 : SROI 계산

이제 SROI를 계산할 모든 계량적·질적 정보들이 수집되었다. 이 단계
는 앞의 단계에서 기록된 재무적 정보들을 어떻게 요약하는가에 대한 것
이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투자가치, 사회적 비용의 재무적 가치, 사회
적 편익의 재무적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현재가치를 기준으
로 사회적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고, 관련 비율을 산정한다. 그리고 민감
도 분석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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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6단계 : 보고, 활용, 내재화

이상의 내용들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고 활용하며, 조직에 내재
화한다. 종합적으로 SROI 분석단계를 영향력 지도에 따라 다시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표 Ⅴ-3> 영향력 지도(impact map)에 의한 SROI 분석
이해관계자를 기술

사회적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과 영향을 받는
대상에 대한 설명

의도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변화를 기술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

투입물을 기술

⇩
투입되는 자원(시간, 자금 등)과 이에 대한 화폐액
표시

산출물을 기술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기술

결과물을 기술

발생할 변화에 대한 설명
⇩

결과물 가치평가

결과물의 측정방법, 자료수집원, 변화빈도, 지속기간,
재무지표 측정금액을 표시
⇩

자중(deadweight)
결과물 비율 계산

사회적 활동들이 없더라도 발생할 결과물 비율 계산

기타요인(attribution
)이 미친 결과물
비율 계산

기타 요인들에 의해 영향받는 결과물 비율 계산

결과물 가치 감소분
(drop off) 비율
계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과물의 가치감소분 비율 계산

영향력 계산

위의 세 가지 요인을 제외한 결과물의 가치(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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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OI 계산

연차별 SROI와 금액 계산

자료원: The SROI Network. 2012. A guide to social return on investment,
pp.102-105의 내용 정리.

2. 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선행연구
장애인과 관련된 비용편익분석은 사회복지학, 교육학, 재활의학 등의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장애인 관련 제도 및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비용편익분석이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연구되어 온 것에 비해 장애인과 관련된 비용편익분석은 상대적으로 적
은 수에 그치고 있었다. 현재까지 장애인 관련 제도 및 사업의 비용-편
익 분석의 국내연구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Ⅴ-4> 장애인 지원사업 선행연구 정리
구분

비용

편익

대상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고용프로그램
(2000)

프로그램 비용,
프로그램 이용료,
대안프로그램 비용

지원고용대상자 수입,
지원고용대상자 납세,
대안프로그램 비용절약

대상자
납세자
사회

인력(인건비, 보험 등),
시설(시설비,
재산관리비),
근로자 임금소득,
보호작업시설
설비(생산라인 설비 등),
매출순이익,
신규사업(2005)
기타 비용(감정평가비 대안프로그램 비용절약
등), 근로자 투입비
(교통비)

장애인
근로자
운영자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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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훈련비용

임금소득, 고용주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참가자
사회

직원인건비,
시설운영비,
시설 및 장비비,
프로그램 및 사업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14)

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2015)

매출 순수익,
근로자임금,
세금 기여액,
대안프로그램 절감,
양육비 감소,
자기성취감 증가,
삶의 만족도 향상

서비스이용자
납세자
사회

참가자
프로그램 운영비용,
소득증가, 조세증가,
비참가자
대체 프로그램 소득감소 대체 프로그램 비용 감소
사회

이달엽 등(2000)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지원고용프로그램의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했다. 해당연구에서는 비용과 편익을 규정하는 작업에서 계
량화가 가능한 편익과 비용 항목만을 사용하였으며, 96년부터 98년까지
의 3개년의 데이터 합계를 이용하였다. 편익의 대상은 장애인 종합복지
관 지원고용프로그램의 대상자, 납세자, 사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계량화 가능한 편익은 3년간 66명의 대상
자가 벌어들인 수익의 총액을 근거로 했으며, 지원고용대상자의 납세,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된 보호고용프로그램의 결과를 근거로 대안
프로그램 비용절약을 고려하였다. 또한 비용으로는 지원고용프로그램
비용, 지원고용프로그램 이용료, 대안프로그램 비용을 고려하여 산출하
였다.

그

결과,

3,000,000원의
21,983,000원의

취업성공패키지인
순편익과
순편익과

2.58의
0.72의

지원고용프로그램의
편익-비용
편익-비용

비율,
비율,

대상자는

납세자는

–

사회전체는

46,542,000원의 순편익과 1.39의 편익-비용 비율이 발생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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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용/편익 구성항목
지원고용프로그램 비용

비용

지원고용프로그램 이용료
대안프로그램 비용
지원고용대상자 산출

편익

지원고용대상자 납세
대안 프로그램비용 절약

정승원 등(2005)은 보호작업시설 신규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
있다. 해당연구에서는 비용과 편익을 규정하는 작업에서 계량화가 불가
능한 운영자의 직무만족도 환경조건 개선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자부심,
자아성취감 등과 사회측면에서의 복지의존도 감소 등의 언급과 편익으
로서의 고려는 있지만, 측정을 위해 계량화 가능한 것만을 편익으로 보
고 분석하였다. 특히 보호작업시설 신규 사업의 계량적인 편익을 얻는
대상을 운영자와 근로자로 이분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
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계량화 가능한 편익은 운영자 측면에서의 2004
년 한해기준의 매출순이익과 대안프로그램 비용절약이다. 대안프로그램
의 비용절약은 참여 근로자들이 본 사업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대신 참가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프로그램의 비용을 의미하며 2003년 기
존 보호고용 사업프로그램의 인건비, 시설비, 기타투입비용, 내담자 투
입비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비용 산출에 있어서는 비교적 다른 연구들에 비해 신규 사업 소요비용
을 구체적이고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프로그램관련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비롯하여 시설비, 생산라인 설
비, 감정평가비용 등의 기타투입비용, 근로자가 신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했던 교통비까지 폭넓게 비용을 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순편
익이 220,045,997원이었으며, 해당신규사업에 대한 편익-비용 비율은
2.4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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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용

구분

비용요소

세부 구성요소

인력

프로그램 책임자, 조정자, 직업훈련 교사 인건비, 4대 보험,
시설발전위원회, 업체파견 인력, 경영진단 인력

시설

시설비, 재산관리비

설비

생산라인 설비, 납땜 배기장치, 높낮이 의자, 기타
집기수선비

기타투입

평가발전위원회 회의비, 평가연구 보고서, 감정평가
비용, 주식비, 차량비, 제세공과금, 난방비, 공공요금,
증여물품, 화재보험

근로자
투입비

교통비

화폐가치

계량화
가능

대상

편익내용

운영자

매출순이익(판매실적), 대안프로그램 비용절약

근로자

임금소득(근로자)

운영자 작업환경조건 개선, 직무만족도, 제품생산의 안정화

근로자

편익
계량화
불가능

자부심, 자아성취감, 직무만족도, 사회성 증가,
사회통합, 기술력 향상,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증가로 고용기회 확대, 일반사업장으로 전직
가능성
장애인 부모는 장애자녀를 돌보던 시간을 활용해
자아실현의 기회 상승

사회

새로운 장애인고용 창출
보호작업장의 자립능력 증가로 복지의존도 감소

김태일(2011)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계량화 가능한 것만을 편익과 비용 산출에 이용하였으며,
관련 데이터는 장애인 고용패널조사와 장애연금 수급자의 생활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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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실태 조사 자료를 참고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에 대한 편익과 비용 요소들을 도출하는데 있어서는 직업재활사업의 참
여자와 사회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지만, 최종 순편익과 편익-비용
비율에서는 주체를 나누어 분석하고 않고 종합적인 분석결과만을 도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편익을 직업재활사업 참여자 측면에서
임금소득의 증대효과로 보고 있다. 산출근거로는 직업재활사업 참여자
의 소득과 비참여자의 소득의 차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특성 및
직업재활훈련생의 취업률과 시간할인율 및 급여상승률을 고려하여 추정
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사회전체의 편익으로
보고 있다. 한편 비용은 직업재활 훈련비용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8개월
의 훈련기관과 월 50만원의 훈련비용을 가정하고 장애인 고용공단의 정
성적 답변을 통해 청구비용의 150%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다. 그 결과 장
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순편익은 약 80,296,000원이고, 편익-비용 비율
은 14.4로 나타났다.

구분

대상

비용/편익 구성항목

비용

사회

직업재활 훈련 비용

직업재활사업 참여자

임금소득(소득 증대효과)

사회

고용주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편익

이창희(2014)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
편 전·후 성과비교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 보호고용사업으로 대표
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 이전과 이후에 대한 운영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특정 지역 10개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2008년과
2013년 회계연도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승원 등(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계량화할 수 없지만
직업재활시설이 창출하는 편익으로 자기성취감 증가와 삶의 만족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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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도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최종 편익과 비용
산출에 있어서는 비계량화된 요인들은 제외하고 계량화 가능한 것 요인
만을 사용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각각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서비스 이용자, 납세자, 사회로 나누어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비용은 직원인건비, 시설운영비, 시설 및 장비
비, 프로그램 및 사업비를 고려하였고, 편익으로는 매출 순수익, 근로자
임금, 세금 기여액, 대안 프로그램 절감액, 양육비 감소로 규정하여 산출
했다. 그 결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 후인 2013년 서비스 이용
자에게는

948,082,000원의

-857,283,000원의

순편익과

순편익이

발생하였고,

편익-비용은

0.69,

납세자에게는
사회전체는

2,848,869,000원의 순편익과 편익-비용비율은 1.03으로 나타났다.

구분

비용/편익 구성항목
직원인건비
시설운영비

비용
시설 및 장비비
프로그램 및 사업비
매출 순수익
근로자 임금
세금 기여액
편익

대안프로그램 절감
양육비 감소
자기 성취감 증가
삶의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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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훈, 박병현(2015)은 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비용편익 분석
을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도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계량화 가능한
요소들만을 분석에 사용하고 있다. 비용과 편익의 대상으로는 장애인 취
업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인 참가자, 기금조성에 기여하는 비참가자, 사회
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편익으로는 참가자의 소득증가와 기금조성에 기여하는 비참가자
측면에서의 조세증가를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외에 대체 프로그램의 운영비용 감소를 비참가자와 사회전체의 편익
으로 보고 있다. 즉, 참가자가 납부한 조세는 국가의 정책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에 쓰이게 되므로, 이러한 공공
사업의 수혜자인 비참가자와 사회에는 편익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비용측면에서는 첫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고려하고
있다. 참가자에게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에는 실직으로
인해소득이 없어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
금조성에 기여하지 않게 되지만, 반면 비참가자에게는 납세 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나 고용보험의 납부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금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고용보험료, 정부출연
금으로 조성된 기금출연금을 지출함으로써 비용의 구성항목으로 규정하
였다. 둘째, 대체 프로그램 소득감소를 참가자와 사회의 비용으로 규정
하고 있다. 참가자는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보
호고용과 같은 공단에서 제공하지 않는 대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체 프로그램에 참가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장애
인 취업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보고 비용을 산출하였다. 또
한 사회의 관점에서는 참가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을 프로그램참가기간
동안 벌어들이지 못하게 되어 사회 전체적인 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
고 있다. 하지만, 비참가자의 관점에서는 참가자의 소득 감소에 따른 직
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에 있어서 중립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순편익은 참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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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47,850,000원의 순편익과 1.003의 편익-비용비율, 비참가자의 경
우 194,340,000원의 순편익과 1.063의 편익-비용비율, 사회에는
242,200,000원의 순편익과 1.012의 편익-비용비율이 나타났다.

구분

비용/편익 구성항목
프로그램 운영 비용

비용
대체 프로그램 소득 감소
소득 증가
편익

조세 증가
대체 프로그램 운영비용 감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용-편익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의 비용
과 편익을 통해 계산된 현재가치를 통해 가장 효율적 대안을 선택하거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대
표적인 비용-편익분석연구들에서 고려된 비용-편익 도출의 대상과 요
인들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
하였다.
첫째, 비용-편익의 고려 대상에 대한 일관성 및 합의가 부족하다. 기
존 연구들은 해당 프로그램 및 사업으로 인해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체와
편익을 얻는 대상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다소 모호함이 있었
다. 예를 들어, 관련프로그램의 이용자에 장애인과 가족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또는 관련시설을 납세자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등 그 구분과 범위가
연구마다 조금씩 달라지면서 순편익의 규모 및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체와 편익을 얻는 대상을 장애인 근로자, 납세자, 사회전체 등으로 나
누기 보다는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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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비용과 편익의 발생
주체를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가족, 생산시설(보호작업시설, 직업재활
시설 등), 우선구매 공공기관, 사회 및 국가 등으로 세분화하여 그 효과
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사회적 비용-편익 발생 주체별로 그 효
과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 항목에 따라서는 중
복 계산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하나는 우선구매제도 자체를 두로 사
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방법
은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비용-편익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둘째, 비용과 편익의 계량화의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계량화
가능한 것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계량적인 요소들의 반영이 어렵다
는 한계점을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승원 등(2005)과 이창희
(2014)의 연구에서처럼 비용-편익분석의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비계량적인 요소들을 발굴하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편익과 비용의 적용범위의 문제점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 및 사
업자체의 편익과 비용 이상의 광범위한 편익과 비용이 과도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용을 규정할 때, 교통비, 재산 관리비 등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성이 낮은 항목들이 과다하게 추가되어 비용에 산
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편익에서도 과도하게
계상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넷째, 편익과 비용 적용에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편
익과 비용의 대상을 납세자로 보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 경우 조세증가
를 납세자의 편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재원
을 비용으로 규정하게 된다. 하지만 조세증가는 본 연구의 경우 중증장
애인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이 아닌 일반기업들도 국가에 조세를 내기 때
문에 조세증가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납
세자 및 사회의 편익만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추정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있다. 소득과
비용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실측 자료가 아닌 추정자료 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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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순편익 및 편익-비용 비율의 과대 계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다양하고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비용-편
익 분석 결과
1)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시 고려사항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를 통해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고 이들의 안정적 소득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다. 이 제도를 통해 자원의 재배분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발생된다. 관련된 당사자로는 구매기관인 공공기관과 중증장애
인생산품 생산 및 판매시설이 있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는 정부, 중증
장애인 가족, 정부(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할 때 파레토(Pareto)기준 보다는
Hicks-Kaldor기준을 사용한다. 파레토 기준이란 사회의 누구에게도 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사회의 일부나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비용/효과
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Hicks-Kaldor기준은 이익이 손해는 보는 부분을 고려해서 더 큰 이익
이 된다면 사회적 입장에서 이익이 된다고 보고 비용/편익이 있다고 보
는 것이다(Levin & Mcewan, 2001; 나운환 등, 2019). 본 연구에서는
우선구매제도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 요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이나
자립생활, 사회통합,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창출되는 사회적 효과 요인을
비교 분석해,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과 효과 중 어디가 큰지를 분석하고
자 한다.
사회적 비용(social cost)과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을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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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먼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제학적으로 비용은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회
계학적 비용(accounting cost)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회비용은 어떤 것
을 선택함으로 인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많은 선택가능성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뜻한다.
기회비용은 사적비용(private cost)와 사회적 비용(social cost)로 구
분할 수 있다. 사적비용은 행위당사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국
한되며, 그 활동의 결과와 관련하여 다른 행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
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 전체 관점에서 볼 때 행위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면 이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다.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간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이슈가 외부성(externality)의 문제이다. 외부성이란 행위당사자의 행동
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데도 이에 대
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외부성을 가지고 있다. 즉 공공기관은 자신이 필요로 하
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부터 우선 구매함으
로써, 일반 기업으로부터 구매할 때 보다 훨씬 더 유익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외부성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제활동일 경우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생산이
나 소비가 일어나고, 반대로 유익한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제활동일 경우
에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생산이나 소비가 일
어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유익한 외부성이 존재하는 우선구매제도
는 향후 더 확대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에 의한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비용
과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설정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객관적이고 식별가능하고 비용과 편익항
목만을 계산하였다.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비용-효과가 낮은 항목들
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이해 가능한 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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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항목만을 포함시켰다.
둘째,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총액으로 계산하
였다. 동일한 요인이 비용과 편익에 동시에 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계산
하였다.
셋째, 우선구매제도의 외부성(externality)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구매
제도 비용-편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요인도 계상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때도 객관적으로 식별가능한 항목만을 포함시켰다.
넷째, 사회적 편익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측정하고자 노
력하였다. 즉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편익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계량화가 어려운 항목들은 제외하고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계상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투자수익율(SROI)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편익을 계
상하게 되면, 사회적 가치(편익)로 인식되는 요인들 중에서 계량화가 어
려운 편익 요인들은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SROI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SROI가 1을 넘는 것으로 분석되면 사회
적 비용을 초과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018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운선구매제도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SROI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분석한다. 향후 정확
한 SROI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객관적 데이터들을
확보하여 엄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 요인

(1)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비용 요인

우선구매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계량화가 가능한 주요 사회적 비용으
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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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비용 요인과 정의
사회적 비용 요인
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용

정의
·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우선구매
를 통해 구입하는 비용

②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에 지원· 중증장애인 고용 등과 관련해 생산시설과 판
되는 각종 정부 지원금
매시설에 지원되는 정부 및 민간지원금
③ 일반기업의 매출 감소로 인한· 우선구매제도로 인해 일반기업의 매출액 감
고용감소 비용
소를 통한 고용감소 효과
④ 우선구매제도 운용·관리 등에· 우선구매제도 운용·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
소요되는 행정비용
나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의 지원 비용
⑤ 우선구매제도로 인한 공공기· 우선구매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
관의 자율성 제약 비용
관 자율성 제약 비용

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용
◾정의 :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우선구매를 통해 구입하
는 비용
◾계량화 방법 : 우선구매액으로 계상
②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에 지원되는 각종 정부 지원금
◾정의 : 중증장애인 고용 등과 관련해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에 지원되
는 정부 및 민간지원금
◾계량화 방법 : 정부 및 민간지원금으로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미계상
③ 일반기업의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감소 비용
◾정의 : 우선구매제도로 인해 일반기업의 매출액 감소를 통한 고용감
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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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화 방법 : 중증장애인 인건비로 계상
④ 우선구매제도 운용·관리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정의 : 우선구매제도 운용·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나 한국장애인개
발원 등의 지원 비용
◾계량화 방법 : 연간 10억 원으로 단순 가정함
⑤ 우선구매제도로 인한 공공기관의 자율성 제약 비용
◾정의 : 우선구매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자율성 제약
비용
◾계량화 방법 : 우선구매액의 1%로 단순 가정함

(2)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편익 요인

우선구매제도의 14개 사회적 가치 구성 요인 중에서 계량화가 가능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편익 항목을 설정하고 계상한다.

<표 Ⅴ-6>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편익 요인과 정의
사회적 편익 요인

정의

① 생산시설이 생산한
재화 등의 시장가치

· 생산시설이 생산한 재화 등의 우선구매가격이 시
장가치로, 공공기관이 일반 경쟁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격

② 중증장애인 소득

·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소득으
로, 이 제도를 통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소득
효과

③ 중증장애인 가족 소득

·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고용된 중증장애인을 더 이
상 돌보지 않아도 되는 가족의 신규 창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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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증장애인의 의료비용· 중증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개선으로 인한 의
지출 감소 효과
료 비용 지출 감소 효과
⑤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에
·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에 고용
근로하는 경증 및 비장
된 경증 및 비장애인의 소득 금액
애인 소득
⑥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
· 중증장애인의 근로생활로 인해 감소되는 정부의
부의 각종 사회보장비
각종 사회보장비용 등 지출 감소 효과
용 등 감소 효과
⑦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
의 삶의 질 개선 효과

· 중증장애인의 근로생활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 효과(사회적 관계 개선, 자신감 및 자존감,
행복감 등 향상)

① 생산시설이 생산한 재화 등의 시장가치
◾정의 : 생산시설이 생산한 재화 등의 우선구매가격이 시장가치로,
공공기관이 일반 경쟁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격
◾계량화 방법 : 우선구매액 x 88%(조달청 낙찰하한율)
② 중증장애인 소득
◾정의 :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소득으로, 이 제
도를 통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소득 효과
◾계량화 방법 : 중증장애인 소득금액으로 계상(2018년 12월 중증
장애인 인건비 6,499,526,000원 기준)
③ 중증장애인 가족 소득
◾정의 :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고용된 중증장애인을 더 이상 돌보지
않아도 되는 가족(가족당 1명 가정)의 신규 창출 소득
◾계량화 방법 :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x 1명) x 월 최저임금 x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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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증장애인의 의료비용 지출 감소 효과
◾정의 : 중증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개선으로 인한 의료비용 지
출 감소 효과
◾계량화 방법 : 1인당 연 50만원으로 단순 가정함
⑤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에 근로하는 경증 및 비장애인 소득
◾정의 :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에 고용된 경증 및
비장애인의 소득 금액
◾계량화 방법 : 경증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상(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미계상)
⑥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각종 사회보장비용 등 감소 효과
◾정의 : 중증장애인의 근로생활로 인해 감소되는 정부의 각종 사회보
장비용 등 지출 감소 효과
◾계량화 방법
- 장애인연금 절감액 : 25만원(차상위 초과) x 11,058명 x 12월
x (255,500명 / 787,264명)6)
-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절감액 : 44만원(복지일자리 기준의 최소
액) x 11,058명 x 12월 x (17,352명 / 989,756명)7)
- 기타 비용절감액은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미계상
⑦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개선 효과
◾정의 : 중증장애인의 근로생활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 효과
(사회적 관계 개선, 자신감 및 자존감, 행복감 등 향상)
◾계량화 방법 : 가족당 연 1,000만원으로 단순 가정

6) 2018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는 787.264명이고, 장애인연금 수령자 수는
255.500명임. 따라서 이 비율로 장애인연금 절감액을 추정하였음.
7) 2018년 기준으로 20~59세까지의 등록장애인 989,756명 대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혜자 수
17,352명의 비율로 추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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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2018년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비용-편익 계산 결과(예시)
측정 항목
1.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용

화폐가치(천원)
575,700,000

2.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에 지원
되는 각종 정부 지원금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미계상

3. 일반기업의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감소 비용

중증장애인 인건비 77,997,312

사회적
비용 4. 우선구매제도 운용·간리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연간 1,000,000 단순 가정

5. 우선구매제도로 인한 공공기관
의 자율성 제약 비용

우선구매액의 1% 단순 가정
5,757,000

합계

660,454,312

1. 생산시설이 생산한 재화 등의
시장가치

575,700,000 X 88% =
506,661,000

2. 중증장애인 소득
3. 중증장애인 가족 소득
4. 중증장애인의 의료비용 지출
감소 효과
사회적
5.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에 근로하
편익
는 경증 및 비장애인 소득

6,499,526 x 12월 = 77,997,312
11,058명 X 1,800 X 10월 =
199,044,000
1인당 연간 500 단순 가정
5,529,000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미계상

6.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각 장애인연금 절감액 10,766,347 +
종 사회보장비용 등 감소 효
장애인일자리지원 절감액
과
1,023,604 = 11,789,951
7.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개선 효과

가족 당 연 10,000 가정
110,580,000

합계

911,601,263

S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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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601,263 / 660,454,312)
= 1.38

3)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비용-편익 분석의 한계

그동안 SROI, IRIS, BSC 등의 논리를 기본으로 중요한 사회가치 평가
지표가 개발되었고, 지표군들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 간의
다양한 관점으로 인해 합의된 평가지표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여전히 존
재하며, 특히 SROI를 중심으로 한 비용-편익 분석모델과 종합적인 평
가 툴을 강조하는 IRIS 유형의 모델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SROI의 비용
-편익 분석은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측정상의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social impact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사회적 경제조직이 미친 영향이 질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수치화하는데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기인한다.
다수 SIA 모델들이 질적 내용을 정량적 지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관성의 개입은 평가 대상 사회적경제조직 수가 증가할수록
평가자 오류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사례연구를
통한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직까지 보편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규모, 영역이 다양하고, 그
목적과 자원동원 방식에서 따라 소규모의 노동통합에서부터 사회적 전
반적인 전환을 유발하는 사회적 혁신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넓기 때
문에 특정한 모델로 social impact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사실상 불가
능하다. 이는 수많은 SIA 모델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한 국가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적경제조직을 하나의 모델로 측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직접 재정지
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시킨 국가에서 서구의 특정 SIA 모델
을 적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social impact를 국가 단위에서 평가하기
에는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필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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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에서 전국의 사회적기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개발되는 것이
최우선 작업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사회
적 투자수익률(SROI) 분석결과도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
고 있다. SROI의 정교화를 위한 다양한 분석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개선
되는 과정에 발맞추어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방법도
향후 보완되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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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

Ⅵ.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측정모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는 다양
한 원천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생산시설
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라는 확실한 매출처가 확보된
상황에서,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원
천이 바로 생산시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를 측
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많은 선
행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을 활용해 사회적 순
편익을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IRIS 등과 같은 기관평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활용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대
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측정모
델은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대신 IRIS 유형의 기관평가모델에 기반
해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 가치 평가모델을
먼저 살펴본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측정 선행연구
1) GIIRS(Global Impact Investing Rating System)

(1) GIIRS 개요

GIIRS는 점수 평가 혹은 등급제 시스템으로 옮길 수 있는 Rating
System에 기반한 분석 방법론을 토대로 조직, 특히 기업의 사회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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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임팩트를 평가하는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GIIRS의
점수는 호텔이나 영화를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별점 등급제와
유사한데, 평가 대상이 되는 조직이 창출해내는 사회적 성과, 즉 임팩트
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별의 개수로 표시하여 나타내는 것이 가장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GIIRS는 단순한 영리적 이익(Profit)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적인
유익(Benefit)을 추구하는 B Corp(Benefit Corporation)의 성장과 발전
을 지원하고 촉진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 섹터를 개척하고자 하는 미국
의 비영리조직 B Lab이 개발한 평가시스템으로, B Lab의 완전지배를 받
는 사업 조직(wholly-owned subsidiary)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이다. B Lab은 앞서 설명하였듯 GIIRS의 운영 외에도, B Impact
Assessment라는 자체 평가설문을 통해 일정 점수를 획득한 기업들에 B
Corp 인증을 부여하는 사업, 관련정책 법제화 및 임팩트 투자 인프라 조
성 촉진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B Corp 인증 사업으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B Lab 내부 고유의 역량과 접근법은 GIIRS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으며, 사전에 계량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지표와
규칙을 기반으로 평가 대상 간 상호 비교가 가능한 객관적 평가 툴인
GIIRS의 특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아직까지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인식은 물론 이에 대한 평가가 보
편화되지 않았고, 또한 그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층위와 범위로
혼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GIIRS는 선구적인 투자자들이 가장 용
이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성과 평가를 위한 도구라는 측
면에서 뛰어난 강점을 지닌다. 투자와 회계, 성과 평가 영역과 연관된 다
수의 전문 조직들이 수년에 걸쳐 개발하는 가운데 그 적용과 결과의 해
석이 매우 용이하게 고안된 평가 솔루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용 편
의성은 규칙 기반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의 특성인데, 사전에
합의된 평가 지표가 적용되므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
고 대신 조직이 입력하는 성과 데이터가 시스템 고유의 방식으로 계산되
어 계량화 된다. 이렇게 계산된 결과는 표준화된 보고서 형식에 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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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겨서 제공되며, 또한 결과 간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나 테마를 기준으로 하는 GIIRS 인덱스와 같은 벤치마크 기능을
갖는 솔루션이 파생되기도 한다.
GIIRS의 활용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GIIRS와 같
은 시스템에 기반한 툴을 통한 평가 결과는 개별 평가자의 평가 역량에
관계없이 해당 조직의 성과가 일정하고 동일한 값으로 계산된다. 이는
평가 대상이 되는 영역이 사전에 정밀한 연구와 검증을 거쳐 결정되어
있고, 각 영역별로 평가해야 하는 항목과 가중치 역시 이미 설정되어 있
으며, 개별 평가자의 역할은 실제 평가를 적용하기 보다는 피평가 조직
이 제공하는 성과 및 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정당하고 공정한지를 검증하
고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방식에서 고려
되어야할 부분은, 평가 대상 조직의 성과가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평가
영역과 항목에 포함되는 범위를 넘어설 때, 그 초과치 또는 변동성을 측
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부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상 조직의
성과를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GIIRS가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장점은, 그만큼 타당성
이 계량적, 실증적으로 검증된 규칙들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와 같은 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2차 가공이 가
능하며, 평가 대상의 입장에서 성과 데이터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
다.

(2) GIIRS의 분석 관점(Framework)

GIIRS 평가 시스템의 구조로부터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기
업의 사회적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총체론적(Holistic) 관점으로 접근하
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GIIRS는 평가대상이 되는 조직이 의도한 성
과는 물론,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및 조직과 연관된 이해관
계자들이 조직의 활동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총체적인 성과까지도 모두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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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워크는 GIIRS 시스템에서 두 가지로 구분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의도
한 성과에 대한 ‘사회 및 환경 지향 비즈니스 모델(Social &
Environmental Focused Business Model)’, 의도 외의 총체적 성과에 대
한 ‘프랙티스(Practices)’로써 GIIRS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총체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케 한다.
GIIRS 시스템의 이분화된 구조를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 및
환경 지향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 GIIRS는 제품 생산과 서비스 판매 등
과 같은 일반적인 기업 활동의 최종 결과물에서 사회적 성과가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는, 매출, 고객 수, 판매량 등과 같은 최종
성과와 관련된 데이터로부터 사회적 성과의 크기를 정량화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한편 결과물이 아니라 비즈니스 ‘과정’에서 사회적 성과가
창출되며 이것이 주요한 미션으로 기능하는 조직을 대상으로는, 준거가
될 수 있는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제시함으로써 그에 부합하는 정
도만큼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대상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
고 평가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의도 외의 총체적 성과를 평가하는 ‘프랙티스’는 사회적 성과가 창출
될 수 있는 영역을 거버넌스(Governance), 고용(Workers), 지역사회
(Community), 환경(Environment)의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파악하
고 있다. ‘사회 및 환경 지향 비즈니스 모델’이 기업이 스스로 목표로 하
고 있는 사회적 성과를 어떻게 창출해내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과는
달리, ‘프랙티스’는 기업이라는 조직 그 자체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사
회에 대하여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해내고 있는가를 위의 네 가지
관점에 기반하여 조망하는 것이다. 이 때 네 가지 영역은 각각 그 하부에
핵심 이슈에 따른 하위 범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위 범주 내에는 다시
핵심 주제(Topic)에 따른 지표(Indicator)가 명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설계된 질문지가 평가대상 기업에게 제시
되면 기업은 해당하는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 값들을 바탕으로
평가자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마친 가중치를 적용하고 미리 설정된 방
식대로 점수를 부여하여 그 결과 값을 도출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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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IIRS의 평가 프로세스

GIIRS의 평가 프로세스가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있지는 않으나,
그 과정 간의 논리적 연결고리와 진행 단계를 살펴볼 때 크게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누어 파악해볼 수 있다.
1단계는 정의 및 모델링(Defining & Modeling)단계이다. 우선 가장
먼저 GIIRS 평가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프레임워크 분석 관점
에서 소개했던 조직의 평가 영역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평
가 대상이 되는 조직의 ‘사회 및 환경 지향 비즈니스 모델’과 ‘프랙티스’
영역별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때 평가 대상의 ‘사회 및 환경 지향
비즈니스 모델’ 영역에 대해서는 해당 비즈니스의 모델, 즉 제품 자체에
서 사회적 가치가 발생하는지, 혹은 내부 특정 공정에서 성과가 발생하
는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모델에 부여된 지표들을 설정하고, ‘프랙티스'
영역에 대해서는 사회적 성과와 관련된 네 가지 영역(Governance,
Workers, Community, Environment)의 표준 지표를 설정한 후, 지역,
산업, 규모에 따라 영역 및 지표들에 대한 내용과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
정을 거치게 된다.
2단계는 분석(Analyzing)단계이다. 1단계를 거친 평가자는 평가 대상
조직에 대한 모델링 및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을 완료함으로써 질문지를
완성하게 된다. 1단계를 통해 구성된 질문지에 따라 이후 데이터 수집과
검토, 분석,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피평가자는 이러한 질문지
에 따라 해당 답변을 작성한 뒤, 평가자와 함께 전화 등을 통해 1차 검토
작업을 거친다.
이러한 검토와 보완작업을 거친 뒤, 평가자는 수정된 질문지와 수집이
완료된 자료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2차 검토 및 분석 작업을 실행한다.
이 과정에서 프레임워크와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점수가 계산되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평가 프로세스는 실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
고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실질적인 접촉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
확성, 엄밀성의 측면에서 약점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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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IRS는 해마다 전년도의 평가 대상 조직 중 10%를 임의로 선정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3단계는 보고(Reporting)단계이다. GIIRS 평가의 최종 단계에서는 1,
2단계를 통해 수집한 자료와 최종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 조
직에 대한 개요, 전체 총점 및 별점으로 표시되는 등급, 그리고 영역별
점수와 등급 등이 표시되는 최종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진다. 이 보고서
는 GIIRS 평가의 가장 가시적이며 직관적인 특징으로 언급한 바 있는
별점 점수 등급제(Star Rating)의 결과를 가장 앞단에 기술하는 동시에
보다 정교한 보고를 위해 해당 조직의 지역, 산업, 규모 정보는 물론, 데
이터 매트릭스(IRIS 기준), 산업, 제품, 패널티, 관행, 결과별 리스크 정
보 등의 공개(V)자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4) GIIRS의 의의

정리해보자면, 계량적,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출한 규칙(Rule)에 기반
한 지표 기반 접근법에서 파생된 GIIRS는 평가 대상이 되는 조직이 사
업의 수행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알아보는 도구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방법론의 여러 층위 중
에서, 지표 라이브러리이자 방법론으로 활용이 가능한 IRIS와의 강력하
게 결합할 수 있으며, 가장 구체화된 형태로 실제 사례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법론보다는 툴의 층위에 보다 가까운 성과 평가 시스
템이자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덧붙일 점은 GIIRS는 평가가
적용되는 시점 당시의 성과 창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지만, 미래의 성과
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또는 조직의 미래 성과 창출 능력을 측정하
거나 예측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GIIRS의 프레임워크 및 분석 결과를 보다 기업적인 맥락으로 설명한
다면,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그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재무상태표가
재무성과 평가에서 가지는 가장 주요한 특징은, 해당 표가 작성된 시기
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금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해당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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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인 건전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GIIRS는 이와 같이 평가 대상이 되는 기업의 사회적 성과 창출
은 물론, 기업 조직 자체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과
그 잠재적 영향력을 측정한다.
또한 GIIRS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표준화된 도구가 없이는 주관
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회적 성과 평가 영역에서 '비교가능성'을 가진
방법론을 도출해내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평가 결과 간의 이러한 비
교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보 이용자는 다양한 기준을 통해 다각도로 피평
가 조직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장점은 단점을
낳기도 하는데, 이는 각 피평가 조직이 갖는 고유한 성격이 평가 과정에
반영이 되지 않거나 희석된다는 점이다. 조직마다 사회적 성과를 창출해
내는 동력과 과정에 있어 분명하게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GIIRS
평가 방식은 각 영역의 평가를 이미 정해진 항목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도출한 결과에서 일종의 왜곡 혹은 부적절한 표현
(misrepresentation)이 나타날 가능성을 태생적으로 내포한다.
그러나 이는 규칙 기반 접근법에 근거하고 있는 GIIRS의 태생적인 특
성상 실제 적용에 있어 유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
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며, GIIRS 역시 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점진
적인 개선을 통해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GIIRS는 개별 평가 사례별로 해당 조직에 맞춤화된 정확성을 도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비
즈니스 모델의 유형별로 서로 다른 측정 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프랙
티스'의 경우에도 표준 지표를 유지하되 지역, 산업, 규모의 세 가지 기
준에 기반하여 영역별 배점과 지표의 내용 및 깊이, 지표별 가중치 등을
다르게 구성함으로써 표준화 속의 차별화를 꾀하며 그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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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IS, Pulse, B Analytics
여기에서는 앞서 상세히 소개된 GIIRS 외에 사회적 성과 평가 영역에
서 최근 주목 받고 있거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개념들을 소개한다.
특히 IRIS는 앞서 살펴본 GIIRS에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툴(Tool)들과 결합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IRIS에
기반한 또 다른 사회적 성과 데이터 관리 솔루션인 PULSE와 최근 런칭
된 B Analytics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IRIS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 IRIS(Impact Reporting and Investment Standards)

2008년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은 사회적·환경적 영향
에 대한 수익추구 자본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장벽들을 밝히기 위해, 선
도적인 사회적 가치 투자자들(pioneering impact investors)을 모았
다8). 사회적 영향력(impact) 투자자들이 수익추구 자본투자의 저해요
인으로 확인한 것은 자금이 어떻게 확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일관되고 신뢰할만한 비재무적 성
과정보의 부족도 사회적 영향력 투자기회들, 사회적·환경적 성과 벤치마
크, 그리고 기타 산업 전체의 분석들과의 공정한 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
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ockefeller Foundation, Acumen
Fund, B Lab은 사회적 영향력 창출을 위해 투자된 자금의 성과를 측정
하고 보고하는 IRIS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미 마이크로 파이낸스 영역
에서는 표준화된 측정, 데이터 축적, 평가 툴이 개발되어 있었기 때문에,
IRIS 개발자들은 이러한 개별 섹터들의 노력을 기초로 개발하도록 했다.

8)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impact) 투자자들의 상당 수는 후에 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1)의 투자 심의회 창립멤버가 되기도 했다. GIIN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투자 규모
와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industry grou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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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IRIS 프레임워크는 사회적·환경적 영향력을 창출하는 다양한 조
직들을 포괄하게 되었고 이들간의 비교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http://iris.thegiin.org). 즉 IRIS(Impact Reporting and
Investment Standards)는 사회적, 환경적, 재무적 성과보고를 위한 보
편적 언어로 개발되었다. IRIS는 2008년 Acumen Fund, B Lab,
Rockefeller

Foundation에

의해

시작되었고,

2009년

후반부터

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IRIS
표준의 개발과 개선, IRIS 표준의 채택 확산, 사회적 영향력에의 자발적
공헌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언하면 IRIS는 근본적으로는 임팩트 투자의 확산과 발전을 목표로
하는 민간 재단 및 주요 투자자들이 모여 창립한 비영리 조직
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의 이니셔티브로서 시작되었
다. 이것은 조직의 사회적, 환경적,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팩
트 투자자들이 판단의 준거로써 활용할 수 있는 성과 지표(Performance
Metrics)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에 대한 필요로 인해 개발되었는데,
즉, 어떤 조직이 창출해내는 사회적 성과에 대한 측정을 시도할 때 어떠
한 측면을 기준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하는지에 대해 안내하는 지표들
의 라이브러리이자 세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IRIS는 스스로를 카탈로그(Catalog)라 정의하며, 이 카탈로그는
임팩트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성과나 투자 대상 및 펀드의 성과를 평가
하고자 할 때 검토해보아야 할 영역을 분류하여 제시해주고, 각 영역에
서 활용 가능한 평가 기준 및 지표들을 그 정의와 함께 구체화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신의 활동과 목적에 적합한 지표 프레임워크
를 스스로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실제 사례와 접목시켜 본다면, IRIS 카탈로그는 예를 들어 상품 영역과
연관된 성과 지표들로써 상품/서비스 타입(Product/Service Type), 상
품 수명(Product Lifetime), 측정 단위(Unit of Measure), 인증
(Certifications) 등을 포함하는 한편, 해당 평가 대상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의 특징에 따라 특정 섹터 혹은 테마에 기반한 개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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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들도 함께 명시한다.
IRIS 카탈로그의 지표들은 위의 예와 같은 상품 영역 외에도 여러 가
지 성과 영역으로 분류되어 제시된다. 그 중 재무성과(Financial
Performance)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 성과 평가에 활용되
는 재무 지표 및 정보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운영성과(Operational
Performance) 영역에서는 투자 대상, 즉 평가 대상이 되는 기업의 거버
넌스, 종업원 정책, 일반적인 운영 전반에 걸쳐 파생되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는 지표들이 사용되며, 제품성과(Product Performance)
영역에서는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기업 자체의 고유한
가치 사슬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적 효익을 계량화하여 나타낸 지
표들이 활용된다. 또한 이러한 일반적 성과 영역 외에도 IRIS 카탈로그
에는 섹터성과(Sector Performance)라는 영역이 존재하여 이를 통해
특정한 테마와 관련된 지표들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주요 테마로는 농
업, 교육, 건강, 에너지, 환경, 금융서비스, 주택 및 지역사회 시설, 수자
원 및 폐기물 등이 있다. 사용자는 웹사이트에서 IRIS 카탈로그 전체를
다운받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테마 등 자신이 원
하는 분류에 맞추어 적합한 성과 측정 프레임워크와 지표 셋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IRIS가 성과 평가 방법론에 대한 논의에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의의
는, 단순히 지표와 가이드라인들로 이루어진 라이브러리의 차원을 넘어,
다른 측정 툴들의 기반이 되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IRIS는 그 자체만으로는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평가하
는 용도, 혹은 조직의 전체적인 성과를 보고하는 틀로써 활용될 수는 없
으나,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구체적인 툴들이 이론적으로 준거를 둘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준들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로써 기능한다는 것
이다. 실제 IRIS는 구체적인 지표 개발 과정에서 OECD, 세계보건기구,
IASB와 같은 재무 및 사회적 영역의 기준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 및 기관들이 사용하는 기존 프레임워크들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IRIS 측이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이 구조상 다양한 기존의 측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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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와 뛰어난 호환성과 통일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실증적
인 계량화 및 검증 가능성까지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IRIS가 지표 기반 접근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로서도 작용하게 된다.
IRIS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성과에 대한 이해가 쉽고, 표준항목에
대한 단순한 정의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성과분석 보고) 및 경영공시 부문과도 유기적으로 연계가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사회적기업연구원, 2011).
<표 Ⅵ-1> IRIS의 사회적 가치 카테고리(V)별 측정대상
카테고리
조직 개요

측정대상
· 조직의 미션, 목적, 운영 모델, 소재지 등

제품/서비스

· 제품/서비스, 목표시장/수혜대상

재무적 성과

· 다양한 재무지표(이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
름표, 각종 재무비율)

운영 영향력

· 지배구조와 소유구조, 사회 및 환경 정책, 종업원,
환경적 성과, 임금, 훈련 및 평가

제품/서비스 영향력

· 제품/서비스 성과와 범위, 양과 질, 고객정보, 공급
자 정보, 유통업자 정보

(2) PULSE

앞에서 살펴본 IRIS 접근법에 기반하여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데이터
를 관리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앞서 언급하였던 GIIRS 외에도 또 하나의 대표적인 툴로
꼽히는 것으로 ‘PULSE’가 있다. PULSE는 일종의 임팩트 투자 포트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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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관리 소프트웨어로, 사실은 사회적 성과 측정이나 평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제작된 도구라기보다는 그러한 과정에서 요구되는 데이
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솔루션이자 소프트웨어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PULSE가 사회적 성과 평가를 위한 데이터 관리 솔루션으로써 가지는
특징은, 재무적,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운영상의 지표들에 대해 측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양적 성과에 대한 데이터 관리뿐만이 아니라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평가 리포팅 기능 역시 추가적으로 포함하
고 있다는 점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PULSE는 평가 대상
이 되는 조직 스스로가 소프트웨어 내에서 미리 설정된 지표들을 기준으
로 관리되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하여, 각 영역 별로 그 성과를 포트폴
리오 레벨과 섹터 레벨에서 종합한 뒤 타 조직의 것과 비교해볼 수 있게
한다. PULSE를 통한 데이터 관리 과정의 일체가 해당 조직으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성과 평가를 돕기 위한 솔루션과도 같이 기능
하는 것이다.
PULSE는 대상 조직 간 상호 비교가 가능한 표준적 기준을 갖춘 솔루
션이면서도 사용자가 편의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주도적 툴로써
유연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섹터 내에 다
양한 조직과 활동들이 혼재하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성
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조직들이 제각각의 다양한 니즈에 맞추어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가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측정하고자 하
는 사회적 성과와 그 측정 방법에 대해 직접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면서도
조직 간 벤치마킹과 상호비교를 위한 검증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처음 개발될 당시 데이터 관리용 소프트웨어로써 출발한 PULSE
만이 사회적 성과 관리 및 평가 영역에서 가질 수 있는 툴로써의 매력이
라 하겠다.
또한 PULSE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성과 평가가 요구되는 여러 영역
중에서도 ‘임팩트 투자 분야’에서의 데이터 관리에 대한 니즈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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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PULSE의 개발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PULSE의
도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PULSE는 임팩트 투자자의
선도기관으로 유명한 아큐먼 펀드(Acumen Fund)가 임팩트 투자 과정
에 걸쳐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성과에 대한 타당한 상호 비교에 대한 필
요성을 절감하면서 2006년에 그 개발이 처음 시작되었다. 아큐먼 펀드
는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보유한 벤처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비영리 펀드로서, 세계 각국에서 빈곤 퇴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여러 대상 기업들이 창출해내고 있는 사회적 성과를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타당하게 비교하여 임팩트 투자 성과를 개선코자 하는
수요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회적 성과와 관련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에 대
한 니즈를 바탕으로 아큐먼 펀드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본격적으
로 임팩트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
기로 결정하기에 다다른다. 데이터 관리에 방점을 두었던 아큐먼 펀드는
강력한 데이터 관리 역량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구글(Google)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포트폴리오 데이터 관리 시스템 PDMS(Portfolio Data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게 되는데, 데이터 분야에 있어 세계 최
고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검색엔진이 개발 주체로 협력 참여하여 그 핵
심 역량인 데이터 관리 기술을 투입한 끝에 만들어진 PDMS가 가지는
솔루션으로서의 우수성은 가히 비교할 만한 경쟁 상대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우수성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PDMS는 구글의 자
선 조직 ‘Google.org’에서 활용됨은 물론 당해 아스펜 네트워크(Aspen
Network of Development Entrepreneurs, 게이츠·록펠러 재단 등 사회
적기업 지원 기관들의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 포럼에 전시되기에 이르
는 등 화려한 성과를 기록하며 2007~2008년에 걸쳐 적용 범주를 확대
시켜가며 보다 더 입지를 굳히게 된다.
이후 2008년, 아큐먼 펀드를 포함한 PDMS의 개발자들은 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인 Salesforce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내리는데, 이
와 동시에 아큐먼 펀드는 록펠러재단과 딜로이트, 글로벌 임팩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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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GIIN), B-Lab 등의 임팩
트 투자 및 사회적 성과 평가와 관련된 기관들과 연합하여 PDMS에서
활용될 수 있는 표준 분류체계를 개발한다. 이렇게 하여 개발된 분류체
계가 바로 앞서 제시되었던 IRIS(Impact Reporting and Investment
Standards)이고, 이후 PDMS 시스템을 가져온 Salesforce가 새롭게
IRIS 기준을 포함하여 IRIS 접근법에 기반한 데이터 관리 및 평가 툴을
개발한 것이 ‘PULSE’였다. 개발된 PULSE는 2009년 Broomfield라는
미국 콜로라도 주 기반 어플리케이션 전문회사와의 파트너십 체결 직후
에 아큐먼 펀드와 W.K. Kellogg Foundation 등과의 협력을 통해 IRIS
분류체계의 최종 개발과 함께 이루어진 파일럿 프로그램 런칭을 시작으
로 본격적으로 사회적 성과 평가 영역의 전문적인 툴로써 활용되게 되었
다.

(3) B Analytics

한편 B Analytics는 가장 최근에 IRIS와 관련하여 개발된 사회적 성
과 평가 플랫폼으로써,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GIIRS의 개발 주체
인 B Lab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B Analytics
는 이미 활동 중인 임팩트 투자자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성과 평가
와 관련한 데이터를 보다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이를
IRIS 지표, B Impact Assessment 등 외부의 데이터 셋이나 평가 툴과
간편하게 결합시켜주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다.
B Analytics는 GIIRS나 PULSE 등과 같이 툴 층위에 해당하는 성과
평가 시스템과의 파트너십 또는 통합 협력을 통하여 각각의 툴들이 평가
를 진행한 바 있는 임팩트 투자 펀드와 사회적기업들의 프로필과 데이터
를 모두 자체 플랫폼에 내부 데이터로서 보유하고, 이와 더불어 사용자
로 하여금 지표를 자신의 편의에 맞게 개별화(customize)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B Analytics는 사용자에게 개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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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성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데이터 셋을 통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B Analytics는
자체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을 통하여 사용자가 성과를 개선
(improve)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역시 통합 보고서의
형태로 함께 제공함으로써, 솔루션으로서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B Analytics가 사회적 성과 평가 영역에서 가지는 의의는, 기존 상황
에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평가 툴들을 B Analytics의 플랫
폼 내부로 통합시키면서 다양한 툴로부터의 평가를 적용받고 있던 모든
종류의 기업, 펀드, 프로젝트 등이 전부 하나의 지점으로 완전히 모일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B Analytics를 조망
한다면 이것은 현존하는 사회적 성과 평가 영역의 유일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으로써,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관한 데이터를 그 어떤 플랫폼이
나 솔루션보다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함
의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B Analytics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게 된
데이터베이스는 임팩트를 창출하는 활동의 총체와 관련된 양질의 데이
터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지속적인 축적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으로써
사회적 성과 평가 섹터의 발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조성
되어야 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B Analytics의 기초적인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하여
진행된다. 우선 첫째로 B Analytics를 사용하고자 하는 투자자 또는 기
업 등의 사용자는 포트폴리오의 데이터 값을 직접 입력한다. 다음 단계
에서는 B Analytics 플랫폼의 시스템이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데이터 전
체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마지
막으로 사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툴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된 결과 값을 규정된 포맷에 의해 정리된 리포트로
받아볼 수 있다. 이 때 이 리포트는 각 툴을 적용하여 계산된 다른 기업
이나 펀드, 산업 등의 관련 값을 벤치마크하여 제공하는데, B
Benchmark라는 이름의 서비스로 제공되는 이 기능은 사용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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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데이터와 편리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3) 국내의 사회적경제조직 평가 지표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가치지표(SVI)

현재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국내의 사회적 가치 측정은 다양한 기관에서 독자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지표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
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SVI)이다. 이
지표는 지난 5~6년간의 사회적 가치 지표개발 연구용역의 결과들을 종
합하여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SVI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목적으로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
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보다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
는 지표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사업의 조직선정 과정에서 참여
하는 조직의 사회적 가치수준을 파악하여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도록 구
성된 지표이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판단기준 중에서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라면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지표만
으로 구성하여 간소화 시켰다. 또한 SVI는 측정과 평가과정에서 각 단계
별 이해관계자 등의 자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과 보완을 시도하고 있
는 진행형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이다.
SVI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성과(60%), 경제적 성과(30%), 혁신
성과(10%)로 구분하여 총 14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사회적 성과는
조직 미션, 사업활동, 조직 운영 등에 대해 9개 지표로 측정하고, 경제적
성과는 조직의 종합적인 재정성과를 4개 지표로 측정하며, 혁신성과는
조직의 혁신노력 및 성과에 1개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이 지표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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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범용지표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이 지표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기도
하다. 장점으로는 측정목적에 따라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의 3대 관점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으로서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특성이나 사업영역(업종), 그리고 규
모 등의 상황적 요인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동시에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성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비계량지표 평가 시 구조화된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해당되는 충족요소를 참조하여 비계량 내 계량적
요소를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셋째, 기업규모나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지표 측정 시에 동
일업종의 전체 분포와의 비교를 통해 측정대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즉 비교대상 집단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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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가치지표(SVI) 요약
관점

범주

영역

조직 미션
(7)

사회적 미션
(7)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15)

사회적
성과
(60)

사업 활동
(35)

조직 운영
(18)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10)

측정지표(현행)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5)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15)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5)

사회목적
재투자(10)

6. 사회적 환원 노력도(10)

운영의 민주성(5)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5)
8. 근로자 임금수준(5)

근로자 지향성(13)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5)

경제적
성과
(30)

재정 성과
(30)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25)
노동성과(5)

혁신 성과 기업 혁신
(10)
(1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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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용성과(10)
11. 매출성과(10)
12. 영업성과(5)
13. 노동생산성(5)

혁신성(10)
14. 혁신노력도(10)
14개 지표

(2) 한밭대학교(2015)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개발 연구

이준우 등(2015)은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시스템이론
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Pre-Test까지 실시하였
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존 연구들이 SROI, IRIS, BSC 등의 논리를
기본으로 중요한 사회가치 평가지표가 개발되었고 지표군들이 축적되어
있으나, 연구자들간의 다양한 관점으로 인해 합의된 평가지표를 도출하
는데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SROI를 중심으로 한 비용-편익 분
석모델과 종합적인 평가 툴을 강조하는 IRIS 유형의 모델이 혼재되어 있
다는 것이다. 특히 SROI의 비용-편익 분석은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측정상의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
본적으로 social impact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사회적 경제조직이 미친
영향이 질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수치화하
는데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요인에 기인한다.
다수 SIA 모델들이 질적 내용을 정량적 지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관성의 개입은 평가 대상 사회적경제조직 수가 증가할수록
평가자 오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된다. 이로 인해, 사례연구를 통한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직까지 보편적인 상황
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규모, 영역이 다양하고, 그 목
적과 자원동원 방식에서 따라 소규모의 노동통합에서부터 사회적 전반
적인 전환을 유발하는 사회적 혁신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
에 특정한 모델로 social impact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수많은 SIA 모델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한 국
가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적경제조직을 하나의 모델로 측정할 수 없는 없
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정부가 주도
적으로 직접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시킨 국가에서 서
구의 특정 SIA 모델을 적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social impact를 국
가 단위에서 평가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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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경
제조직들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필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이
에 현실적으로 국가단위에서 전국의 사회적경제조직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범용
성 평가 지표가 개발되는 것이 최우선 작업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밭대학교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시
스템 요소, 10개의 사회적 가치 영역, 그리고 48개 측정지표를 개발하였
다.
<표 Ⅵ-3> 한밭대학교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요약
시스템
요소

목적성
(10점)

구조성
(10점)

사회적 가치 영역

목적의 적합성

1)
2)
3)
4)
5)

미션, 비전, 가치 등의 명확성
윤리 및 환경경영 지향성
사회적 기업가 역량
사회문제 해결의 혁신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재투자 수준

경영의 민주성

1)
2)
3)
4)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이사회 활성화
참여적 의사결정 수준
사업운영 평가 및 내외부 공유

근로자 처우의
공정성

1)
2)
3)
4)
5)
6)
7)

법정 근로조건 준수
총 근로자 임금수준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수준
근로자 능력개발
근로자 교육훈련비용
근로자 의견수렴과 의사소통 활성화
근로자 처우개선

프로세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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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활동성

1)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거래활성화
2)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참여도
3) 지역사회와의 협력활동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1) 기업경영 관련 전문역량
2) 내부인력 역량 수준
3) 제품 및 서비스 차별성

지속가능성과

1)
2)
3)
4)
5)
6)
7)
8)

근로자 1인당 영업이익
근로자 1인당 당기순이익
매출액(수입액) 변화율
영업이익 변화율
당기순이익 변화율
부채구성비율
유동성비율
매출처(서비스 제공처) 안정성

고용의 양적 성과

1)
2)
3)
4)
5)

총 근로자 규모
총 근로자 고용변화율
취약계층 근로자 규모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변화율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고용의 질적 성과

1)
2)
3)
4)
5)
6)

총 근로자 정규직 비율
총 근로자 평균근속년수
총 근로자 이직률
취약계층 근로자 정규직 비율
취약계층 근로자 평균근속년수
취약계층 근로자 이직률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공헌의 양적 성과

1)
2)
3)
4)
5)

총 고객(수혜자) 수
총 고객(수혜자) 수 변화율
취약계층 고객(수혜자) 수
취약계층 고객(수혜자) 수 변화율
취약계층 고객(수혜자) 비율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공헌의 질적 성과

1) 고객(수혜자) 및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2) 고객(수혜자)의 재구매 및 재이용율

성과성
(50점)

4개
요소

10개 사회적
가치 영역

48개 지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48개 지표를 활용하
여 실제 75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 결과, 사회
적 가치 측정 점수는 최저 44.9점에서 최고 85.7점까지 다양한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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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고, 전체 평균 점수는 68.1점으로 분석되었다. 10개 사회가치 영
역지표 중에서 경영의 민주성 지표가 9.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
내고 있으며 가장 낮은 점수는 고용의 양적 성과(5.2점)로 분석되었다.

목적의 적합성
10.00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공헌의 질적성과

7.57

8.00

6.35

사회서비스 제공 및

8.98
경영의 민주성

6.00
4.00

지역사회 공헌의 양적성과 6.37

6.95 근로자 처우의 공정성

2.00
0.00

6.20

고용의 질적 성과7.87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활동성

5.19
5.35
고용의 양적 성과

7.09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경제적 성과

[그림 Ⅵ-1] 75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3) 성균관대학교(2013, 2014)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개발 연구

문철우 등(2013, 2014)은 국내 사회적기업 및 유사조직의 사회가치
평가를 위한 지표군 개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국내외 SIA연구를
통해 한국형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가치를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이를 사전적으로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지표개발의 주요 원칙은 1) 개발적인 지표개발의 비효율성과 상호비
교가능성 문제 극복을 위한 표준 지표군 개발, 2) 향후 기관별 채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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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치평가방식에 활용되도록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 3) 섹터별 지
표 개발 및 4) 사회적기업 수용도 제고. 그 결과, 범용적인 필수지요 및
18개 섹터에 해당하는 섹터별 권고지표, 섹터별 자율지표 등 총 706개
의 방대한 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
<표 Ⅵ-4> 사회가치 평가 필수지표
가치영역

필수지표

사회가치정의의
적정성

· 사회적 목적 정의의 구체성, 사회가치수혜자 정의의 구
체성 등 26개 지표

지배구조

· 이사회규모, 빈도, 사외이사 수, 이사회참여율, 근로자
이사회참여, 이해관계자그룹의 이사회 참여, 이해관계
자로부터 경영독립성 확보

윤리경영

· 윤리규정의 준수, 직원복지의 충족(정량) 등 22개 지
표

사회적 가치의 평가
· 사회가치평가체계(평가기준) 등 6개 지표
및 공유
사회적기업가 육성 · 대표의 사회적기업가 역량

고용의
양적성과

· 근로자 수, 취약계층 근로자 수, 주된 취약계층(1순위)
근로자, 주된 취약계층(1순위) 근로자 수, 주된 취약계
층(2순위) 근로자, 주된 취약계층(2순위) 근로자 수,
채용, 취약계층 채용, 이직, 취약계층 이직

고용의
질적성과

· 근속연수에 따른 근로자 수, 근속연수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 수, 정규직 근로자 수, 취약계층 근로자 수 등
23개 지표

사회서비스제공의
양적 성과

· 고객수, 취약계층 고객수, 취약계층 매출비중, 전년대
비 고객 수 증대 비중, 취약계층고객수 증대 비중, 취
약계층 매출증대 비중

사회서비스제공의
질적 성과

· 사회가치 타겟 수혜층 확보노력, 사회가치 타겟 수혜층
확보방식
· 사회가치 타겟 수혜층 양적 성과관리

사회경제조직간
네트워크 활성화

· 공급자 수, 평균결제기일, 유통업자 수, 사회적경제조
직 유통업자 수 등 9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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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서비스의 · 근로자 교육훈련시간, 취약계층근로자 교육훈련시간,
경쟁력
고객만족도조사, 품질경영인증 등 13개 지표
사회가치창출모델의 · 사회혁신 사업모델 보유 여부, 신규제품 및 신규시장
혁신성
개척

지속가능성

· 이익유보, 사회공헌액, 사회가치 측정 및 평가를 위한
노력, 사회적일자리지원 종료 시점, 사회적일자리지원
종료 후 고용인력 유지, 매출성장률 예상, 이익성장의
예상, 지속가능성의 주관적 평가, 경제적 가치와 사회
적 가치의 균형 등 23개 지표

사회적기업가 육성

· 대표_임원의 사회적기업가정신, 대표_임원의 사회적기
업 경영연수, 임원의 수

(4)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심층인터뷰 결과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을 현장 방문해 심층인터뷰 하여 사회적 가치 측
정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Ⅵ-5> In-depth interview 결과를 활용한 측정지표(예시)
결과
항목

사회적
편익

장애인
당사자
의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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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요인

지표예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중증장애인 인식개선 여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

중증장애인생산품 만족도

생산시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여부,
증가율

중증장애인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의 대체

중증장애인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 추이

활동기능 향상
경제적 소득
사회적 관계 확장

신체 기능 향상도, 의료기관
이용 건수
소득 증가 여부, 금융자산 증가
여부
대인 관계 개선 만족도

장애인
가족의
편익

생산자
의
편익

구매자
의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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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역할 수행

중증장애인 납세 여부, 증가율

소비자 역할 수행

중증장애인 소비 실적

개인 삶의 질 개선

생활 만족도

가족의 생계활동 가능

가족소득 증가 여부

가족의 붕괴 예방

중증장애인 가족학대 신고 건수

가족 삶의 질 개선

여가시간 증가 여부, 비중

가정에서의 보육 및 재활서비스
대체

가정에서의 보육, 교육, 재활
여부

안정적인 구매처 확보

제도를 통한 매출액 및 비중

생산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도를 통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 여부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증가 여부

구매를 통한 생산시설 존속에
기여

지자체 및 지원기관의 정부 재정
의존도 감소 여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가족
보호에 기여

중증장애인 빈곤율 개선 여부,
중증장애인 의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 감소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앞서 설명한 선행연구 결과를 비롯하여 사회적기업연구원의 사회적
가치 지표개발연구(2011), KAIST의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연구
(2010), 한밭대학교 연구(20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SVI지표
(2018) 등 기타 국내외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연구결
과들을 종합 분석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개발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점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가장 기본적이면서 범용성이 있는 지표들로 구성하였다. 생산시설의 사
회적 가치 측정지표는 크게 사회적 가치 지향성(100점), 고용의 양적 성
과(100점), 고용의 질적 성과(100점)로 범주화하여 17개 세부 지표들
을 개발하였다.9) 총 300점 만점의 사회적 가치 측정 점수를 기본으로
하되, 생산시설이 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상 받거나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에 있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반면 노동법 위반이나 산재 사고, 사회적 물의 등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에는 감점을 하는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등을 통해 사회
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즉 생산시설이 명시적으로 정관이나 경영철학 등
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목적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고 이에 적합한
조직운영 등에 적합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여기에는 6
가지의 세부 측정지표를 설정하였다.

9)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지표별 점수배점은 기본적인 형태로 제시한 것이며, 향후 보다 정
교한 연구를 통해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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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산시설의 사회적 미션(정성지표)
② 생산시설에 대한 사회적 평판(정성지표)
③ 당기순이익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의 환원 수준(정량지표)
④ 지역사회 공헌활동(정성지표)
⑤ 중증장애인 가족과의 연대성(정성지표)
⑥ 투명한 조직관리(정성지표)

<표 Ⅵ-6>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측정방법
측정지표(배점)
1. 생산시설의
사회적
미션(20점)

측정방법 예시
· 정관, 경영철학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 등의 사회
적 미션 추구의 명확성(정성)
· 미흡 10점 / 보통 15점 / 우수 20점

2. 생산시설에 대한 · 언론매체나 이해관계자들의 보편적 의견을 조사하여
사회적
시설 및 경영자의 사회적 평판(정성)
평판(20점)
· 미흡 10점 / 보통 15점 / 우수 20점
3. 당기순이익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의 환원
수준(15점)

· 당기순이익 중에서 중증장애인 처우 개선 등 대내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4분위로 분류
(정량)
· 1사분위 3점 / 2사분위 7점 / 3사분위 11점 / 4사분위
15점

4. 지역사회
공헌활동
(15점)

·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정성)
· 미흡 5점 / 보통 10점 / 우수 15점

5. 중증장애인
가족과의
연대성(15점)

· 중증장애인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
추어 실행하고 있는지를 측정(정성)
· 미흡 5점 / 보통 10점 / 우수 15점

6. 투명한 조직관리
(15점)

· 조직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으며 회계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적절히 구비하고 있는지를 측정(정성)
· 미흡 5점 / 보통 10점 / 우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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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의 양적 성과

고용의 양적 성과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총 근로자 고용규모를 측정
하는 것이다. 우선구매제도의 주요 목적이 중증장애인 고용이므로 이 지
표를 중심으로 관련된 고용성과를 측정한다. 여기서는 5개의 세부지표
를 설정하였다.
① 중증장애인 고용규모(정량지표)
② 우선구매액 1억원당 중증장애인 고용규모(정량지표)
③ 중증장애인 고용증가율(정량지표)
④ 중증장애인 이외의 근로자 고용규모(정량지표)
⑤ 우선구매액 1억원당 중증장애인 이외 근로자 고용규모(정량지표)

<표 Ⅵ-7> 생산시설의 고용의 양적 성과 측정방법
측정지표(배점)

측정방법 예시

· 중증장애인 고용규모를 4분위로 분류(정량)
1. 중증장애인 고용규
· 1사분위 15점 / 2사분위 20점 / 3사분위 25점 / 4사
모(30점)
분위 30점

· 우선구매액 1억원당 중증장애인 고용규모를 4분위로
2. 우선구매액 1억원
분류(정량)
당 중증장애인 고
· 1사분위 15점 / 2사분위 20점 / 3사분위 25점 / 4사
용규모(30점)
분위 30점

· 직전 3년간 평균 고용규모 대비 당해년도 증가율(정
3. 중증장애인 고용증 량)
가율(20점)
· 감소 0점 / 유지 10점 / 1~5% 증가 15점 / 6%이상
증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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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증장애인 이외 근로자 고용규모를 4분위로 분류(정
중증장애인 이외
량)
근로자 고용 규모
· 1사분위 2점 / 2사분위 5점 / 3사분위 8점 / 4사분위
(10점)
10점

5. 우선구매액 1억원·
당 중증장애인 이
외 근로자 고용규·
모(10점)

우선구매액 1억원당 중증장애인 이외 근로자 고용규
모를 4분위로 분류(정량)
1사분위 2점 / 2사분위 5점 / 3사분위 8점 / 4사분위
10점

3) 고용의 질적 성과

고용의 질적 성과는 근로하는 중증장애인의 처우, 근무환경,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중증장애인 고용량과 함께 이들의 근로생활
의 질을 함께 측정해 우선구매제도의 정책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
기 위함이다. 여기서는 6개의 세부지표를 설정하였다.
① 중증장애인 1인당 임금수준(정량지표)
② 중증장애인 1인당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비용 수준(정량지표)
③ 근무환경 수준(정성지표)
④ 중증장애인 고용유지율(보호작업장의 경우는 이직률)(정량지표)
⑤ 중증장애인의 고충처리 수준(정성지표)
⑥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직장만족도 수준(정량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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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8> 생산시설의 고용의 질적 성과 측정방법
측정지표(배점)

측정방법 예시

·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임금수준을 4분위로 분류
1. 중증장애인 1인당
(정량)
임금수준(30점)
· 1사분위 15점 / 2사분위 20점 / 3사분위 25점 / 4사
분위 30점
2. 중증장애인 1인당 · 중증장애인 1인당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비용 수준을
교육훈련
4분위로 분류(정량)
및 복리후생비용 · 1사분위 15점 / 2사분위 20점 / 3사분위 25점 / 4사
수준(30점)
분위 30점

3. 근무환경 수준
(10점)

· 통근차량 운행, 직장 내 이동편의성, 냉난방, 편의시
설 등 (정성)
· 미흡 3점 / 보통 6점 / 우수 10점

4. 중증장애인
고용유지율
(보호사업장은
이직률)(10점)

· 중증장애인 이직률을 4분위로 분류(정량)
· 1사분위 2점 / 2사분위 5점 / 3사분위 8점 / 4사분위
10점

5. 중증장애인의
고충처리 수준
(10점)

· 중증장애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수준(정성)
· 미흡 3점 / 보통 6점 / 우수 10점

6. 중증장애인과 그 · 중증장애인 또는 가족의 만족도(정량)
가족의 만족도수준 · 70점미만 2점 / 71~80점 5점 / 81~90점 8점 / 91
(10점)
점 이상 10점

3.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측정 향후 과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는 광범위한 선행
연구와 현장인터뷰,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리성과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를 실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평가 툴, 점수화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 실제 생산시설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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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개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생산시설의 측정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져
야 한다. 선행연구 등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시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
치 영역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추가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완작업은
향후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생산시설의 역할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기준(가이드라인)이 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생산시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사회적 가치 개념의 모호성과 광범위한 특성으로 인해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해서 측정하지 못하고 기관을 평가하
는 지표로 구성된 한계가 있다. 본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높은 점수
를 획득하는 생산시설이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현 지표에서 구체적인 효과나 사회적 영향
력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SROI 등의
계량화에 초점을 관련 지표들의 지속적인 개발작업을 통해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계량화하는 방법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
다.
셋째,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한 정부,
학계 전문가, 현장가 등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생산시설을 바라보고 기
대하는 바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기본지표를 활용하
여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들을 축적해 가면서 상
황에 적합한 기본지표 개발에 대한 보완을 논의·합의하는 과정이 지속되
어야 한다.
넷째, 본 연구결과로 제시된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들은 특정한 평가목
적을 위해 개발된 지표라기보다는,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창출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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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기본지표들을 중심으로 하여 필요시 평가목적별 세부지표들
을 보완·개발해야 하며, 이와 함께 생산시설의 형태나 규모, 또는 연령별
세부지표 개발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로 개발된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는 현 시점에서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매년 생산시설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분
석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함과 동시에, 그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신뢰성
과 타당성을 갖춘 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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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Ⅶ.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그 법적·정책적 목적에 맞게 운영
되면서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정당성
(social legitimacy)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앞선
논의에서 여러 번 강조되었듯이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의 외부성을 가지는 의미있는 정부정
책이다. 따라서 우선구매제도가 장기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 그 과
정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관
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한다.
첫째, 민간시장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생산품목과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는 민간시장과 충돌되는 생산품들이 다수 존재하
고 있어 갈등의 여지가 상존한다. 우선구매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
기 위해서는 민간시장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틈새시장
(niche market) 개발과 공략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많은 제
품들이 민간시장에서도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려운 문제이기
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민간시장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
개발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새로이 개발되어 거
래될 때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되고 사회혁신의 원
동력이 된다. 현재 생산시설들의 개별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이므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생산시설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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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액과 생산시설이 증가하는 속도를 고용이
못 따라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용확
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기존의
생산시설별 고용관행으로는 추가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에 한
계가 있으므로, 이해당사자들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논의의 장 마련과
대안개발에 관한 담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고객관리와 함께 공공기관의 구매만족
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시설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제품경쟁력은 구매자 만족도를 향상시켜
안정적인 수익확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 구매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 등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법정 의무비율을
구매해지 않는 과반수의 개별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홍보나 마케팅, 의
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무구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개별 공공기관들이 1%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한다면 단순 추계로도
현재 우선구매액의 2배 이상의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중증장애인 고용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즉 생산시설 등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인드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
인 관심과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할 필
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이다.
넷째, 생산시설의 규모화 또는 상호협력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는 개별 생산시설들이 상호 협력보다는 독립적인 활동위
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원재료 공동구매나 공동판로 개척 등 상호
협력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생산시설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추가적인 고용창출이나 고용의 질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만을 매출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 경쟁시
장에서도 생존가능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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