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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한국 경제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균형 있게
달성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또한 청년주거 및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사회
적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정부
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서민금융 확대’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사회적 금융의 생태계 조성 및
큰 사회금융 등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민주당 정부가 국정과제를 실현함에 있어
참고가 되도록 했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10년 총선에서 큰 사회 금융(빅
소사이어티 캐피탈, Big Society Capital) 공약을 내세워 승리하였으며 이후 성공
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영국 이외의 서구 국가에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사
회문제 해결이 새로운 정책 트렌드로 형성되고 있다.
국내 사회적 투자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컨트롤 타워 설치 =>
사회적 투자시장 생태계 인프라 조성 => 생태계 활성화의 단계별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체계적인 사회적 투자시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영국의 큰 사회 금융(빅 소사이어티 캐피탈, Big Society Capital)과 같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투자시장 생태계는 ①사회적 투자 시장에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②사회적 투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며 ③사회적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
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
정부는 사회적 투자시장 자금공급, 사회적 투자수요 증대, 사회적 투자환경 개선
을 통하여 사회적 투자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사회적 투자시장은 자본시장 중
심적, 생태계 중심적, 성과 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

‘자본시장 중심적‘ 사회투자시장은 사회적 투자시장의 자금공급 및 상품 개발을
위해서 은행권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공급 및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생태계 중심적’ 사회적 투자시장의 컨트롤 타워인 정부는 사회적 생태계 구성요소
인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투자환경 구축
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성과 중심적’ 사회적 문제해결 및 복지서비스의 평가를 토
대로 성과 중심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서민금융, 지역금융, 사회적 금융의 컨
트롤 타워인 한국형 ‘큰 사회 금융’을 제안하였다. 현재 서민금융은 은행권 중심의
서민금융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진정한 서민금융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
다. 이에 은행권 중심의 사회적 금융 및 서민금융을 자본시장, 지역금융으로 확대하
여 종합적인 서민금융회사인 한국형 큰 사회 금융(사회적 금융)이 필요하다. 즉 한
국형 큰 사회 금융은 은행 중심 큰 사회 금융, 자본시장 중심 큰 사회 금융, 지역금
융 중심 큰 사회 금융으로 구성된다.
은행 중심 큰 사회 금융(현 서민금융진흥원)는 은행 재원을 기반으로 기존 서민금
융 진흥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본시장 중심 큰 사회금융은 자본시장을 통한 재원
을 바탕으로 사회성과 연계채권 등을 발행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역금융 중심 큰 사회 금융은 한국판 지역재투자법 정책과 연동하여 지
역금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 사회성과 연과채권 관련 주제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Ⅱ, 방안(2017, 민주연구원)’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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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금융 활성화 필요성

배경 및 필요성

OECD(2012) 한국경제보고서는 사회통합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 계층을
위주로 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함1)

그러나 OECD(2012)는 복지 지출 확대가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DP)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에 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
- 이러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경제의 경제성장과 복지의 딜레
마 상황을 반영함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균형 있게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증세 없는 복지확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청년주거, 청년실업, 가계부채, 서민금융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
며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 및 청사진 이 필요함

국가나 기업 등 한 주체가 해결할 수 없는 청년문제, 가계부채 등 사회
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1) OECD(2012),p.1. 출산율 저하, 인구고령화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들어가는
한국경제는 사회통합이 중요한 상황임.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사회통합에 악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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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임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였으며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특히 영국의 큰 사회 금융(빅 소사이어티 캐피탈, Big Society Capital)
은 좋은 정책으로 실현되어지고 있음

본 고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금융 및 서민금융의 청
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국내·외 사회적 금융 현황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선진국 사회적 금융을
분석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사회적 금융의 큰 틀을 제안함
민주당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필요

국내 사회적 금융의 현실은 구체적으로 보이는 성과가 부족하며 선거 공약
및 지자체에서 초기의 시도를 보이고 있음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라는 큰 흐름 속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2)

(공약) “사회적 경제정책 추진체계 통합, 사회적 자본시장 조성 및 사회
책임 조달확대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지원하겠습니다. ① 사회적 자본
시장 조성을 통해 동등한 금융접근성을 보장하고 성장의 발판 마련 ②
공공조달 중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구입 비중확대를 통해 사회책임 조달
실현”
2) ‘더불어 민주당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p.106~107,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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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실현기본법을 제정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공약은 민주당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국정과제
26번으로 채택됨3)

(국정과제 26번, 생태계 구축) 금융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활성화,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 2018년부터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 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추진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서민금융 확대’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4)
(공약)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 금지”

(공약)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 행복기금 보유 1000
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으로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
계층의 생활권 확보”

‘서민금융 확대’ 공약은 민주당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국정과제 29번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로 나타남5)

(국정과제 29번,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의 원스
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
3) ‘문재인 정부 국정운용 5개년 계획’, p.54, 부록 참조
4) ‘더불어 민주당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p.170~171, 부록 참조
5) ‘문재인 정부 국정운용 5개년 계획’, p.58,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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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29번, 서민대출 보증 지원) 중ㆍ저금리 대출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1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 추진

(국정과제 29번,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2017년부터 사잇돌 대출 공
급규모 및 공급기관을 확대하여 중금리 시장 활성화 추진

(국정과제 29번, 지역재투자제도 도입) 2018년부터 지역에서 예금을 수
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구역 내 개인ㆍ중소기업 대출의무 등을 부여하
는 지역재투자 추진6)

본 보고서는 민주당이 국정과제를 실현함에 있어 생태계 조성 및 한국적 큰
사회금융 등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함

민주당이 제시한 사회적 경제 및 서민금융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서구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적인 상황에서 청사진을 제안함

6)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금융 관련 주제는 논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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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국 사회적 금융

영국과 프랑스 사회적 금융

영국의 큰 사회 금융(빅 소사이어티 캐피탈, Big Society Capital)은 2010
년 영국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 정권 대표적 공약으로 이후 성공적으로 정
착됨7)

2013년 데이비드 캐머린 영국총리의 제안으로 G8국가를 중심으로 자본
시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 새로운 정책 트렌드로 형성됨
-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Big Society(빅 소사이어티)’ 정책을 참고하여
트렌드를 형성함
- 국내에서는 서울시 및 경기도에서 사회성과 연계채권이 일부 시도되
고 있음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의 사회적 금융이 구현되는 형태가
다른 부분이 있는 데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표 1])

(사회적 금융 수요. 영국) 경쟁적 시장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돈의 가치를
강조하는 영국에서는 성과 중심적 사회적 금융이 발달함
- 성과 중심적 사회적 금융으로 사회성과 연계채권이 활발하게 발행됨
- 영국 최초로 도입된 사회성과 연계채권인 피터버러 채권은 원금보장
이 되지 않는 채권임

7) 영국의 진보·보수 양 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2012년에 출범한 사회적 금융기관. 4대 은행의 출연금과 휴면
예금을 통해 6억 파운드를 조성하여 사회투자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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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원금까지도 보장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금융채권이 발행되
고 있음8)

(사회적 금융 수요. 프랑스) 사회적 연대전통이 강한 프랑스의 경우 전반
적인 사회적 영향에 관심이 있을 뿐 금전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금융
이 발달하지 않음
- 전통적으로 발달해온 길드와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사회적 기금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의 토대 형성 및 사회적 기업들의 비
즈니스 모델 제공에 중점9)
-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성과 연계채권은 실시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회적 성과에 따라 수익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금보장형 채권이 발행
되고 있음10)

(재원 조달. 영국) 경쟁적 시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에서는 사회적 금
융의 재원을 정부 자체의 예산이나 기금보다는 자선단체나 사회적 기금
및 자본시장을 활용
- 정부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영향 투자의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

(재원 조달. 프랑스) 협동조합주의 전통에 의한 조정적 자본주의가 발달
한 프랑스는 기존에 형성된 협동조합이나 정부 공공기금을 활용함

8) 이를 Social Impact Option(소셜 임팩트 옵션, SIO)이라 부름
9) 사회적 기금에는 연대성 기금, 사회적 영향투자기금, 2014년 사회적 경제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혁신기금
이 있음
10) 프랑스의 경우 영국처럼 계약에 기초한 사회성과 연계채권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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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공적 자금에 의한 사회적 기금인 사회연대성 기금, 사회적 영향
투자기금, 사회혁신기금 등 3개의 주요기금이 존재함
· 이러한 기금은 Bpifrance(비피아이프랑스) 및 Caisse de Depots
(카이세 디 디팟)와 같은 국책은행들에 의해 운용되고 있음11)

(성과평가) 영국은 금전적 가치에 보다 민감하며 성과평가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며 프랑스는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영국 및 프랑스 둘 다 성과평가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
력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총리실 산하에 독립적인 성과평가기관을 확보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민간 평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1] 영국과 프랑스의 사회적 금융
영국

프랑스

사회적 경제조직의
인큐베이터

UnLtd(2001),
Futurebuilders France
(퓨텨 빌더, (2004))
브,1991)

사회적 회사 조직의
법제화

공동체 이익 회사(2002)

Active(프랑스

액티

개방적 협동조합(2001)

CAF(카프), Bridge Ventures 협동조합기금
제3섹터 사회적 기금 (브릿지 벤처)
[Faim et ddveldddement (파
임 디벨로프먼트)]

사회적 은행

기존 국책은행의 역할 전환
Charity Bank(채러티 뱅크,
(Bdifrance(비피아이
프랑스),
2002), Tridds Bank(트리도스
Caisse de Deddts(카이세 디
뱅크)
디팟))

11) Bpifrance는 사회적 연대경제계획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게 되며 주도적인 사회적 기업들이 협동조
합을 위한 특별 투자기금도 설립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매칭 으로 설립한 사회적 혁
신기금을 활용하여 시장이나 정부 정책에 의하여 충족되지 못한 사회문제를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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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적 금융회사

프랑스

France Active(프랑스 액티
Sdcial Finance UK(소셜 파이 브,1991), le Cdmdtdir de lʼ
낸스, 2007)
inndvatidn(콤프토이어 디 이노
베이션)

중앙정부 관할의 sib DWP 혁신기금(2011), DCLG
이슈펀드
Fair Chance Fund(2013)
ʻ90/10ʼ Insertidn Emdldis(인서
대규모 사회적
Big Sdciety Cadital(빅 소사이
션 엠플로이스, 1994), 사회혁
기금(펀드 중의 펀드) 어티 캐피탈, 2012)
신기금(2014)
독립적 평가기관

le Cdmdtdir de lʼinndvatidn,
What Wdrks Centres(홧 워크
Finansdl(콤프토이어 디 이노베
센트리, 2013)
이션 파이낸솔)

지원입법 체계

휴면예금법(2008),
사회적 가치법(2012)

사회적 기업법(2001),
사회적 연대경제법(2014)

주; 보건복지부 및 유현종(2015)

기타 선진국 사회적 금융

기타 사회적 금융의 선진국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Triodos_Bank(트로이드 뱅크)는 1980년 네덜란드에 설립된 은행으로
서 사회·환경·문화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수요에만 자금을 지원12)
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는
미국 지역개발 금융기관법에 의해 1994년 설립된 기금
- 낙후지역에서 저소득층, 사회적 기업,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는 지
역밀착형 금융사업 수행

GABV(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는 2009년 세계 금
융위기 때 사회적 은행들의 연합체로 출범
12) 2009년 Financial Times 및 세계은행 멤버인 IFC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은행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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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현재 전 세계 25개 사회적 은행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
며, 지속가능한 금융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
영국, 프랑스 등 서구국가는 사회적 금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책 이전을 하고 있음
- 정책이전의 기제로 EU 회원국으로서 정부차원의 교류 및 공공 및 민
간 교류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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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투자 시장 육성13)

한국판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 프로세스

국내 사회적 투자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컨트롤 타워 설
치, 사회적 투자시장 생태계 인프라 조성, 생태계 활성화의 3단계 프로세스
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1단계]: 기본계획 수립 및 컨트롤 타워 설치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
는 기관 설립
- 체계적인 사회적 투자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국의 ‘Big
Society(빅 소사이어티)' 정책과 같은 큰 틀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수
적임
- 사회적 투자 정책은 정책의 특성상 부처 간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정책에 비하여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중요함
⦁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 등을 통합하여 서민
금융, 지역금융, 사회적 금융을 총괄하는 한국판 큰 사회 금융을 설
립이 필요함
⦁ 한국판 큰 사회 금융은 청와대 또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여 온전
한 기능을 할 때까지 청와대 또는 총리실에서 직접관리

13)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회적 투자시장 생태계 조성 및 큰 사회금융은 본 연구자의 주관적인 아이디어로
제시한 것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기를 바람

┊

10 ┊

사회적 금융 활성화 Ⅰ, 청사진 - 생태계 조성 및 큰 사회 금융

[2단계]: 사회적 투자시장 생태계 인프라 조성

사회적 투자시장이 자생적으로 순환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빅 소사이어티 캐피탈)'과 같은 사회적
투자은행(한국판 ‘큰 사회 금융’ 설립)
- 사회적 기업의 인큐베이팅 및 투자 준비를 위한 펀드 지원
⦁사회성과펀드, 이노베이션 펀드 등
- 사회적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적 인프라 개선
⦁ 사회적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법적인프라 개선
⦁ 사회적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적 형태 다양화
지원
⦁ 세제지원이나 사회적 가치 친화적 정책을 위한 법제도 개선
[3단계]: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 투자시장 인프라를 토대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조성자 역할
- 다양한 시장수요를 충족하는 사회적 투자 상품 출시 지원
⦁사회성과 연계채권 같은 사회적 금융상품의 발행 및 투자활성화
- 성과 및 증거 중심적 복지서비스 정책시행
⦁ 사회적 투자에 대한 지출에 있어 철저한 성과 중심적 집행
⦁ 실패한 복지 프로그램 포기, 성공한 복지 프로그램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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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투자시장 생태계 조성

국내 사회적 투자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① 사회적 투자시장에 자
금공급을 확대하고 ② 사회적 투자의 수요를 증가 시키며 ③ 사회적 투자환
경을 개선 필요([그림 1])
※ 사회적 투자시장 자금공급 확대

한국판 큰 사회금융을 설립하여 사회적 이익과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추
구하는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육성14)

다양한 사회적 투자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사회적 세컨더리 마켓 조성

(사회적 투자시장의 재원마련) 사회적 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원마련 방안
- 개인 인센티브: 서민금융예금을 만들어 ‘예금자 보호’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개인자금 유인
- 기업 인센티브: 기업의 공공발주 인센티브 또는 기업유보금의 일정비
율을 유보기금으로 조성하여 사회적 투자15)
- 공공기업 인센티브: 공공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함16)
- 혼융 사회적 투자펀드(Co-mining Social Investment Fund)활성화
및 지원 확대17)
14) 정부 및 금융기관, 공공기관 재원으로 설립하고 민간, 공공, 사회부문의 다양한 인사들을 경영진으로 확보
15) 기업의 유보자금은 700조원에 이르나 쉽게 사회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므로 사회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국의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 등급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공익등급을 만
들어 정부 조달사업 및 공공사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회기업으로 홍보함. 기업유보기금의 사회적
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 제출 검토
16) 재정이 부실한 공공기업은 제외함. 공공기업 유보자금은 70조원에 이르나 이를 사회사업에 투자하지 않으
므로 공공기관 평가 시 평가 자료로 활용함
17) 혼융 사회적 투자펀드는 사회적 효과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선자본이 사회적 목적달성에 관심을 가진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만든 혼합적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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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혼융 사회적 투자펀드는 재무적 동기가 큰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Risk-reward(위험 보상형) 방
식, But-for(민간투자 유도형)방식, Pari-Passu(대등형)방식 등을 통
해 모집18)
➀ Risk-reward(위험 보상형) 방식: 자선자금이 높은 투자위험을 부담
하여 재무적 투자위험을 낮춤
➁ But-for(민간투자 유도형) 방식: 재무적 투자자에게 투자 동기에 부
합하는 유리한 계약조건 부여
➂ Pari-Passu(대등형) 방식: 자선재단과 민간투자자가 동등한 계약조
건. 이런 경우 재무적 투자자는 유리한
계약조항은 없지만 투자자로 참여한 자
선재단 등 신뢰성 있는 기관의 명성을 믿
고 참여
- 대한민국 서울이 아시아에서 사회적 투자시장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
을 확립하고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협조 강화
※ 사회적 투자시장 수요 증대

사회성과 연계채권 등 다양한 사회적 투자 상품 개발19)

사회적 금융투자 상품인 사회성과 연계채권 발행

18) 영국 정부는 자선 위원회(Charity Commission, 채러티 커미션)를 통해 자선재단이 혼융 사회적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19) 사회성과 연계채권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 수단(2017, 민주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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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 인큐베이터 펀드(Social Incubator Fund)’ 및 ‘투자 및
계약 준비펀드(Investment and Contract Readiness Fund)’ 사례를
참고하여 재무적 수익이 낮고 위험이 커서 일반투자자가 어려운 초기
창업단계의 사회적 벤처기업을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사회적 펀드 조성20)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크라우딩 펀드(Crowding Fund) 활성화
※ 사회적 투자환경 개선 정책
영국의 공공서비스(사회가치)법(The Public Service (Social Value)
Act) 제정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사회적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사회적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21)
금융위원회 주도로 영국정부의 ‘Inspiring Impact(인스파이어링 임팩
트)’ 등을 참조하여 사회적 성과평가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사회적 투
자 준비헌장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사회적 투자의 계획-실행-평가개선 과정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선순환 속에서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정보에 근거한 효
율적 자원 배분 결정,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

20) 인큐베이터 펀드는 시민 사회청이 지난 2012년 7월 사회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활성화하
기 위해 1,000만 파운드 규모로 출범시켰음. 인큐베이터펀드는 재무적 수익이 낮고 위험이 커서 일반 투
자자 나 큰 사회 금융(빅 소사이어티 캐피탈, Big Society Capital)이 투자하기 어려운 초기 창업 단계의
사회적 벤처기업을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기능을 함. 시민 사회청은 인큐베이터 펀드의 운용을 Big
Lottery Fund(빅 로터리 펀드)에 위임. 투자 준비 펀드는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벤처의 투자 준비성 미
흡을 극복하기 하여 2012년 5월 1,000만 파운드 규모로 시민 사회청이 출범시킴
21) 국내 사회적 기본법은 더불어 민주당의 공약임. 2012년 2월 영국 의회는 공공서비스(사회가치)법(The
Public Service (Social Value) Act)을 제정하여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계약을 장려하고, 사회 기업의 정
부 조달계약 기회를 높이고 있음. 영국 내각은 사회 투자를 저해하는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한 정책인
‘Red Tape Challenge(레드 테이프 챌린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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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투자은행, 기금, 자문기관 등 사회 투자 지원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사회 투자를 한 리서치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적 투자시장의 경제적
영향 분석

정부는 사회 투자시장 육성과 복지 확대 및 경제 개발을 연계하여 정책
을 추진함이 필요

정부, 민간, 사회,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 강화
[그림 1] 사회적 투자시장 생태계 조성


한국의 사회적 투자시장은 자본시장 중심적, 생태계 중심적, 성과 중심적 접
근이 필요함

(자본시장 중심적) 사회투자시장은 사회적 투자시장의 자금공급 및 상품
개발을 위해서 자본시장 중심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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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투자 상품은 은행권 상품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을 통한 상품
개발이 고부가가치 사회적 투자 상품 개발이 가능함
- 현재 은행권 위주의 서민금융으로는 직접적이고 밀착된 서민금융을
실현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으며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음

(생태계 중심적) 사회적 투자시장의 컨트롤 타워인 정부는 사회적 생태
계 구성요소인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투자환경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성과 중심적) 사회적 문제해결 및 복지서비스의 평가를 토대로 성과 중
심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킴
·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위해서 성과 중심적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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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판 큰 사회 금융(사회적 금융)22)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서민금융, 지역금융, 사회적 금융을 통합한 한국형 큰
사회 금융 설립을 제안함

국내 사회적 금융을 위한 컨트롤 타워는 존재하지 않으며 서민금융을 위
한 컨트롤 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만 존재하는 상황임

국내 서민금융도 은행을 이용한 서민금융으로 서민 및 지역민과 밀착한
진정한 서민(지역)금융 실현은 부족함
국내 서민 금융 및 사회적 금융 컨트롤 타워 현황

2016년 9월 23일 정부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과 동시에 서민금융지
원 컨트롤 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여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업무를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게 체계화시켰음([그림 2])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생활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서민금융기관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 바꿔드림론을 통
합함
-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 저리대출,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고용 복
지, 주거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담당함

서민금융진흥원은 주로 은행권 주도로 설립되었으나 은행권 위주의 서
민금융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음

22) 본 연구는 한국판 큰 사회금융의 모범적인 전형을 제시한 것이므로 다양한 양태가 있을 수 있음. 민주연
구원 Big-Question 서민금융을 참조함. 무엇보다도 사회적 투자시장 생태계 조성 및 큰 사회금융은 본
연구자의 주관적인 아이디어로 제시한 것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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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권과 캠코가 200억원의 출자를 하나 기존 휴
면예금 및 출연금을 승계하고 있을 뿐 서민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재원
마련방안은 부족함
⦁ 5개 주요은행과 캠코가 각각 25억 출자, 23개 생명보험회사 17억,
11개 손해보험회사 11억 출자
- 현 서민금융진훙원은 은행권 위주의 처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근본적
인 사회적 문제 해결에는 부족함
[그림 2] 서민금융진흥원


(지역금융 보완)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뿐만 아니라 서민과 밀착한 지
역금융을 보완하여 지역개발과 동시에 진정한 서민금융을 실현함23)

(자본시장 중심 사회적 금융 보완)사회적 문제 해결 및 재원 마련 확대를 위
하여 자본시장이 보완된 큰 사회금융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은행금융만으로는 재원공급에 한계가 있으며 역동적인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으로 재원 공급 수단의 통로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성과 연계채권 등 사회적 투자 상품개발
및 발행을 위하여 자본시장 중심의 해결이 필요함
23) 지역금융과 관련하여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및 지역공공은행은 본 보고서의 논의에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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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큰 사회 금융(사회적 금융)
현재 은행권 중심의 서민금융진흥원을 자본시장 및 지역금융이 보완된 큰
사회 금융을 설립

은행권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지역금융을 이용하여 종합적인 서민금융기구
설립을 통하여 서민금융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그림 3])
현재 은행권 중심의 서민금융진흥원을 은행권 + 자본시장 + 지역금융
중심의 한국판 큰 사회금융으로 역량을 확대한 서민종합금융회사 설립
필요
- 현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권 중심의 서민금융기구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음

한국판 큰 사회 금융 안에 은행 중심 큰 사회 금융, 자본시장 중심 큰 사
회 금융, 지역금융 중심 큰 사회 금융을 통하여 종합적인 서민금융 및
사회적 금융회사 설립
- 은행 중심 큰 사회 금융은 은행재원을 기반으로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의
저리대출, 탕감, 채무재조정 등 서민금융 컨트롤 타워 등 역할 수행
- 자본시장 중심 큰 사회 금융은 자본시장을 통한 재원을 바탕으로 사회
성과 연계채권 등을 발행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해결. 정부는 자본시
장 중심 큰 사회 금융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생태계 조성 역할 수행24)
- 지역금융 중심 큰 사회 금융은 지역공공은행 및 한국판 지역재투자법
정책과 연동하여 지역금융의 컨트롤 타워 등 역할 수행25)
24) 재원마련 방안은 본 보고서의 p.15의 사회적 투자시장의 재원마련 참조. 사회성과 연계채권은 ‘사회적 금
융 활성화 Ⅱ, 방안 (2017, 민주연구원)’ 참조
25) 지역금융과 관련하여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및 지역공공은행은 본 보고서의 논의에서는 제외함

┊

19 ┊

사회적 금융 활성화 Ⅰ, 청사진 - 생태계 조성 및 큰 사회 금융

[그림 3] 큰 사회 금융(사회적 금융)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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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큰 사회 금융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서민금융 실현,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생태계 조성, 자본시장 활성화, 영구적이고 지속가능
한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함

선진국형 서민금융종합체계로 선진국 수준의 서민금융을 실현함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청년 및 가계부채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이 가능함

사회문제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국가·민간·사회가 시스템화 되어 있
는 생태계가 필요하며 큰 사회금융을 통해 이러한 생태계 마련이 가능함

사회연계채권 발행을 통하여 자본시장 활성화26)

자본시장 중심적, 생태계 중심적, 성과 중심적 접근으로 영구적이고 지
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함

큰 사회금융은 역동적인 자본시장을 통한 재원마련이 확대되며 서민금
융 뿐만 아니라 산재한 사회적 문제, 지역금융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해
결 가능함

26) 사회성과 연계채권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 Ⅱ, 방안 (2017, 민주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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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각박해져 가는 사회 환경 속에 야기되어 오고 있는 사회적 문제
및 서민밀착형 서민금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형 큰 사회 금융을 제시하
였음

서구 특히 영국에서 큰 사회 금융(빅 소사이어티 캐피탈, Big Society
Capital) 정책은 성공적인 정책으로 뿌리내리고 있으며 한국 금융이 나
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음

국내 사회적 투자시장은 자본시장 중심적, 생태계 중심적, 성과 중심적
접근이 필요함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서민금융, 지역금융, 사회적 금융을 통합한 한국
형 큰 사회금융을 제시하였음

한국형 큰 사회 금융은 은행 중심 큰 사회 금융, 자본시장 중심 큰 사회금
융, 지역금융 중심 큰 사회 금융으로 구성되어 은행, 자본시장, 지역금융을
총동원하여 종합적인 서민금융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27)

은행 중심 큰 사회 금융은 은행재원을 기반으로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의
저리대출, 탕감, 채무재조정 등 서민금융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자본시장 중심 큰 사회 금융은 자본시장을 통한 재원을 바탕으로 사회성
과 연계채권 등을 발행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해결

27)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형 큰 사회 금융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모범적인 틀을 제시한 것이며 실무적 적
용을 할 때에는 한국적 상황에 따라 추후 많은 토의 및 의견 조절이 필요함. 무엇보다도 사회적 생태계조
성 및 큰 사회금융은 본 연구자의 주관적인 아이디어로 제시한 것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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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자본시장 중심 큰 사회 금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생태계
조성에 집중

지역금융 중심 큰 사회 금융은 지역공공은행 및 한국판 지역재투자법 정
책과 연동하여 지역금융의 컨트롤 타워 등 역할 수행28)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형 큰 사회 금융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모범
적인 틀을 제시한 것임
- 실무적 적용을 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추후 많은 토의 및 의견 조절이
필요함

특히 본 연구는 민주당이 제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서민금융 확대’
의 국정과제를 실행함에 있어 생태계 조성 및 큰 사회 금융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람

민주당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서민금융 확대’ 정책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함

28) 지역금융과 관련하여 한국형 지역 재투자법 및 지역공공은행은 본 보고서의 논의에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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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회적 경제 (‘더불어 민주당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P.106~107) 협력성장, 포
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경제 시
대를 열겠습니다.
①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참여 의 기회를 대폭
넓히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품위 있
고 좋은 일자리 창출 주거, 돌봄,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사회적 경제 상품·
서비스 혁신기술 개발에 국가 R&D 투입: 사회혁신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 경제
리더 양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학습사회 실현. 전문 인재 양성기관 설립,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습공동체 구축, 사회적 경제 공교육 과정 전면적 도입, 학습형 일
자리 확대로 전환
②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지역을 재생하여 주민공동체가 살맛나는 지역상생을 이루겠
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
적 경제 거점 육성. 주거+일자리+보육통합형 / 문화+창작+일자리+주거 통합형 /
관광+먹을거리+지역사회 통합형 등
③ 사회적경제로 시민생활, 복지서비스를 개선 하겠습니다.
신규 사회·공공서비스(국공립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한 부모 가정 통합 돌봄 서
비스 등)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기업 우선 참여 제도화.
우리 동네어르신 돌봄 서비스(공공 노인주야간보호센터, 협동조합형 요양원 등) 확
충 시민참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과 사회적 경제 관
련 법·제도 정비
④ 사회적 경제 정책추진체계 통합, 사회적 자본시장 조성 및 사회 책임 조달 확대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지원 하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시장 조성을 통해 동등한 금
융접근성을 보장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 공공조달 중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
입 비중 확대를 통해 사회 책임조달 실현.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전담부서 설치
운영.
⑤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실현 기본법을 제정 하겠습니다.
⑥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정보·공간·자원’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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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더불어 민주당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P.170~171)
가계부채 해결 7대 해법
① 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정상화,
여신관리지표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활용
②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 감소일로에 있는 가계소득 증가율 추세 전
환, 생계형 대충 축소를 위한 생활비 절감 종합 계획 시행
③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
원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 금지
④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 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
상 연체 채권 소각으로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생활권 확보
⑤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관리 강화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불법추심 방지법 제정으로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환을 종용하는 행
위 금지
⑥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 금융기관의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약탈적’ 대출 규제, 대출 등 금융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절차 확보
⑦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유한책임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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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과제 26번 사회적 경제 활성화 (‘문재인 정부 국정운용 5개년 계획’, P.54)
26번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 과제목표
ㅇ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ㅇ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

□ 주요내용
ㅇ (법ㆍ제도 및 추진체계 구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 제정 및 사회적 경제의 통
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을 효율화

- ’17년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정부 대안 마련, 사회적경제 정책 조정ㆍ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등 추진
* 예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구성, 5개년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발전위원회
사무처 설치 등

ㅇ (생태계 구축) 금융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활성화,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경제가 지
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 ’18년부터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
화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추진
- ’17년부터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등 사회책임조달 체계 구축
- ’17년 인력 양성 로드맵 수립,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력 양성 체계 마련
- ’17년부터 유휴 국ㆍ공유 시설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용을 촉진토록 제도
를 개선하는 등 공유경제 실현
ㅇ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17년부터 도시재생 분야 등의 진출을
지원하고, ’18년부터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 추진

□ 기대효과
ㅇ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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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정과제 29번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문재인 정부 국정운용 5개년 계
획’, P.58)
29번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 과제목표
ㅇ 국민의 재산형성ㆍ노후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 개발
ㅇ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 강화

□ 주요내용
ㅇ (ISA 실효성 제고) ’17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ㆍ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
ㅇ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
ㅇ (서민대출 보증 지원) 중ㆍ저금리 대출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18년부터 서민금융
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 추진
ㅇ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17년부터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및 공급기관을 확대하
여 중금리 시장 활성화 추진
ㅇ (지역재투자제도 도입) ’18년부터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구역
내 개인ㆍ중소기업 대출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 추진
ㅇ (장발장 은행)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 방지를 위해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 및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검토

□ 기대효과
ㅇ 저금리ㆍ고령화 시대에 대응,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 및 재산형성 지원
ㅇ 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및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민의 편익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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