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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o 정보보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 분석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o 본 연구는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정보
보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임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경제성 분석 모델 개발 및 분석
- 기존 유사 연구 내용 조사 및 산업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산업연관분석
등을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 모델을 개발
- 생산, 고용,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추정하여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o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국가 사회적 기여도 분석 모델 개발 및 분석
- 정보보호산업 또는 정부 재정사업의 정책기여도, 사회적 효과 분석을
위한 분석모델 제시 및 산출

- 도출된 사회적 기여도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정보보호 관련 정부 재정
사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

4. 연구결과

o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정보보호산업을 총 12개의 연관 산업으로
재분류 하였으며 단기 및 중장기 효과를 추정
- 2021년 기준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3,461억,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1,509억, 고용유발효과 9,681명으로
나타났으며, 투입 금액 대비 생산유발효과 1.62배, 부가가치유발효과
1.39배 고용유발효과 1억 원 투입 당 1.17명으로 나타남
- 이러한 효과는 정보보호 산업에 재정을 투입할 경우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모두 투입금액을 상회하는 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고용효과 역시 9,681명으로 이는 정부의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206건의
평균값인 5,002명과 비교할 때 약 2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1년 2025년 중장기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1조 6,343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9조 9,471억, 고용유발효과 약 8만 3,668명으로 타나남
- 특히, 재정 투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물리보안 분야보다 정보
보안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o 사회적 기여도 분석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련 재정 사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 유형은 사회적 책임, 안전, 공동체로 나타남
-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가치 기준에 따라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2021년 기준 3,702.6억, 2018년~2022년 기간 동안에는 총 1조 3,637.5억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투자수익률(SROI)은
5.13으로 분석됨

5. 기대효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o 본 연구는 정보보호 산업에 내재된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적 기여도
분석을 통해 그동안 간과되었던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을 재평가했다는
의의가 있음
-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투입액 대비 창출하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화폐액으로 측정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보보호산업
진흥 및 육성 정책 추진에 효율적 재정 투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연구의 가장 주요한 성과
o 다만, 아직 학계나 실무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사회적 기여도
분석 방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향후 기관 고유의 사회적 기여도 분석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기여도 분석을 위한 성과 지표와 달성한 성과를 화폐액으로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선 및 기초 자료 등의 추가 확보가 요구됨
- 기관의 성과관리 체계와 사회적 기여도 측정 체계를 연계하여 목표로
하는 사회적 성과 창출 수준을 미리 정하고 달성 여부 점검하는 방안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함
o 최근 지속가능발전과 공공기관의 공공성 추구가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
에서 정부 재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적 기여도를 균형있게
분석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대표 공헌점이라 할 수 있음
- 그동안 몇몇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하여 공시한 사례가
있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한 사례는 최초로 판단됨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한다면 공공기관의 재정사업의 성과 보고
및 공공성 제고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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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
and

social

industry

contribution
in

order

of

to

the
lay

Korean
the

information

foundation

for

security
policy

implementation for the promotion of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3. Contents and scope
o

Development

and

analysis

of

economic

analysis

model

of

Korean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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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s of the study
o As a result of the economic effect analysis,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was reclassified into a total of 12 related
industries,

and

short-term

and

mid-

to

long-term

effects

were estimated.
- As of 2021,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was 1.34 trillion won in production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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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

in

value-added

effect,

and

effect,
9,681

employment effect.
- Compared to the input amount, the production effect is 1.62
times,

the

value-added

effect

is

1.39

times,

and

the

employment effect is 1.17 per 100 million won input.
- This effect can be interpreted as creating an effect that
exceeds

the

input

amount

in

both

production

and

value-added effects when financial investment is made to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 The employment effect is also 9,681 people, which is about
twice as effective as the average value of 5,002 people of
206

preliminary

feasibility

cases

for

government

financial

projects.
-

The

mid-

11,634.3

to

long-term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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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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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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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billion

won in value-added effect, and about 83,668 employment
effects.
-

In

particular,

the

economic

effect

of

financial

input

is

higher in the information security field than in the physical
security field.
5. Expected effects and applications
o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evaluated

the

importance of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which had
been

overlooked,

through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

and social contribution inherent in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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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However, in the absence of a universal social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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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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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tary

terms.
- A positive review is also needed to determine the target
level of social performance creation in advance by 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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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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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surement

institution

system

and

check whether the achievement has been achieved.
o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balanc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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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and

social

contribution

of

government

financial projects at a time wh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pursuit of publicity by public institutions are increasingly
important.
-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some public institutions
have measured and disclosed social contribution, but it is
the

first

case

of

analyzing

social

contribu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ields
such as the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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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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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o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COVID19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정보 기술과 정보 자산의 가치가 상승
-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고 대용량 정보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정보통신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
- 반면, 악의적인 의도로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 등 정보화 역기능에
따른 피해도 동시에 증가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
o 정보보호산업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1)
- 늘어나는 정보보호 수요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산업 기반 조성이 중요
- 더불어 정보보호 기술의 개발,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해당 분야 기업 지원이 필요

2. 연구 목적

o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
- 정보보호산업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내실 있고 효과적인 정보보호산업 진흥 정책 수립 및 추진 기반을 마련

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2020.12.10.)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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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연구의 주요 과업은 크게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
- 첫째,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정보보호
산업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산업 분류체계를 재분류하고 산업
특성을 고려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 둘째, 국내외 사회적 기여도 측정 사례와 방법을 조사하고 적합한
분석 모델을 개발, 정보보호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
- 셋째,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 분석 과정 및 결과를 검토
하고 점검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o 본 연구는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
분석을 통한 성과 측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

가.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경제성 분석 모델 개발 및 분석

o 기존 유사 연구 내용 조사 및 산업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산업연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 모델을 개발
o 생산, 고용,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추정하여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기간은 ’18년부터 ’21년 집행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며, ’22년도는 예정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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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국가 사회적 기여도 분석 모델 개발 및 분석

o 정보보호산업 또는 정부 재정사업의 정책기여도, 사회적 효과 분석을
위한 분석모델 제시 및 산출
o 도출된 사회적 기여도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정보보호 관련 정부 재정
사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

2. 연구 방법

가. 연구 수행 방향

o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
- 산업연관분석 모델을 활용,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따른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효과를 측정
- 사회적 기여도 분석을 통해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재정사업으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
o 정보보호산업 육성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단기 및 중장기 차원
에서 다각도로 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시 단기, 중장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모두 측정
- 사회적 기여도 분석에서도 정부(행정안전부)의 기준을 준용, 사회적
가치 유형을 분류하고 사회적투자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단기, 중
장기 기여도를 측정

나. 연구 수행 체계

o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및 현황 조사 분석, 경제성/기여도 분석 모델
개발,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 분석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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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정보보호산업의 산업 분류 체계를 재분류하고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 (사회적 기여도 분석) 사회적 기여도 분석과 관련된 국내외 방법론
조사 및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적 기여도 측정 모델을 도출
하여 분석을 수행
- (연구반 운영)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여도 분석 모델을 검증하고
분석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

(그림 1-1) 연구 수행 방법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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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보보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 1 절 분석의 목적 및 범위
1. 분석의 목적

o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해당 정책과 추진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중요한 선결 과제임
- 여기서는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
- 분석은 양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며, 정보보호산업의 구조적 및 연관
구조적인 특성을 규명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정보보호
연관 산업 전개에 따른 제반 효과를 추정
o 연구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쓰이는 방법인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채택
- 산업연관표(input output table)를 이용하여 정보보호 연관 산업과
타 연관 산업과의 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며, 정보보호 연관 산업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2. 분석의 범위

o 지난 몇 년 동안 ICT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성과를 창출
- 그러나, 여전히 정보보호산업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성과 및 파급효과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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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에
앞서 산업에 대한 정의와 객관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선결 과제
o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보호산업의 성장은 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의 분석기간을 2021~2025년 기간으로 설정,
이를 바탕으로 정보보호산업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제 2 절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 및 모형
1. 산업연관분석의 개요

o 한 국가의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그 생산 과정에서 각 산업이
원재료의 거래 관계를 토대로 직접, 간접으로 연관을 맺음
-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은 이와 같이 생산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순환 과정은 소득순환과 산업 간 순환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국민소득분석은 소득순환을
대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활동을 분석
- 이에 비해 산업연관분석은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는 배후의 생산
구조를 산업 부문 사이의 기술적인 상호의존 관계에 주목하여 국민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의 단계에서 포착, 최종수요를 외생변수로
부여함으로써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한 수요나 주택에 대한 수요는 동일한 수요로
볼 수 있지만, 각각의 수요가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다르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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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단순한 국민소득분석은 자동차에 대한 수요와 주택에 대한 수요 등
수요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수요를 합한 총수요만이 분석의 대상
- 따라서 총수요를 증가시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책결정에 있어서 수요의 내용에 다른 경제적 파급효과의
차이가 미반영
- 그러므로 수요증가에 따른 국민경제의 영향, 즉 고용이나 소득,
생산 등의 변화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산업연관분석이 국민소득분석
보다 유용
o 산업연관분석은 이전까지의 다른 경제성 분석 방법보다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 더욱 엄밀하면서도 한걸음 발전된 형태의 분석 방법[1]
- 첫째,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며, 재화의 산업간 순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데 유용
- 둘째, 산업연관분석은 거시분석, 미시분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 투자, 수출 등의 변화에 따른 부문별 생산, 고용, 수입 등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을 통하여 경제계획의 수립 및 경제 예측 또는
산업구조정책의 방향 설정 등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
- 셋째,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의 변동이 각 부분의
생산 및 수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생산, 고용, 수입, 물가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측정하는데 유리
- 넷째, 산업연관분석은 이윤, 임금, 이자 등 부가가치 변동에 따른
산업 부문별 가격 파급효과 역시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으므로, 원유가격 등 특정 부문의 가격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 측정에 있어서 여타의 분석수단에 비해 매우 좋은 성과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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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모형

o 산업연관분석은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인 산업연관표의 작성으로부터 출발
- 산업연관표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상호거래관계를 나타내는
중간재 거래부문, 각 산업부문에서의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
요소의 구입부문 그리고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판매부문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기록

(그림 2-1)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o 산업연관분석은 기본적으로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수행, 투입계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따라 각 산업
부문으로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의 크기를 계측하는 매개변수
- 그러나 산업 부문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투입계수를 매개로 하여
무한히 계속되는 생산파급효과를 일일이 계산한다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
- 투입계수는 각 산업 부문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다른 산업으로부터 구입한 각종 원재료, 연료 등 중간투입액을 총
투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각 부문 생산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각종
중간재의 투입단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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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연관분석은 투입계수를 기초로 한 산업 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이므로 투입계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지표
o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부문에서 직ㆍ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의미
- 생산유발계수는 수입과 수출을 어떻게 고려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거래관계만을 나타내는 국산
거래표로부터 생산유발계수를 산출하여 이용
o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단위의 최종수요 증가에 의해 각 산업부문에서
직ㆍ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를 의미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부가가치계수에 생산유발계수의 곱으로 이루어지며,
부가가치계수는 산업별 부가가치 합계를 총투입으로 나누어 산정
o 노동계수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 단위(산출액 10억 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므로 노동생산성과는 역수의 관계
- 노동계수는 노동량에 자영업주 및 무급 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로 구분
- 즉, 노동량에 피용자(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노동계수는 취업계수라 하고, 노동량에 피용자(임금
근로자)만 포함한 노동계수는 고용계수라 표현
- 노동계수가 크면 클수록 산출량 단위당 필요한 노동량이 크므로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생산을 위하여 설비 자동화 등의 투자가 늘어
나면 산출량 단위당 필요한 노동량이 작아지므로 노동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노동절약적 산업, 곧 자본집약적 산업임
o 고용유발계수는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량을
계량적으로 효시한 것으로 어느 산업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산출액
10억 원) 생산에 필요한 고용량, 즉 고용계수 뿐만 아니라 생산파급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까지 포함하는 개념
- 고용유발계수는 고용계수의 대각 행렬에 생산유발계수의 곱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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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산업연관분석 방법과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등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 한 경제 체제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직ㆍ간접으로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되며, 총산출 규모도 최종
수요의 크기에 따라 결정
- 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이 재화, 서비스의 생산을 위하여 타 산업
으로부터 구입한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각 부문 생산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각종 중간재의
투입단위를 의미
- 생산유발계수는 수입과 수출을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따라서 각각
     ,     
   ,       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서

는 최종 수요발생에 따른 국내 생산파급효과만을 계측할 수 있도
록 국산거래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형을 이용함
o 산업연관표를 행렬(matrix) (1)식으로 표현하고 행렬식을 X에 대해서
풀면 다음과 같이 산업연관분석모델을 도출할 수 있음

AX + Y - M = X ………………………………………………(1)
X - AX = Y - M,
( I - A )X = Y - M,
X = ( I - A ) - 1 ( Y - M) ……………………………………………(2)
          ………………………………………………(3)

단, A는 투입계수행렬, X는 총산출액 벡터, Y는 최종수요벡터, M은
수입액벡터, K 투자액
- (2) 식에서  는 단위행렬을 의미하며,      를 레온티에프의
역행렬이라 부름
- (3) 식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레온티에프의 역행렬을 이용하여 최종
수요의 변화가 경제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
. 즉, 최종수요의 변화로 중기재정투자액 ∆  가 경제전체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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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급효과 ∆  는 (3)식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음
- 최종 수요발생에 따른 국내 생산파급효과만을 계측할 수 있도록
국산거래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형의 생산유발계수를 이
용하도록 함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단위 증가에 따라 각 산업 부문에서
직ㆍ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수준을 의미
. 산업 부문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ㆍ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의미
. 부가가치유발 관계식은      의 관계가 성립하며, (2)식의 생
산유발

관계식

    에

X를

대입하면

             의 계산식이 도출됨

- 고용유발계수는 각 산업부문의 생산 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
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1단위 생산에 직접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
. 한 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만 아니라 생산의 파급과정
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을 포함
. 연구에서는 노동파급효과 분석 시, 산업별 고용계수를 계측하고,
고용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고용유발계수를 도출
o

 산업부문의

고용계수는



  



L i는 i 산업부문의

l

( i는

i산업부문의

고용계수,

노동투입량(인원),   는  산업부문의 총산출액)이

며, 고용유발계수는 어느 산업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 뿐만 아니라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도 모두 포함
- 고용유발계수행렬은      이며,

l̂ 는

고용계수의 대각행렬이

며, 고용유발계수행렬에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 벡터를 곱함으
로써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인원을 계측
- 고용유발효과는 (4)식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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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산업연관분석
1. 정보보호산업 재분류

o 정보보호산업은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서비스와 제품을
다루고 있으므로 정보보호 산업을 분류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님
- 현재 정보보호산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학계 및 산업계간 공통으로
활용되는 정의는 없으며 관련법에 명시된 정의를 준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
보호산업을 ‘정보보호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
o 연구에서는 관련법의 정의와 기존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적용
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정보보호산업을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으로 이원화
하여 재분류
- (정보보안)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정보유출방지, 암호/인증, 보안
관제, 컨설팅, 보안 교육 등을 포함
- (물리보안) 카메라, 저장장치, CCTV, 바이오인식, 알람/모니터링
제품 및 긴급출동 보안, 영상 보안 등을 포함
o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정보보호산업의 범위 및 분류는 한국은행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본부문 381개 산업분류를 근거로 하였으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산업을 재구성
- 산업연관표 기본부문(381개)을 기준으로 유관산업을 재분류(12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였으며 분류 결과는 (표 2-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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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정보보호 산업의 분류체계
번호

산업

구성

1

농림수산업/광업

작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농림어업서비스, 석탄
및 원유, 천연가스, 금속 및 비금속광물

2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가스 증기 및 온수, 수도,
전력/가스/수도/건설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건
축건설 및 건축보수, 토목건설

3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도소매/음식점/숙박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육상운송, 수상 및 항공운송
/운수/보관
서비스

4

금융 및 보험

금융서비스, 보험서비스,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주거서비스, 기타 부동산서비스, 연구개발, 사업
관련 전문서비스, 주거서비스, 기타 부동산서비스

6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험(국공립)

7

교육/의료 및 보건

교육서비스, 의료 및 보건

8

사회 및 기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사회단체, 기타서비스, 기타

9

비정보통신제조업

음식료품/담배/섬유 및 의복/가죽제품/목재 및 목제품/
펄프 및 종이제품/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석유 및 석탄
제품/기초화학물질/합성수지 및 합성고무/화학섬유/
의약품/비료 및 농약/기타화학제품/플라스틱제품/고무
제품/유리 및 유리제품/기타 비금속광물제품/철강
1차제품/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금속주물/금속가공
제품/일반목적용 기계, 특수목적용 기계, 자동차, 선박,
기타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제품,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수리

10

기타
연계산업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 전자부품, 전기장비,
유선통신기기, 이동전화기, 오디오 및 음향기기,
의료용기기, 사진기 및 영사기, 전기장비, 기타 IT
서비스

11

12

정보
통신
산업

유무선통신서비스, 통신 재판매 및 중개서비스,
정보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소프트웨어
정보 보안 개발 공급, 과학기술서비스, 기타 전문 서비스,
장비용품 및 지식재산권 임대, 기타 사업지원서비스
보호
산업
컴퓨터, 컴퓨터 기억장치, 컴퓨터 주변기기, 기타
물리
무선통신장비 및 방송장비, TV, 영상기기, 측정 및
보안
분석기기,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기타광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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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연관표 재작성

o 정보보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산업의 분류체계를
재분류한 후 가장 최근 발행된(2019년) 한국은행의 201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의 시작에 해당되는 2021년 산업연관표를 재작성하고
2021~2025년 기간 동안의 파급효과를 분석
- 산업연관표의 연장을 위하여 RAS 기법을 이용, 2021년 산업연관표를
재작성
- 정보보호 연관 산업으로 재정의 한 후에 분석을 수행하며, 분석
대상은 전국 단위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로 설정
o 현재 시점에서 RAS 방법에 의한 산업연관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 및 통상적인 경제관련 통계가 요구되며, 이들 자료를 토대로
2021년도 산업연관표를 추정하는 방법
- 2015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것은 이 자료가 한국은행이 2019년에
발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최근 발표 자료이기 때문이며, 2021년도
산업연관표를 추정하는 이유는 정책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시점이기
때문임
- RAS 방법에 의한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연도의 투입계수 행렬과
예측연도의 중간투입, 중간수요, 총투입에 관한 자료가 주어져야 함
o 본 연구에서 적용할 기준연도의 투입계수 행렬은 2015년 국산거래표로
구할 수 있으며, 연구에서는 예측연도인 2021년의 산업별 중간투입률,
중간수요률에 관한 데이터와 경제성장률을 참조하여 산출
- 2016년~2021년 사이의 GDP 전망치 등을 반영하여 2021년도 산업
연관표를 작성
- GDP 추정치는 2016년의 2.9% 성장률, 2017년 GDP 추정치는 3.2%
성장률, 2018년 GDP 추정치는 2.9%, 2019년 GDP 추정치 2.2%,
2020년 GDP 추정치는 –0.9%, 2021년 GDP 추정치 4.0%를 적용하여
산정함(출처: 한국은행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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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에서는 2021년 산업연관표의 RAS를 추정하기 위해 =0로 하여
행렬의 조정 작업을 반복하였는데, |      | 에서 이 조건이 만족
- 산업연관표의 금액 단위를 소수넷째자리인 백만 원으로 작성하여
추정하였으므로 이는 오차를 백만 원 이내로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RAS 계수법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실은 행과 열의 조정이 진행
됨에 따라 추정된 행 수정계수

과

열 수정계수

 의

벡터 값들이

점차 1로 수렴하지 않고 발산할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
- 여기에 대하여 Miller and Blair(1985)는 일반적으로 RAS 절차는 수렴
한다고 밝히고 있음[2]
o 본 연구에서도 행과 열의 조정 진행에 따라

과  의

벡터 값들은

점차 1로 수렴하였음
- 행 수정계수

      

및 열 수정계수

       의

벡터 값

이 모두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이 될 때까지 조정 과
정을 반복한 결과,   ,   일 때 이 조건이 만족되어 행 조정과 열
조정은 1.00000의 값으로 수렴하여 행과 열의 수정계수의 값이 모
두 항등행렬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연구에서는 RAS 조정과정에서의 행 합과 열 합의 차이가 모든 산업
에서 0이 되고, RAS 조정절차에 따른 행 수정계수 및 열 수정계수의
수치가

모든

산업에서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인 단
1.00000이 되는 단계, 즉 잠정거래행렬이     

계에서 계산된 산업연관표를 가지고 2021년도 추정 국산거래표를 작
성

3. 산업연관분석 결과

가. 정보보호산업 투입금액(2021년~2025년)

o 정보보호산업의 투자 예산은 2021년~2025년 기간 동안 정보보안/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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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활성화를 위한 투입 금액(계획)을 의미
- 국가정보화 예산 중 정보보호산업에 해당하는 2021년도 예산
(8.4%)을 기준으로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021-2025)」에
명시된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산업 투자비율 확대 계획을 적용
하여 산출
- 확대계획에 의한 예산 비중은 각각 2021년 8.4%, 2022년 11.7%,
2023년 15.0%, 2024년 17.5%, 2024년 20.0%
-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의 예산은 21년도 산업연관표에서 총투입비중의
비율을 적용하여 정보보안 79.0%, 물리보안 21.0%로 투입 예산을
산정하였으며, 총 소요예산 약 7조 1,796억 원

(표 2-2)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정보보호산업 투입금액 산출
(단위: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정보보안

6,563

9,140

11,719

13,672

15,625

56,719

물리보안

1,744

2,430

3,115

3,634

4,154

15,077

합계

8,307

11,570

14,834

17,306

19,779

71,796

나. 정보보호산업의 유발계수 추정(2021년~2025년)

o 분석 결과 정보보안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5803,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411, 고용유발계수는 0.7644로 나타났으며, 물리보안 산업의 생산
유발계수는

1.7716,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5672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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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6,

고용유발계수는

(표 2-3) 정보보안산업의 유발계수 추정 결과(2021년~2025년)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계수

유발계수

유발계수

농림수산업/광업

0.0053

0.0031

0.0009

전력/가스/수도/건설

0.0237

0.0154

0.0094

도소매/음식점/숙박/운수/보관

0.1281

0.0490

0.0807

금융 및 보험

0.0226

0.0120

0.007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872

0.0568

0.0400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0.0004

0.0003

0.0002

교육/의료 및 보건

0.0035

0.0023

0.0028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176

0.0093

0.0210

비정보통신제조업

0.1106

0.0455

0.0217

정보통신(기타연계)

0.0560

0.0252

0.0084

정보보안

1.1192

0.6190

0.5697

물리보안

0.0059

0.0032

0.0020

합계

1.5803

0.8411

0.7644

(표 2-4) 물리보안산업의 유발계수 추정 결과(2021년~2025년)
생산

부가가치

고용

농림수산업/광업

유발계수
0.0076

유발계수
0.0044

유발계수
0.0013

전력/가스/수도/건설

0.0192

0.0125

0.0076

도소매/음식점/숙박/운수/보관

0.1233

0.0471

0.0777

금융 및 보험

0.0331

0.0176

0.011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460

0.0300

0.0211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0.0002

0.0001

0.0001

교육/의료 및 보건

0.0025

0.0016

0.0019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082

0.0043

0.0097

비정보통신제조업

0.2066

0.0849

0.0405

정보통신(기타연계)

0.2663

0.1199

0.0398

정보보안

0.0245

0.0135

0.0125

물리보안
합계

1.0343
1.7716

0.5657
0.9016

0.3438
0.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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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보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2021년~2025년)

(1) 생산유발효과

o 정보보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나타나는 총생산유발액은 2021년~2025년
기간 동안 11조 6,34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연평균 기준으로는 2조 3,26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으며, 생산
유발효과 중 정보보안 분야는 약 8조 9,632억 원, 물리보안 분야는
약 2조 6,71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표 2-5) 정보보호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정보보안

10,370.7

14,444.3

18,519.1

21,605.2

24,692.6

89,631.8

물리보안

3,090.6

4,304.6

5,518.9

6,438.6

7,358.7

26,711.4

합계

13,461.2

18,748.8

24,038.0

28,043.8

32,051.3

116,343.2

(2) 부가가치유발효과

o 정보보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나타나는 총부가가치유발액은
2021년~2025년 기간 동안 약 9조 9,47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부가가치유발효과 중 정보보안은 약 7조 5,387억 원, 물리보안은
약 2조 4,083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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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정보보호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단위: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정보보안

8,722.7

12,149.0

15,576.3

18,172.0

20,768.7

75,388.6

물리보안

2,786.4

3,880.9

4,975.8

5,805.0

6,634.5

24,082.6

합계

11,509.1

16,029.9

20,552.1

23,977.0

27,403.2

99,471.3

(3) 고용유발효과

o 고용유발인원은 2021년~2025년 기간 동안 연평균 약 16,73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유발계수가 정보보안에서 1억 원 당 0.7644명,
물리보안에서 1억 원 당 0.5672명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결과임
- 이는 정보보호산업 파급에 따라 2025년까지 직간접적으로 약 8만
4천여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2-7) 정보보호산업의 고용유발효과
(단위: 명)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정보보안

7,928

11,042

14,157

16,516

18,876

68,518

물리보안

1,753

2,441

3,130

3,652

4,174

15,150

합계

9,681

13,483

17,287

20,168

23,050

8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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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 정보보호산업의 단기 경제적 파급효과

o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2021년 기준 단기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3,46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1,509억 원, 고용유발효과 9,681명으로 나타남

(표 2-8) 2021년 기준 정보보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억 원, 명)

투입금액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8,307억 원

13,461억 원

11,509억 원

9,681명

투입대비효과

1.62배

1.39배

1,17명/억

(그림 2-2) 정보보호산업의 단기 경제적 파급효과(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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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재정 투입 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
효과 모두 투입 금액을 상회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
- 정보보호산업의 고용효과는 9,681명으로 2008년~2015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206건의 평균 값 5,002명[3]과 비교 시 약 2배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정보보호산업의 중장기 경제적 파급효과

o 2021년~2025년(5년간) 정보보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1조 6,34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조 9,471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8만 3,668명으로 나타남

(표 2-9) 정보보호산업의 재정 투입 금액(추정)
(단위: 억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정보보안

6,563

9,140

11,719

13,672

15,625

56,719

물리보안

1,744

2,430

3,115

3,634

4,154

15,077

합 계

8,307

11,570

14,834

17,306

19,779

71,796

(그림 2-3) 정보보호산업의 중장기 경제적 파급효과(2021년~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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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년~2025년 중장기 분석결과 정보보호산업의 연평균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조 3,26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9,894억 원,
고용유발효과 16,774명으로 나타남
- 재정 투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물리보안 분야보다 정보보안
분야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한 정부 재정 투입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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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정보보호산업의 사회적 기여도 분석

제 1 절 개 요
o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경제 성장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설정하여 수십 년 동안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
- 경제 성장은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목표로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정책 추진의 주요한 가치 근거로 자리매김
- 경제 성장 중심의 정부 정책은 급격한 경제 발전이라는 성과를 가져온
반면, 인권, 노동, 환경과 같은 사회적 가치는 등한시 하는 결과를 초래
o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 추진은 인권 및 노동, 환경 분야의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점차 경제 성장 이외의 가치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
- 1990년대 말부터 인권, 환경, 삶의 질, 행복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며, 이 가운에 일부는 국정 목표에 반영
- 2000년대에는 지속가능발전, 2010년대에는 저탄소녹색성장, 국민행복,
경제민주화, 2019년에는 혁신적 표용국가 등에 사회적 가치가 반영

(그림 3-1) 우리나라 정부의 시대별 국정 목표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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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정 목표 변화에 따라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를 향유하는 대상도 지속적
으로 확대되어 최근에는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하는 움직임으로 변모
- 1960년대 경제 성장 중심의 개발 국가에서는 재벌 등 소수 계층에게
기회를 집중하고 독과점을 묵인하는 모방형 성장 모델을 추구하여
낙수 효과 등을 기대
- 반면, 현재의 혁신적 포용국가에서는 다양한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
하고 새로운 계층이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 성장을 추구하면서 새로
창출되는 가치가 국민 전체와 미래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
- 사회적 가치는 이렇듯 경제, 사회, 환경 영역의 다양한 가치를 포함
하는 것으로 개인과 사회, 공동체, 미래사회를 함께 고려하는 행동
규범과 의사결정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
o 국제 사회의 여러 논의와 우리나라 정부의 국정 목표 등을 살펴볼 때
사회적 가치는 크게 경제, 환경, 사회 영역으로 구분 가능
- 경제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 논의는 주로 소비자 운동과 노동 등
경제 활동에 있어 공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
- 사회 분야는 인권, 차별금지, 평등과 같이 사회의 갈등 발생을 방지
하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 환경 분야는 오염 방지, 천연자원 보존 등 환경 보호와 생태적 개발과
보존을 추구하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것이 주요
가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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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 방향

o 최근 정부 정책 수립 및 운영 방향은 효율과 성장 중심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추세
- 그동안 효율과 성장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경제 전체 규모는 커졌
으나 양극화,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 발생으로 국민의
삶의 질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
-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목표로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방향을 사회적 가치 증진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
o 정부는 이러한 배경 아래 ’18년 3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혁신 방안을 제시
- 중앙 부처의 예산안 편성 시 사회적 가치 구현 사업 투자 확대를
명시하여2)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사업
활성화를 도모

2)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18년 3월), ’19년 예산안 편성 시 중점 투자방향으로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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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사업 심사ㆍ평가 시에는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관평가
에도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를 개발ㆍ적용3)
o 이와 같은 배경 아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재정사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
- 분석 모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재정사업 특수성을 반영, 해당
사업에 잠재된 사회적 가치의 과소 추정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
-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여도(가치) 측정 관련 국내외 유사 사례를 살펴
보고 주요 사회적 기여도 측정 방법론의 비교를 통해 한국인터넷
진흥원 재정 사업의 사회적 기여도 분석에 적합한 분석 모델을 도출,
분석을 수행

제 2 절 사례 연구
1. 기획재정부,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

o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정ㆍ세제 운영 및 공공기관
혁신 추진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스템을 개선,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를 포함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적 가치 평가는 5대 지표 구성, 경영평가
배점확대, 공공기관 특성 반영의 3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추진

3)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가점(최대
5% 이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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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가치 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 경영의 5대 지표로 구성
o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배점을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을 대폭 확대(공기업: 55점 중 22점, 준정부
기관 55점 중 20점)
-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지표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의 2개 평가
범주 중 경영관리 항목에 포함

(표 3-1) 공공기관 경영평가 범주별 주요 평가 내용
평가범주
경영관리

주요사업

주요 평가내용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조직·인사·
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혁신과 소통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o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ㆍ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 경영’의 5대 사회적
가치 구현 목표에 따라 (표 3-2)와 같이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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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
구
분

세부 평가내용

지표정의
적용대상
(배점)
세부평가
내용

일
자
리
창
출

지표정의
적용대상
(배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시간선택제
실적을 평가 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3점
①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1점)
② 일자리 창출 관련 계량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총 합계 2점)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공기업 : 비계량 4점, 준정부기관 : 비계량 3점
①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②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부평가
내용

노력 및 성과
③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노력과 성과
④ 핵심사업 및 조달 위탁사업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혁신적 노력, 협력․
공유를 위한 노력과 성과

균
등
한
기
회
와
사
회
통
합

지표정의
적용대상
(배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1점

세부평가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내용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총 합계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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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지표정의

등

적용대상

한

(배점)

기

공기업 : 비계량 3점,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

위한 노력과 성과

와
회

평가한다.

ⓛ 차별적 요인 배제 등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회
사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② 청년·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세부평가 ③ 여성관리자 및 여성채용 확대, 여성인력양성 및 경력단절
내용

여성 고용 등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④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직군, 여성 등에 대한 불합리한

통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합

⑤ 임원임명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환경보전>
지표정의
적용대상
(배점)
세부평가
내용

환경보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1점
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0.2~0.4)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0.2~0.4)
③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0.5)

<재난 및 안전관리>
안
전

지표정의

및

적용대상

환

(배점)

경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4점
① 재난관리시스템(예방·대응·복구) 구축·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산업재해 등 근로자(간접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피해

세부평가
내용

방지 및 사업장(발주현장 포함)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④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청사 등 시설물 관리 및 건설
과정에서의 안전확보 노력과 성과
⑤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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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정의
적용대상
(배점)
상
생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적을 평가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3점

세부평가 ① 상생과 협력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내용

기관이 설정(총 합계 3점)

ㆍ
협

지표정의

력
및
지
역

적용대상
(배점)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
①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전
세부평가
내용

② 협력·위탁업체 적기 자금결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④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
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구매확대 노력 및 성과

지표정의

적용대상
윤

(배점)

리

경영 활동 시 경제적․법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
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3점
①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실현을

경

위한 노력과 성과

영
세부평가
내용

②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의 투명성
제고 노력
③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견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
④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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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용 중인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는 사회적 가치 추구 활동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적용상
여러 한계점도 있어 개선이 필요
- 사회적 가치 항목의 구성 상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포괄적 수준과
세부적 요구사항의 구분 없이 같은 범주로 사회적 가치가 제시되어
있으며 주제 또한 보편적
- 적용의 관점에서 각각에서 제시된 사회적 가치가 규범적으로 모호
하고 측정 방법도 구체적이지 않아 실행이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

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o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 인증 제도를 운영
- 인증 제도는 신청 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갖추어야 할 인증 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ㆍ심사
하기 위한 제반 절차 등을 포함
o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지역
사회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충, 윤리적 시장 확산 등으로 보고 있으며[5],
이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용 충족) 기부, 후원, 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과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질에 사회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사회 고용 창출 및 복지 증진에 기여
-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과 민간기업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공헌 증가로 윤리경영 문화 전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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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목표 갈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 관련 요건을 정해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인증된 사회적기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는 부적절한 사회적기업 출현을 방지하고 경영과
관련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
-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재정·세제·경영·판로 등 제반 분야에서
초기 성장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은 (표 3-3)과 같이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 실현 등 7개의 인증 요건에 대한 현장실사 및 심사로 진행
o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에서는 인증 대상 사회적기업의 주된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사회적기업을 구분, 별도의 기준을 적용
- 사회서비스 제공형: 신청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중 취약 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일자리 제공형: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에 있어야 하며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유형(가형): 전체 근로자 중 지역
거주 취약계층 20% 이상 등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나형): 지역 빈곤, 소외, 범죄 등
부문의 수입 또는 지출이 20% 이상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다형): 해당
부문의 수입 또는 지출이 40% 이상
- 혼합형: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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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구분

인증 요건

근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제8조 제1항
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제1호, 동법 시행령
갖출 것

유급근로자
고용

제8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사회적기업
사회적

육성법

육성법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제8조 제1항

목적의 실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제3호, 동법 시행령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
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출 것

제9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4호
사회적기업

영업활동을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제8조 제1항

통한 수입

50% 이상일 것

육성법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사회적기업

정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필수사항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이윤의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사회적기업

제8조 제1항
제6호, 제9조 제1항

사회적 목적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제8조 제1항
사용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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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법

제7호

육성법

-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o 조직의 설립취지,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
하는 방식, 취약계층 참여 및 지원정도,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도,
참여자·수혜자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구비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창의ㆍ혁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기업의 주된 활동 이외의 실적 및 사회공헌 활동(지역사회 기부 등)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에 해당하지 않음
o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은 대부분 계량 지표를 적용하고 있으나
창의·혁신형과 같이 계량화가 어려운 유형의 사회적기업에는 위원회를
통한 심사 제도를 적용
- 창의·혁신형과 같이 비계량화된 영역의 사회적기업 유형에 대한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인증 제도화하는
방식의 제도적 개편이 필요

3.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o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SVI)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 사업의 기업 선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개별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을 파악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표[6]
- SVI는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을 파악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표
- 해당 지표는 측정·평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자(현장, 조사자, 전문가 등)의
의견취합 및 감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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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VI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관점
에서 평가하며 구분에 따라 범주와 영역, 측정 지표(점수)를 적용하여
사회적기업의 등급을 평가
- SVI의 각 관점은 IRIS(Impact Reporting Investment Standard)의 5대
카테고리를 참조하여 사회적 영향과 경제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범주로 구성
- ‘사회적 성과’는 조직 미션, 사업 활동, 조직 운영 등에 대해서 평
가하며 사회적 미션의 관리, 주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노력, 이윤의 사회목적 재투자, 운영의 민주성,
근로자 지향성 평가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
- ‘경제적 성과’는 기업의 종합적인 재정성과에 대하여 평가하며 고
용창출 및 재정성과, 노동성과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
- ‘혁신 성과’는 기업의 혁신노력 및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며 특히
기업 활동에서의 혁신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표 3-4) 사회적가치지표(SVI)의 관점별 측정 내용
관 점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주요 측정내용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기제를 성정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
조직이 효율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나타난 사업
활동의 경제적인 결과를 측정
기업 활동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성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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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사회적가치지표(SVI)의 구성
구분

범주

영역

조직 미션

사회적 미션

(7)

(7)

측정지표

배점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2. 사회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여부

주 사업의
사회적 가치

3,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비계량)

(15)

사회적

사업 활동

사회적경제

(33)

생태계 구축

성과

(8)

(60)

4.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협력 수준

5

15

5

5. 지역 사회와의 협력 수준

5

6. 사회적 환원 노력도(비계량)

10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8. 근로자 임금수준

8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10. 고용성과

10

11. 매출성과

10

12. 영업성과

5

13. 노동생산성

5

14. 혁신노력도(비계량)

10

사회 목적
재투자
(10)
운영의
민주성
조직 운영

(5)

(20)

근로자
지향성
(15)
고용창출 및

경제적
성과
(30)

재정성과
(30)

재정성과
(25)
노동성과
(5)

혁신
성과
(10)
계

기업 혁신

혁신성

(10)

(10)

14개 지표: 탁월(90점 이상), 우수(89점~80점), 보통(79
점~70점), 미흡(69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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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o SVI의 각 지표는 지표의 활용 목적에 따라 각 관점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한 범용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비계량지표의 도입으로 계량 지표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기업을
정성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
- 또한, 비계량지표 평가 시 구조화된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해당되는
충족 요소를 참조하여 비계량 내 계량적 요소를 도입하여 객관적
평가를 도모

4. SK그룹, 사회성과 인센티브(SPC)

o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일반 기업 및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스타트업
등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평가 방식
- SPC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2013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한 아이
디어인 ‘Social Progress Credit’을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적용한 지표
- SPC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적
인센티브로 창출되는 사회적 성과는 화폐액으로 측정
-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증진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효과 기대
o SPC가 측정하는 사회성과는 기업의 사명과 사회성과 창출 방법에
따라 사회서비스, 고용, 환경, 사회생태계 성과로 구분
- 사회성과는 해당 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SROI(사회적투자수익률)
방식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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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SPC의 사회성과 측정 체계

o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사회성과 측정 대상 조직의 미션 및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투입-활동-산출-결과-영향으로 구성된 논리모형을 분석틀로
하며, 결과 및 영향 중심의 사회성과를 측정

(표 3-6) 사회성과 인센티브(SPC)의 관점별 측정 내용
사회성과

정의

성과지표 예시

과정

사회적기업의 활동 과정에서

장애인 고용 및 노동

(Process)

발생한 성과

과정에서의 인권 존중

산출

사회적기업 생산 활동의

(Output)

결과물과 관련한 직접 성과

유형

결과
(Outcome)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회적
수혜자의 개인적인 삶에
일어난 변화

장애인 고용 인원 수
고용된 장애인에게 일어난
생활의 변화

영향

사회적기업 활동의 결과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Impact)

사회적으로 일어난 변화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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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PC는 이러한 결과 중심의 사회성과 가운데 보상되지 않은 성과’만을
1년 단위로 측정하며 이미 보상이 이뤄진 사회성과는 측정에서 배제
- SPC는 기존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못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시장
실패의 보완)하는 것으로 보상되지 않은 성과는 매출 및 지원금
형태로 보상이 실현된 사회성과는 측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
- 사회성과 인센티브에서 사회성과는 이해관계자 회계의 원리를 기반
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측정
-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는 이해관계자별 편익과 비용을 합산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그림 3-4)와
같이 이해관계자 별로 계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측정

(그림 3-4) SPC의 측정 방식

5.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판별기준 및 가치평가 모형

o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의 비즈니스모델과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다양해지면서 벤처기업처럼 소셜벤처 여부를 판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소셜벤처 판별기준 및 가치평가 모형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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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보고 사회
성과 혁신성장성의 두 가지 범주를 측정
- 판별기준은 기업의 전반적인 규모, 인력, 재무실적 등 역량평가
보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외부인증(또는 실적) 현황 등 사회성과
벤처·고성장·투자·기술력 등 미래의 성장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
o 사회성 판별표는 12개 항목, 혁신성장성 판별표는 14개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의 달성 난이도 및 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항목별로 배점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체크리스트와 점수
혼합형으로 설계
- 소셜벤처 판별 기준은 사회성 판별표(표 3-7)과 혁신성장성 판별표
(표 3-8)로 구분되며,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소셜벤처로 판정
- 판별기준은 객관적이고 직ㆍ간접적인 사실자료 등을 통해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확인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측정
-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판별표에 의한 점수 합계가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을 소셜벤처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별기준에는 미흡하나
자체 자문위원회에서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셜벤처로 분류 가능
- 정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인증(예: 사회적기업 인증, 벤처기업확인 등)
받은 경우와 임팩트 투자를 받은 기업 등은 해당기관의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판단 결과를 신뢰하여 100점으로 인정
o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해당 판별기준을 소셜벤처를 판별하는 범용
판별기준으로 창업, 투·융자, R&D, Scale-up 등 소셜벤처 지원을
원하는 기관(정부, 공공, 민간기관 등)이 기관 또는 사업 특성에 맞게
판별항목과 점수 등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7]
등을 제공

- 40 -

(표 3-7) 소셜벤처 사회성 판별표
판별항목

점수

1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또는 인증받은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 100점
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2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 원 이상의 투자를 100점
받은 기업

3

비콥(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50점

4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추진 중인 기업

50점

5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하고 있는 기업

6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하고
있는 기업

20점

7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20점

8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통해
육성된 팀(조직)이 창업한 기업

20점

9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
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

10점

10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10점

11

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5점

12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또는 소셜벤처 관련 활동
(대학 동아리, 대학 내 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

5점

비고

정관 외
기타

점 수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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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증빙은
50%만
인정

2년 이상
5점 부여

점

(표 3-8) 소셜벤처 혁신성장성 판별표
판별항목

점수

1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100점
메인비즈기업)

2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100점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5%)

3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점

4

민간 임팩트 투자기관의 본계정에서 3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50점

5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 중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50점

6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 후
등록한 실용신안권, SW프로 그램저작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40점

7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40점

8

최근 5년 이내 세계적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40점

9

법령에 의해 등록 또는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30점

10

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
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부터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20점

11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주관 전국 규모의 창업경진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20점

12

기업(또는 재단)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당 이상의 지분투자 또는 지원을 받은 기업

20점

13

중앙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에 따른 품목에 해당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20점

14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ㆍ특정 연구기
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10점

점 수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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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점

o 일반적으로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 평가는 경제성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 저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평가
모형을 개발
- 소셜벤처 가치평가 모형은 소셜벤처의 성장가능성, 잠재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정부, 공공, 민간 기관이 소셜벤처 지원사업에
해당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급
-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의 혁신성장성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사회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
- 평가모형은 대항목-중항목-소항목으로 단계별 구분하고, 평가항목
(소항목)은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성
- 소셜벤처의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12가지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였
으며,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부여하고, 평가항목은 5등급
(A-B-C-D-E)로 구분

최종평점 = 사회성 평가점수 x A(%) + 혁신성장성 평가점수 x B(%)
* ①사회성 평가모형과 ②혁신성장성 평가모형(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분)을 적용하며,
필요시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평가점수에 가중치 조정 가능(단, A+B=100)

(그림 3-5) 소셜벤처 가치평가 결과에 다른 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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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소셜벤처 가치평가 결과에 다른 등급 부여
점수

등급

등급 정의

90점 초과

A

성장가능성, 잠재력이 매우 우수함

80~90점 이하

B

성장가능성, 잠재력이 우수함

70~80점 이하

C

성장가능성, 잠재력이 양호함

60~70점 이하

D

성장가능성, 잠재력이 보통임

50~60점 이하

E

성장가능성, 잠재력이 미흡함

50점 미만

F

성장가능성, 잠재력이 매우 미흡함

o 사회성 평가모형은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①사회적 가치 지향성 및
미션, ②사회적 가치 창출역량 및 실행체계, ③사회적 성과를 측정
하는 평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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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사회성 평가 모형
대항목

사회적
가치
지향성
및
미션

목적
사회적 가치
추구와
관련된
기업가정신,

중항목
경영주

소항목(평가항목)

배점

S01. 사회적기업가 정신 수준

14점

S02. 사회적 가치 창출 경험 수준

6점

사회적
가치
지향성

설정된 미션

기업의

평가

사회적

S03. 사회적 미션의 구체성과
차별성

미션

S04. 사회적 미션과 사업 활동의
연계성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사회적

가치

가치 창출과정

창출

즉, 보유

역량

하고 있는

및

내ㆍ외부의

실행

역량과 자원

체계

그리고
실행체계 평가

사회적

S05. 수행조직 구성의 적절성

가치
창출 역량

S06. 외부자원 동원 역량과
파트너십 구축정도

사회적

10점

12점
8점

6점

S07. 소셜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8점

S08. 소셜비즈니스모델의 확산성

8점

가치
창출을
위한
실행체계

S09.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운영 수준

8점

사회적
S10. 사회적 성과 창출 수준

성과

사회적
성과

실제

창출의

창출된(창출

효과성

가능한)
사회적 성과
평가

(가능성)

사회적

8점

S11. 사회적 성과 창출의 효율성

6점

S12. 사회적 성과 창출의 지속성

6점

성과
창출의
우수성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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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o 혁신성장성 모형은 ①경영주의 혁신역량, ②기술(서비스)의 혁신성,
③성장성(시장성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가능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측정하는
평가모형

(표 3-11) 혁신성장성 평가모형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평가항목)

기술지식 수준 및
경영주
혁신역량

기술의
혁신성

경험 수준
경영능력
기술개발 역량
기술의 우위성
시장환경 및 제품

성장성

경쟁력
사업추진의 타당성

배점

IM01. 경영주 기술지식 수준

6점

IM02. 경영주 동업종 경험 수준

8점

IM03. 혁신적 기업가정신

8점

IM04. 경영관리 능력

6점

IM05. 기술개발 전담인력 현황

8점

IM06. 기술개발 실적

6점

IM07. 기술의 완성도(TRL)

6점

IM08. 기술의 차별성

8점

IM09. 시장의 성장성 및 전망

10점

IM10. 제품의 비교우위성

12점

IM11. 사업계획의 타당성

12점

IM12. 사업인프라 확보 수준

10점

합 계

100점

6.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측정

o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9년부터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측정
방법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성과측정 체계를 확립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측정, 관련 홈페이지4)를 통해 대내외에 공개
- LH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

4) http://socialvalue.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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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할 사회적 가치 유형은 크게 주거복지, 상생협력,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 안전, 지역사회공헌의 6가지로 구분하고 재정 투입과
이에 다른 성과를 투입(input) 성과와 결과(outcome) 성과로 측정

(그림 3-6) LH의 사회적 가치 창출 유형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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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투입 성과는 임대주택 건설, 매입, 중소기업 지원 재원 등
사회성과 창출을 위해 재원을 투입한 성과이며, 취약계층 주거비
절감, 중소기업 성장효과 및 임대주택 주거안전강화 등을 결과 성과로
설정하고 효과를 측정
o LH의 사회적 가치 성과측정 체계는 주요 사업과 사회적 가치 요소를
연계해 수립한 사회적 가치 성과측정 기준에 따라 성과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구축
- 사회적 성과를 화폐 단위로 측정함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
- 이와 같은 체계로 측정한 LH의 2019년, 2020년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 결과는 (표 3-12)과 같음

(표 3-12) LH의 사회적 가치 성과측정 결과(outcome)
(단위: 억 원)

사회적 가치

2020년

2019년

증감

합계

6조 8,733

5조 6,900

1조 1,833

국민 주거안정

4조 6,175

3조 7,119

9,056

상생협력

1조 9,286

1조 5,955

3,331

일자리 창출

298

346

△48

지속가능 환경

1,179

1,287

△108

국민안전 강화

1,634

2,047

△413

지역사회 공헌

161

146

15

실현부문

- 48 -

제 3 절 사회적 기여도 측정 방법 비교 연구
1. GRI Standard

o

GRI

Standard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Global

Sustainability

Stadard Board, GSSB)가 제정한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표준 지침
- GRI Standard는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기관 등 조직
유형에 상관없이 조직이 창출하는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
(Impact)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포괄적인 기준을 제공
-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지침을 수록
o GRI Standard는 어떠한 규모, 유형, 분야, 지리적 위치 등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한 일관됨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 기준과 경제,
환경, 사회 등 주제별 세부 기준으로 구분
- 경제, 환경, 사회 분야의 성과 보고에 대한 프레임워크, 보고원칙,
기업차원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그림 3-7) GRI Standard의 체계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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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기준) 조직의 규모 및 지리적 위치, 활동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지속가능성 측정 및 보고 원칙을 제공하며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명시
- (경제적 영향) 조직의 경제적 성과를 보고하는 세부 사항을 포함
하여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경제적 성과와 이를 창출하기 위한 과정
등에 관한 기준
- (환경적 영향) 조직의 활동을 인해 창출되는 환경적인 영향을 측정
하고 보고하는 기준으로 자원, 오염방지, 에너지 등 8개 항목으로
구성
- (사회적 영향) 노동, 인권, 보건안전, 교육훈련, 다양성 등 조직의
운영과 활동에 있어 사회적인 가치 추구 여부를 측정ㆍ보고하는
기준
o GRI Standard는 조직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참고 가능한
보고원칙, 표준공개, 그리고 이행매뉴얼과 참고할 만한 참고문헌 등을
제공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에 유용
- GRI Standard 제정에는 기업체, 노동계, 시민단체 및 금융시장의
대표들과 다양한 분야의 감사원 및 전문가 등 국제적 규모의 이해
관계자가 참여
- 해당 기준은 여러 단계의 논의 과정과 여러 국가의 규제기관 및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토론을 거쳐 개발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어 여기에 명시된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 측정
지표 등은 범용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
o GSSB는 매년 자신들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
전 세계의 조직명단을 공개하고 있어 관련 지표 활용의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별 현황 등을 파악 가능
- 우리나라는 2002년 3개 기업을 시작으로 매년 발간 기업 수가 증가
하다가 2013년 118개 기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2017년 기준 약
60개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0 -

(그림 3-8) 우리나라의 GRI Standard 활용 기업 현황(연도별)

2. ISO26000

o ISO26000은 국제표준회기구(ISO)가 제정한 사회적 책임 표준으로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들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 표준
-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70여개 국가 대표가 2005년부터 5년 간 8차
총회를 거쳐 2010년 11월 ISO26000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 8월 국가표준으로 지정
o ISO26000은 기업, 정부, NGO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지배
구조ㆍ인권ㆍ노동ㆍ환경ㆍ소비자ㆍ공정운영ㆍ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7개 핵심 주제에 대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리해 놓은 지침서
- 이 지침은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후관리변화협약,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유엔 글로벌 컴팩트(UNGC) 등 이제까지
나온 국제지침을 총 망라하여 사회적 책임의 이행 관련 지침을 종합
o ISO26000의 가이던스 제정은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진행되어온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계획들을 ‘사회 책임’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
종합했다는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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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26000의 지침 가운데 환경 분야는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이
어떻게 지구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를 규정
- 그러나 ISO26000은 인증 표준이 아닌 지침 표준으로 적용 대상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며 다만 권고사항으로 기업 등이 사회 책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지침을 제공
o ISO26000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와 국가 간 합의라는 2중 수준의 합의에
기초해, 조화롭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국제적 차원의 당위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표준 지침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ISO26000은 무엇이 사회 책임이고, 조직이
사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고 있음
- ISO26000은 전체 7장의 본문과 부속서 A, B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항목은 (표 3-13)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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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ISO26000의 구성 및 체계
제목

구분

주요 내용

적용범위

1장

이 국제표준의 범위를 정의하고 특정 한계와 예외 사
항을 식별한다.

용어와
정의

2장

사회적 책임 이해와 이 국제표준 이용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핵심 용어의 정의를 식별하고 제공한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3장

사회적 책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본질과 관행
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요인과 조건을 서
술한다. 또한 사회적 책임 자체의 개념, 즉 무엇을 의
미하고 조직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개념을 서
술한다. 이 장은 중소규모 조직을 위한 국제 표준의 이
용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사회적
책임 원칙

4장

사회적 책임의 원칙을 소개하고 설명한다.

5장

사회적 책임의 두 가지 관행인 조직의 사회적 책임 인
식과 조직의 이해관계자 식별 및 참여를 다룬다. 조직
과 조직의 이해관계자 및 사회 간의 관계, 사회적 책임
의 핵심 주제와 쟁점 인식, 그리고 조직의 영향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6장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핵심 주제와 관련 쟁점들은 설명
한다. 각 핵심 주제에 대해 적용범위,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 관련 원칙과 고려사항, 관련 활동과 기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7장

사회적 책임을 조직 내의 관행으로 실행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조직의 사회적 책임의 이해, 조직
전반에 걸친 사회적 책임의 통합, 사회적 책임 관련 의
사소통,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직의 신뢰성 제고, 사회
적 책임의 진척 검토와 선과 개선 및 자발적 이니셔티
브 평가에 대한 지침이 포함된다.

사회적
책임
인식과
이해관계자
참여
사회적
책임 핵심
주제에
대한 지침
조직
전반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지침
자발적
이니셔티브
와 도구
약어
참고문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핵심 주제에 대한 관점이나 조직
부속서
전반에 걸친 사회적 책임의 통합을 다룬 사회적 책임
A
관련 자발적 이니셔티브와 도구의 일부 목록을 제시한다.
부속서
이 국제표준에서 사용된 약어를 포함한다.
B
이 국제표준에서 출처자료로 언급한 권위 있는 국제문
서와 ISO 표준에 대한 참고자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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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RIS

o IRIS(Impact Reporting Investment Standard)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가치 측정 지표를 모아 놓은 일종의 편람과 같은
성격을 지님
- IRIS는 2008년 미국 록펠러 재단의 주도로 개발, 2009년부터 현재
까지 ‘글로벌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에서 관리
o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때 IRIS의 지표를 활용하고 싶은 기관은 자신의
활동, 목적,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지표를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
- 지표를 검색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가 무엇인지, 수혜자 그룹은 누구
인지,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대상이 어디인지를 선택
하면 그에 해당하는 지표를 안내
- 안내되는 지표는 IRIS는 지표 명칭과 함께 지표의 의미와 계산 방법,
간단한 가이드, UN의 SDGs와의 관련성 등의 내용을 포함
o IRIS 지표는 집중 섹터(Sector of Focus), 운영성과(Operational
Impact), 재무성과(Financials), 투자분야(Investment Lane) 등으로 구분
- 집중 섹터 : 농업, 교육, 에너지, 환경, 마이크로파이낸스, 헬스케어,
물 등
- 수혜자: 공급자, 고용 직원, 환경 등
- 운영성과: 거버넌스 및 소유구조, 환경적 정책, 사회적 정책
- 투자분야: 젠더, 소수자, 빈곤선
o IRIS의 적용 단계는 총 3단계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단계) 영향 영역 파악 : 관련 영역과 관련된 주요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 결정
- (2 단계) 적용 가능한 IRIS 지표 결정 : 식별 된 영향 영역 각각에
대해 IRIS 표준을 탐색하고 해당 측정 항목을 식별
- (3 단계) 보고 프로토콜 설정 :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방법 및 빈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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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IRIS의 지표 카테고리 및 주요 지표
카테고리

주요 지표

농업 (Ariculture)

소비자 1명당 평균 수확량(Average Client Agricultural
Yield), 공급자 1명당 평균 수확량(Average Supplier
Agricultural Yield) 등 농업 관련 47개 지표

공기 (Air)

온실가스
배출
방지(Greenhouse
Avoided) 등 10개 지표

Gas

Emissions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담수지역 면적(Area of Fresh Water Bodies Present),
(Biodiversity &
삼림지역 면적(Area of Trees Planted) 등 44개 지표
Ecosystem)
기후 (Climate)

기후로 인한 강제이주민 수(Client Individuals: Forcibly
Displaced), 하천 최고 유량(Peak Flow Rate) 등 32개 지표

다양성과 포용
차별 금지 정책(Anti-Discrimination Policy), 조직임원 중
(Diversity & Inclusion) 여성 수(Board of Directors: Female) 등 99개 지표
교육 (Education)

아동 발달 수준 (Child Developmental Assessment), 학
생당 교실 면적(Classroom Area per Student) 등 47개 지표

고용 (Employment)

채용된 복지담당자 수(Caregivers Employed), 사회 및
환경
성과
인센티브(Social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Incentives) 등 83개 지표

에너지 (Energy)

건축 면적 당 에너지 효율 개선(Building Area of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제품의 에너지 사용량
(Energy Capacity of Product ) 등 30개 지표

금융 서비스
(Financial Service)

투자효과성 지수(Effective Interest Rate), 환경관련 정
책 투자(Environmental Policies for Financial Services,
Clients) 등 68개 지표

보건 (Health)

보건관련 지출(Client Spending: Health), 질병 개선 수준
(Disease/Condition Addressed) 등 29개 지표

부동산 (Real Estate)

재사용된 건물 면적(Area of Buildings Reused), 재정지
원되는 지역사회시설 면적(Area of Community Facilities
Financed) 등 36개 지표

토지 (Land)

인접 보호 지역 면적(Area of Adjacent Protected Land
), 산림벌채 지역 면적(Area of Land Deforested ) 등
46개 지표

해양과 해안
(Oceans & Coastal
Zones)

해안선의 길이(Length of Coastline Present), 복원된 해
안선의 길이(Length of Coastline Restored) 등 14개 지표

공해 (Pollution)

유해 폐기물 방지(Hazardous Waste Avoided), 살충제
사용(Pesticide Use) 등 23개 지표

폐기물 (Waste)

생분해성 재료 사용(Biodegradable Materials), 재활용
재료 사용 비율(Percent Recycled Materials) 등 27개 지표

물 (Water)

하천의 길이(Length of Streams Present), 복원된 하천
길이(Length of Streams Restored) 등 50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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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IIRS

o GIIRS(Global Impact Investing Rating System)는 점수 혹은 등급제로
사회적 성과 창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
- GIIRS는 영리적 이익(Profit)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인 편익
(Benefit)을 추구하는 미국 비영리조직인 B Lab이 개발한 평가 시스템
- GIIRS 평가를 통해 매겨지는 점수는 별점 등급제로 표현, 평가 대상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정 결과를 별 개수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주요한 특징

(그림 3-9) GIIRS의 별점등급제 사회적 가치 평가 시스템

o GIIRS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B Lab이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는 평가
시스템으로 사전 연구를 통해 검증한 지표와 규칙을 사용, 상호 비교
및 객관적 평가가 가능
- 사회적 가치 측정의 보편적인 방법론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GIIRS와 같은 등급제 평가는 여러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비교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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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IRS는 투자와 회계, 성과평가와 관련된 다수의 전문 조직이 수년에
걸쳐 개발한 평가 체계로 평가 적용과 결과 해석이 매우 쉽게 고안
o 사회적 성과 측정에 대한 인식도 낮고 사회적 성과를 평가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GIIRS와 같은 등급제 평가
방법은 여러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용
- GIIRS는 투자와 회계, 성과평가와 관련된 다수의 전문 조직이 수년에
걸쳐 개발한 평가 체계로 평가 적용과 결과 해석이 매우 쉽게 고안
- 평가 체계의 적용 편의성은 사전에 합의한 평가 지표를 적용하므로
평가자 주관의 개입 여지가 줄고 대신 조직의 성과 데이터가 고유
방식으로 계산되어 계량화가 가능하며 평가 결과는 표준 보고서로
제공, 결과 간의 상호 비교도 편리
o GIIRS는 개별 평가자의 역량에 관계없이 평가 대상의 성과가 일정
하면서도 동일한 값으로 측정됨으로 활용성이 높음
- 평가 대상 영역이 정밀한 사전 연구와 검증으로 결정되어 있고,
영역별로 평가하는 항목과 가중치도 미리 설정되어 있음
- 개별 평가자의 역할은 평가를 실제 적용하기 보다는 평가 대상이
제공하는 성과 및 활동 자료가 정확하고 공정한지를 검증 및 관리
하는 것
o GIIRS는 평가 체계가 사회적 성과 평가에 있어 계량적이고 실증적으로
검증된 규칙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의 다양한 2차
가공이 가능하며, 성과 데이터의 관리가 용이
- GIIRS는 점수 혹은 등급제 평가 시스템으로 기반으로 사회적이거나
환경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성과 평가 방법
- GIIRS의 점수는 평가 대상이 창출해내는 사회적 성과를 등록제로
평가, 별의 개수로 평가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특징
- 또한, 사회적 성과를 평가할 때 총체적인(Holistic) 관점으로 접근,
의도한 성과는 물론, 의도치 않은 성과까지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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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GIIR의 평가 보고서 예시

o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GIIRS 시스템에서 의도한 성과에 대한 ‘사회
및 환경 지향 비즈니스 모델(Social & Environmental Focused
Business Model)’, 의도 외의 총체적 성과에 대한 ‘프랙티스
(Practices)’의 두 가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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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및 환경 지향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사회적 성과의 측정은
매출, 고객 수, 판매량 등과 같은 최종적인 성과 관련 자료로부터
사회적 성과의 크기를 정량화하는 접근법을 채택
- 한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성과가 창출되는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제시함, 그에 부합
되는 정도만큼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적용
- 의도된 성과 이외의 총체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프랙티스’는 사회적
성과 창출 영역을 거버넌스(Governance), 고용(Workers), 지역사회
(Community), 환경(Environment)의 네 가지로 구분
- ‘프랙티스’는 사회적 성과 창출 활동 그 자체가 사회에 대해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를 위의 네 가지 관점으로 조망
- 네 가지 영역은 각각 그 하부 핵심 이슈에 따라 하위 범주를 포함,
하위 범주에는 다시 핵심 주제(Topic)와 지표(Indicator)가 존재

5. BACO

o BACO(Best Available Charitable Option)는 임팩트 투자 기관인 어큐먼
펀드 주도로 개발된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으로 ‘기부 가능한 최선의
자선 사업’을 의미
- BACO는 어큐먼 펀드(Acumen Fund)가 인도, 파키스탄, 동아프리카
등에서 활동하는 혁신적인 기업들과 시장의 기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면서 개발한 기법
- 어큐먼 펀드는 전통적인 자선활동만으로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돕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사회적 가치 추구 못지않게 비즈니스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결론
o 사회적 가치 추구와 경제적 수익을 통시에 추구하면서도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 및 시장을 혁신하는 조직을 궁극적인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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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직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개발
- BACO는 사회 문제를 시장의 힘으로 해결하는 조직과 자선 단체를
비교하여 민간 조직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론
o BACO는 1달러 당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 혹은 1단위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용-효과 분석의 측면에서 BACO 비율
(BACO Ratio)로 산출
- BACO 비율 산출 과정에는 여러 상황에 대한 가정이 필요,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 대비하여 결과를 최악/최선의 상황으로 나누어 산출
- 이는 실물 옵션 관점에서 서로 다른 대안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임팩트 투자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
o BACO 비율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분석을 거친 뒤 사회적
영향(임팩트)를 추정하고 이를 비용-효과 분석의 차원에서 비율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쳐 산출
- (표 3-15)는 어큐먼 펀드에서 BACO 방법론을 소개할 목적으로 공개한
사례로, 말라리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장을 생산하는 탄자
니아의 기업 A to Z Textile의 BACO 비율을 산출하는 과정을 나타
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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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BACO Ratio의 산출 예시
비용 분석
BACO

A to Z
Textile

비고

a. 납입액

$325,000

$325,000

후원금 또는 투자금

b. 운영비

$65,000

$130,000

투자의 관리 소요가 많음을 가정

$0

$422,500

연 6%로 5년 뒤 원금 회수 가정

$390,000

$32,500

항목

BACO

A to Z
Textile

비고

e. 기존 제품 가격

$3.50

N/A

자선 단체는 기존 제품 구입해
보급

f. 보급량(생산량)

92,857

2,000,000

시장 참여 기업의 높은 생산성
가정

g. 기여도(지분)

100%

20%

투자자의 기여도 20% 가정

h. 기여도(생산량)
(f*g)

92,857

400,000

I. 임팩트 요소

2

2

j. 임팩트 (h*i)

185,714

800,000

100%

50%

제품 구매 고객 중 BOP 고객 50%
가정

185,714

400,000

BOP에 도달한 만큼만 임팩트로
측정

m. 모기장 수명

2.5

5

투자 받는 기업의 기술 혁신 가정

n. 전체 임팩트
(l*m)

464,285

2,000,000

보호받은 사람들의 햇수 총합

항목

c. 기대수익
d. 순비용(a+b-c)
임팩트 추정

k. BOP 고객 비율
l. BOP 임팩트
(j*k)

모기장으로 보호 받는 사람 수

BACO Ratio
BACO

A to Z
Textile

d. 순비용

$390,000

$32,500

n. 전체 임팩트

464,285

2,000,000

1.19

61.54

항목

o. 달러 당 임팩트
(n/d)
BACO 비율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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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6. SROI

o 투자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은 투자에 따른 수익률을 측정
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투자 대안 평가나 기업의 성과 측정 등에 활용
- 이와 같은 ROI의 개념을 활용하여 특정 투자 혹은 활동의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성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측정하는 방법
-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은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투입된 재정의 투자수익률을
나타내 주는 기법
o

SROI는

미국의

주요

비영리

조직인

REDF(Robert

Enterprise

Development Fund)가 1996년 지역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로 창출되는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면서 최초로 제시한 개념
- REDF가 1996년 사회적 가치 측정에 SROI를 최초로 적용한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
- SROI는 결과 값을 도출하는 구체적인 도구 수준의 기법이기 보다
측정 기법을 개발하는데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분석 틀과 원리들로
이루어져있는 보다 상위 개념의 방법론을 의미
- SROI는 목표로 하는 사회적 성과가 어떤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지를
정교하게 분석, 그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채택한 뒤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관점에서 각 결과 값의 총합을 구하는
프로세스로 사회적 성과를 측정
- 사회적 성과 창출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먼저 파악하여 그 구체
적인 범위를 정한 뒤, 논리적으로 활동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의
편익 값을 계산한 뒤, 값을 모두 더한 최종 결과 값으로 사회적
성과의 가치를 평가
- SROI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해외에서는 창업 단계 기업의 사회성
과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 표준을 개발하거나[8],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 및 평가[9][10][11]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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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 및 평가에 사용하거나[12]
[13][14][15][16][17]
-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
[18][19][20][21][22]
o SROI는 결과값을 도출하는 구체적인 도구 수준의 기법이라기보다는,
측정 기법을 개발하는데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분석 틀과 원리들로
이루어져있는 보다 상위 개념의 접근법
- SROI는 목표로 하는 사회적 성과가 어떤 투입과 활동을 통해 창출
되는지를 정교하게 분석, 그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채택한 뒤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관점에서 각 결과값의 총합을
구하는 프로세스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
- SROI는 사회적 성과 창출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먼저 파악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뒤, 논리적으로 활동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의 편익 값을 계산한 뒤, 값을 모두 더한 최종 결과 값으로
사회적 성과의 가치를 평가
- SROI의 가장 큰 특징은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으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마치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같이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는 것임
- 이러한 방식은 "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00만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였다"라는 형태로 사회적 가치를 가시적이고 명확하게 표
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o 특정 조직을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ROI 및 SROI를 각각 측정한 결과
예시는 (표 3-16)처럼 나타낼 수 있음
- 일반적인 투자자본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ROI)에서는 재무적인
관점에서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을 산출하고 투자
금액 대비 이익의 규모를 비교하여 ROI를 산출함
- 반면, 사회적투자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에서는
재무적인 관점을 넘어 특정 사업이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편익, 비용)을 측정하여 투자금액 대비 얼마만큼의 순편익이 발생
하였는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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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ROI와 SROI 측정 방식의 비교
ROI 측정 방식
A
매출

SROI 측정 방식
B

A
사회적 편익
(Social Benefit)

10억 원 10억 원

B

10억 원 10억 원

영업비용
(Operating Expense)

8억 원

9억 원

사회적 비용
(Social Cost)

8억 원

9억 원

(영업)이익
(EBIT)

2억 원

1억 원

사회적 이익
(Social Return)

2억 원

1억 원

투자
(Investment)
투자자본수익률
(ROI)

투자
(Investment)

10억 원 10억 원
20%

10%

사회적투자수익률
(S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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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10억 원
20%

10%

제 4 절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사회적 기여도 분석

1. 사회적 기여도 분석 방법론

o 사회적 기여도 분석을 위한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 및 사회적 성과
혹은 가치를 측정하는 주요 방법을 살펴보고 각각의 특징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비교 분석한 결과
- 사회적 성과나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는 사례나 방법론 모두에서
특정한 조직이 사회적 가치 추구 혹은 창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측정 목적과 배경, 특수한 상황 조건에 따라 다양한 접근법과
측정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사회적 성과 및 가치를 측정하는 대표
적인 측정 방법 및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o 국내의 경우 사회적 성과나 가치를 측정하는 주체는 주로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각
상황에 따라 측정 및 분석 방법을 개발해 사용
- 사회적 성과 및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론은 대부분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비영리영역 등

영역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쓰이고 있었으며, 국내 사례에서 사용한 방법론의 상당
수가 해외의 방법론을 기준으로 측정 방법을 개발, 사용 중
o 국내 사회적 성과 및 가치 측정 사례와 해외 선진국의 주요 방법론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정보보호산업의 사회적 기여도 분석에 반영할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
- 첫째, 사회적 성과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화폐가치로 측정
하는 방식과 점수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분
. 국내의 SPC 사례와 해외의 SROI, BACO 방법이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대표적 방법으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비교하거나 효율성/효과성의 측정이 중요한 경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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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SROI는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특정 프로젝트나
사회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획할 때 여러 대안의 가치를
비교하고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에 보다 유용
. 따라서 정보보호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하기에는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국내에서 개발 활용 중인 사회적 성과 및 가치 측정 방식은
해외에서 개발된 방법론을 기준으로 국내 실정을 반영한 형태로 개발ㆍ
사용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방식은 GRI Standard, ISO26000 등과 같이 보다 광범위
하고 포괄적이며 국제적인 합의를 거쳐 개발된 보편성을 갖고
있지는 않음
. 또한,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 강조하는 TBL(Triple
Bottom Line)의 세 가지 개념(경제, 환경, 사회) 가운데 사회적
성과 및 가치만을 측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도 있음
o 지금까지의 검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정보보호 산업의 사회적 기여도
분석 모델은 비용-편익 혹은 비용-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성과
및 가치를 화폐액을 측정할 수 있는 SROI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SROI 방식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동일하게 화폐액
으로 성과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기간별, 사업별, 조직별, 비교 가능성
제고 및 투입 재정 대비 얼마만큼의 성과가 창출되었는지를 측정
하는 데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 접근법과 사회적투자수익률(SROI)의
방법을 기준으로 정보보호산업의 사회적 기여도 분석을 수행
o

SROI 방식은

1996년

미국에서

발간된

사회적투자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측정 보고서에 처음으로 소개, 이 보고서는
지역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가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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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임팩트 가치 사슬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임팩트 가치 사슬은 논리모형과 동일한 개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치 사슬의 결과를 사회적 성과로 정의
- 사회적 가치 사슬에서 ‘투입’(inputs)은, 예산과 인적자원, 시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 단계인 ‘활동’
(activities)에 요구되는 모든 종류의 재원임
- ‘산출’(outputs)은 조직의 활동 체계와 관계된 지표와 변수들의 측정
가능한 정보 값이며 주로 투입을 근거로 해석되고 측정되는 특징이
있음
- ‘결과’(outcomes)는 특정 사회적 체계에 대한 변화 값을 의미하는데,
주로 태도(attitude)나 행동(behavior), 상태(status), 작동 정도(level
of functioning)와 같은 것이 측정 대상임

(그림 3-11) SROI 측정을 위한 임팩트 가치사슬 모형

o 사회적 성과는 이러한 결과 값보다 더 면밀한 개념으로, 특정 활동
으로 창출된 전체 성과에서 이러한 활동이 없었을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과를 제외한 부분을 지칭
- 임팩트 가치 사슬 전 단계에 걸쳐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고
추적하여 모든 성과를 온전히 측정하고, 그 가운데 사회적 성과와
관련이 없거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요소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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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측정이 가능한 요소와 중요한
요소만을 중심으로 평가 대상을 구성, 이를 통합하여 정리한 결과를
도출해야 함
- 따라서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여도를 사회적인 목적을 전제하고 투입된
재원과 관련 활동으로 인한 성과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것을 중심
개념으로 정의
- 특정 사회 문제의 해결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특정 활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성과(Impact)를 사회적 기여도로 측정
및 평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2. 사회적 기여도 분석 모델

o 사회적 기여도 분석은 사회적 성과를 성과를 평가하는 포괄적인 개념
체계인 접근 방식(approach)과 구체적인 평가 방법론(methodology)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평가의 접근 방식은 평가 방법론이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포괄
적인 개념적 틀 안에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여 평가 방법론은 평가
대상이 가진 고유한 값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 지를 다루는 개념
-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영역의 접근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원리 기반 접근법(Principle-based
Approach)”이며 다른 하나는 “규칙(또는 지표) 기반 접근법
(Rule-based Approach)”임
o 두 접근법의 차이점은 “어느 요소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되는데, “원리(Principle)”는 평가 참여자 및 외부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구성원들이 합의한 일종의 원칙을 의미
- 따라서, ‘원리 기반 접근법’은 이 원칙을 기준으로 대상의 활동을
파악하고 수집한 자료를 가공하여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활동의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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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기반 접근법’은 평가자 행동과 의사결정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원칙에서 더 나아가 정교하면서도 계량적으로 규명이
가능한 지표와 평가 대상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규칙을 사전에 설정
하여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
- ‘원리 기반 접근법’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과 선택에 의해 평가
요소를 구체화하고 결정하는 방식인 반면, ‘규칙 기반 접근법’은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 없이 평가 과정 및 항목을 정형화하는 것이
특징

(표 3-17) 규칙 기반 접근법과 원리 기반 접근법의 비교
규칙 기반 접근법
(Rule-based Approach)

원리 기반 접근법
(Principle-based Approach)

기본 개념

정교화 되고 계량적 규명이
가능한 규칙, 대상 단위 등에
대한 정의와 규칙을 공유하고,
이에 따라 조직 활동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

참여자들이 합의한 원칙, 원리에
입각하여 평가자의 실사와
판단을 거쳐 사회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모든
활동의 사회적 편익을 측정

평가
요소의
고정성

평가 요소 및 과정이
매뉴얼처럼 고정되어 정리되어
있음

평가자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평가에 포함될 요소가
구체화되고 결정됨

장점

공통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평가
결과간 비교 가능성이 높음

단점

각 기업이 처한 다양한 환경적
특수성 및 변동성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움

사례별 평가 비용이 높고
평가의 주관적 요소로 인해
상호 비교가 어려움

대표
방법론

GIIRS

SROI

화폐가치로의
직관적인 이해가
기업의 재무적
결합이

환산을 통해
가능하며, 기존
성과 평가와
가능

o 두 접근법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공유, ‘규칙 기반 접근법’은 공통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도출된 결과 간의 비교 가능성은 높은데
반해 ‘원리 기반 접근법’은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유연한 적용이 가능

- 69 -

- 그러나 반대로 규칙 기반 접근법은 사전에 규정된 기준이나 지표를
벗어나는 요소가 발견되면 유연한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
- 마찬가지로 원리 기반 접근법에서도 평가 시마다 새로운 평가 기준과
지표를 구성해야 하는 만큼 결과 사이에 상호 비교가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존재
-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는 접근법은 그 하위 수준에 고유한 방법론과
기법을 파생, 방법론은 평가를 적용하는 기준과 원칙들 그리고 기법은
방법론을 응용한 세부적인 측정법을 의미
o 한편, 원리 기반의 접근법은 평가 혹은 측정 방식에 따라 비용-지출
접근법(cost or outlay approach), 관리적 접근법(program management
approach), 비용-편익 접근법(cost-benefitapproach)으로 구분할 수
있음[23]
- 명세서 접근법은 명세서의 형태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손익 계산서와 같은 명세서에 사회적 성과를 나타내는 방법
- 비용-지출 접근법은 일정한 크기의 사회적 성과 창출을 위해 소요
되는 비용을 측정하여 그 수준을 비교하는 방법
- 관리적 접근법은 사회적 성과 창출 수준을 프로그램 관점에서 분석
하고 성과 관리적 측면에서 이를 측정하는 방법
- 비용-편익 접근법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들어간 비용과 그
결과로 증가한 사회적 편익을 측정하여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
o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 성과 측정 방법 가운데 공공 프로그램이나
공공 서비스의 사회적 성과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은 사회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측정하는 SROI 방법이 유일[8][24][25]
- 구체적으로는 주로 정부 공공정책이나 타당성 조사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논리 모형(Logic Model)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사회적 기여도 분석
모델은 원리 기반의 비용-편익 접근법을 바탕으로 사회적투자수익률
(SROI) 방법을 채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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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ROI의 측정 및 평가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에 제시된 6단계의 분석
프로세스를 따르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준용하여
분석을 수행
- 1단계 : 범위 설정 및 핵심 이해관계자 파악
. 1단계에서는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분석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설정하며 이들과의
접촉 방법을 사전에 결정하는 등 분석 방법에 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
- 2단계 : 결과 맵핑(Mapping)
. 2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투입(Input)과 산출
(Output)의 관계를 나타내는 논리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투입물
(Inputs)과 산출물(Outputs)을 가치를 서로 연결
. 이 단계를 통해 평가자는 논리모형으로 확인한 투입물과 산출물의
관계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결과물(Outcomes)이 무엇인지 기술
. 만약, 산출이 투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써 측정되는 값인
경우 결과 지표는 투입-활동-산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성과의 측정 값으로 간주할 수 있음
- 3단계 : 결과물 증명 및 가치부여
. 2단계에서 도출된 논리모형을 바탕으로 측정한 결과물(Outcomes)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단계
. 3단계에서는 결과물의 자료를 수집하고 사회적 성과의 지속기간을
측정하는 등의 추가 자료도 수집한 뒤 그 가치를 산정
- 4단계 : 사회적 성과의 측정
. 4단계는 이전 단계에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측정된 화폐
가치를 활용, 사회적 성과 창출 활동에 의한 변화가 실제 발생
했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발생하지 않다고 판단
.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사회적 성과 창출 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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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 SROI의 계산
. 5단계는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SROI를 계산,
1~4단계에서 측정한 모든 편익을 합한 뒤 부정적인 값은 제하고
투자에 대한 결과 비교 및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SROI 값을 도출
. 도출된 SROI 값은 투입(Input)에 비해 얼마만큼의 사회적 성과(Output)가
나올 수 있었는지를 보여줌
- 6단계 : 보고, 활용 및 환류
. 위에 다섯 단계를 모두 거친 뒤 산정된 SROI는 이해관계자에게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공유

3. 범위 설정 및 이해관계자 파악

o 정보보호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유형과 범위, 이해관계자 파악의 선행이 필요
- 사회적 가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 경제, 환경 등 제 분야
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
- 그러나 사회적 가치의 개념은 사용 목적과 상황, 그리고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일부 모호한 내용도 포함
o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면서
공공 영역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13개
유형의 사회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5)
- 연구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사회적 기여도 분석을 위해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유형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13개
사회적 가치 유형과 맵핑하여 분석을 수행
- 이는 자칫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회적 성과의 개념을 정부가
앞서 제시한 기준을 따름으로써 분석 결과를 동일한 관점으로 해석
하기에 용이

5)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18.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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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행정안정부의 13개 사회적 가치 유형과 주요 의미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 평등, 알 권리, 직업 자유, 안정 주거
생활 보장 등 헌법 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 환경 유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보건ㆍ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노동
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고용안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대기업ㆍ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ﾷ조정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 일자리 창출

민간ﾷ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지원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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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맵핑(Mapping)

o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2조를 근거로 설립한 공공기관
- 대한민국의 인터넷 진흥, 인터넷 정보보호 및 그에 대한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하고 신롸할 수 있는 디지털 미래사회 선도를
기관의 미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완성하는 정보보호, 디지털
전문기관을 미션으로 14대 전략목표 아래 12개 전략과제를 설정
o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략 목표 및 과업의 추진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성과를 행정안전부의 13개 사회적 가치 유형에 맵핑(Mapping)하면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 유지,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
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이 해당
- 그러나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는 여러 재정 사업은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구에서는
먼저 정보보호산업진흥 관련 재정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및
담당자를 통한 설문을 진행, 재정사업별 정보보호산업의 사회적
가치 유형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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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략 목표 및 과제

o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8년부터 2022년(5개년) 간 정보보호 진흥 관련
사업에 약 2,655.8억 원의 예산을 투입(예정)하였으며, 대상 사업의 개수는
27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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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8년~‘22년 정보보호산업관련 예산액
(단위: 백만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39,876

35,475

50,370

67,636

72,221

265,578

o 설문 조사를 통해 정보보호 개별 사업(27개)을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가치 유형과 1개 사업당 5개의 사회적 가치를 맵핑한 결과 사회적
책임 26개, 안전 24개, 공동체 21개 순으로 나타남
- 사회적 책임의 경우 1개 사업(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사업)을 제외한 26개 사업과 맵핑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책임을
핵심 사회적 가치로 볼 수 있음
- 사업비 기준으로는 사회적책임(19.7%), 안전(17.7%), 환경(14.9%) 순임

(표 3-20) 정보보호 사업의 사회적 가치 맵핑 결과(2018년~2022년)
(단위: 개, 백만 원, %)

사회적 가치

정보보호사업 수

사업비

비중(사업비 기준)

인권

8

5,917

2.2

안전

24

46,991

17.7

복지

1

5,621

2.1

노동

8

20,457

7.7

사회통합

0

-

0.0

상생과협력

8

21,181

8.0

일자리

15

30,466

11.5

지역사회

2

9,029

3.4

지역경제

2

9,029

3.4

사회적책임

26

52,221

19.7

환경

19

39,561

14.9

참여

1

20

0.0

공동체

21

25,086

9.4

합계

135

265,5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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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치 부여 및 사회적 성과 측정

o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산업진흥 관련 재정사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사업에서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를 화폐액으로 측정
- 여기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13개 사회적 가치 유형별 화폐화
기준과 관련 데이터를 적용, 사회적 성과의 화폐가치를 측정
- 사회적 성과의 화폐가치 측정에 사용한 데이터는 정부 승인 통계를
우선 적용하였으며 관련 통계가 없는 경우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관련 데이터를 활용
- 기준 연도는 정보보호 사업 최초 투자 연도인 2018년으로 설정
- 화폐가치 측정 시 분야별 국제지표를 활용하며 투자 효과 기간까지의
증가 혹은 감소분의 추정은 추세분석의 선형외삽법6)을 사용
- 투자 효과 기간은 정보보호산업중 방화벽장치 내용연수 적용 6년을 반영

(표 3-21) 사회적 가치 유형별 화폐화 기준 및 관련 데이터
사회적 가치

관련 데이터

화폐화 요소

자료 출처

인권

국선변호인력 수

변호사 비용 절감액

사법연감

안전

안전사고 사망자 수

생산증대액

행안부 보도자료

복지

기대수명

생산증대액

통계청

노동

저임금근로자비율

임금증대액

통계청

사회통합

자살자 수

생산증대액

통계청

상생과협력

독과점 수준

공정거래 과징금 감소액

공정위 통계연보

일자리

취업자 수

급여 증가액

통계청

지역사회

재정분권

지방세 증가액

통계청

지역경제

귀농인 수

농가소득 증가액

통계청

사회적책임

CSR

CSR 증가액

사회공헌백서

환경

OECD 대기오염, 수질

배출권 거래 증가액

한국거래소

참여

투표참여율

투표비용 절감액

OECD

공동체

부패인식지수

신고 보상대상가액 증가

국민권익백서

6) 선형외삽법: 기존 데이터의 추세를 활용해 그래프상에서 일직선으로 값을 예측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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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사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의
기준 년도를 2018년, 편익기간 6년, 회임기간 없이 차년도부터 발생할
것으로 적용한 결과 KISA

정보보호 사업의 총 사회적 가치는 1조

3,637.5억 원으로 나타남
- 2020년 2,435.8억 원, 2021년 3,702.6억 원, 2022년 4,220.8억 원으
로 나타남

(표 3-22) KISA 정보보호 사업 투자 연도별 창출 사회적 가치
(단위: 억 원)
투자 연도

사회적 가치

‘18년

1,742.1

‘19년

1,536.2

‘20년

2,435.8

‘21년

3,702.6

‘22년

4,220.8

합계

13,637.5

o KISA 정보보호 사업의 SROI 비율은 5.13으로 1원을 투자 시 5.13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보호 사업의 사회적 기여도(약 5.13배)는 유사 방식으로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하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의 측정치 보다 높게 나타남7)

(표 3-23) KISA 정보보호사업 사회적 가치 및 SROI
정보보호사업 투자

사회적 가치

사회적투자수익률
(SROI)

2,655.9억 원

13,637.5억 원

5.13배

7) LH, 주거서비스의 SROI 3.32배(2021) / 남동발전 투자사업 SROI 2.64배(2020) / KSPO.
국민체력 100 사업 SROI 3.5배(201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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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결과 요약
o 지금까지 정보보호산업육성 및 기업 지원 정책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 분석을 수행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정보보호 산업의 현황 조사 자료를 바탕
으로 산업의 분류체계를 재분류 한 뒤 경제성 분석에 널리 사용
하는 산업연관분석 기법을 활용
- 사회적 기여도 분석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재정 사업의 사회적 성과를
비용-편익분석의 관점에서 SROI 기법을 활용 화폐액으로 측정
o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정보보호 산업을 총 12개의 연관 산업으로
재분류 하였으며 단기 및 중장기 효과를 추정
- 2021년 기준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3,461억,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1,509억, 고용유발효과 9,681명으로
나타남
- 이러한 효과는 정보보호 산업에 재정을 투입할 경우 생산 및 부가
가치유발효과 모두에서 투입금액을 상회하는 효과가 창출되는 것
으로 해석 가능
- 고용효과 역시 9,681명으로 이는 정부의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206건의
평균값인 5,002명과 비교할 때 약 2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1년 2025년 중장기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1조 6,343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9조 9,471억, 고용유발효과 약 8만 3,668명으로 타나남
- 특히, 재정 투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물리보안 분야보다 정보
보안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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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회적 기여도 분석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련 재정
사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 유형은 사회적 책임, 안전, 공동체로
나타남
-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가치 기준에 따라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2021년 기준 3,702.6억, 2018년~2022년 기간 동안에는 총 1조
3,637.5억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투자
수익률(SROI)은 5.13으로 분석됨

(표 4-1)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 분석 결과 요약
(단위: 억 원, 명)

경제적 파급효과

단
기

중
장
기

생산
유발효과

13,46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1,509억 원

고용
유발효과

9,681명

생산
유발효과

11조 6,34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9조 9,471억 원

고용
유발효과

8만 3,668명

사회적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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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1조
3,637.5억 원

SROI

5.13배

제 2 절 시사점
o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를
화폐액으로 측정
- 경제적 파급효과는 투입 금액 대비 생산유발효과 1.62배, 부가가치
유발효과 1.39배 고용유발효과 1억 원 투입 당 1.17명으로 나타남
- 정보보안 분야가 물리보안 분야 대비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
정보보호산업 진흥 및 육성 정책 수립과 추진 시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o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련 재정 사업이 창출하는 주요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책임”, “안전”, “환경” 순으로 나타남
-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정보
보호 사업의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값은 5.13배로 나타남
o 본 연구는 정보보호 산업에 내재된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적 기여도
분석을 통해 그동안 간과되었던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을 재평가
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투입액 대비 창출하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화폐액으로 측정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보보호산업
진흥 및 육성 정책 추진에 효율적 재정 투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연구의 가장 주요한 성과
o 다만, 아직 학계나 실무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사회적 기여도
분석 방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향후 기관 고유의 사회적 기여도 분석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기여도 분석을 위한 성과 지표와 달성한 성과를 화폐액으로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선 및 기초 자료 등의 추가 확보가 요구됨
- 기관의 성과관리 체계와 사회적 기여도 측정 체계를 연계하여 목표로
하는 사회적 성과 창출 수준을 미리 정하고 달성 여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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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지속가능발전과 공공기관의 공공성 추구가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
에서 정부 재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적 기여도를 균형 있게
분석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대표 공헌점이라 할 수 있음
- 그동안 몇몇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하여 공시한 사례가
있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한 사례는 최초로 판단됨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한다면 공공기관의 공공성 제고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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