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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
사회성과연계채권(이하 ‘SIB’)은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계약을 말하며, 채권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단편적인 채권관계라기보다는 사회성과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의 형태
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투자수익이 측정 가능한 사회적 성과(Social Impact)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으로 지칭한다. 그리고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를 연동시킴으로써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사회혁신을 달성한다는 점,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높이
고 동시에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사회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의를 가진다.
법 해석상 SIB의 성질은 단순한 ‘채무증권’이라기보다는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SIB에서는 사회성과로 해석)의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파생결합증권의 성질을 가진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SIB를 활용하게 되면 정부는 공공사업의 성과목표가 달성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성과달성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게 되고, 성과측정이라는 검증과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찾
아낼 수 있다. 정부는 SIB를 통해 투입예산 대비 성과를 높이고, 정부 재정 집행의 효과를 증진시키게 된다. 결국 이는 납세
자인 국민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회공헌과 투자를 동시에 실행해 자금 활용의 효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며, 사업의 성과측정을
통해 자신이 투입한 자원이 창출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가용재원을 증대시
킬 수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사회공헌을 가능하게 해준다.
주요 사례로는 영국 정부가 2010년 3월 세계 최초로 피터버러 교도소 사회성과연계채권 계약을 소셜 파이낸스(Social
Finance Ltd. UK)와 체결한 건을 들 수 있다. 영국 피터버러시는 일찍이 ‘범죄자 한 명에게 드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
‘출소한 수감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때는 언제일까?’라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 때문
에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시 수감된 재소자를 관리하거나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데 쓰이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 정부는 피터버러시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세계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도입하기로 해 소셜 파
이낸스가 중간 운영을 맡고, 피터버러 교도소 내 12개월형 미만, 그 중에서도 성인 남성 재소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총 8년간
(사업수행기간 6년, 성과평가기간 2년)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재범률이 85%에 육박하던 피터버러시에서 총 17개 기관의 민
간투자를 바탕으로 시행된 이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2013년), 재범률이 11% 감소했으며(사업시행 동안 영국 전체의 평균 재범
률 10% 상승) 17개의 민간투자 기관은 성공적인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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