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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본 연구는 민선7기 전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분석해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지표(SVI,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를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 다섯 가지를 제시함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

 - (현황) 경쟁력 있는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꾸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나 사회적기업에게는 힘든 실정

  ‧ 또한,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금 유치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민간자본과 사회적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 필요

 - (추진전략)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 시범사업 추진

  ‧ (조례제정)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전문기관)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선정

  ‧ (투자유치) 사회적기업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윤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투자자금 유치방안이 핵심요인

 - (자금모집) 

 ⅰ. 민간기업과 소셜펀드 운용사 대상으로 자금 모집

  ‧ 이들 기업에게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을 설명 

  ‧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SIB사업의 취지 등을 소개하는 사업설명회 실시

  ‧ 관내 여의도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소셜펀드사 중심으로 관련 협의체 구성

  ‧ 투자자의 관심 유도와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ⅱ. 구민이 직접 투자하는 사회적기업

  ‧ 투자유치를 원하는 관내 사회적기업의 신청을 받아 구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실시

  ‧ ‘구민 대표-학계-구청’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투자 기업을 정하고 자금투입

  ‧ 향후 사업성과 설명회를 통해 구민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 마련

  ‧ 특히, 사회성과연계채권 방식을 도입하여 구민이 직접 사회적기업 투자방식은 전국 최초 제안 



사회적 가치지표(SVI) 분석을 통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기대효과)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으로 SIB사업의 활용은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사회적기업) 자금한계로 시도하기 힘들었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재화나 서비스 생산의 

원동력 마련

  ‧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관련 예산 집행의 부담감소

  ‧ (투자자) 투자기회 확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여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 (필요성)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사업활동 시 홍보․마케팅 수단 부재 등으로 효율적인 기업 

운용에 어려움 발생

 - (추진방안) 사회적기업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영등포구 사회적기업-소비자 전용 

통합플랫폼 구축

 - (기대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

사회적기업 근로자 우수기업 탐방

 - (필요성) 사회적기업의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가치 추구 방향 등을 우수 사회적기업 탐방을 

통해 정립

 - (추진방안) 회사경영 노하우 및 혁신성 등에 구체적인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기대효과) 지역사회 공헌, 지속적 사회적기업 환경 구축 요인 관련 심층 분석과 적용 가능

고경력 퇴직 전문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지원

 - (필요성) 사회적기업 창업 유도와 초기 회사경영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청 지원의 한계

 - (추진방안) 전문분야 컨설팅이 필요하고 사회적기업 수요에 맞는 퇴직 전문인력과 매칭

 - (기대효과) 퇴직 전문인력의 컨설팅으로 회사경영의 유연화 및 퇴직 인력 재취업 기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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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정례화

 - (필요성) 사회적경제 운영에 민관의 협력적 체계구축은 정책수립 및 추진 시발점

  ‧ 관련 조례상 육성위원회 설치는 규정되어 있으나, 개최는 비정기적

 - (현황) ′19년 1회, ′20년 1회 개최(두 차례 모두 안건은 ‘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연장

심사’만 다룸)

 - (추진방안) 위원회 정례화를 위한 조례 마련으로 이전 분기 사업진행 확인 및 해당 분기 

사업진행 방향 설정

 - (기대효과) 사안에 따라 기속권을 부여하여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정책 최종 심의기관으로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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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1. 연구 개요

  - 연구 배경·목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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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 전세계적 저성장 기류와 시장경제 심화로 나타난 사회 양극화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 

등의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 공동체의 위협요소로 제기된 지 오래임

‐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가치의 증대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핵심경제 정책으로 펼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가 측정할 수 없는 공익과 사회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뜻하는 사회적 가치1) 또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 되고 있음

◦ 최근 사회적경제는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증대가 가능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됨

‐ 사회적경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생활상의 필요를 충족하고 재분배가 작동하는 

공유가치 창출의 활동으로 

‐ 구성원과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수익 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6)

◦ 영등포구는 「민선7기 구정운영 4개년 운영계획(′18∼′22)」에서 ‘함께 성장하는 포용

경제’의 기치 아래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활성화’를 명시함

‐ 사업목표 

Ÿ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 확보

Ÿ 인력 양성, 지역특화사업운영 등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추진계획 

Ÿ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Ÿ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경영지원

Ÿ 사회적경제 특화 사업 운영

◦ 민선7기 전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가치 실현을 분석해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사회적 가치’의 자세한 개요는 [첨부 1] 참고



서론 3

2) 연구 목적

◦ 영등포구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분석을 통해 가치 창출 제고 및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 자생력 강화 방안 도출

◦ 사회적기업 경영 분석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 동력 확보

3) 연구 방법

◦ 기업 실태조사

‐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회적기업 현황 조사

‐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현황 조사

◦ 문헌조사

‐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의 추진 전략 확인

‐ (사회적경제 가치측정지표 연구) 국내외 사회적경제 가치지표 선행연구 분석

‐ (사회적 가치지표 활용매뉴얼) 본 연구에서 채택한 가치지표 측정방법 소개

◦ 설문조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가치지표(SVI)’를 이용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설문조사

Ÿ 매년 진흥원에서 이해관계자(현장‧조사자‧전문가) 등의 의견취합을 통해 보정되는 

지표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가치측정에 가장 공신력 있는 도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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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1. 사회적경제 개요

2. 서울시와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현황 

3.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관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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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경제 개요2)

  

1) 사회적경제

◦ 정 의

‐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Ÿ 국가‧시대별 정의는 다양하나,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시장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함

‐ (영등포구 조례)3)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

◦ 특 징

‐ (자율‧민주)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1인1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통해 운영

‐ (사회통합) 영리 추구보다 구성원 간 이익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 (연대‧협력)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

‐ (경쟁‧보완)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 관련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 효 용

‐ (경제적 측면)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 기여

Ÿ (일자리 창출)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효과가 높으며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유발효과) 협동조합 38.2명, 全산업 12.9명

Ÿ (고용 안정)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및 불공정거래 개선에 기여하며 

높은 기업생존율 유지

2)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모음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187호)
⁕ ′20.5월 기준 우리나라 법령상 ‘사회적경제’를 정의한 조문은 없으며 자치법규에서는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비롯하여 총240여개 자치법규 조문에서 ‘사회적경제’ 개념을 명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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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3년 후 생존율) 사회적기업 91.8%, 사회적협동조합 99.2%, 일반기업 38.2%

Ÿ (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 경단녀, 은퇴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 참여인력을 확대

‐ (사회적 측면)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에 기여

Ÿ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계층 간 

빈부격차를 완화

Ÿ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Ÿ (공동체 복원)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 형성

◦ 사회적경제조직(기업)

‐ (서울시 조례) 조직의 주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준수하는 기업

‐ (영등포구 조례)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함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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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적기업

◦ (정의) 취약계층4)에게 사회서비스5)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6)

◦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유형(조직의 주된 목적에 따라 구분)

‐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율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기업의 소재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수혜율이 20% 이상

‐ (혼합형)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수혜율이 각각 20% 이상

‐ (창의‧혁신형7))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5)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6)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와 유사한 소셜벤처기업과는 그 정책대상과 차별성이 존재함 

7) 창의‧혁신형은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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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도

제 도 내 용 제 도 내 용

인건비 사회적 일자리, 전문인력 판로확대
경쟁력강화, 유통망지원, 
공공구매

세금 및 사회보험료 세제혜택, 사회보험료 경영역량 컨설팅, 아카데미

사업개발비 자원연계
민관자원연계, 프로보노*, 
국내외 협력

사회적 금융 모태펀드, 정책자금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등을 돕는 활동

[표 1]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Ÿ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Ÿ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Ÿ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써

Ÿ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 (지정기간) 3년

Ÿ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격 요건

Ÿ 서울 지역에 소재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 중 고용

노동부의 7가지 인증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창출에 대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경우 서울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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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사업의 목적, 내용, 명칭 등이 포함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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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와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현황

1)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회적기업

◦ 서울시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 67.1%, 예비사회적기업 32.9%으로 구성

◦ 인증사회적기업은 은평구-영등포구-마포구 순으로 가장 많으며 강동구-동대문구-

강북구 순으로 가장 적음

‐ 상위 3개 자치구合 113개(24.4%)8)

◦ 예비사회적기업은 마포구-성북구-은평구 순으로 가장 많으며 광진구-관악구-중랑구 

순으로 가장 적음

‐ 상위 3개 자치구合 61개(26.9%)

‐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여섯 번째로 예비사회적기업이 많음(10개)

◦ 서울시 전체 사회적기업9)은 마포구-은평구-영등포구 순으로 가장 많으며 광진구-강

북구-중랑구 순으로 가장 적음

‐ 상위 3개 자치구合 165개(23.9%)

8) 전체에서 상위 3개 자치구의 차지 비율

9) 전체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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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명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합  계

개소 비율

총 합 463 227 690 -

평 균 18.5 9.1 27.6 -

종로구 29 8 37 5.36

중구 29 9 38 5.51

용산구 21 4 25 3.62

성동구 24 17 41 5.94

광진구 11 4 15 2.17

동대문구 9 8 17 2.46

중랑구 12 1 13 1.88

성북구 21 19 40 5.80

강북구 7 6 13 1.88

도봉구 12 4 16 2.32

노원구 10 7 17 2.46

은평구 40 18 58 8.41

서대문구 14 8 22 3.19

마포구 34 24 58 8.41

양천구 10 8 18 2.61

강서구 16 6 22 3.19

구로구 20 7 27 3.91

금천구 25 6 31 4.49

영등포구 39 10 49 7.10

동작구 10 8 18 2.61

관악구 15 3 18 2.61

서초구 12 9 21 3.04

강남구 17 13 30 4.35

송파구 17 10 27 3.91

강동구 9 10 19 2.75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9.12.) 재편집

[표 2]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분포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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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인증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별로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창의‧혁신형이 많음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이 많은 이유는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사업의 취지와 일반 취업시장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부합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비중) 일자리제공형 52.5%, 창의‧혁신형 30.7%(合83.2%)

◦ 일자리제공형은 영등포구-중구-금천구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동구-동작구-동대문구 

순으로 가장 적었음

‐ 상위 3개 자치구合 63개(25.9%)

◦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영등포구와 송파구가 가장 많고 해당 유형이 없는 자치구가 8곳임

◦ 지역사회공헌형은 영등포구에 소재한 기업이 없었으며 은평구에 가장 많이 소재함

‐ 해당 유형이 없는 자치구는 총 14곳임

◦ 창의‧혁신형은 은평구-마포구-종로구 순으로 가장 많으며 중랑구, 강북구는 해당 유형 

기업이 없었음

‐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아홉 번째로 많음(6개)

◦ 혼합형은 영등포구, 종로구, 강남구, 광진구에 각 3개 기업이 소재하고 있음

‐ 해당 유형이 없는 자치구는 총 8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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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명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창의·혁신형 혼합형

총 합 463 243 30 14 142 34

평 균 18.5 9.7 1.2 0.6 5.7 1.4

종로구 29 7 1 1 17 3

중구 29 19 3 - 7 -

용산구 21 8 2 1 8 2

성동구 24 12 1 - 9 2

광진구 11 4 - 1 3 3

동대문구 9 3 1 1 2 2

중랑구 12 12 - - - -

성북구 21 8 1 - 10 2

강북구 7 7 - - - -

도봉구 12 9 1 1 1 -

노원구 10 6 - 1 1 2

은평구 40 14 1 3 21 1

서대문구 14 7 - - 7 -

마포구 34 12 1 1 18 2

양천구 10 6 - - 2 2

강서구 16 15 - - 1 -

구로구 20 13 1 1 4 1

금천구 25 18 1 - 6 -

영등포구 39 26 4 - 6 3

동작구 10 3 3 - 2 2

관악구 15 7 2 2 2 2

서초구 12 6 1 - 4 1

강남구 17 8 2 - 4 3

송파구 17 9 4 - 3 1

강동구 9 4 - 1 4 -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9.12.) 재편집

[표 3]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분포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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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 앞선 [표 2], [표 3]은 ′19.12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대상인 영등포구 소재 사회적기업은 동년 7월 기준 등록 기업임

※ 집계 일시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19.7월 기준 영등포구 전체 사회적기업은 총 47개

‐ 인증사회적기업 34개(72.3%), 예비사회적기업 13개(27.7%)

◦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별에서는 일자리제공형이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음

(단위: 개)

구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총합

기업 수 34 13 47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별

일자리제공형 22 5 27

사회서비스제공형 4 - 4

지역사회공헌형 - - -

창의·혁신형 6 8 14

혼합형 2 - 2

업종

가사 - 1 1

공연 3 - 3

교육 5 1 6

돌봄 2 - 2

문화 3 1 4

보건 1 - 1

사업시설관리 등 - 1 1

사회복지 - 1 1

식음료 3 1 4

업사이클링* 1 - 1

유통 - 1 1

인쇄 2 - 2

제조 - 1 1

출판 등 2 1 3

환경 2 - 2

기타** 10 4 14

자료: 영등포구청 내부자료(2019.7월) 재편집
 ⁕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택배, 근로자 파견, 소프트웨어 개발, 운수, 경영컨설팅 등

[표 4] 영등포구 전체 사회적기업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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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전체 사회적기업 중 가장 먼저 수리(인가)를 받은 기업은 ′08.1월, 가장 

최근에 수리(인가)를 받은 기업은 ′19.7월

(단위: 개)

구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08∼′10년 9 -

′11∼′15년 15 -

′16∼′19년 10 13

자료: 영등포구청 내부자료(2019.7월) 재편집

[표 5]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등록 수리(인가) 연도

◦ 아래 [표 6]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는 전국 단위 전수조사였으며, 서울연구원과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은 각각 설문조사를 통해 제출된 내용을 분석

◦ 조사 시기와 설문응답 기업 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영등포구 

사회적기업은 비교적 높게 취약계층10)을 고용한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단위: 개, 명, %)

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서울연구원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지역 단위(조사연도) 전국(2015) 서울시(2015) 영등포구(2019)

사회적기업 구분 인증 인증 예비 인증 예비

기업 수(개) 1,825 63 38 12 4

총유급근로자(명) 34,220 2,038 331 378 29

취약
계층

총합(명) 21,096 847 128 250 13

평균(명) 14.4 13.4 3.4 20.8 3.3

일반
총합(명) 13,124 1,191 203 128 16

평균(명) 7.2 18.9 5.3 10.7 4.0

취약계층 고용비율* 61.7 41.6 38.7 66.1 44.8

취약계층 고용비율** 61.7 41.2 64.6

자료: 사회적기업 성과분석(한국노동연구원, 2016),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서울연구원, 2017),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서울시와 영등포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각각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서울시와 영등포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없이 도출한 취약계층 고용비율

[표 6] 지역 단위별 취약계층근로자 고용 규모

10)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에 따른 분류(세부내용은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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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구원 설문조사에 응한 101개 기업 중 혼합형 기업에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일자리제공형 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높았음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형

기업 수 101 54 11 15 1 20

총유급근로자 2,369 1,091 128 333 5 815

취약
계층

총합 975 613 38 200 1 123

평균 9.7 11.4 3.5 13.3 1.0 6.2

일반
총합 1,394 478 90 133 4 689

평균 13.8 8.9 8.2 8.9 4.0 34.5

취약계층 고용비율 41.2 56.2 29.7 60.1 20.0 15.1

자료: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서울연구원, 2017)

[표 7]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유급근로자 고용 규모

◦ 위 [표 7]의 분석방법을 영등포구 사회적기업에 대입해보면 일자리제공형 사회적

기업에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더 높음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창의·혁신형 혼합형

기업 수 16 11 - - 4 1

총유급근로자 407 383 - - 11 13

취약
계층

총합 263 256 - - 2 5

평균 16.4 23.3 - - 0.5 5

일반
총합 144 127 - - 9 8

평균 9.0 11.6 - - 2.3 8

취약계층 고용비율 64.6 66.8 - - 18.2 38.5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표 8] 영등포구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유급근로자 고용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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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 영등포구 전체사회적기업 수는 49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음

(′19.12월 기준)

‐ 인증사회적기업 수 2위(39개), 예비사회적기업 수 6위(10개)

◦ 영등포구 인증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별로 살펴보면

‐ 일자리제공형 1위(26개), 사회서비스제공형 1위(4개), 창의혁신형 9위(6개)

‐ 혼합형(3개)은 서울시 평균(1.4개)보다 많으나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 수혜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영등포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창업 시 해당 유형으로 

유도가 필요함

‐ 지역사회공헌형은 없었음

◦ 영등포구 사회적기업은 전국 단위 및 서울시 사회적기업에 비해 비교적 높게 

취약계층을 고용한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

◦ 영등포구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이 타 유형보다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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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지원 조직

1)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 2011년 ‘사회적기업팀’ 소속이 복지정책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변경되면서 지역경제와 

더욱 발맞추어 관련 정책이 추진됨 

◦ 2019년 1월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사회적경제과’로 확대 개편

◦ 조직 구성 및 기능

팀 명 기 능

사회적경제정책팀

- 사회적경제 4개년 계획 수립
- 지역의제 및 지역특화사업 발굴육성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민관 협력 역량강화 교육 등

사회적경제지원팀

- 공공구매 활성화
-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재정지원 등
- 민간 판로 개척 등

자료: 영등포구청 내부자료 재편집

[표 9]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조직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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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16년 사회적협동조합 ‘영등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인가 받아 운영 중

◦ 지역밀착형 종합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역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성장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사업(운영방법: 민간위탁)

분야 내용 분야 내용

교 육 기업 및 구민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상담‧컨설팅 기업설립 및 전문분야 상담

판 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전략마련 네트워킹 기업 및 조직 간 협력

경 영 비즈니스 역량 교육 공 간 예비창업자에게 공간지원

자료: 영등포구청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표 10] 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 지원 사업

3)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11)

◦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둠

‐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구성)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됨

◦ (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1/3 이상 소집발의 시 개의

‐ ′19년과 ′20년 각 1회씩 실시(심의안건: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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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

  - 관계부처 합동(고용정책심의회, 2018)
 

본 절에서는 제3차 육성 기본계획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기준을 마

련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가치지표(SVI)의 체계 구축 및 그 응용분야 등을 알아보

고 이를 기반으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도출을 모색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 사회적 가치지표 평가체계 구축

‐ 사회적 가치지표(SVI)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평가 → 중앙·지자체 및 공공기관

에서 지원 심사 시 활용

‐ 사회적 가치지표를 기본 가치지표로 하여 사회적기업을 평가하고 등급 부여 

  → 필요 기관에 정보 제공, 평가 결과를 DB로 관리

‐ 사회적 가치지표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장과 금융·판로 등 분야별 전문가

가 참여하는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 지표 개발·보완, 적용·평가 등 

총괄기능 수행

‐ 사회적기업진흥원 내 사회적 가치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평가 

센터’ 설치

Ÿ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 지원, 사회적기업 평가 DB 관리,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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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

지원, DB관리
사회적가치평가센터

‧ SVI 개선
‧ 분야별 특성에 따른  
 지표 응용‧개발

사회적기업 등급 평가 기업 자가진단, 민간심사 
적용 등 일반적 활용 확대 
지원

[그림 1]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

◦ 사회적 가치지표 응용

‐ 사회적 가치지표를 응용하여 다양한 목적에 맞는 분야별 지표 개발, 정부 지원 시 적용

‐ (재정 지원) 고용성과, 매출 및 영업수준, 사회 기여 등을 중심 사회적 가치지표로 활용

Ÿ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지원심사 기준으로 활용

‐ (공공구매 지원) 고용성과, 지역사회 기여 등을 중심 사회적 가치지표로 활용

Ÿ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평가 후 등급을 부여하고 사회적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구매 시에만 경영평가 실적으로 인정

‐ (금융 지원) 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및 민간과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 신용평가 모델 확산

  →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출이나 보증 등 금융 지원 신청 시 일정 기준 이상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지표의 지속적 개선 

‐ 사회적 가치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표에 대한 현장의 공감도를 높이고, 기업 

자가진단, 소셜벤처·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평가 등 일반적 영역에 활용 확대 추진

Ÿ 현재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금융지원(고용부), 신용보증기금 및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선정 시 등에 활용 중

‐  민간 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대상 선정 시 평가 등에 활용 권장

Ÿ (활용예) ′18 LG소셜캠퍼스 지원사업 시 사회적 가치지표를 심사기준으로 적용 

· 총 20개 기업 대상 사회가치측정, 최종 11개소 선정 및 지원(′18.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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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기업 성과 측정 방법론 검토

  

◦ 2절에서는 최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성과측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자치구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심사, 지원방식 및 결과평가 등을 도출함

◦ 사회적기업 가치측정 관련 연구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간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함

‐ 동 자료는 사회적기업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연구된 자료로써 과거 

연구들의 장점 및 한계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음

1)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지표 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1) 사회적기업의 속성을 반영한 측정지표 도입 필요성

◦ 전통적 기업은 이윤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업성과분석의 대표적인 지표로는 손익계산서 계정에서 매출액이익률, 영업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등이 있고 재무상태표 계정에서는 유동성비율, 부채비율 등이 존재

◦ 반면, 사회적기업은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한다는 측면에서 민간기업의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

‐ 전통적인 기업과 비영리기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평가는 일반적인 

기업 또는 비영리단체와의 차이점이 발생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동시에 기업으로써의 역할에 따른 가치를 적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달성 정도와 동시에 

전통적 기업으로써 민간시장에서 생산성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방식을 

사회적지표와 경제적지표로의 구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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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회적기업 영역 

(2) 통계지표의 도출

① 개 요

◦ 지표의 선정 원칙

‐ 국가통계자료(통계청) 적극 활용

Ÿ 통계지표로써 신뢰도와 공신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국가통계자료를 원칙적으로 

우선 활용

‐ 부처 행정자료(실태조사 등)의 보완적 활용

Ÿ 경제총조사 및 사업체조사(통계청)의 목적은 국가 경제 전반의 일반적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 일부를 차지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경제적․사회적 지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Ÿ 사회적경제 관련 부처가 생산하는 각종 자료로부터 지표를 추출하여 이를 보완적으로 활용

‐ 정량지표 중심의 제안

Ÿ 정성적 내용을 정량화한 지표의 사용 배제

Ÿ 사회적경제의 규모, 경제적 가치 등을 통계적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지표군의 

도출을 위해 응답자의 주관적 견해 등이 반영될 수 있는 정성적 지표의 활용은 

되도록 지양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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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치가 확보된 기존 자료 활용

Ÿ 신규로 자료수집이 필요한 지표들은 가급적 제외하고 통계치가 이미 존재하는 

지표들을 우선 선정

‐ 사회적 가치 추정 및 화폐적 환산 지양

Ÿ 사회적 가치의 화폐가치화를 시도하는 일부 방법론은 있었으나 아직 완전하지 못함

◦ 지표군 선정 과정

‐ 첫째, 사회적경제가 창출하는 가치는 어떠한 개념들로 정의되는지 그리고 이들을 

반영하는 대표적 지표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 검토함

‐ 둘째, 주요 가치 측정 지표군과 관련 통계조사를 상호 비교분석 수행

Ÿ 관련 통계조사

· 경제총조사 및 사업체조사(통계청),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고용노동부), 협동조합

실태조사(기획재정부) 등

‐ 셋째, 관련 기존 통계조사를 통하여 수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를 중심으로 최종 지표군 도출 

② 사회적 가치 통계지표(안)

관련 통계지표를 제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함 

‐ 사회적 가치 관련 기존 연구를 대상으로 문헌 분석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중심으로 개별 근거법에 명시된 사회적 

가치 내용 반영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자체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활용된 

성과지표 중 사회적 가치와 유관한 지표 반영

‐ 글로벌 사회적 가치평가 전문기관(GIIN; Global Impact Investment Network)에서 

개발하고 활용 중인 평가 지표군을 국내 환경에 맞게 변환하여 반영

‐ 사회적 가치의 내용적 구성을 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12)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반영

12) OECD 세계 포럼에서 나온 개념으로 소득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경제·사회적 발전을 진단하는 삶의 
질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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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공통 통계지표 4개와 개별 지표 6개를 제안 

구 분 지 표

공통지표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인력 수(전체 기업과 비교)

사회적경제기업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률(전체 기업과 비교)

사회적경제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전체 기업과 비교)

사회적경제기업 낙후지역 내 창업 및 일자리 창출

개별지표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및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금액

마을기업의 매출액 중 지역사회 공헌액 비율

마을기업의 지역 자재·원료 조달 비중

마을기업의 지역 주민 고용률

자활기업의 참여자 및 탈수급자 수(기초수급 감소액)

자료: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지표 개발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표 11]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안)



28 사회적 가치지표(SVI) 분석을 통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③ 경제적 가치 통계지표(안)

◦ EU의 사회적경제 보고서(′16)에서 주요 회원국의 사회적경제 규모 추정치에 기반하여 

EU 전체 사회적경제 규모 측정

‐ 그러나 국가별로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을 상이하게 정의하는 점과 측정 방식 차이 등이 

심각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 또는 규모 측정 방식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음을 지적

‐ 또한 이 보고서는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규모를 측정하고 

GDP 대비 비율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GDP에 대한 공헌도가 사회적경제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의 성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적으로 여타 영리기업이 추구하는 ‘성장’의 가치와 다름

‐ 영리기업은 경제적 가치,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성장함을 보임

‐ 이 보고서에서는 대안적 측정 방식으로 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 등의 측정이 

바람직함을 제안

‐ 또한, 사회적경제 규모를 GDP로 추정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보다 용이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수 또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고용인력 규모로 추정하는 방식을 제시

◦ 이러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제적 가치 측정 사례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6개의 

경제적 가치지표를 제안

구 분 지 표

공통지표

사회적경제의 GDP 공헌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전체 기업 중 비중)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인력 수(전체 고용인력 중 비중)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존율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

사회적경제기업의 영업이익률

자료: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지표 개발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표 12] 사회적경제의 경제적 가치 측정 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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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공통‧개별지표

① 사회적경제 통합지표

◦ 공통지표

이 지표는 자료 획득을 위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가 가능하고 통계청에서 생산 

가능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6개 지표 우선 선정

‐ 사회적경제기업의 수

Ÿ (정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체․유형별 기업체 수의 합

Ÿ (측정 방식)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로 연도별 생존기업 수를 계산하고 합산

‐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존율

Ÿ (정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체․유형별 평균 생존율

Ÿ (측정 방식) 경제총조사에서 폐업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적용

· 예시: 1, 3, 5년 등 생존율

‐ 사회적경제기업의 유급 임금근로자 수

Ÿ (정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체․유형별 연간 유급 임금근로자 수의 합

Ÿ (측정 방식) 유형별 평균 종사자 수에 기초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누적 유급 

임금근로자 수 추정

‐ 사회적경제기업 유급 임금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률

Ÿ (정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체․유형별 유급 임금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자 규모

Ÿ (측정 방식) 유형별 평균치에 근거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연도별 4대 보험 수혜 

종사자 수를 추정

‐ 사회적경제기업의 유급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수준

Ÿ (정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체․유형별 유급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

Ÿ (측정 방식) 사회적경제기업의 연도별 유급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 추정

‐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

Ÿ (정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체․유형별 매출액의 합

Ÿ (측정 방식) 유형별 평균매출액에 근거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연도별 매출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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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정의 측정 방식 통계청 자료 활용 방안 부처 자료 활용 방안 비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수 사회적경제기업 전체․유형별 기업
체 수의 합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로 연도별 생
존기업 수를 계산하고 합산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로 통계청 자료 확보

협동조합 실태조사, 사회적기업 사
업보고서, 마을기업 실태조사 등에
서 창업, 운영, 미운영, 폐업 자료 기
존재

·통계청에서 행정통계 작성 가능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간 중복되는 
기업 수에 대한 별도 파악 가능
·예: 자활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형태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존율 사회적경제기업 전체․유형별 평균 
생존율

경제총조사에서 폐업을 정의하는 방
식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적용
(예: 1, 3, 5년 등 생존율)

경제총조사의 사업체명부에서 폐업
으로 처리된 경우, 고용노동부, 기획
재정부 등의 관계부처 실태조사에서 
폐업으로 처리된 경우 및 기타 방식에 
의해 폐업으로 판단한 경우를 모두 포
괄

협동조합 실태조사 자료, 사회적기
업 사업보고서, 마을기업 실태조사 
등에서 기존 업체의 폐업 여부 확인

·통계청에서 행정통계 작성 가능
·협동조합 실태조사에서는 폐업 및 
미운영 현황 파악

사회적경제기업의 유급 임금근로자 
수

사회적경제기업 전체․유형별 연간 
유급 임금근로자 수의 합

유형별 평균 종사자 수에 기초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누적 유급 
임금근로자 수 추정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자등록번호 파
악, 해당 정보는 고용노동부(사회적
기업), 기획재정부(협동조합), 행정
안전부(마을기업) 등의 부처에서 행
정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
부의 실태조사 자료 활용

·통계청에서 행정통계 작성 가능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12월 말 기준 유급 임금근로자 수 
추정
·신규 유급 임금근로자 수 (= 당해 
연말-전년 연말 유급 임금근로자 
수)

사회적경제기업 유급 임금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률

사회적경제기업 전체․유형별 유급 
임금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자 규모

유형별 평균치에 근거하여 사회적경
제기업의 연도별 4대 보험 수혜 종
사자 수를 추정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파악 후 4대 보험 수령자 행정정보
와 연계하여 확인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
부의 실태조사 중 4대 보험 수혜자 
자료 기존재

·통계청에서 행정통계 작성가능
·자활기업 등 여타 사회경제조직 관
련 유사 조사 추후 확인 필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유급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수준

사회적경제기업 전체․유형별 유급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

사회적경제기업의 연도별 유급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 추정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자등록번호 파
악, 해당 정보는 고용노동부(사회적
기업), 기획재정부(협동조합), 행정
안전부(마을기업) 등의 부처에서 행
정자료 제공

행정자료 확인 또는 부처별 실태조
사 자료를 통한 보완 필요

통계청에서 행정통계 작성 가능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 사회적경제기업 전체․유형별 매출액
의 합

유형별 평균매출액에 근거하여 사회
적경제기업의 연도별 매출액 추정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자등록번호 파
악, 해당 정보는 고용노동부(사회적
기업), 기획재정부(협동조합), 행정
안전부(마을기업) 등의 부처에서 행
정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
부의 실태조사 중 매출 자료 기존재

·통계청에서 행정통계 작성 가능
·자활기업 등 여타 사회경제조직 관
련 유사 조사 추후 확인 필요
·노동생산성=임금근로자 1인당 매
출액

자료: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지표 개발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표 13] 사회적경제가치 측정 공통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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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지표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액

Ÿ (정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급액수

Ÿ (측정 방식) 사회적 목적 재투자액 평균액을 기초하여 전체 규모를 추정

‐ 협동조합 조합원 수 및 출자금

Ÿ (정의) 협동조합 조합원 수 및 조합원 1인당 평균 출자금액

Ÿ (측정 방식) 협동조합 실태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 평균 조합원 수, 전체 조합원 수, 

1인당 평균 출자금 추정

‐ 마을기업의 지역 주민 고용률

Ÿ (정의) 마을기업 유급 임금근로자 중 지역 주민의 수 및 비중

Ÿ (측정 방식) 마을기업의 연도별 지역 주민 유급 임금근로자 수를 추정

‐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급여 대비 임금 증가액

Ÿ (정의) 자활기업 참여자의 임금 증가액

Ÿ (측정 방식)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지급하는 자활급여와 자활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상호 비교하여 증가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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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정의 측정 방식 통계청 자료 활용 방안 부처 자료 활용 방안 비고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액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일자리 창출, 사회서
비스 제공, 구성원 성과급, 
지역사회 재투자 등) 관련 
지급액수

사회적 목적 재투자액 평균
액을 기초하여 전체 규모를 
추정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통계청 자료 파
악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기
재 항목(자료 기존재)

협동조합 조합원 수 및 출자
금

협동조합 조합원 수 및 조합
원 1인당 평균 출자금액

협동조합 실태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 평균 조합원 
수, 전체 조합원 수, 1인당 
평균 출자금 추정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통계청 자료 파
악

협동조합 실태조사 자료 기
존재

마을기업의 지역 주민 고용
률

마을기업 유급 임금근로자 
중 지역 주민의 수 및 비중

마을기업의 연도별 지역 주
민 유급 임금근로자 수를 추
정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실
태조사 중 지역 주민 고용 
자료 기존재

장기적으로는 전체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통 지표로 활
용 가능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급
여 대비 임금 증가액

자활기업 참여자의 임금 증
가액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지급
하는 자활급여와 자활기업
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상호 
비교하여 증가분 파악

자활근로사업단 자료 기존
재

자료: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지표 개발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표 14] 사회적경제가치 측정 개별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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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

(1) 사회적 가치지표 소개

① 지표의 기본 개념

◦ 본 지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사업의 기업 선정과정에서 참여하는 개별

기업의 사회적 가치창출 수준을 파악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표

◦ 또한 측정․평가 과정에서의 각 단계별 이해관계자(현장․조사자․전문가) 등의 의견취합 

및 감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추진 예정

◦ 방대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판단기준 중에서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할 최소한의 필요한 

지표만을 구성하여 간소화함

‐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관련 동향

Ÿ 사회적 가치 측정은 성과 측정의 목적과 활용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통일되거나 일반적인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Ÿ 실무적으로 사회성과 투자수익률(SROI), 사회영향 투자보고서 및 투자기준

(IRIS), 글로벌 사회성과투자 평가시스템(GIIRS) 등을 이용한 성과측정 도구 등이 

연구 중13)

②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수준을 측정하고 개별기업 피드백을 통한 

가치창출 제고 및 우수기업과 외부 공공․민간기관과의 연계를 지원

◦ 다양한 사회적경제분야의 지원사업 및 기업선정 시 사회적 가치측정 도구로 직접 

활용 또는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정보제공

◦ 종합적인 사회적 가치측정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적․혁신 성과’ 관점 모두를 

포함하여 활용 가능

◦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별도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지표 내 ‘사회적․혁신 성과’ 

관점을 제외한 ‘경제적 성과’ 관점만을 부분 활용 가능

13) 자세한 내용은 [첨부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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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상 및 내용 

◦ (대상) 사회적 목적 및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

◦ 측정내용

‐ (사회적 성과) 조직 미션, 사업 활동, 조직 운영 등에 대해 평가

Ÿ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기제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

Ÿ 사회적 미션의 관리, 주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노력, 이윤의 사회목적 재투자, 운영의 민주성, 근로자 지향성 등

‐ (경제적 성과) 기업의 종합적인 재정성과에 대해 평가

Ÿ 조직이 효율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나타난 사업 활동의 경제적인 결과를 

측정

Ÿ 고용창출, 재정성과, 노동성과 등

‐ (혁신 성과) 기업의 혁신노력 및 성과에 대해 평가

Ÿ 기업 활동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성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 여부 측정

Ÿ 기업 활동의 혁신성 등

④ 사회적 가치지표별 주요 정의

◦ 본 지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소 추상적인 

개념(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사회적 가치 지향성 등)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회적 가치지표와는 차별성 존재

‐ (사회적 성과 측정지표)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사회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여부,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수준,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사회적 환원노력,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등 총 7개 지표 해당

‐ (경제적 성과 측정지표) 근로자 임금수준,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고용성과, 매출성과, 

영업성과, 노동생산성 등 총 6개 지표 해당

◦  사회적 가치지표별로 나타내고 있는 각각의 정의를 정리하면 [표 15]와 같음

‐ 본 연구에서는 [표 15]의 지표를 활용하여 영등포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도출

Ÿ



3
5

연 번 지표명 정 의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기업이 명시적으로 사회적 가치추구 여부를 선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지향 활동의 수행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기업이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계획-실행-점검-피드백 등 일련의 활동을 관리‧평가‧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측정하는 
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기업의 모든 활동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활동에서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확인하는 지표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및 협의체 간 상호
협력 활동수준을 확인하는 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역사회의 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활동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
사회적기업의 모든 활동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환원 노력도를 확인하는 지표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사외이사 등이 참여하여 내는 의견이 높을수록 운영의 민주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지표는 해당인원의 참여율을 확인하는 지표

8 근로자 임금 수준 기업의 근로자 지향성을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 수준을 대표 지표로 보고 이를 확인하는 지표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의 근로자가 지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지표

10 고용성과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여부는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11 매출성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표 지표인 매출액과 매출액 성장률을 확인하는 지표

12 영업성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영업이익 확인

13 노동생산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노동생산성을 측정

14 혁신노력도
기업이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도적·기술적 혁신의 노력을 활동내역 및 추진실적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정성적으
로 평가하는 지표

[표 15] 사회적 가치지표별 주요 정의



36 사회적 가치지표(SVI) 분석을 통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2) 사회적 가치지표의 선정

◦ 앞서 설명한 사회적 가치지표의 정의는 그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 존재

‐ 정의의 모호성 및 포괄성에 따라 그 개념을 해석․적용하는데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 측정지표를 적용할 수 있는 일정한 범주 및 특정 영역 필요

◦ 따라서 적정한 측정지표의 적용을 위해서 [표 16]과 같이 측정지표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주와 영역을 우선적으로 구분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 측정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온 주제였으나, 혁신 성과는 다소 최근에 도입된 개념에 해당

‐ 본 연구에서 영등포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혁신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그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보아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혁신성을 논의하기에 다소 

이르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임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사회적 성과

조직미션 사회적 미션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사업활동

주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사회목적 재투자 6. 사회적 환원 노력

조직운영

운영 민주성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근로자 지향성
8. 근로자 임금 수준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경제적 성과 재정성과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10. 고용성과

11. 매출성과

12. 영업성과

노동성과 13. 노동생산성

혁신 성과 기업혁신 혁신성 14. 혁신노력도

자료: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

[표 16] 사회적 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04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설문조사

1. 조사 도입

2. 결과 분석

3.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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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도입

1) 개 요

(1) 조사 목적

◦ 민선7기 전환점을 앞두고 영등포구 소재 사회적기업 가치 실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

◦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지표(SVI)14)를 이용하여 영등포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영등포구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수준을 알아보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2) 조사 일반

◦ (조사대상)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사회적 목적과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 (설문기업 수) 47개 기업(′19.7월 기준 전수조사)

‐ 설문지15) 제출 기업은 16개소(인증사회적기업 12개소,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 

◦ (조사방법) 자가응답 후 제출

‐ (1차) 등기우편 및 이메일 발송, (2∼5차) 이메일 발송

◦ (조사기간) ′19.10.21.∼12.31. 

(3) 의의와 한계

◦ 설문대상 사회적기업은 47개이고 응답률은 34.0%(16개)

‐ 영등포구 내에 소재하는 모든 사회적기업(47개사)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설문방식 및 각 기업의 환경에 따라 그 응답률에 현저한 차이 발생

‐ 다만, 본 설문조사는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번째 

조사라는 것에 그 의의가 있음

◦ 설문대상 및 응답기업 등 모집단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사결과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1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용 협조요청(′19.10월)

15) 설문지는 [첨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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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분석

지표 1. 사회적 가치 추구

◦ 조직이 설정한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구성원과의 공유를 통해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구성원의 실행을 촉구 

◦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은 미션, 비전, 추진전략 등을 통해 대외적

으로 선언

◦ 설문조사 참여기업이 제출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미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치 선언

Ÿ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립·자활교육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Ÿ 지역 사회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변화 및 지역사회 조직 연계망 구축

Ÿ 인간존중, 나눔실천으로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 등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5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 (비전) 각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 가치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Ÿ 중증장애인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생산 공동체를 기반으로 중증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에 기여

Ÿ 중증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직업 재활의 모델 개발 및 보급

Ÿ 틈새시장(화장실 특수클리닝, 녹색생활실천학습장)을 통해 사업 영역 확장

Ÿ 외부인증 획득을 통한 선도기관 지위 성취

Ÿ 청년예술가들의 자립,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기반한 공동체 형성, 공동체 

지향의 도시재생운동 참여

Ÿ 수년 내에 동종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7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

Ÿ 기업 구성원들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소모임 프로그램 마련

Ÿ 인증사회적기업 획득을 위한 노력 매진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4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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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

Ÿ 매출액, 당기순이익, 고용인원, 임금 등 관련 수치 제시

Ÿ 근로자 생산량 극대화와 소비자 소비효용 극대화를 위한 전략 제시

Ÿ 수익개선을 위한 제품 개발 및 판로 개척

Ÿ 수익의 사회 환원 활동 확대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4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 사회적 가치를 외부에 명시적으로 알리기 위한 매체는 정관, 선언문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정관을 명시적 자료로 활용(1개 기업은 외부에 명시하지 

않았음)

(단위: 개)

구분 미션 비전 추진전략
사회적 가치 외부 명시형태

정관 미션·비전선언문 기타

전체16) 15 14 14 14 3 5

인증17) 12 11 11 11 3 4

예비18) 3 3 3 3 - 1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표 17]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추구

16) 전체 사회적기업 수=인증사회적기업 수+예비사회적기업 수

17) 인증사회적기업

18) 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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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 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계획-실행-점검-피드백 등 일련의 활동을 관리‧평가‧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 구축 

◦ 설문조사 참여기업이 제출한 내용의 특징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음

◦ 판단요소별 기준 및 내용

‐ (측정기준) 사회적 성과목표 및 등급 기준 설정 유무

Ÿ 기업특성에 따른 사회적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각 목표별 등급기준을 설정하여 기재

Ÿ 단위 사업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정량·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책자로 

발행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제공

Ÿ 수강생에게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 설문 및 성과목표에 대한 명시적 설정

Ÿ 사회적 성과 및 사업목표 설정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5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담당인력) 담당부서 또는 인력 유무

Ÿ 사회적 성과관리 담당인력이 있고 업무분장표상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시

· (담당자 직위)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대리 등

Ÿ 사회적 성과 관련 설문지 작성, 코딩 및 내역 분석 업무까지 수행 사례 존재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9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성과보고서) 추진활동 및 등급결과 내용

Ÿ 측정기준(목표)에 따른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 내역 및 해당 목표 달성 결과 기재

Ÿ 성과보고서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 및 보도자료 배포

Ÿ 자율경영공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자율 입력)

Ÿ 총회 개최 후 자료집 배포 및 조합원 보고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6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운영 여부 및 평가 결과

Ÿ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에 대해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내·외부 평가위원 

위촉내역과 평가의견 기재

Ÿ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고 과업달성 여부, 목표설정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 등을 논의

· (구성원) 사내 이사, 직원 대표, 강사 등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5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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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사내공유) 사내공유 유무

Ÿ (공유내용) 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적기업 국가지원금 등

Ÿ 인트라넷, 메일 공지 등을 활용한 임직원 대상의 평가결과 공유내역 기재

Ÿ 직원 전체 공유를 통해 매년 사업 관련 의견서 제출

Ÿ 정기적 평가위원회 회의에 관련 직원 배석

Ÿ 연말 사회서비스 제공 평가결과를 회사 홈페이지, SNS 등에 게시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9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 (설문조사)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단계에서 담당 인력과 평가결과의 사내공유가 

가장 많이 갖춰진 것으로 나타남 

(단위: 개)

구분 측정기준 담당인력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내공유

전체 5 9 6 5 9

인증 3 6 4 4 6

예비 2 3 2 1 3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표 18]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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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3.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기업 내부운영 사회가치와 외부운영(제품·서비스 및 이용자) 사회가치로 나눠 측정

◦ 기업 내부운영 사회가치

‐ (취약계층 고용 수준) 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비율

Ÿ 총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인원의 비율은 인증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보다 비교적 높았음

Ÿ 1개 기업은 소속 근로자 모두를 취약계층으로 고용했음(정원 5명) 

(단위: 개, 명, %)

구분 사례 수
근로자 수

고용 비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취약계층 총합

전체 16 263 407 64.6 57.9 0 100.0

인증 12 250 378 66.1 69.6 0 100.0

예비 4 13 29 44.8 42.5 0 66.7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표 19]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 비율

Ÿ 총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연도별 고용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16년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음

Ÿ 1개 기업은 3개년 모두 취약계층고용비율이 100%였음

Ÿ 2개 기업은 3년 동안 해당 비율이 연속 증가했음

(단위: 개,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업 수 고용 비율 기업 수 고용 비율 기업 수 고용 비율

전체 13 39.7 15 54.4 16 64.6

인증 11 40.3 11 54.9 12 66.1

예비 2 11.1 4 45.0 4 44.8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6년 자료와 ′17년 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각각 13개, 15개  

[표 20]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연도별 고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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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임금 수준) 기업이 지급하는 취약계층 임금 수준

Ÿ 영등포구 전체 사회적기업 직전 연도(′18년) 직원 임금대장상 취약계층 시간당 

평균임금(11,395원)은 해당 연도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3,865원)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0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했으나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한 곳은 7개 기업

(단위: 개, 천원, 시간, 원)

구분 사례 수
취약계층

평균**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총급여* 총근무시간

전체 7 246,652 21,646 11,395 8,972 7,530 12,930

인증 5 233,158 19,878 11,729 10,966 7,530 12,930

예비 2 13,494 1,768 7,632 7,679 7,604 7,754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다음은 계산에서 제외
 * 2개 사회적기업은 총급여만 제출(合64,370천원)
** 1개 사회적기업은 시간당 평금임금만 제출(10천원)

[표 21]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시간당 임금

‐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취약계층 고용·임금 수준 외 임직원 대상 내부운영상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임직원 복지 등)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3개 사회적기업(인증1, 예비2) 제출

Ÿ 임직원 식사비‧여가비‧사회보험료 등 지원(지원 여부만 제출했음)

‐ (괜찮은 일자리) 최저 임금 이상 지급, 주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유무 등 세 가지 조건의 충족 시 ‘괜찮은 일자리’ 인정19)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0개 사회적기업(인증7, 예비3) 제출

Ÿ (최저 임금 이상 지급)

·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서술(충족, 모두 지급)로 4개 기업, 비율

(33.3∼100.0%)로 4개 기업, 구체적인  시간당 임금(8,000원, 9,730원)으로 

2개 기업이 각각 제출

19) 인정조건으로 3가지가 제시되었으나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웠으며 ′20년 가치측정지표에서는 빠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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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주15시간 이상 근무)

·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서술(충족, 모두 근무)로 6개 기업, 시간

(주15, 20, 40시간)으로 4개 기업이 각각 제출

Ÿ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유무)

· 서술(충족, 모두 체결, 정규직)로 6개 기업, 비율(33.3, 77.5, 100.0%)로 3개 

기업이 각각 제출(1개 기업 미기입)

Ÿ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은 총 9곳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근로자의 보건과 안정을 위한 노력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6개 사회적기업(인증5, 예비1) 제출

Ÿ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등 실시

Ÿ 건강검진 실시

Ÿ 협력 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

‐ (고용의 질) 기업 고용정책 및 근로환경 개선 노력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9개 사회적기업(인증6, 예비3) 제출

Ÿ 중증 장애인 우선 고용, 탄력근무제‧대체휴무제 운영, 남성 육아휴직 실시

Ÿ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 승진 시 차별금지

Ÿ 회사 경영 관련 중요 안건 의사결정 시 근로자 대표 참여

Ÿ 정부 지원 단체상해보험, 산재보험 가입

(단위: 개)

구분
취약계층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괜찮은 일자리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고용의 질
고용 수준 임금 수준

전체 16 7 3 10 6 9

인증 12 5 1 7 5 6

예비 4 2 2 3 1 3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표 22]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내부운영 사회적 가치 설문 제출 기업 수

◦ 외부운영(제품‧서비스 및 이용자) 사회가치

‐ 주 사업영역의 제품‧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서 제품‧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반영과 이용자(수혜자)의 사회적 가치 실현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4개 사회적기업(인증10, 예비4) 제출

Ÿ (취약계층 고용창출) 장애인 작업장, 판로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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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안정적인 고용과 돌봄) 중장년 경단녀 대상 교육, 배상보험 가입, 투명하고 

표준화된 계약

Ÿ (삶의 질 개선)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이용자 무료 체험

Ÿ (문화재의 가치 계승과 보존 필요성) 파손되거나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가상현실

(AR, VR 등)로 복원하여 이를 이용한 교육 실시

Ÿ (사례) 친환경 블루베리 음료 개발

· (이용자) HACCP 인증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확보

· (근로자) 지속 가능 고용 유지

· (기업가) 사회적기업 간 공동유통사업을 통해 협력관계망 구축 및 판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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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 (협력활동 범위)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MOU 체결을 통한 사업 협력 등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활동

‐ 일회성 등 단발성 활동이 아닌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협력활동

◦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1개 사회적기업(인증9, 예비2) 제출

‐ 주1회, 월2회, 연중 실시 등으로 제출하여 통계분석이 어려움

‐ 2개 기업은 협력기관만 명시하고 횟수는 미기입

‐ 설문지를 제출한 11개 기업은 총 26번(누적합계)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 활동을 펼침

◦ 협력활동 내역

‐ 중증장애인 미술치료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에 대한 이론교육 및 실습

‐ 교육서비스 공공판매 운영 프로젝트

‐ 표준 사업장 생산품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 한국OO공단의 ‘OOO OO확인’ 용역에 사회적기업인 □□와 컨소시엄 참여

‐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멘토링캠프 협력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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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협력활동 범위) 지역사회 기관 간 공동프로젝트, MOU 체결을 통한 사업 협력 등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활동

‐ 일회성 등 단발성 활동이 아닌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협력활동

◦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5개 사회적기업(인증11, 예비4) 제출

‐ 주1회, 월2회, 연중 실시 등으로 제출하여 통계분석이 어려움

‐ 5개 기업은 협력기관만 명시하고 횟수는 미기입

‐ 설문지를 제출한 15개 기업은 총 61개(누적합계)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 활동을 펼침

Ÿ 기초지자체, 소방서, 보건소, 고등학교, 대학교, 신문사, 공단, 상공회의소 등

Ÿ 여성개발인력센터, 아동복지센터, 혁신교육지원센터, 근로자건강센터 등

Ÿ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Ÿ 병원, 한의원, 근로자건강센터, 감정노동보호센터 등

‐ 협력활동 내역

Ÿ 소방안전교육, 체육대회, 학교방문을 통한 기업가 체험 교육

Ÿ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참여, 지역교육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체험

Ÿ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위한 MOU 체결, 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용 협의

Ÿ 영등포혁신교육지구 사업 참여, 문래창작촌 공방 연계 진로 직업체험 운영

Ÿ 가정방문 노동자 노동여건 향상 노력, 장애인가정 주거복지 향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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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5개 사회적기업(인증11, 예비4)이 제출

‐ (제출형태) 통계치(4개 기업), 서술(3개 기업), 통계치+서술(8개 기업)

◦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측정대상 연도와 직전 연도 유급근로자 총원 비교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5개 기업이 일자리 창출 관련 설문 결과지를 

제출함

Ÿ 이 중 4개 기업은 총 27개 일자리를 창출(평균 6.8개)했으며 2개 기업은 총 5개 감소

(평균 2.5개)했음

· 순증 22개(16개 기업 총유급근로자 수 407명, 기업당 평균 25.4명)

Ÿ 7개 기업은 일자리 창출이 없었고 2개 기업은 관련 내용을 서술로 제출함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위한 강사와 전산 업무 관리자 고용 등

‐ (구성원 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금전 지급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5개 기업이 성과급 관련 설문 결과지를 

제출함

Ÿ 이 중 5개 기업은 성과급 총 40,005천원을 지급(평균 8,001천원)했으며 5개 기업은 

지급이 없었고 5개 기업은 서술로 성과급 관련 내용을 제출함

· 사회적기업에서 직원의 사회보험료 전액 납부

· 급여 및 복지수당, 명절 선물, 콘도 이용권 지급 등

‐ (교육훈련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4개 기업이 훈련비 관련 설문 결과지를 

제출함

Ÿ 이 중 5개 기업은 교육훈련비로 총 2,232천원을 지출(평균 446천원)했고, 8개 

기업은 미지출, 1개 기업은 서술로 관련 내용을 제출함

· 사이버대학 수강비 지원 등

‐ (시설투자비) 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투자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4개 기업이 시설투자비 관련 설문 결과지를 

제출함

Ÿ 이 중 2개 기업이 시설투자비로 총 15,485천원을 지출(평균 7,743천원)했고, 7개 

기업은 관련 투자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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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6개 기업이 관련 내용을 서술로 제출함

·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한 공기청정기 도입

· 장애인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보조기기 지원 

· 리사이클링을 위한 유지보수 장비 및 회사 운용 차량 도입 등

◦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 (지역사회 재투자) 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투자‧후원 등을 한 금액

‐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5개 기업이 지역사회 재투자 관련 설문 결과지를 제출함

Ÿ 이 중 3개 기업이 총 45,400천원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평균 15,133천원)하였고 

10개 기업은 재투자 내역이 없었음

Ÿ 2개 기업이 관련 내용을 서술로 제출함

· 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단체에 정기적 후원

· 자매 결연 지역아동센터에 물품 및 행사비 기부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역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5개 기업이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설문 결과지를 제출함

Ÿ 이 중 3개 기업이 총 21,291천원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지출(평균 7,097천원)했으며 

10개 기업은 해당 지출이 없었음

Ÿ 2개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을 서술로 제출함

· 영등포구 관내 3개 학교에 녹색생활학습장 설치

· 사회적경제센터 내 회사 보유 도서 공유

◦ 기타 조직의 역량 활용

‐ 주 사업영역 외에 조직의 인력‧시간 등을 활용한 비금전적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4개 기업이 관련 설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함

Ÿ 이 중 금전으로 변환하여 제출한 기업은 없었으며 7개 기업은 지출 내역이 없었음

Ÿ 나머지 7개 기업은 서술로 관련 설문에 응함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 제품 제공

· 지역 환경교육 및 거리질서 활동 캠페인, 회사 인근 거리 정화 봉사

· 지역아동센터 PC 유지보수 봉사활동

· 장애인 가정 가사지원 사업 등

◦ 제출된 항목들은 일반기업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은 기존 기업과는 

달리 어떠한 사회적 환원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차별화된 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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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5개 기업(인증12, 예비3)이 참여적 의사

결정 비율 관련 설문에 응함

◦ 산출식 수정

‐ (기존) 의사결정 비율=(실제회의 참석자/회의 전체 구성원)＊100 

‐ (수정) 설문조사에 응한 몇 개 기업들이 회의 전체 구성원을 제출하지 않아 기존 

산식 적용이 어려움

Ÿ 연간 누적 참여 인원 수와 연간 누적 회의 개최 횟수로 의사결정 관련 수치를 도출

Ÿ 인증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보다 평균 참석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Ÿ 회의 개최 형식은 이사회가 운영위원회보다 많았음  

◦ 인증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보다 평균 참석인원이 더 많았으나 기업 규모가 

크다면 참석인원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평균 참석인원의 단순 비교에서 의사결정

참여도의 비교는 어려움

 

(단위: 명, 회)

구분
회의당 평균 

참석인원
연간 누적 

회의 참석 인원
연간 누적 

회의 개최 횟수  

회의 형태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전체 5.0 252 50 31 18 1

인증 5.7 189 33 22 10 1

예비 3.7 63 17 9 8 0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표 23]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참여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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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8. 근로자 임금 수준

◦ 사회적기업 총유급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3개 연도 모두 최저임금20)보다 더 많음

◦ 2016년

‐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7개 인증사회적기업만이 분석 가능한 통계치를 

제출했으며 2개 기업(인증1, 예비1)은 총급여만 제출함

◦ 2017년

‐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7개 인증사회적기업과 3개 예비사회적기업이 

분석 가능한 통계치를 제출했으며 1개 인증사회적기업은 총급여만 제출했음

‐ 예비사회적기업 시간당 임금이 인증사회적기업보다 많았음 

◦ 2018년

‐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0개 인증사회적기업과 3개 예비사회적기업이 

분석 가능한 통계치를 제출 

‐ 2개 인증사회적기업이 각각 총급여와 총근무시간만 제출했음

‐ 인증사회적기업 시간당 임금이 예비사회적기업보다 많았음

(단위: 원, 천원, 시간)

구분

2016년(인증7, 예비0) 2017년(인증7, 예비3) 2018년(인증10, 예비3)

시급

전체 유급근로자

시급

전체 유급근로자

시급

전체 유급근로자

총급여
총근무
시간

총급여
총근무
시간

총급여
총근무
시간

전체 7,313 270,634 37,007 8,804 355,992 40,437 10,894 579,634 53,205

인증 7,313 270,634 37,007 8,789 334,791 38,092 10,921 560,285 51,305

예비 9,041 21,201 2,345 10,184 19,349 1,900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표 24]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시간당 임금 수준 

20) (최저임금)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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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1개 기업(인증9, 예비2)이 총 41개 교육

과정을 개설했음

◦ 평균 교육과정 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보다 더 많았음

◦ 기업당 평균교육시간은 인증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보다 약 9배 많음

◦ 기업당 평균수강인원은 두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비슷함

◦ 두 유형의 사회적기업에서 근로자 1인당 평균교육시간은 비교적 많은 차이가 나타남

(단위: 개, 명, 시간)

구분

교육과정 수 총교육시간 총수강인원 평균교육시간

총합
기업당 
평균

총합
기업당
평균

총합
기업당
평균

1인 평균

전체 41 3.7 7,569 688.1 615 55.9 12.3

인증 32 3.6 7,395 821.7 511 56.8 14.5

예비 9 4.5 174 87.0 104 52.0 1.7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표 25]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근로자 교육과정 및 시간



54 사회적 가치지표(SVI) 분석을 통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지표 10. 고용 성과

◦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6년, ′17년, ′18년 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각각 13개, 15개, 16개

◦ 제출된 총유급근로자 수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음

‐ ′18년은 ′16년에 비해 고용된 총근로자 수는 다소 감소함(△9명)

‐ 인증사회적기업에서는 3년 동안 증감이 나타났으며

‐ 예비사회적기업에서는 ′16년에 비해 ′18년에 약 3배 가까이 증가 

‐ 3년 연속 고용근로자가 증가한 곳은 인증사회적기업 2개, 예비사회적기업 1개

(단위: 개,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업 수 총근로자 수 기업 수 총근로자 수 기업 수 총근로자 수

전체 13 416 15 366 16 407

인증 11 407 11 346 12 378

예비 2 9 4 20 4 29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표 26]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총고용 근로자

◦ 기업당 평균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16년에 비해 ′18년에

‐ 인증사회적기업에서는 6.6명이 감소했으며 

‐ 예비사회적기업 평균근로자는 2.8명 증가했음

(단위: 개,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업 수 평균근로자 수 기업 수 평균근로자 수 기업 수 평균근로자 수

전체 13 32.0 15 24.4 16 25.4

인증 11 37.0 11 34.6 12 31.5

예비 2 4.5 4 5.0 4 7.3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표 27]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평균고용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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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1. 매출 성과

◦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6년, ′17년, ′18년 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각각 12개, 14개, 15개

◦ 총매출액에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은 3년 동안 증감이 있었고

‐ 인증사회적기업만 분석하면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음

‐ 예비사회적기업에서는 3년 동안 증가세를 보였음

◦ 총매출액이 3년 연속 증가한 곳은 인증사회적기업 3개, 예비사회적기업 1개

(단위: 개,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업 수 총매출액 기업 수 총매출액 기업 수 총매출액

전체 12 11,871,789 14 11,536,612 15 15,066,430

인증 10 11,715,464 10 11,146,437 11 14,446,559

예비 2 156,325 4 390,175 4 619,871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표 28]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총매출액

◦ 기업당 평균매출액에서도 총매출액의 변화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남

‐ 이 기간 예비사회적기업의 평균매출은 2배 증가했음

(단위: 개,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업 수 평균매출액 기업 수 평균매출액 기업 수 평균매출액

전체 12 989,316 14 824,044 15 1,004,429

인증 10 1,171,546 10 1,114,644 11 1,313,324

예비 2 78,163 4 97,544 4 154,968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표 29]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평균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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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2. 영업 성과

◦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6년, ′17년, ′18년 총영업이익 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각각 12개, 14개, 14개

◦ 영업이익에서도 총매출액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증가한 사회적기업은 2곳, 연속 감소한 곳도 2곳임   

(단위: 개,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업 수 총영업이익 기업 수 총영업이익 기업 수 총영업이익

전체 12 -265,190 14 -771,084 14 -527,298

인증 10 -228,917 10 -704,877 11 -469,732

예비 2 -36,273 4 -66,207 3 -57,566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영업이익=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

[표 30]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총영업이익

◦ 기업당 평균영업이익을 살펴보면,

‐ 인증사회적기업은 감소 후 증가하고 이와 반대로 예비사회적기업은 증가 후 감소하였음

(단위: 개,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업 수 평균영업이익 기업 수 평균영업이익 기업 수 평균영업이익

전체 12 -22,099 14 -55,077 14 -37,664

인증 10 -22,892 10 -70,488 11 -42,703

예비 2 -18,137 4 -16,552 3 -19,189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영업이익=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

[표 31]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평균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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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6년, ′17년, ′18년 총당기순이익 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각각 12개, 14개, 15개

◦ 인증사회적기업 당기순이익은 3년 동안 증감이 이어졌고

‐ 예비사회적기업은 감소세가 나타났으며, 특히 ′18년에는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였음

‐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3곳(인증2, 예비1)이 있었으며 동기간 동안 

감소한 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 1곳이 있었음 

(단위: 개,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업 수 총당기순이익 기업 수 총당기순이익 기업 수 총당기순이익

전체 12 190,706 14 104,076 15 145,419

인증 10 187,631 10 105,763 11 244,398

예비 2 3,075 4 -1,687 4 -98,979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당기순이익=영업이익-영업외비용+영업외수익-법인세

[표 32]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총당기순이익

◦ 평균 당기순이익에서도 총당기순이익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

(단위: 개,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업 수 평균당기순이익 기업 수 평균당기순이익 기업 수 평균당기순이익

전체 12 15,892 14 7,434 15 9,695

인증 10 18,763 10 10,576 11 22,218

예비 2 1,538 4 -422 4 -24,745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당기순이익=영업이익-영업외비용+영업외수익-법인세

[표 33]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평균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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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획상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회적기업의 재무제표를 취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려 했으나 현실적으로 재무제표 확보가 어려워 ‘사회적기업 자율경영

공시21)’를 통해 재무지표가 공개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진행

◦ 영등포구 관내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6년 2개 기업, ′17년, ′18년 각 5개 기업이 자율경영공시제도에 참여

‐ 본 연구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16년 1개, 

′17년, ′18년 각 2개임

◦ ′18년 총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33.3%)했으나 총당기순수익은 오히려 증가

(40.6%)했음

‐ 증가한 주된 이유를 영업외(外)수익 계정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해당 계정은 이자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등 기업의 영업활동 외수익을 뜻함

‐ 영업외수익 구성항목 중 사회적기업 지원금 성격(예: 사회복지보조금, 후원금 등)의 

재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18년 94.2%)

‐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당기순이익을 해석함에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

(단위: 개, 천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공시 참여 기업 수 2 5 5

총매출액 2,880,932 24,272,961 21,903,377

총영업이익 -252,646 528,790 352,803

총영업외수익A 110,063 759,488 783,685

지원금 성격B 104,094 662,288 738,515

B/A 94.6 87.2 94.2

총당기순이익 -177,272 635,441 893,504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율경영공시(′16, ′17, ′18회계연도) 재무제표 재편집
영업이익=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
당기순이익=영업이익-영업외비용+영업외수익-법인세

[표 34] 영등포구 자율경영공시 참여 사회적기업 재무지표 계정별 총합

2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시제도로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과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미래의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첨부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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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경영공시 참여기업 평균에서는 ′18년 평균영업외수익이 동년 평균영업이익보다 

2.2배 더 많음

◦ 평균영업외수익 대비 지원금 성격의 비율(B/A)의 3개년 평균값은 91.3%

(단위: 개, 천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공시 참여 기업 수 2 5 5

평균매출액 1,440,466 4,854,592 4,380,675

평균영업이익 -126,323 105,758 70,561

평균영업외수익A 55,032 151,898 156,737

지원금 성격B 52,047 132,458 147,703

B/A 94.6 87.2 94.2

평균당기순이익 -88,636 127,088 178,701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율경영공시(′18회계연도) 재무제표 재편집
영업이익=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
당기순이익=영업이익-영업외비용+영업외수익-법인세

[표 35] 영등포구 자율경영공시 참여 사회적기업 재무지표 계정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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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3. 노동생산성

◦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써 1인당 매출액을 살펴보면

‐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모두 전년 대비 10%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단위: 개,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업 수 1인당 매출액 기업 수 1인당 매출액 기업 수 1인당 매출액

전체 12 40,657 14 35,497 15 38,931

인증 10 41,397 10 36,546 11 40,354

예비 2 17,369 4 19,509 4 21,375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표 36]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근로자 1인당 매출액

◦ 1인당 매출액 외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1인당 영업이익과 

1인당 당기순이익이 있음

◦ 1인당 영업이익은 1인당 매출액과 동일한 증감 방향을 나타내고 있음

(단위: 개,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업 수 1인당 영업이익 기업 수 1인당 영업이익 기업 수 1인당 영업이익

전체 12 -908 14 -2,373 14 -1,380

인증 10 -809 10 -2,311 11 -1,312

예비 2 -4,030 4 -3,310 3 -2,399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표 37]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근로자 1인당 영업이익

◦ 1인당 영업이익이 9개 산출치 모두 (-)였으나 영업외수익 계정이 추가된 1인당 

당기순이익에서는 (+)로 변화한 산출치가 관측됨

(단위: 개,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업 수 1인당 당기순이익 기업 수 1인당 당기순이익 기업 수 1인당 당기순이익

전체 12 653 14 320 15 376

인증 10 663 10 347 11 683

예비 2 342 4 -84 4 -3,413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표 38]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근로자 1인당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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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4. 혁신노력도

◦ 사회적 가치지표 14개 중 가장 저조한 제출률을 보임

‐ 설문조사 참여기업이 제출한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과정의 혁신

‐ (제도개선 노력)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4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Ÿ 기업 고유 업무 권함 위임, 보고서 검수 절차를 통한 퀄리티 향상

Ÿ 탄력근무제 적용

Ÿ 노무법인을 통한 전문컨설팅 진행

Ÿ 의사결정단계 최소화로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 (전문인력 도입)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8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Ÿ 다양한 사업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교육 수시 실시, 최신 트렌드 관련 강사 교육

Ÿ 현장관리자 우수인력 대체 채용, 회계 전문 인력 채용, 사업 분야 전문가 영입, 

NCS 활용 전문가양성과정

‐ (사내 제안 및 외부 의견)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3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Ÿ 교육방식의 다변화를 위한 직원 의견 수렴

Ÿ 사업 영역 내 주요 기관과 사업 양해각서 체결

‐ (경영시스템 개선)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7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Ÿ ERP22) 시스템 도입, 제공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Ÿ 현장 운영 방식을 회사 업무방식에 적용

Ÿ 사내이사로 근로자 대표 임명

Ÿ 사회적기업 인증에 따른 회사시스템 재정비

Ÿ 신협에서 지원하는 회계프로그램 지원

Ÿ 사업신청으로 인한 신규서비스 개발전략수립을 위한 컨설팅 진행

‐ (시장 및 기술 분석노력)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7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22)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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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품개발을 위한 시장 및 기술동향 분석

Ÿ 법정 교육 시 과정평가형 교육에 관한 설문 실시

Ÿ 시장확대를 위한 경쟁 기업 분석, 온‧오프라인 시장 분석

Ÿ 기업의 마케팅전략 공유 및 소비자 니즈 파악

‐ (R&D 투자)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3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Ÿ 신제품 개발로 시장 개척

Ÿ 업무 FLOW의 전산화를 개발하여 업무능력향상 및 보고서 품질 상향

Ÿ 사회적경제 플리마켓23)의 새로운 마케팅서비스인 ‘가치홈쇼핑’ 소개 시도 

(단위: 개)

구분 제도개선 노력 전문인력 도입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경영시스템 

개선
시장 및 기술 

분석노력
R&D 투자

전체 4 8 3 7 7 3

인증 3 6 2 5 4 2

예비 1 2 1 2 3 1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표 39]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혁신노력도(과정의 혁신)

◦ 혁신의 결과

‐ (신상품 도입 및 수익발생)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4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Ÿ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Ÿ 신규사업 확장으로 사업 수주

‐ (고객만족도 증가율)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3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Ÿ 상조서비스 도입 등으로 회원 추가 유치를 위한 혜택 강화

‐ (자원절감)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3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Ÿ 제조공정 및 제조시간 단축

Ÿ 가사 전문플랫폼 가입

23) 잘 사용하지 않는 중고품 등을 갖고 나와 매매나 교환을 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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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B2B 오퍼전문 운영방식을 채택하여 제품 선주문

Ÿ 대량납품 형태의 유통방식으로 발주 재고의 리스크 최소화

‐ (이용자 수 증가)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3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Ÿ 해외 교민들과 사업연계를 위한 사무소 설립

Ÿ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전문쇼핑몰 사이트 개설

‐ (기술적 성과)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1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Ÿ 산업재산권 등록(미세먼지 마스크)

‐ (혁신제품 및 서비스)

Ÿ 설문조사에 응한 16개 사회적기업 중 2개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Ÿ 기업가 보드게임 개발(자기 주도적 성공을 이끄는 게임으로 학교 현장에서 혁신적으로 인정)

Ÿ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

(단위: 개)

구분
신상품 도입 
및 수익발생

고객만족도 
증가율

자원절감
이용자 수 

증가
기술적 성과

혁신제품 
및 서비스

전체 4 3 3 3 1 2

인증 3 2 1 1 1 1

예비 1 1 2 2 - 1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표 40]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혁신노력도(혁신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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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 가

◆ 주요 지표별 분석 결과 평가

◦ 사회적 가치지표를 활용한 영등포구 소재 사회적기업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수 지표 2개, 양호 지표 2개, 보통 지표 1개, 개선 지표 6개, 보류 지표 2개 등으로 

분류

‐ 설문조사 분석결과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류된 6개의 지표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도출에 우선적 고려

지표 지표명 내용 평가

1 사회적 가치 추구 대부분의 기업이 ‘정관’을 이용해 ‘미션’을 외부에 공표 우수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전문적인 담당인력을 통한 종합적인 체계 구축 필요 보통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부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근무조건 제공으로 사회적 가치 확보
양호

외부운영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자의 사회적 가치 확보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수준 기업 간 또는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사업 내지 협력활동의 
중개를 위해 구청의 시스템 마련 필요

개선
5 지역사회와의 협력수준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내부운영

흑자 기업은 사회적 환원 노력도가 큼 우수
외부운영

7 참여적 의사결정비율 회의 개최형식은 이사회가 운영위원회보다 많았음 보류

8 근로자의 임금수준 최근 3개 연도 모두 최저임금보다 높았음 양호

9 근로자 역량 강화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 1인당 교육시간 확인 필요 개선

10 고용 성과 인증사회적기업 고용 감소세 개선

11 매출 성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해 인증사회적기업 증가세 둔화 개선

12 영업 성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매년 증감폭이 큼 개선

13 노동생산성 (1인당) 매출액 증가에 비해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은 증감  개선

14 혁신노력도 - 보류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평가 종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보류

[표 41]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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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 사회적 가치 추구

◦ (미션) ‘취약계층 고용’ 관련 선언이 대다수

‐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에서 영등포구에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취약계층을 위한 미션이 대다수인 것으로 추론됨

◦ (비전 및 추진전략) 

‐ 기간 기준으로 각 개념을 제출해야했으나 의미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구분이 힘듦

‐ 미션과 유사하게 취약계층 관련 내용이 많았음

‐ 매출액, 당기순이익, 고용인원, 임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업도 있었음

◦ 위 세 가지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외부에 명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대부분의 

기업은 ‘정관’을 사용하고 있음

◦ 설문 매뉴얼에 따라 가치 추구를 ‘미션’ 등의 구비여부를 통해 확인하고 있어 실제 

기업 구성원들의 사회적 가치 공유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

◦ ′20년 사회적경제 주요사업 중 ‘사회적경제 인식개선 교육’에서 ‘기업 구성원 교육 

과정’ 추가가 필요함 

지표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 5개 판단요소를 모두 구축한 기업은 3개(인증2, 예비1)

◦ ‘담당인력을 갖춘 기업’과 ‘성과평가 결과를 사내에 공유하는 기업’이 각각 9곳이 있었음

‐ (담당인력) 대부분 조직구성원이 맡았지만 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곳도 있었음(경영지원팀)

‐ (평가결과 사내공유) 온‧오프라인 등을 활용하여 공유

◦ ‘측정기준’과 ‘평가위원회’를 구축한 기업도 있으나 그 수는 적었음 

‐ (측정기준) 공공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안이 없으므로 회사별로 형식 상이 

‐ (평가위원회)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정기회의 개최

◦ 성과 관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체계를 구축하고 점검 등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의 구비라 할 수 있음

‐ 16개 기업 중 9개 기업에서 담당인력이 있고 이들의 직무전문성 확보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중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므로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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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3.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 취약계층 고용수준 

Ÿ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인증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보다 높았음

Ÿ 고용비율은 ′16년부터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취약계층 임금수준

Ÿ ′18년 영등포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시간당 평균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1.5배

‐ 괜찮은 일자리

Ÿ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곳은 9개 사회적기업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Ÿ 다양한 교육과 건강검진 등 실시

‐ 고용의 질

Ÿ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제도 구비

◦ 외부운영의 사회가치

‐ 앞선 내부운영의 사회가치와 달리 이용자의 가치실현이 포함된 것으로 

‐ 영등포구 사회적기업의 외부적 가치실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노력과 다양한 영역(문화재 보존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등)에서의 사업진행은 사회적 가치 상승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지표 4‧5.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다른 사회적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OO공단 용역에 참여한 것은 향후 타 사회

적기업의 참고사례라 평가됨

◦ 영등포구 외에서 거래처를 찾는 것도 회사운영에 필요하지만 관내에서 사업수요를 

찾는 것도 요구되며 여기서 도출된 사업성과는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연결될 것임

‐ 기업 간 원활한 거래관계의 중재를 위해 구청에서 관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초기 단계)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소셜캠퍼스 溫(영등포구 소재) 입주기업 간 

사업 고려

Ÿ 이 경우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는 ‘관내 원자재 조달 비율’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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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사업은 모두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활동이었음

◦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다양한 기관들과 이뤄졌으며 취업과 관련된 교육 및 사업이 

많았음

‐ 지역사회와의 협력에서도 지역사회와 기업 간 중간다리 역할 수행 필요

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 활용

‐ 16개 설문응답 기업 중 4개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시켰으며 2개 기업에서는 

감원이 발생했음

‐ 성과급 지급에서는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이 모두 있었음

◦ 조직 외부운영을 위한 수익 활용

‐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 투자‧후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 16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음

‐ 이들 기업은 내‧외부 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환원 

노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적자 기업은 사회적 환원 관련 평가가 어려움

지표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 인증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보다 평균 참석인원이 더 많았으나 기업 규모가 

크다면 참석인원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평균 참석인원의 단순 비교를 힘듦

◦ 회의 개최형식은 이사회가 운영위원회보다 많았음

지표 8. 근로자 임금 수준

◦ 총유급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

‐ 3개 연도 모두 최저임금보다 높음

◦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근로자 임금 비교

‐ (′17) 예비>인증, (′18) 예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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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 평균 교육과정 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더 많았음

◦ 기업당 평균교육시간과 근로자 1인당 평균교육시간은 인증사회적기업이 더 많았음

‐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간 1인당 평균교육시간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단순 전달하는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질의 교육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함(예: 리포트 작성 등)

◦ 자기개발 역량강화 교육은 근로자의 사회적 가치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지표 10. 고용 성과

◦ ′18년은 ′16년에 비해 총유급근로자 수는 감소했으나 예비사회적기업은 동 기간  

3배 가까이 증가함

‐ 기업규모 측면에서 인증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보다 상당히 크므로 예비사회적

기업 근로자 수 증가는 총유급근로자 감소세에 영향이 미미함

◦ 기업당 평균근로자 수에서는 인증사회적기업에서는 감소했지만 예비사회적기업에서는 

증가했음

지표 11. 매출 성과

◦ 영등포구 전체 사회적기업은 총매출액에서 3년 동안 증감이 있었으나

‐ 예비사회적기업에서는 동 기간 증가세를 보였음

◦ 기업당 평균매출액에서도 이와 유사한 변화 양상이 나타났음

‐ 이 기간 예비사회적기업의 평균매출은 2배 증가

지표 12. 영업성과

◦ 영업이익에서도 총매출액과 유사하게 3년 동안 증감이 있었음

‐ 기업당 평균영업이익에서는 인증사회적기업은 감소 후 증가, 예비사회적기업은 증가 후 

감소세를 보임

◦ 인증사회적기업 당기순이익은 3년 동안 증감이 이어졌으며 평균 당기순이익에서도 

비슷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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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에 응하고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면

‐ 영업이익은 감소했으나 당기순이익은 증가했고 이 양상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16개 

기업 분석에서도 나타남(′18년 예비사회적기업 사례 제외)

‐ 증가한 이유를 ‘영업외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음

지표 13. 노동생산성

◦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영업이익은 3년 동안 동일한 추세를 보임

◦ 영업외수익이 포함된 1인당 당기순이익은 1인당 영업이익보다 증가했음

(단위: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1인당 영업이익 -908 -2,373 -1,380

1인당 당기순이익 653 320 376

증가액 +1,561 +2,693 +1,756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표 42]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근로자 1인당 영업이익과 1인당 당기순이익 비교

◦ 지표 10∼13의 분석 결과에서 대체로 분석결과의 증감폭이 컸는데 이는 안정적인 

사업성과를 내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안정적인 사업성과는 경쟁력 있는 재화·서비스 생산에서 출발하는바 이를 위해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함

‐ 재원마련의 한 방안으로 SIB24)(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지표 14. 혁신노력도

◦ 지표 14개 중 가장 저조한 제출률을 보임

◦ 과정혁신을 위해 전문인력 도입, 경영시스템 개선, 시장 및 기술분석 등이 실행됨

◦ 그 혁신의 결과로 신상품 개발 및 수익창출, 고객만족도 증가 등이 나타남

◦ 14개 지표 중 가장 주관적인 지표로 제출된 내용으로는 평가가 어려움

‐ 혁신노력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24) 정부가 민간운영업체에 정책 과제를 위탁한 후 민간업체가 정책 수행 목표를 달성할 경우 관련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고, 실패할 경우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성과급 투자 방식(Social Impact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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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진단

  

1)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사업 현황

◦ 영등포구의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지원사업) 사회적기업에 자금을 직접지원하여 인건비, 개발비 등에 충당할 수 

있게 하는 재정지원사업 형태

‐ (간접지원사업)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판로개척 및 공공구매 등의 사업을 지원

하는 형태

① 직접지원사업(재정지원사업)

◦ 영등포구가 사업비 100%를 지원하는 구비 사업은 1개이고 나머지는 모두 국비와 

시비를 바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

‐ 재정지원사업의 성격상 영등포구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데에는 예산제약 및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지원사업을 실행에는 한계 존재

연번 사업명 사업비 비고

1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중앙․지방

2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중앙․지방

3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중앙․지방

4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중앙․지방

5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기초(영등포) 100% 구비 지원

자료: 영등포구청 내부자료

[표 43]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직접지원사업 현황(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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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접지원사업

◦ 영등포구의 자체 사업비로 진행하며, 관내 사회적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으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 순수한 영등포구의 구비 자체로 운영되다보니 지원대상 및 규모에는 일정한 한계 

존재

◦ `20년에는 전년보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

연도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2019

영등포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 15,000

공공구매 연계사업 발굴 `18년 약 29억원 구매 실적

판로확대방안 용역 11,000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 32,800

공정무역 팝업스토어 운영 11,660 시비 100%

공정무역 활성화 20,000 시비 100%

주민기술학교 사업

2020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도점검

분기별 1회 점검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19년 약 35억원 구매 실적

분야별 소통릴레이 추진

현장방문 계획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업무공간 임대(1년)

사회적기업 청년전문인력 
지원사업

20,000 내외 국비, 시비, 구비 등

자료: 영등포구청 내부자료

[표 44]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간접지원사업 현황(′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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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정책 평가

① 사회적기업 지원의 강력한 의지

◦ 영등포구는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인 형태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19년 일자리경제과 소속 사회적경제팀을 사회적경제과로 확대‧개편하고 관련예산도 

7배 증액(1.5억→11.3억)

‐ `19년에 관내 사회적기업에게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한 

가시적 사업성과 도출

② 지속적인 기업지원 체계마련 시도

◦ `20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지역문제해결형 소셜벤처팀 육성사업 실시

‐ 지역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

시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사업기간 2년)으로 지원받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③ 간접지원사업 중심의 사업 편제

◦ 사회적기업이 시장경제 내에서 경제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만의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이 수반돼야 하고 공공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제도․자금 등의 지원이 필수적

◦ 다만 기초자치단체인 영등포구가 구비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직접지원 

방식보다는 간접지원 방식을 선택함에 따른 사업편제의 쏠림이 나타나고 있음

‐ `20년 사업에서도 유망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은 1개인 반면, 구정 

중심의 사업추진이 5~6개 수준이며 사업비 역시 2배 이상 많은 것을 확인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관내 사회적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적정한 사업방식의 선택과 

실행 관련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

‐ 관내 사회적기업의 세밀한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정보수집 

및 분석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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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1) 개 요

◦ 본 절에서는 앞서 4장에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설문조사 결과 중 개선 필요가 

있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1) 설문조사 평가결과

◦ 설문조사 결과 중 ‘개선’으로 분류된 지표는 아래 [표 45]와 같음

‐ (지표 4․5) 사회적기업이 기업 간 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지표로써 관내 

기업들은 동 지표에 대해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지표 9)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기본이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구상 필요

‐ (지표 10․11․12․13) 사회적기업이 일반 시장경제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기업으로써의 역량 강화가 필요

지표 지표명 내용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수준 기업 간 또는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사업 내지 협력활동의 중개를 
위해 구청의 시스템 마련 필요5 지역사회와의 협력수준

9 근로자 역량 강화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 1인당 교육시간 확인 필요

10 고용 성과 인증사회적기업 고용 감소세

11 매출 성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해 인증사회적기업 증가세 둔화

12 영업 성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매년 증감폭이 큼

13 노동생산성 (1인당) 매출액 증가에 비해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은 증감  

자료: 영등포구청 구정연구단 설문조사(2019)

[표 45] 평가결과가 개선으로 나타난 사회적 가치지표(S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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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도출

◦ 설문조사 평가결과로부터 도출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은 아래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지표에 부합하는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지원 방안에는 

△임팩트투자 생태계 조성사업,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 △근로자 우수기업탐방 

지원, △고경력자 활용 및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정례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임팩트투자 생태계 기반 구축) 대부분 사회적기업의 당면 현안이 안정적 자금확보라는 

측면에서 정부투자자금 또는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 투자 생태계 조성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써 안정적 자금확보는 필수적

‐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윤을 위한 안정적 사업기반 및 투자환경 조성

◦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사회적기업의 큰 애로사항인 홍보․마케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업-사회적기업-소비자’를 연결하는 통합플랫폼 구축 및 활용

◦ (사회적기업 근로자 우수기업 탐방지원) 국내 우수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등으로의 

탐방을 통해 사업 활성화 요인을 알아보고 근무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표 지표명 지원 정책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수준 • 사회적기업 판로개척지원

  → 영등포구 소재 민간․사회적기업의 니즈를 매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5 지역사회와의 협력수준

9 근로자 역량 강화

• 사회적기업 근로자 우수기업 탐방지원

  → 우수한 사회적기업 및 혁신성이 높은 소셜벤처 등의 탐방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경영 노하우 전수 등

10 고용 성과 • 임팩트투자 생태계 기반 구축

  → 유망한 사회적기업이 정부기관, 민간투자자 등과 협업 및 

투자유치가 가능한 환경 조성

• 기타 지원사업

  → 고경력자 활용을 통한 컨설팅 지원

  →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정례화 추진

11 매출 성과

12 영업 성과

13 노동생산성

자료 : 설문조사를 결과를 중심으로 저자 작성

[표 46]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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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성화 방안 

(1)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 생태계 기반 구축

◦ 임팩트투자

‐ (개념) 사회적·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경제적 수익에 

집중한 투자방식과는 구별되며, 투자가치 중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익까지 

고려하다는 측면에서 단순 기부활동이나 정부지원사업과도 구분

‐ 임팩트투자를 위한 기업 발굴과 투자 대상은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회적

경제조직(소셜벤처, 협동조합 등) 등이 될 수 있으며, 투자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별

하는 기준은 주요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Ÿ 소셜벤처 또는 사회혁신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혁신성이 

중심 되는 기업들이 임팩트투자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

Ÿ 다만, 최근에는 사회적기업 또한 임팩트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 임팩트투자는 사회적 가치(소셜임팩트) 추구를 위해 다양한 임팩트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과 그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 사회혁신을 유도

소셜 임팩트

사회

혁신

주체

임팩트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소셀벤처, 비영리스타트업 등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소셜 프로젝트

• 교육

• 의료

• 문화

• 환경

• 도시재생 등

[그림 3] 임팩트투자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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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임팩트투자 시장(2019년 기준)

‐ (현황) 국내 임팩트투자 관련 총자산 규모는 4,300억원 이상으로 추정

Ÿ 대부분 ′17년 이후 정책자금 출자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

Ÿ 임팩트펀드가 정부기관 중심으로 활발하게 조성됨에 따라 임팩트투자를 위한 

정책자금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됨

‐ (투자용역) 교육, 공유경제·플랫폼사업, 콘텐츠제작, 식품사업 및 헬스케어 등의 

총 5개 영역에 주로 투자 실행

◦ 국내 임팩트투자 펀드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비롯하여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펀드’ 등이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조성 및 

운용되고 있음

‐ 각 펀드는 분야별로 지원금의 규모와 시기 등이 상이

‐ 대부분의 임팩트투자는 사회적기업보다는 혁신성이 강조되고 있는 소셜벤처, 사회

혁신기업 및 일반기업 등에 지원되고 있는 상황

연번 기금명 내 용

1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적금융 상품의 개발 및 공급

2  모태펀드
 정부가 기금 및 예산을 벤처기업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벤처캐피털에 출자

3  성장사다리펀드
 유망한 벤처․중소기업 및 성장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4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돌봄․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및 사회 
주택 사업자 투․융자 지원

5  사회적기업 전문펀드  SK그룹 등 민간기업 중심의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 등을 중심으로 조성

자료: 저자 작성

[표 47] 임팩트투자 관련 주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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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투자로써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 (개념) 민간투자 재원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에 성과나 목표 달성 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을 집행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수익과 함께 상환하는 계약

Ÿ SIB는 일종의 금융계약에 해당되며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bond)과는 

별개의 개념임

Ÿ SIB를 활용함으로 정부는 성과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만 자금을 집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절감된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됨

‐ (배경) 2000년 이후 세계적으로 임팩트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투자펀드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 방식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단순 지원 및 기부 

등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Ÿ 특히, 증대되는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정부예산 제약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함

Ÿ 혁신적인 금융플랫폼과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성과

연계채권(SIB) 도입에 대한 활발한 이론적․실증적 논의 실시

‐ (현황) 2015년 4월 아시아 최초로 서울시가 SIB사업을 공공부문에 접목 시작

Ÿ 세계 최초 SIB는 2010년 영국의 교도소 출소자를 대상으로 사회정착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추진되기 시작 

목표 :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능력과 사회성을 향상시켜 주는 것

[그림 4] 서울시 SIB모델: 아동복지시설 사회성과보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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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향)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SIB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활발하게 추진

Ÿ SIB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지방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Ÿ 특히, 정부예산은 단년도 예산체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수년에 걸쳐서 예산집행이 

필수적인 SIB사업의 추진에는 근본적 한계 존재

Ÿ 서울시(전국 최초,′14),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수원시, 안양시 등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관련 조례 제정

·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가 최초 마련(′20.5월)

Ÿ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17)」 등을 발간하여 활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 지원수단으로써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 (추진전략)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SIB 시범사업 추진

Ÿ (조례제정)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Ÿ (전문기관)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선정

Ÿ (투자유치) 사회적기업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윤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투자자금 유치방안이 핵심요인‐ (자금모집) 

Ÿ 임팩트투자에 관심이 큰 민간기업과 소셜펀드 운용사 대상으로 자금 모집

· 이들 기업에게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을 설명 

·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SIB사업의 취지 등을 소개하는 사업설명회 실시

· 관내 여의도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소셜펀드 전문운용사를 중심으로 임팩트투자 

관련 협의체 구성

· 투자자의 관심 유도와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Ÿ 구민이 직접 투자하는 사회적기업

· 투자유치를 원하는 관내 사회적기업의 신청을 받아 구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실시

· ‘구민 대표-학계-구청’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투자 기업을 정하고 자금투입

· 향후 사업성과 설명회를 통해 구민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 마련

· 특히, 사회성과연계채권 방식을 도입하여 구민이 직접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은 전국 최초로 제안하는 것임‐ (기대효과)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으로 SIB사업의 활용은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Ÿ (사회적기업) 자금한계로 시도하기 힘들었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재화나 서비스 

생산의 원동력 마련

Ÿ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관련 예산 집행의 부담감소

Ÿ (투자자) 투자기회 확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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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 (필요성) 영등포구 사회적기업이 재화‧서비스를 수요 및 공급을 할 때 관련 정보 부

족 및 홍보․마케팅 수단 부재 등으로 효율적인 기업운용에 어려움 발생

‐ 사회적기업이 기업 간 또는 지역사회와의 밀착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기업성장 속도가 더디거나 성장한계가 봉착하는 경우 발생

‐ 사회적기업은 온·오프라인 등의 대부분의 판매채널에서 약세를 보임에 따라 낮은 

재화․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제약 존재

◦ (추진방안) 사회적기업에게 제공 또는 수요가 존재하는 사회적기업의 재화․서비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영등포구 사회적기업-소비자 전용 통합플

랫폼 구축 기반 조성

‐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영등포구 ‘사회적기업-민간기업-소비자’를 중개하여 안

정적인 수요시장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 (기대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

Ÿ 또한,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와 소통․융화될 수 있는 기회 마련

‐ (소비자) 구민의식 증대 및 지역 내 사회적기업 관련 다양한 정보 획득 용이

‐ (민간기업) 새로운 수요․공급처 확보 가능

[그림 5]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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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기업 근로자 우수기업 탐방

◦ (필요성) 사회적기업의 가치추구 및 미션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지속성 유지에 난항

Ÿ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 및 경영목표 등에 대한 구체적 전략 부족

Ÿ 적정한 가치추구 설정과 구체적 전략수립을 통한 사회적기업으로써의 정체성 

정립 필요

◦ (추진방안) 국내 우수한 사회적기업․소셀벤처․협동조합 등의 탐방을 통해 회사경영 

노하우 및 혁신성 등에 구체적인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지원

Ÿ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만의 혁신성 관련 탐구

Ÿ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기대효과) 국내의 선도적인 사회적기업 등의 탐방을 통해 기업가정신, 지역사회의 

공헌 및 지속적 사회적기업 환경 구축을 위한 요인 등을 심층적 분석과 적용 가능

Ÿ 회사 내에 존재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전과 미션 

발견 가능

Ÿ 구체적 전략수립과 실행․검증 과정의 반복으로 안정적인 사회적기업 경영을 위한 

노하우 습득 가능

[그림 6]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비전-전략 수립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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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경력 퇴직 전문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지원

◦ (필요성) 사회적기업의 용이한 창업 유도와 창업 초기 직면할 수 있는 회사경영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청 지원의 한계

◦ (추진방안) 

‐ 전문분야 컨설팅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수요에 맞는 퇴직 전문인력과 매칭

Ÿ (울산시 사례) 지역 내 은행 전직 지점장 등 5명으로 구성, 중소기업의 신용설계 

및 관리, 공적채무조정 지원 컨설팅 등 지원

◦ (기대효과)

‐ 퇴직 전문인력의 컨설팅으로 회사경영의 유연화

‐ 퇴직 전문인력의 재취업 기회 증가

(5)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정례화

◦ (필요성) 사회적경제 운영에 민관의 협력적 체계구축은 정책수립 및 추진 시발점

‐ 관련 조례25)상 육성위원회 설치는 규정되어 있으나, 개최는 비정기적

‐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더 큰 역할 필요 

◦ (현황) ′19년 1회, ′20년 1회 개최

‐ 두 차례 모두 안건은 ‘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연장심사’만 다룸

‐ 조례상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등’의 관련 논의는 찾기 힘듦

25)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등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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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안) 위원회 정례화를 위한 조례 마련으로 구체적인 정책수립 및 추진동력 확보

‐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여 이전 분기 사업진행 확인 및 해당 분기 사업진행 

방향 설정

‐ 중장기적 육성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들 참석을 통해 구청의 일관된 계획 설정  

◦ (기대효과) 사안에 따라 기속권을 부여하여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정책 최종심의 

기관으로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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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1) 종 합

◦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어오면서 소득불평등․사회양극화가 심

화되는 양상을 보임

‐ 소득불평등․사회양극화는 세계 여러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로 2000년 이후부터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방안으로써 사회적경제가 대두됨

‐ 우리나라도 지난 10년 전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

‐ 문재인 정부는 포용성장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통합과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관련 경제․사회적 정책을 광범위하게 실행

◦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 흐름 속에서 영등포구는 사회적경제 실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 특히, 영등포구는 2019년 사회적경제과를 확대‧개편하여 기존 각 부서별로 이뤄지던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컨트롤타워로 매김함

‐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 적극 홍보 및 관련 업무 지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보조를 통한 사회적기업 경영 관련 상시컨설팅

‐ 관내 사회적기업 마케팅 지원 추진 등

◦ 관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은 중장기적으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발

전과 지역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

‐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한 자금지원(임팩트투자 생태계 조성) 및 마케팅 채널 확보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는 다른 지역구와 차별화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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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 현재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

‐ 따라서 영등포구가 지역 사회적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

에 기반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필요

◦ 따라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시적 계획이 필요하며 아래 사항이 고려

되어야 함

‐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상세한 현황 파악

‐ 사회적경제를 위한 보다 강한 정책추진 의지 등

◦ 사회적경제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추진

‐ 사회적경제육성 관련 기초연구 수행으로 안정적 정책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

‐ 기초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정책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연구 및 혁신적 수단(SIB 등)을 

접목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기초연구를 활용한 ‘사회적경제육성계획’ 수립 추진

‐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육성계획의 수립으로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실행하고 

영등포구가 사회적경제 선도 지방자치단체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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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의 범위

3.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4.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5. 사회적 가치지표 설문지

6.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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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사회적 가치 개요26)

의 의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균형 있는 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 가치가 중요

◦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구현, 사회문제 해결 등은 경제성장에 필수요소이며 현정부  

국가비전인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

◦ 국제적으로도 경제적 효율성 위주 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가치에 주목

‐ 스웨덴(샬트셰바덴 협약, ′38년)과 네덜란드(바세나르 협약, ′82년)는 연대를 통해 

노동-자본 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

Ÿ 이익집단이 정부와 함께 정책협의 → 임금 조정 등으로 일자리 창출

‐ 특히, EU, 영국 등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천노력을 전개하고 법제화나 국제규범

화하는 추세

개 념

◦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공익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

◦ 개인의 경제적 후생에서 시작하여 삶의 질, 공동체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하는 ‘균형감 

있고 포괄적인 발전’ 개념(sustainability)

26)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2020,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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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사회서비스의 범위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칭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 예술, 관광 및 운동서비스

◦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 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

◦ 문화재 보존 및 활용 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서비스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분 야 개 요 예 시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교육기관(유아‧초중고), 특수학교, 
직업훈련 등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보호), 교육서비스 집단 보육시설 등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의료(병원, 의료 등)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 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활동,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문화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문화예술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청소 등 사업
시설관리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
(건물, 산업시설 청소, 방제서비스)

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활동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간병 및 
개인서비스

개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가사, 산모, 육아도우미 등

산림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 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임업 관련 서비스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 받은 활동

자료: 2020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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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

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

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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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①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사회적 투자수익률)

◦ 사기업의 투자수익률(ROI)처럼 사회적기업이 올린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사회적 회수(returns)/투자(investment)

‐ 여기서 사회적 회수는 사회적 부가가치 크기로써 ‘사회적 편익-사회적 비용’

② IRIS(Impact Reporting & Investment Standards; 사회영향투자보고서 및 투자기준)

◦ 사회혁신 벤처들의 경영 활동이나 투자 포트폴리오 성과의 지표화

‐ 사회적 가치를 기술하고 커뮤니케이션 기본 도구로 사회‧환경적 가치를 정리하고 

논의할 때 공통의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짐

‐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비즈니스 특성에 맞게 성과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③ GIIRS(Global Impact Investing Ratings System; 글로벌 사회성과투자시스템)

◦ IRIS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한 임팩트투자 평가시스템

‐ 기업이 만들어낸 사회‧환경적 임팩트를 평가하여 투자자와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

‐ 임팩트투자 기관들은 기금으로 추진된 사업이나 기업이 어떤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는지 비교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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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사회적 가치지표 설문지

□ 사회적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설립일

주 업종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요 연혁

주요 사업 내용

매출액 등 
(단위: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근로자 수

취약계층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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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1. 사회적 가치 추구

미션

비전

추진전략

사회적 목적
명시자료

정관(  ) 미션선언문(  ) 비전선언문(  ) 기타 자료(  )

해당 항목에 체크 박스 표시(√; 중복 체크 가능)

지표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판단요소 구축여부 내용(요약)

측정기준
유(  )
무(  )

담당인력
유(  )
무(  )

성과보고서
유(  )
무(  )

평가위원회
유(  )
무(  )

평가결과
사내 공유

유(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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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 내용(요약)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외부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 가치

지표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활동 횟수

지표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활동 횟수

지표6. 사회적 환원 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이윤)의 활용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이윤)의 활용

기타(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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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의사결정 
기구

전체 
구성원

회의일자
사외이사

(명)
근로자 
인사(명)

조합원(명)
총참여 
인수(명)

합  계

참가비율

지표8. 근로자 임금 수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유급근로자

총급여(천원)
총근무시간(시간)

지표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교육 전체 
근로자 수

(A)

수혜자 수
(B)

교육시간
(C)

1인당 
교육시간

[D=(B⁕C)/A]영역 교육과정명

법정의무
교육 외

합계(연평균 1인당 교육시간)

지표10. 고용성과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유급근로자 수(명)

지표14. 혁신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과정의 혁신
혁신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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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개 요

◦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과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미래의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 자율경영공시자료를 그래프나 그림 등 보기 쉬운 형태로 구성하여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 공시

‐ 자율경영공시는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사회적기업 중 공시의사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실시

목 적

◦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제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널리 알려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도모

‐ 사회적기업이 스스로의 활동과 성과를 정리하여 자체적으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공시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 공시를 통해 기업 스스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공시참여기업에게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적극 홍보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 예정

광역자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기업 수 64 21 18 31 30 17 18 73

광역자치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제주

기업 수 28 22 26 29 22 33 32 17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9) 재편집

자율공시제도 광역별 공시참여기업 분포(2018년도 총 4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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