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사회적 가치 공동연구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 개발을 위한 
한-중 공동의 여정



CONTENTS

발간사 … 4

인사말 … 5

서문 … 10

제1장  기업의 사회적 가치 이론연구 및 실천

1. 이론연구 … 14

1.1. 국제 이론연구 … 15

1.2. 한국 이론연구 … 20

1.3. 중국 이론연구 … 25

2. 다양한 지역에서의 실천 … 31

2.1. 국제사회에서의 실천 … 31

2.1.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련 국제 동향 … 31

2.1.2. 사회책임투자(SRI) 관련 국제 동향 … 33

2.2. 한국에서의 실천 … 35

2.2.1. 개요 … 35

2.2.2.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 35

2.2.3. 지속가능성 보고 및 연구 활성화 … 36

2.2.4. 한국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천 사례 … 38

2.3. 중국에서의 실천 … 40

2.3.1. 개요 … 40

2.3.2.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 42

2.3.3. 지속가능성 보고 및 연구 활성화 … 43

2.3.4. 중국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천 사례 … 44

3.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평가체계  … 55

3.1. 국제사회에서의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 가치의 평가 … 55

3.1.1. ESG INDEX … 55

3.1.2. ESG Analytics … 57

3.1.3. 사회적 가치 측정 주요 이니셔티브 … 58



3.2. SK Double Bottom Line   … 60

3.3. CASS-CSR4.0 중국 기업 사회책임 발전지수 지표체계   … 68

3.4. 중국 내 기타 조직 혹은 기구의 기업 사회적 책임 지표  … 75

4. 소결 … 81

제2장  한-중 기업 사회적 가치 지표체계

1. 한국 SK DBL 지표체계 … 84

1.1. 한국 SK DBL 지표체계의 특징 … 84

1.2. 거버넌스(G) … 86

1.3. 사회(S) … 87

1.3.1. 제품 서비스 성과 … 87

1.3.2. 노동성과 … 90

1.3.3. 동반성장 … 94

1.3.4. 사회공헌 사회성과 … 98

1.4. 환경(E) … 100

1.4.1. 측정방식 … 101

1.4.2. 환경 영향 … 102

1.4.3. 측정범주(성과발생위치) … 103

1.4.4. 환경성과의 지표구성 … 106

2. 중국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표체계 … 107

2.1. 중국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표체계 구축 구상 … 107

2.2. 거버넌스(G) … 113

2.2.1. 주주 책임 … 113

2.3. 사회(S) … 115

2.3.1. 고객 서비스 … 115

2.3.2. 사업파트너 … 117

2.3.3. 거시 경제 … 123

2.3.4. 직원 책임  … 124

2.3.5. 지역 사회 … 128

2.4. 환경(E) … 132

2.4.1. 환경 보호 및 개발 … 132



제3장  한-중 사회적 가치 지표체계의 비교분석

1. 지표체계 비교 … 140

1.1. 측정 및 지표체계 개발의 목적 및 개발 과정 … 140

1.2. 지표체계 구성과 성과영역 … 141

2. 측정원칙의 비교 … 144

2.1. 이해관계자 회계 원칙 … 144

2.2. 결과(Outcome) 위주의 측정 … 145

2.3. 기준점(Baseline) … 145

2.4. 기준값(Proxy)의 설정 … 147

2.5. 측정의 범위 … 148

2.6. 기타 측정산식의 적용 원칙 … 148

3. 세부영역별 지표 비교 … 150

3.1. 거버넌스(G) … 150

3.2. 사회(S) … 151

3.2.1. 삶의 질 개선 성과 對 고객 성과 … 154

3.2.2. 동반성장 對 사업파트너 성과 … 156

3.2.3. 경제간접기여 對 거시 경제 성과 … 158

3.2.4. 노동 對 직원 책임 성과 … 159

3.2.5. 사회공헌 사회성과 對 지역사회 성과 … 160

3.3. 환경(E) … 161

3.3.1. 환경오염 지표: 온실가스, 대기오염, 수질오염 … 163

3.3.2. 환경오염 지표: 폐기물 … 165

3.3.3. 자원소비 지표 … 166

3.3.4. 환경재생 지표 … 169

제4장  한-중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

1. 한국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 … 174

1.1. SK텔레콤 … 174

1.2. SK 이노베이션 … 181

1.3. SK E&S … 186

1.4.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91



2. 중국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 … 196

2.1. 중국화능그룹 … 196

2.2. 중국화전그룹 … 200

2.3. 차이나모바일 … 204

2.4. 동풍자동차 … 216

2.5. 중국건재 … 218

2.6. 중국교통건설 … 235

2.7. 중국석유화학 … 244

제5장  시사점 및 전망

1. 시사점 … 252

2. 전망 … 257

한-중 기업 사회적 가치 연구 여정 … 260

참여 연구진 명단 … 262

참고 문헌 … 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