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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 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
도로공사 사례를 중심으로1)
김정원2)･양동훈3)

본 연구는 한국도로공사라는 공기업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책임활동을 측정하고 체계
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 활동의 측정을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사회적 책임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
여 사회적 가치 활동을 측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사회적 가치 활동을 조직
의 기존 성과관리에 결합하여 실행함으로써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활동을 경영관리 시
스템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는 미션과 비전에서
도출된 9개 사회적 가치별로 64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자가진단시
스템과 사회적 성과평가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도로공사
의 사례는 그동안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보여 왔던 조직의 비전에 명확히 연계
되지 못한 활동, 다양성이 부족한 사회적 책임활동 프로그램, 명확한 추진체계의 부재,
측정지표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한 경우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가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과 단기적인 성과
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이고 정성적인 성과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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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종래에 사회적 책임활동을 주로 사회공헌활동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관계가 중요시 되면서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고객, 정부, 시민, 소비자, 협력업체 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김택규･
홍순만, 2019; 박종철･김경진･이한준, 2010; 방준용, 2019; 원구환, 2014; 이종영, 2013; 주상
현, 2016; 주효진, 2015; Carroll, 1979; Kalestsky, 2010). 특히 기업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실행하게 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혹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유가 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수준을 스스로 높여서 잠재적 진입자가 산업에 들어
오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Amalric & Hauser, 2005).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 스스로의 의도적 활동이든, 이해관계자에 의해 요구되는 활동이든 최근 기업은 사회
적 책임활동이 조직성과와 긍정적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전략적 의미를 인식하고 있
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활동을 관리하
고, 개선해나가기 위한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공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주목받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숫자는 2014년 기준으로 1994년의
200% 가까이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공기업의 지출규모 역시 증가추세이다. 또한
2005년 한국은 OECD의 공기업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1년 정부는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적극 추진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주상현, 2016). 공기업은 사회적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기업이라
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공익적 활동을 설립목적에 따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기업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임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
국내 일부 사기업들은 사회적 책임활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측정하며, 추진체계를 정비
하여 실행과정을 개선해나가고 있는 추세이다(양동훈, 2019).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는 사회
적 책임활동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측정지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정부가 정한 경영평가에 의해 의무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원구환, 2014). 2018년부
터 행정안전부는 9개의 사회적 책임성 지표를 설정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
행하고 있는 형편이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체계는 매우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경영을 사회적 공헌활동에 국한하고 일시적 활동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경영의 지속성은 약한 상태이다. 다행히 최근 공기업의 사
회적 책임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개발 연구가 진행되어 공기업의 사
회적 책임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김택규･홍순만, 2019; 방준용, 2019)
본 연구는 한국도로공사의 사례에 근거하여 공기업에서 사회적 책임활동을 측정하고 체
계화하는 초기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를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국내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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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최초로 사회적 책임활동을 계량지표로 측정하였다는 점과 사회적 책임활동을 일상적
경영활동에 포함시켜 경영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과거 공기
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지나치게 정성적 지표에 치우쳐왔고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기 위
한 목표에 국한되었다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활동의 측정을 보
다 체계화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을 지속적 조직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
는 체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사회적 책임 가치를 화폐가치로
표시하는 실험적 시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조직 성과관리에 결합하여
상시화 하는 시도를 추진하고 있어,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경영에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책임활동의 개념과 목적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사회의 지속과 안녕을 위해 마땅히 지
켜야 할 책임을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 실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사회적 책임활동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기업윤리, 사회공헌활
동 등의 용어가 있으며 일부 중복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종영(2013)은 사회적 책임을 ‘기업경영과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 기업이 자발적
으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으
로 규정하고 있다. 윤리경영이나 기업윤리는 이에 비해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판단기준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책임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을 강조하는 것으로 윤리경영과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
무자들은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간에 개념 구분 없이 혼합해서 사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양동훈, 2019).
또한 사회적 책임활동을 협소한 의미에서 사회공헌활동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
적 책임활동은 사회공헌활동과 같은 자선적 봉사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다수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활동으로 보아야 한다(원
구환, 201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해관계
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Buono & Nicholas,
1990; Clarkson, 1995; Wood & Jones, 1995). 기존 연구에서 사회적 책임활동의 개념을 정
의할 때, 특히 3가지의 관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사회적 책임활동의 차원
이고, 둘째는 사회적 책임활동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 셋째는 사회적 책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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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우선순위이다. 3가지 개념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조직의 입장에서 어떤 사회적 책임활
동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두어 실행할 지가 명확해 진다.
첫째, 사회적 책임활동의 차원에 대해서 Carroll(1979)은 사회적 책임활동을 ‘주어진 특
정 시점에서 사회가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및 재량적 기대’라
고 정의하였으며, Jones(1980)는 유사하게 ‘특정 조직에 대해 주주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
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및 재량적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이종영(2013)은 Carroll(1991)의 분류를 재인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표 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
에 속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영역
사회적 책임

내 용

경제적 책임

재무상태, 이익, 주가, 연구개발, 재투자, 투자홍보 등

사회적 책임

노동관계, 작업장 안전, 인권 및 차별금지, 뇌물, 지역사회 관계, 공정경쟁, 제조물
책임 등

환경적 책임

에너지, 물 사용량 절약, 생물 다양성, 폐기물 배출 감소, 친환경 경영 등

출처: 이종영(2013), 기업윤리, p. 83.

김해룡･김나민･유광희･이문규(2005)은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
인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책임활동을 사회적 공헌활동, 지역문화 사업 활동, 소비
자보호, 환경보호, 경제적 책임이라는 5가지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책임활동 척도를 개
발하는 과정에서 김해룡 등(2005)은 Carroll(1979)과 Maignan(2001)의 포함하여 국내 기업에
적용가능한 척도만을 요인분석을 통해 정제하고자 했다. 34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등 180명에게 배포하여 그 결과를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사회적 책임활동의 개념에는 이해관계자론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Evans &
Freeman(1988)은 사회적 책임을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기업
이 중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회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즉, 기업의 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 내 모든
집단을 이해관계자로 정의하여, 책임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Clarkson(1995), Donaldson(1995)은 기업이 사회내 모든 집단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행위에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만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여, 이해
관계자의 범주를 개별 조직의 입장에서 한정지울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사
회적 책임활동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지, 조직마다 다르게 규정할 지는 논란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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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해관계자 범위 이외에 사회적 책임활동은 이해관계자 간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대표적으로 Carroll(1991)은 사회적 책임활동의 이해관계자 간에 우선
순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적 책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1단계는 경제적 책임, 이
후 2단계는 법률적 책임, 3단계는 윤리적 책임, 4단계는 자선적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높은
단계의 사회적 책임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책임 정도가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없다
고 하였다. 이는 자선적 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다 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경제적 책임이나 법률적 책임에 대한 조직의 실행정도가 중요하
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한준･박종철(2008)은 사회적 책임활동의 우선순위 중 경제적 차원의 중요성이 기업에
대한 반기업정서에 따라 변화됨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소비자의 반기업정서가 높을수
록, 경제적 차원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반면에 윤리적 혹은 자선적 책임활
동의 중요성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회적 책임활동의 목적은 기업이 개인처럼 사회적 책임을 가진다는 입장과 기업의 이
익극대화의 한 수단이라는 입장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전자의 입장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윤과 관계없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목적으로 보며, 기업의 입장에서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는 순수한 기여행위로 해석하고 있다(Schwartz, 1968; Steiner, 1971).
반면에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또 다른 이익극대화의 수단이라고 보는 후자의 입장은 기
업의 모든 활동은 이익극대화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Friedman, 1962).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회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끌어올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B to C 기업들 즉,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가진
기업일수록 사회공헌비용이 더 많아지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Fry, Keim & Meiners,
1982). 같은 맥락에서 Johnson(1966)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혹은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활동의 효과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배정호･김병도･김준호
(2008)은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사건연구방법론
을 통해 발견하였다. 그들은 100개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사건 당일과 사건 직전일
의 수익률을 합쳐 1.04%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박헌
준･이종건(2002)은 기부행위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킨다는 결과와 반대로 향상시킨다
는 결과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이익극대화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실증
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사회적 책임활동이 순수한 사회적 기부행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
익극대화의 수단인지를 실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책
임활동은 순수한 기부행위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이익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2가

윤리경영연구 제20권 제2호 (통권 제32호)

103

공기업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 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도로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지 목적 모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익 수단적 사회적 책임활동은 영리기업에는 쉽게 적용될 수 있지만, 비영리기업의 사
회적 책임활동을 설명하는데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사례는 한국도로공사라는 비영리기업
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활동을 이익극대화의 수단으로만 해석하는 입장은 직
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본 사례연구의 대상인 한국도로공사 같은 공기업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비록 그 설립 목적 자체가 공공성을 가졌다 하여 해당 조직이 사회적 책임활
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공기업 역시 기업형태를 취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정상적 운영을 위한 수익관리가 필요하다. 공기업에 대
한 기업체이론(enterprise theory)에 의하면 소유권을 가진 주주가 없더라도 기업의 의사결
정이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한다(Kalestsky,
2010; 원구환, 2014). 공기업과 사기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은 사회적 기관(social institution)
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사회에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공기업은 사회적 목적
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경영에 있어 사기업보다 더 엄격한 관리가 기대된다.

2. 일반 조직의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
본 장에서는 사례분석에 앞서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지표 대한 국내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표개발 연구를 검토하고, 그후 다음 단원에서 공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지표개발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활동 지표개발 연구로서. 김해룡 등(2005)은 한국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사회적 책임활동 차원을 사회공
헌활동, 지역문화 사업활동,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경제적 책임의 5가지로 규정하였다. 그
들은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Carroll(1979)과 Maignan(2001)의 차원구분을 넘어 보다 다
양한 차원들을 탐색하였다. <표 2>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기존의 차원들을 보
여주고 있다.
김해룡 등(2005)은 사회적 가치 8개 차원에 대해 총 34개 측정항목을 검증하였다. 그들
은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16개 측정항
목을 선별한 후 이동통신서비스와 패밀리 레스토랑의 2개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3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예측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5개 차원 16개 측정항목은 소비
자 신뢰와 소비자 충성도라는 예측변인에 대해 70% 내외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특히 그들은 소비자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회 책임활동으로 사회공헌활
동, 지역문화 사업 활동,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 그리고 경제적 책임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소비자들은 사회적 책임활동의 전통적인 차원인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같은 다소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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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차원보다 직접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차원들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2>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차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출처

추상적 개념

경제적 책임

Carroll(1979), Maignan(2001)

법적 책임

Carroll(1979), Maignan(2001)

윤리적 책임

Carroll(1979), Maignan(2001)

자선적 책임

Carroll(1979), Maignan(2001)

사회적 기부

Herpen, Pennings, & Meulenberg(2003), Lafferty(1996),
Sen & Bhattacharya(2001)

환경보호

구체적 개념

지역 문화 사업활동
소비자보호

Carroll(1979), Herpen et al. (2003), Lafferty(1996)
Lafferty(1996), Sen et al. (2001)
Carroll(1979), Herpen et al. (2003)

출처: 김해룡 등(2005)에서 재인용하고 일부 수정함.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서 박종철･김경진･이한준(2010)은 사회적
책임활동의 차원을 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조사하여,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구축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책임활동의 차원을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자선적 책
임이라는 4가지로 구분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치의 요인분석 값을 척도로 활용하였다.
그들은 Carroll(1979)이 주장한 사회적 책임활동의 4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28개의 설문문항
을 만들고, 이를 176명의 성인에게 질문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4개 요인이 존재함을 실증
적으로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4개 차원으로 구분 가능한 17개 항목을 사회적 책임활동의
측정지표로 선정하였다.
박종철･김경진･이한준(2010)은 사회적 책임활동의 측정지표로서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이라는 4개 차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4개 차원 중 법률적 차원에
해당되는 항목은 실제 기업평가결과와 예측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 못해 측정항목으로서
타당성이 낮음이 발견되었다. 나머지 3개 차원인 경제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활동 간의 중
요성을 평가해본 결과, 경제적 책임활동, 자선적 책임활동, 그리고 윤리적 책임활동의 순으
로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책임활동의 차원 간에 기업
평가에 중요한 우선순서가 존재하였다.
한편 김성택･안성식･이훈영(2011)은 계층적 절차분석(Analytical Hierarchy Process) 방
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활동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3 성과지표를 원용하여, 국내 전문 인력과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형 사회적
책임활동지표를 개발하였다. G3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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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환경적 성과지표, 사회성과지표의 3가지 차원에서 보고서 작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담당자 60명과 일반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계층분석
절차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책임활동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표본 조
사에서 나타난 사회적 책임 차원 간의 중요도는 경제적 성과지표가 0.38, 사회적 성과지표
가 0.34, 환경적 성과지표가 0.28로 나타났다. 그들의 성과지표를 적용하면 복수의 기업 간
사회적 책임활동의 상대적 순위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특정의 기업의 경우에도 사
회적 책임활동의 변화를 지표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연구는 사회
적 책임활동을 단지 보고서 형태가 아닌, 기업 간에 비교가 가능한 지표 형태로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공기업의 정의와 사회적 책임활동의 중요성
공기업은 정부 투자 및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요건에 따라 정의된다.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
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공기업에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2가지 유형이 있다. 시장형 공기
업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으로 한국
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해당된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그 외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말하며,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진흥공사 등이 해당된다. 공기업과 유사한 조직으
로는 준정부기관이 있다. 준정부기관은 공단이나 재단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며, 공기업이
아니지만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준정부기관의 사례에는 국민쳬육진흥공단, 국민연금공
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장학재단 등이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합친 개념은 공공기
관 불린다. 따라서 공공기관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3가지
범주가 존재한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기정된 기관은 모두 340개이며, 이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5개, 기타 공공기관은 209개로 되어 있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020).
공기업은 36개로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서 수치로는 크지 않지만, 공기업의 예산규모는
여타 유형의 공공기관에 비해 크기 때문에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활동은 공공기관 전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은 지역 내 총생산의 12.5%를 차지
할 정도로 크며, 공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기업의 비중은 증
가하고 있다 (원구환, 2014; 주상현, 2016).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 계기는 2011년 3월 대통령의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경영
역할의 중요성 인식이었다. 범정부적 차원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공공기관
의 사회적 책임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상현, 2016).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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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로서 원구환(204)은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 공기업이 지방경
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점, 공기업이 기업의 형태를 가지지만 공익성이 매우 높
은 조직이라는 점을 들어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기업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민간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사회적 책임을 가질 수 있다.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높은 사업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회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사기업은 이익 추구하는 목표로 인해 사회적 책임활동을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기업은 태생적으로 공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활동이 선택적이 아닌 필수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 공기업은 소유주나 주주와
같은 협의적 이익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대중에 큰 파급력을 주는 위치에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공헌활동의 수준과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Kaletsky, 2010; Hendricksen,
1982). 특히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기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가치 활동 척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4.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측정
한편 공기업은 이윤 추구적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사회적 책임활동 지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러나 공
기업 역시 기업이라는 형태를 갖추고 지역사회와 일반 대중을 위한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사기업과 전혀 다른 형태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
나 공기업의 경우 그 설립목적을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활동 지표 개발에 있어 보다 상황
적합적인 지표를 도출해내는 추가적인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앞서 연구들이 조직유형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지표 혹은 사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
여 지표를 개발하였다면, 방준용(2019)은 공기업에 적용가능한 사회적 책임 측정모델을 개
발하였다. 그는 사회적 책임측정 도구인 ISO26000,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UNGC
(UN Global Compact), KEJI(Korean Economic Justice Institute Index, 경제정의지수) 같
은 기존 지표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ISO26000을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수정과정은 ISO26000의 195개 지표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양자 간의 상관성이 높은 것을 가려내는 방식을
취했다. 양 지표 간의 상관관계의 p값이 0.1 이하인 지표만을 가려내어, 최종적으로 147개
항목을 사회적 활동 영역별로 정리하였다.
방준용(2019)은 사회적 책임활동의 차원을 ISO26000의 구분을 따라, 인권, 노동관행, 환
경, 공정운영관행, 고객,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이라는 6개로 구분하고 이들 차원들이 행정
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지표와 갖는 연관성을 밝혔다. 그의 연구가 가진 의미는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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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지표에 포함된 사회적 책임활동들을 ISO26000의 각 차원으로 다시 구분하고, 경
영평가지표의 체계를 글로벌 평가지표의 차원에서 재정리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는 이를
통해 향후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평가지표를 더욱 체계화하도록 하는 기초를 제
공하였다.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또 다른 연구로서 김택규･홍순만
(2019)은 지방공기업 사회적 책임활동의 평가지표인 일자리창출, 일자리 질 개선, 고객 및
주민참여, 윤리경영, 지역사회공헌, 사회적 약자배려, 노사상생, 재난 및 시설안전, 친환경경
영이라는 9개 지표가 공기업에 대한 일반 시민의 소망성을 잘 반영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공기업이 이들 9개 지표에 대해 실행 가능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
상은 일반국민 1,000명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담당자 146명이었고 설문담당자는 이들에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경영평가 지표 중 사회적 가치 관련 세부지표 9개가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필요한지(소망성) 그리고 해당 지표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지표인지를 질문하였
다.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책임성 지표는 2018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내 사회적 책임성 지표
사회적 가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계량 평가지표

청년 의무고용비율 달성도

비계량 평가지표

일･가정 양립노력, 일자리 창출노력

정원대비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전환비율 정규직 전환노력

고객 및 주민참여

-

고객･주민 경영참여, 의견수렴 및 반영,
만족도 제고노력

윤리경영

-

내부윤리규정 제도화, 제도운영노력, 윤
리교육실시, 불공정거래 개선노력

노사상생

-

노사상생을 위한 목표설정 및 실천노력,
노사분쟁 최소화노력

재난･안전관리

-

재난･안전 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노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친환경 경영
경영평가 총점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 지역경제 활성화노력
장애인 의무고용실적, 중소기업제품 우 사회적 약자고용 노력, 사회적 약자 관
선구매실적, 중증장애인 제조품구매실적 리시스템 운영노력
녹색제품 우선구매실적
9점

에너지 절감노력, 대체에너지 사용노력
26점

출처: 행정안전부(2018)

김택규･홍순만(2019)은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과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담당
자 간에 상당한 인식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양자의 설문 자료를 t검증한 결과, 지방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가치 활동의 평가지표 상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수준 보다 담당자의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사회적 책임가치 활동의 담당자는 경영평가의
108

윤리경영연구 제20권 제2호 (통권 제32호)

김정원･양동훈

지표의 소망성과 실행가능성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낮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재난 및 시설안전, 친환경경영의 3가지 지표 있어 지방공기업 담당자들은 평가지표
로서의 소망성과 실행가능성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가치 활동 평가지표의 현실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
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정교한 측정지표 개발 보다 사
례연구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테면 주상현(2016)은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사
례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부족하고 전담부서와 담당
인력 확보가 어려워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체계적으로 측정되고 관리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는 2개 광역 지방공기업 사례를 사회적 책임의 비전과 전략, 추진체
계, 활동 프로그램, 성과평가의 4가지 영역에서 평가하였는데,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
표는 사회적 책임활동에 배당한 예산, 수혜대상자, 사회공헌횟수, 직원 1인당 봉사활동시간
등 소수에 불과한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계획, 실행, 평가라
는 체계적 과정을 거치기보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정된 소수의
지표 중심으로 추진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과 평가모델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경영평가를 위한 의무적 실행보다는
자체적인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주
장하고 있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또 다른 사례연구로서 원구환(2014)은 사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분석해보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과 개
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는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직의 미션 및 비전
에 명확히 연계되지 못한 점, 다양성이 부족한 책임활동 프로그램, 지역 특화된 프로그램
의 부족, 명확한 추진체계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개선방
안으로 향후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공급자 중심에서 지역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추진이 확보된 형태로 실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공기업 분야에서 연구된 사회적 책임활동 지표를 검토해 보면, 사기업 분야와
달리 정부의 경영평가 지표와의 연계성이 중요해 보인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행정안
전부가 공기업 사회적 가치 활동을 경영평가의 지표로 포함시키면서 사회적 책임활동을
보다 체계화해 정착시키고자 하는 공기업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이다. 사회적 책임활동
지표개발에 관한 최근 연구들이 2018년 전후로 출간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주로 사례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본 연구에서 살펴볼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책
임활동 측정 개발 및 관리시스템이 지표 개발 외에도 운영차원에서 추가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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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측정
한국도로공사는 국내 공기업 중 최초로 사회적 책임활동을 계량지표로 측정하였다. 한
국도로공사는 과거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지나치게 정성적 지표에 치우쳐왔고 정부
의 경영평가를 받기 위한 목표에 국한되었다는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는 모든 산하 조직의 경영목표 안에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합해 사회적 책임활동이 경영의
일부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책임활동 지표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향후 개선 수정 작업을 거치면 국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에 있어 모범적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도로공사의 미션과 비전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1969년에 설립된 공기업이다. 설립이후
1960년대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착공에서부터 현재까지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고속도로 유지관리,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한국도로공
사의 조직과 인원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한국도로공사의 조직

출처: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과 성과, 2018.11.

한국도로공사의 조직은 6본부 6실, 19처로 이루어져 있으며, 8개의 지역본부와 56개의
지사, 14개의 건설사업단을 갖추고 있다. 인원은 실무직 1,315명과 관리사무직까지 포함하
면 총6.211명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활동 전담기관은 사장 산하의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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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 추진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조직 미션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이며, 비전으로는 ’사람중심의 스마트 고속도로‘이다. 윤리경영과 관련된 비전은
따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의 행복을 이어가는 사회적 가치 선도기업‘으로 설정되었
다. <그림 2>는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비전과 10대 추구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비전 및 전략체계

출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ex.co.kr.

한국도로공사는 2010년부터 지속가능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의 성과
로 2019년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등급을 9년 연속 획득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인권경
영 이행지침을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윤리경영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윤리경영에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에는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AAA등급을 받아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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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활동 측정의 추진배경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의식변화가 큰 작용을 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
정과제 중 하나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정하고,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선언하였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라는 3대 전
략을 추진하기 위해 21개 혁신사업으로 구성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국
회 역시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
본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을 발의하였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
치구현이라는 지표를 편입하고 주요 공공사업의 성과관리 지표에 사회적 가치 검토 항목
을 신설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8년 행정안전부는 지
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사회적 책임성지표를 포함하였다.
<그림 3> 한국도로공사 사회적 가치 지표개발 일정

출처: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018.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한국도로공사 자체의 사회적 가치측
정 지표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척도개발은 사회적 가치 활동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표개발은 외부 기관인 ‘SK 사회적 가치연구원’과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정하였
다. <그림 3>은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지표개발을 위한 일정을 보여주고 있다.
SK 사회적 가치연구원은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를 공공부분에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한국도로공사는 사회적 가치성과를 화폐로 측정가능하고 내부적으로 부서간
의 활동평가가 가능한 지표를 원하였는데 이런 목적이 일치됨으로써 지표 개발에 들어가
게 되었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보면 사회적 가치 측정의 목적을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성과 측정, 사회적 가치성과 지표를 통한 한국도로공사의 조직운영 및 경영관리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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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통한 공공부분의 사회적 가치 향상에 두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개발 외에도 2018년 2월 사내에 사회적 가치 전
담조직을 설치하고 경영목표와 주요 사업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계하는 추진체계를 마
련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 10대 추구가치를 설정하였다.
10대 추구가치는 일자리, 안전, 상생협력, 지역경제발전, 윤리경영, 환경보전, 참여, 인권,
취약계층지원, 노동으로 설정되었다.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도출은 내부 리더그룹에
대한 설문조사, 외부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외부 컨설팅조직과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추진조직은 사장 산하에 구성된 사회가치위원회이다.
사회가치위원회는 사장과 임원 7명, 그리고 사회가치 외부자문단 9명, 그리고 5개 분과로
구성되어 분과별로 사회적 가치 과제를 생성하고 추진하도록 하였다. 5개 분과는 일자리분
과, 사회통합분과, 안전환경분과, 상생협력분과, 윤리경영분과이다. 또한 차장급 70명을 사
회가치 VIP로 선정하여 분과별로 과제를 추진하고 조직 내 변화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3.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지표
한국도로공사는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의 3가지 원칙을 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회적 가
치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3가지 원칙은 수혜집단이 얻은 편익을 시작가격에 기반 하여
화폐가치로 추정 가능해야 할 것, 반복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업종 구분 없이 기업 간 성
과비교가 가능해야 할 것, 개선 및 관리 지표로 활용 가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들 3가
지 원칙을 충족하는 지표가 개발될 수 있다면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는 상
시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 판단되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사회적 가치 활동의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영향 보다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를 측정하여 연간 성과평가가 화폐단위로 표기 가능한 지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미국 사회적 기업
투자재단인 REDF(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가 2000년에 개발한 사회적 투자
수익(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의 방법을 원용하였다 (REDF, 2001). 사회적 가
치 활동의 장기적인 영향은 화폐가치로 측정이 어렵고 측정하더라도 기업 활동의 인과관
계가 복잡하여 객관적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지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장기적으로
추정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그림 4>는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성과 측정 방식의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도로공
사는 사회적 가치 활동을 화폐단위로 측정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만을 측정
하고자 하였다. 그 대신 사회적 가치 활동이 발생시키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은 당장
화폐가치로 표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도록공사의 측정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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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였다. <그림 4>에서 투입은 사회적 가치 활동과 이에 동반된 자원의 투자를 의미
하며, 산출은 투입으로 인한 실적이고 결과물은 사회적 가치 활동으로 인해 수혜자에게 나
타난 직접적인 혜택을 의미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수혜자가 받은 혜택을 화폐가치로 전환하
는 것을 핵심으로 지표개발을 계획하였다.
<그림 4>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성과 측정방법
측정대상
투입

산출

결과

영향

투입되는 모든 종
류의 자원

발생된
산출물(실적)

수혜자의 직접 단
기적 변화

사회 간접 장기적
변화

화폐단위로 표기
가능한 수혜자의 편익
및 가치

화폐단위로 표기가 어려운
장기적인 변화

출처: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018.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으로 축약)는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
정부경영평가 항목 15개, 도공의 전사 전략과제 62개, SK사회적 가치측정지표 중에서 도
공의 10개 가치와 관련성이 있는 지표들로서 화폐 가치로 환산이 가능한 지표를 일차적으
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 도공의 실무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는 최종
적으로 64개가 확정되었다. 64개 지표는 <표 5>에 서술되었다. 또한 64개 지표는 도공의
내부 추진 조직별로 분류되어 책임소재와 내부 부서 평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6> 참고).
<표 4> 사회적 가치지표의 사회적 가치 10대 과제별 분포
총지표

일자리

안전

상생협력

64

3

11

11

지역경제
윤리경영 환경보전
발전

6

5

9

참여

인권

취약계층
지원

노동

1

1

12

5

출처: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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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성과측정(가치별 구분)
관련 가치
인권보장

안전유지

노동존중

취약계층지원

지역경제발전
(계속)

지표명
비정규직 전환 실적
하이페스 이용률
고속도로 주행시간 감소
고속도로 사망자 감소
고속도로 접촉사고 감소
구조물 취약요인 제거 노력도
교량 내구수명 향상률
안전취약구간 개선율
고속도록 개량
재난예방 투자

관련가치

취약계층지원
(계속)

환산재해율

금융자금 지원

육아휴직 지원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기술 공유 실적

노동 관련 법규 위반
기타 노동생활의 질 개선
질병, 질환 예방 및 보건관리

휴게소 사회적 기업 임대
하도급 지킴이 활용
자산기반사업 수입액

산재예방 투자

중소기업 대상 연구지원금

기업이미지 지수

일자리 창출실적(신규 및 비정규
직 전환)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기여
장애인 생산품
국가유공자 생산품
기부를 통한 사회기여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발전

청년미취업자고용
고속도로 신설
지자체 협력사업
지역사회 시설 이용
EX-Oil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지역특산품매장

민간특산품매장
민간 진출 견인지수

환경관리지수
미세먼지 감축

개도국 지원사업

환경보전(계속)

내부신고실적
외부신고실적
책윤리경영

지표명
고졸채용
혁신도시 이전지역 채용
창업 지원
통행료 감면액
복합휴게시설사업 수입액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
기술개발제품 구매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여성기업 생산품 구매

공공기관 청렴도
기업활동과 관련 위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비점오염원 감축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생산단위당 폐기물 배출감소

시민참여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건수

기타 위법, 탈법 행위로 인한 사
회적 비용
환경보전

녹색제품 구매실적
생산단위당 수질오염물질 배출 감소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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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회적 가치지표의 10과제별 내부조직별 분포
지표
(계)

직속

기획

경영

영업

도로교통

건설

사업

직할

지표 (계)

64

9

11

16

2

11

7

6

2

일자리창출

4

2

1

1

안전

11

상생협력

1
1

11

6

2

지역경제발전

6

1

3

윤리경영

5

환경보전

9

참여

1

인권

1

1

12

2

취약계층지원
노동

1
9

1
1

2

5
1

2

4

2
1

5

3

5

1

1

5

출처: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018.

<표 7> 노동지표의 측정산식
세부지표

측정산식

일가정 양립제도로 육아휴직 지원 육아도우미 비용감축분= (육아휴직 개월 수 × 육아도우미
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비용) + 법정의무기준 초과분의 모성보호제도 시행비용
노동법규 위반으로 인한 노동자의
법적 처분(벌금, 과태료) 총액(-)
삶의 질 악화비용
노동지표

노동생활의 질 개선으로 인한 HRM
표준취업규칙상 휴가일수 대비 초과휴가일수 × 일최저임
(Human Resource Management)
금(+)
관행 개선성과
질병, 질환 예방 및 보건관리로
지원금 총액(+)
인한 노동자의 안전보장 성과
산재예방투자

산재 발생 시 피해비용(-)

출처: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018.

도공의 사회적 가치 지표를 예시적으로 노동 분야의 5개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
음 <표 7>과 같다. 노동 분야의 지표는 모두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 총액을 더하면 (+)와 (-) 금액이 서로 상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집계된 수
치를 가지고 노동 분야의 사회적 가치액을 보여줄 수 있다. 이를테면 <표 7>에서 노동생
활의 질 개선으로 인한 HRM 관행 개선성과는 취업규칙에 설정된 휴가일수보다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해 초과휴가기간의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환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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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다. 해당 금액이 많아질수록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직원의 수가 많
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제도 운영으로 인한 성과는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도
우미 비용을 곱하여 화폐단위로 환산하고 있다. 노동지표 중 긍정적 사회적 가치활동은
(+) 금액으로 표기하고, 벌금과 과태료 같은 부정적 사회적 가치활동은 (-) 금액으로 표기
하여 서로 총액이 상계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 금액이 커질수록 사회적 가치활동이
긍정적인 활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또 다른 예시로 일자리창출 분야의 지표인 정규직 전환 세부지표를 예로 들어보면 지표
는 (정규직 통상임금 및 복리후생비용 - 비정규직 통상임금 및 복리후생비용) × 전환인원으
로 산출된다.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단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수로 계산
하지 않고 통상임금과 복리비용의 차이를 계산하여 화폐가치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일자
리 창출지표 중 하나인 청년미취업자 고용 역시 (도로공사의 평균 - 해당 취약계층의 이전
소득) × 해당 취약계층 채용인원으로 계산되어 화페가치로 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도공은 내부 주요 활동을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 64개 지표화하여 이를 화폐
단위로 환산한 후 측정을 시도하였다. 이로서 도공은 조직 전체의 사회적 가치 활동을 창
출금액으로 표시하여 계량화하고자 하였다. 2019년 12월에 화폐단위로 환산한 사회적 가치
활동의 금액은 1조 6,779억원에 이르렀다. 안전, 환경보전, 윤리경영 지표 16개에 대해서
사회비용 절감액을 계산한 결과는 약7,155억 원이었으며,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금액은
2,761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금액을 기초로 해서 2020년부터는 매년 순증감액을 계
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4. 사회적 가치 지표의 운영절차
도공은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경영관리의 상시적 체계로 통합하기 위
한 조치를 계획하였다. 즉, 도공은 사회적 가치 활동을 실천과제화한 후 성과평가를 앞서
살펴본 64개 지표에 의해서 진행하였다.
본사와 직할조직은 70대 실행과제를 계획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8개 지역본부는 총24개
의 실행과제를 정해 사회적 가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전사가 총94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10대 사회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달성정도는
64개의 사회적 가치 지표를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받는 구조이다. 70개 실행과제는 정부의
국정목표와 공약 관련 32개 과제, 그리고 정부의 경영혁신 100대 과제 중 도공이 실행가능
하다고 판단된 과제를 추린 것이며, 이 과제는 내부 실무분과와 외부자문위원의 의견수렴
을 거쳐 결정되었다.
또한 도공은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개발과 함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변화
를 유도하고 이를 내부 성과관리 체계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내부 성과평가는 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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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한 구성원 인식과 사회적 활동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표 8>은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구성원 인식정도와 활동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표 8> 지역본부별 사회적 가치 업적평가체계
세부지표명

사회적 인식지수(40%)
사회적 가치 활동지수(60%)

평가항목

방법/배점

집합교육 실적(연2회)

계량/ 20점

경영콘텐츠 공모 및 수상실적

계량/ 20점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성과
총 계

비계량/ 60점
100점

출처: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018.

도공은 8개 지역본부별로 사회적 가치인식지수와 사회적 가치 활동 지수를 각각 40%와
60%비율로 평가하여 지역본부의 경영성과에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도입하였다. 사회적 가
치인식지수는 본부수준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집합교육 실적과 사회적 가치 경영공모 및
수상실적을 합산한 수치로 정하고, 사회적 가치 활동 지수는 사회적 가치 관련 과제 실행
정도를 정성 평가하는 방식이다.
도공은 사회적 가치경영 도입 초기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구성원 인지도를 설문한 결과,
구성원들이 사회적 가치 활동을 주로 기부활동, 봉사활동, 혹은 업무 외의 특수한 활동으
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회적 가치의 정의나 필요성을 인지하는 정도는
지역본부에서 지사로 갈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테면 ‘2018년
정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지표가 신설 강화된 사실을 알고 있다’, 혹은 ‘우리공사 업무
및 핵심역량과 관련이 가장 높은 사회적 가치 요소는 무엇인가’에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밖에 도공은 사회적 가치 활동을 상시화 할 목적으로 2018년 ‘사회적 가치 자가진단
프로세스(Social Value Pre Checking System)’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자가진단 프로
세스는 기획, 실행, 점검의 업무 프로세스 전 과정에 사회적 가치 정합성을 업무 담당자가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자가진단 프로세스는 사회적 가치 활동의 상시적 성과
관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도공은 사회적 가치 자가진단 프로세스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경영평가 지표 중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집행, 성과, 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였는가?’라는 항목을 사업관리 전반에 걸쳐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가치 자가진단은 한국도로공사의 모든 정책 및 사업계획 방침 문서에 포함됨으
로써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실행, 점검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가치 창출의 효과를 평
가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자가진단은 12개 추구가치에 따른 검토 완료 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인데, 인권보장, 안전유지, 노동존중, 취약계층지원,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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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책임윤리경영, 환경보전, 시민참여, 건강복지, 공동체 복원에 대한 점검이다. <그림 5>
는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자가진단의 적용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자가진단(SV Pre-Checking) 프로세스

출처: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018.

사회적 가치 자가진단 과정은 사업계획 방침 수립 시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문서
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방침문서를 작성할 때 작성자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사전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나중에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림 6>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의 적용 과정

이상의 과정을 요약해 보면 2017년부터 시작된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개발과정은 이후 사회적 가치 실행과제, 본부별 사회적 가치평가체계, 상시적 자가진단 프
로세스를 마련하면서 일단 마무리되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이 상시적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접목되어 사회적 가치 지향 생태계가 조직 내에 조성되게 된 것이다. <그림
6>는 도공의 사회적 가치 활동 프로세스 상에서 사회적 가치측정 척도가 적용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가치 측정척도는 연말에 결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만 아니라 추진
과제를 통한 상시적 점검과 조직단위의 업적평가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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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 활동성과는 장기적인 영향력과 단기적인 결과의 2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계량화가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대상 사회
적 가치 책임지표의 점수 체계를 보면, 계량지표가 9점이고, 비계량지표가 26학점으로 전
체 35점을 구성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활동의 특성상 모든 것을 계량지표로 측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비계량지표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측정치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 한
계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지표가 화폐단위의 계량지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보완
되어야 할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성적 측정지표에 머무르지 않고 자체의 사회적
가치 활동 지표를 체계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의 사례는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활동에서 관찰되는 기존의 문제점인, 조직의 비전에 명확
히 연계되지 못한 활동, 다양성이 부족한 책임활동 프로그램, 명확한 추진체계의 부재 등
의 문제를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가치 활동의 지표를 계량화하여 정부
경영평가 위주로 추진된 그동안의 사회적 가치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있다.
이 점을 포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사례가 주는 긍정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도로공사는 사회적 가치 활동을 정성적 지표보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화폐단
위로 환산한 계량지표로 개발했다. 사회적 가치 활동을 화폐단위로 환산할 경우 문제점은
화폐단위로 표기가 안 되는 활동이 성과에서 누락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계량 성과 지표의 장점은 측정치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비계량지표보다 높을 수
있고 주기적으로 측정한 수치를 비교할 후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64개의 계량지
표를 개발하여 사회적 가치 활동을 계량화 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책임성과를 정기적으
로 계산하여 매년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사회적 가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평가척도가 필수적인데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는 사회적 가치 활동성과를 계량화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둘째, 한국도로공사는 사회적 가치 활동에 전사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사회적 가치 활
동은 조직내 일부 관련 부서가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도로공사는 10개 핵심가치별
로 사내 전 부서가 사회적 가치 과제를 생성하여 실행하고 있다. 본사와 직할조직은 70개
과제를, 지역본부는 24개의 과제를 생성하여 사회적 가치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활동은 참여적 측면에서 전사적인 운동이 되었다.
셋째, 한국도로공사는 조직 성과관리 체계 안으로 사회적 가치 활동을 통합하여 관리하
고 있다. 사회적 가치 활동은 통상적으로 특별하고 일시적 이벤트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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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활동은 업적평가 체계로 통합되어 있으며, 정책 기획 과정
에서부터 자가진단프로세스를 두어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본사와 지역본
부의 업적평가에 사회적 가치 활동성과가 포함됨으로써 사회적 가치 활동이 업무 외적인
성격의 활동이 되지 않고 정규업무로서 간주되는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넷째, 한국도로공사는 10개의 사회적 가치별로 사회적 가치 활동을 화폐단위로 측정하
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역, 고객, 연관기업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도 한국도로공
사의 활동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테면 취약계층을 위한 측정지표에 속한 창업지원,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 중소기업 대상
연구지원금, 사회적 기업 제품구매 같은 지표가 화폐단위로 표기됨으로써 한국도로공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사회적 가치 활동의 파악이 가능하고 한국도로공사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력사업, 지역사회 시설이용 등이 화폐로
표기됨으로써 지자체의 이해관계자가 한국도로공사의 활동 정도를 파악하기 용이하고 개
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화폐단위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표기되면 외부 이해관계
자 입장에서도 해당 기관의 활동 정도를 쉽게 파악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안하기 용이해진다.

2. 효과적인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를 위한 제언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을 상당부
분 원용하는 경우가 있어 한국도로공사 자체의 업무적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
능성이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설립목적과 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 가치활동 중 더 잘
할 수 있는 활동을 선별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
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는 공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평
가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점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지표개발이 정부의 경영평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의 지표개발에 있어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 외에 도로공사만의
특수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조사하여 측정 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지표는 단기적 결과를 중심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활동의 장기적 성과를 측정하는데 제약이 있다. 단기적 성과를 누적하면 그것
이 곧 장기적 성과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화폐단위로 측정가능한 성과만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주는 긍정적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
울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성적 측정지표를 화폐단위의 측정지표와 함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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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균형있게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화폐적인 측정이 가능한 지표, 단기적인 측정이 가능한 부분에만 신경
을 쓰지 않고 측정이 어려운 가치들을 관리의 영역으로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도로공사의 64개 지표 중 참여와 인권이라는 사회적 가치
와 연관된 지표는 1개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취약계층지원에 관한 지표는 23개로 되어 있
다. 이는 측정이 조금 더 수월한 활동에 지표가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정량지표를 통해 타당성이 높은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는 취지를 살린 나머지 정
성지표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성과 정략 지표 간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폐로 측정 가능한 지표와 정성적 지표의 2가지
영역을 고루 지표개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한계와 미래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공기업 사회적 가치 측정도구의 개발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사례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
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성지표 중심의 측정활동의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실험적 시도가 향후 사회적 가치 활동의 계량화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는데 그쳤다. 그러
나 향후에 화폐가치로 표현된 사회적 책임활동 지표가 정성지표와 비교되어 실제적 효익
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성지표로 측정되는 사회적 책임활동과 화폐적 지표로 측정되는 사회적
책임활동 간에 개선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토론해 보는 것이 향후에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 조직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정성지표보다 정량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없었는데 이를 미래 연구로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도구로 인해 실제적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이 촉진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계열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결과를 측정하여, 장기적으로 계량적 지표가 사회적 책임활동을 실제적
으로 개선시키는 촉진효과가 있는 지를 검증해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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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cial Responsibility Index in a Public Corporation:
A Study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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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looked at the process of measuring and systematizing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n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 public enterprise. In this
study, we examined ways to measure social value activities. Specifically,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measures social value activities by converting them into
monetary values. In addition, this enterprise promotes such activities within its
management system by combining these activities with the organization’s existing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ts social value index includes 64 indicators for each
of the 9 social values, taking into account its mission and vision. It has also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 social value diagnosis system and social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as well. Existing problems of public corporations’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such as activities that are not clearly linked to the organization’s
vision, socially responsible activity programs with insufficient diversity, lack of a
clear implementation system, and restricted measurement indicators, have been
substantially improved by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at social value measurement indicators have not deviated significantly
from the government’s management evaluation standards for public enterprises and
that long-term and qualitative performance have not been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social value activities into monetary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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