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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취약한 기업 환경을 가지고

있어 도시의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역량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의 측면에서도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에게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농촌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줄 각종 공공, 민간의 사회

적경제 관련 물적·인적 자원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떨어진다. 특히 상업

적 기업 환경과 관련한 경험이 일천하고, 역량 강화와 관련한 각종 교육이

나 컨설팅 경험과 기회도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 고찰, 설문조사 그리고 국

내외 사례조사를 토대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를 좀 더 정교화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사

회적기업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담당자, 현장에

서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컨설팅 업체의 담

당자의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는 수행과정에서 많은 이의 도움을 받았다. 사회적기업 및 중간

지원조직 실태조사에 도움을 준 SE 파트너 센터의 모세종 대표와 채혜영

실장, 유럽 사례조사에 도움을 준 벨기에 리에쥬대학 사회적경제센터의 엄

형식 연구원 그리고 바쁜 사업 활동에도 지역 사례조사에 도움을 준 농촌

현장의 사회적기업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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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이 도시지역과 차별화된 가치를 바탕으로 사업모

형을 살리면서도 취약한 기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을 전

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농촌지역 사

회적기업을 위한 차별적인 중간조직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 사례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을 통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사와 의미, 역

할, 종류와 관련한 이론과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관련법과

현황을 고찰하였다. 184개 농촌 사회적기업, 44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

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농촌 사회적기업의 역량 실태 및 역량 강

화와 관련한 지원 요구, 중간지원조직들의 조직구조, 조직역량, 그리고 이

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실태와 관련 개선 요구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정책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국내 사회적기업 중간지

원조직 우수사례와 벨기에·영국·스페인 등의 유럽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

직 사례를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

원조직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

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의 기본방향으로 중앙·광역·기초 단계에서 공공 부분의 유기적인 역

할 분담체제와 농촌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별도의 중간지원체계 구축을 제

안하였다. 세부과제로는 ① 광역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체제 구축, ② 기초

지자체 단위의 현장밀착형 지원조직 구축, ③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 구축, ④ 중간지원조직의 법적기반 마련, ⑤ 중간지

원조직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 강화, ⑥ 연합체와 컨소시엄·그룹의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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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o Activate Intermediary Bodies for Rural Social
Enterprises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measures to activate intermediary bodies for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For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ed re-
lated theoretical researches on social enterprise intermediary bodies; su-
veyed 184 rural social enterprises to investigate the capacity building 
needs, and also surveyed 44 social enterprises intermediary bodies to inves-
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ir organizational capacity of supporting activ-
ities, networks, and needs; and case-studied several rural social enterprise 
intermediary bodies in korea and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Begium, 
England, and Spain.

As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basic direction of activating in-
termediary bodies for rural social enterprises: vertical cooperating system 
among central,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and sepa-
rate stable supporting system rural social enterprises. According to this di-
rection, this study developed the following six measures to activate inter-
mediary bodies for rural social enterprises: ① setting up regional level sup-
porting system, ② organizing local level intermediary bodies, ③ establish-
ing central and regional level rural social enterprise supporting system, ④
setting legal foundation for intermediary bodies, ⑤ public sector's support-
ing intermediary bodies, ⑥ activating social enterprise's regional or in-
dustrial association or consortium. 

Researchers: Sang-Jin Ma
Research Period: 2011.1～2011.10 
E-mail Address: msj@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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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은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업·경관·전통 문화와 관

련한 다양한 사업 모형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 농촌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

고 있어 수자원함양, 홍수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다양한 생물종 보존

등 환경을 보전한다. 그리고 다양한 고유의 전통문화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쉽게 유지되고 보존된다. 또한 농촌지역사회는 ‘느림의 문화’로 인하여 급

속한 사회변화 속도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산과 강이 주축이 되지만

농작물에 의해서도 제공되는 아름다운 경관은 현대인의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다원적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은 도시지역에서

제공할 수 없는 차별적인 서비스와 상품 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적·물적으로 취약한 기업환경을 가지

고 있다. 농촌지역은 각종 공공·민간의 사회적경제 관련 물적·인적 자원의

규모가 도시에 비해 작을 뿐 아니라, 관련 주체들의 기본 자질도 다소 떨

어진다. 특히 상업적 기업 환경과 관련한 경험이 일천하고, 역량 강화와 관

련한 각종 교육이나 컨설팅 경험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사회적기

업의 역량 강화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농촌이 가지는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이 도시지역과는 차별화된 가치를 바탕으로 한

사업모형을 살리면서도 취약한 기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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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중간지원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농촌지역 사

회적기업을 위한 차별적인 중간조직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제2장에서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다.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사와 의미, 역할, 종류와 관련한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실태조사 분

석의 관점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관련법과 현황을 고찰하였다. 우

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관련 제도와 이러한 제도에 기반하여

활동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 보

건복지부의 지역자활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도의 중간지원조직

등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관련 자료를 종합하였다.

제4장에서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설

문조사 분석을 통해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 실태 및 역량 강화와 관

련한 지원 요구, 중간지원조직들의 조직구조, 조직역량, 그리고 이들에 의

해 제공되는 서비스 실태와 관련 개선 요구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사례를 고찰하였다. 유럽

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사 그리고 이들 조직들의 운영구조와 자

원동원방식에 따라 컨설팅기관 형태, 연합체 형태, 컨소시엄·그룹 형태로

유형화하고 그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선 관련 이론 고찰, 관련 법과

현황,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실태와 문제점, 유럽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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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육

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사례조사, 전문가협의회 등의 연구방

법이 사용되었다.

문헌조사를 통해서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사와 의의, 주요 역

할, 유형 등에 대한 이론 고찰, 그리고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실태 그

리고 관련 제도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역량개발 요구 및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을 대상(184개 업체)으

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의 역량강화 및 중간지원조

직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부록 1>.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을 대상(44개 업체)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사

회적기업 지원조직의 조직현황, 조직역량과 제공서비스 실태, 네트워크 현

황과 중간지원조직의 발전을 위한 요구 등을 조사하였다<부록 2>.

사례조사를 통해서는 국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우수사례 그리고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사와 주요 유형과 관련 사례를 조사

하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사회적기업 전문가 등

으로 구성하여 진행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서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중

간지원조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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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어떤 산업분야든 그 산업의 발전 단계에서 개별 조직을 강화·유지시키

고, 내부 조직 간 또는 산업 외부 세력과의 관계를 지원하는 지원서비스가

있어 왔다. 중간지원조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비영리적 목적을 띤 조직들

을 위한 지원서비스 조직을 의미하는 용어로 통용된다.

역사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은 영국에서 1919년 설립된 전국사회서

비스협의회(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 NCSS)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고,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비영리기구들의 조정자로서 정부가 파트

너로서 인식하면서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임승빈 2009).

공공과 시장의 실패가 이뤄진 분야에 비영리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활동분야·기능 영역별로 비영리조직 간의 조정 및 비영리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중간단계 지원 조직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조직

을 중간지원조직이라 불렀다.

미국의 중간지원조직은 1900년대 초반부터 주로 지역자선단체들의 중복

적 활동을 조율하는 기구로서 출발되어, 영국에서와 같이 1980년대를 전후

하여 활성화되었다(Salamon 2002). 일본의 중간지원조직은 1990년대를 전

후하여 활성화된 시민사회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화시키고, 역할을 체

계적으로 수행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에서 출발하였다(희망제작소

2008). 유럽대륙, 특히 협동조합이 발달한 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 등에서



6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관련 이론고찰

는 기존 사회적경제조직의 연합체 또는 컨소시엄·그룹의 형태로 중간지원

조직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은 협동조합 발전 초기부터 발달

해왔지만, 사회적경제 연합체들이 단순한 회원들의 대표체 기능을 넘어서

서는 우호적인 시장 조성이나 전문성 개발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

활동은 최근 들어 강화되기 시작되었다.

중간지원조직1의 구체적인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접근이 있다. 유럽

연합차원의 연구프로젝트였던 RISO(The Role of Intermediary Support

Structures in Promotion Third System Employment Activities at Local Level)

에서는 중간지원조직 (Intermediary Support Organisation)을 ‘사회적경제에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컨설팅, 코디네이션, 교류, 재정,

정보, 로비, 경영, 네트워킹, 연구, 훈련 등의 활동들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사회 사이에서 매개자로서 활동하는 조직’이라 정의한다(Technologie-

Netzwerk Berlin e.V., 2001). 日本 內閣府는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NPO) 중간지원조직(中間支援組織)에 대하여 다원적 사회에

있어 공생과 협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역사회와 NPO의 변화와 요구를

파악하여 인재와 자금과 정보 등을 제공하고, NPO 간의 중개는 물론 광의

의 의미에서는 각종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코디네이팅 하는 조직으로 정

의하고 있다(강내영, 2008). 한편 영국의 자선, 자원봉사, 지역개발 조직들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한 정보사이트 볼리소스는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body)을 어떤 주체가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또는 특정 활동이나 기능

을 운영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조직2으로 정리하고 있다

(Volresource 2011).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이라

함은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거나

1 중간지원조직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 英 umbrella body, second tier,

secondary organization; 美 (non-profit) infrastructure organization; 日 中間支援

組織.
2 An organisation which supports others operating in a particular area (geographic,

activity o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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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 운영과 관련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직’을 의미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

냐에 따라 나라마다 다소 다르게 접근되고 있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의 역할은 사회적기업의 오랜 역사를 기반

으로 매우 다양하면서도 정교하다.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활

동은 크게 중간지원조직 일반이 수행하는 ‘기본 활동’과 조직에 따라 다양

한 편차를 보여주는 ‘기타 활동’으로 구분된다(엄형식 2011).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은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중간지원조직의 기

본적인 활동으로서 신규조직 설립 및 기존조직 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

훈련, 재무관련 서비스, 지역네트워크 조직을 수행한다.

① 신규조직 설립과 관련 컨설팅: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들(협동조합, 민간단체, 자선단체, 신용조합, 커

뮤니티 비즈니스 등)과 경우에 따라 일반 자영업 및 중소기업들의 신규 설

립에 대한 지원을 핵심적인 미션으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신규설립 이후에

는 일정 기간 동안 시장조사,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수립, 마케팅 및 홍보,

거버넌스, 입지선정, 거래업체 발굴, 법인설립등록, 재원조달, 자금지원 프

로그램 신청, 판매 및 브랜드 개발, 계약입찰,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시장

발굴, 멘토링, 창업패키지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② 기존 조직에 대한 컨설팅: 중간지원조직들은 이미 설립된 사회적기업

들이 조직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새롭게 사업규모나 아이템을 확장,

또는 경영방식을 혁신하고자 할 때에도 컨설팅을 제공한다. 그리고 조직상

황 진단 및 갈등해결,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임직원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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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공하며, 일반기업이나 비영리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도 컨설팅을 통해 전환을 지원한다.

③ 교육훈련: 중간지원조직들은 창업희망자, 기존 사회적기업 임직원, 일

반 시민, 소비자, 교육훈련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

적기업 관련 내용(협동조합적 경영, 회의와 의사결정, 구성원의 역할과 의

무, 관련 제도, 거버넌스, 회원관리, 사회적 성과 측정 등), 비즈니스 일반

(시장조사, 마케팅, 판매, 재무관리, 성장전략, 경영혁신, 고객관리, 회계관

리, 펀드래이징, 매출증대, 프로젝트 관리, 행사관리, 인사관리 등), 특정주

제 관련내용(공정무역, 로컬푸드, 평등과 다양성, 정보통신, 공공서비스 재

편, 자원활동, 시민참여 등),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임파워먼트, 능력개발,

팀워크 구축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④ 재무관련 서비스: 중간지원조직들은 일련의 재원조달과 재무관리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상담과 교육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다

양한 공공부문 프로젝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에서 운용하는 기금

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⑤ 지역네트워크 조직: 사회적기업들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는 더 다양하

고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자 지방정부 등 다양한 외부 파트

너들에 대해 사회적기업들이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임파워먼트

의 주요한 수단이다. 특히 지역네트워크 조직은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이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스스로가

지역사회에서 기반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자원동원의 수단이 된다. 지역네

트워크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내부 회원조직의 형태일 수도 있고, 사

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이 지원 또는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역네트워크

(또는 지역연합체) 형태일 수도 있다. 또한 민관협의체의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은 이러한 기본 활동 이 외에 서비스

공급 능력, 유료서비스의 다각화, 지역사회의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한 활동

들을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① 프로젝트 관리: 중간지원조직들은 사회적기업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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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수행 초기부터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프

로젝트를 운영하도록 도와준다.

② 공간 및 사무지원 서비스 제공: 일부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은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저렴한 공간(사무실 또는 점포)을 임대해주는 서비스

를 제공한다.

③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중간지원조직들은 프로젝트 방식을 통해 다양

한 주제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이 중 상당수는 지방정부의 정

책으로 반영된다.

④ 사업서비스: 중간지원조직들은 사회적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사업서비

스를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수수료를 확보하고 있다. 주

요하게 제공되는 사업서비스는 급여관리(사회보험 및 세금처리 포함), 세

무관리, 법률서비스, 인력관리, 회계관리, 웹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 등이

있다.

⑤ 감사·감독: 중간지원조직들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방식, 특히 감사와

감독권을 위임받아 사회적기업들의 사회적 성격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개입하기도 한다.

⑥ 직접적인 사업지원: 중간지원조직들은 사회적기업을 대표하여 공공

기관, 주요하게 지방정부의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맺기도 한다. 이를 통

해, 관련 사회적기업들은 작은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지역성과 참여적 운영

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규모의 사업능력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사업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스핀오프3 창업: 사회적기업들이 공급하지 못하거나 기존 활동과 연

계하여 파생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또는 사회적기업들 간의 결합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간지원조직

들은 스핀오프 방식의 창업을 하기도 한다.

3 스핀오프(spin-off)란 기업분할방식의 한 방법으로 경영과 자본이 모회사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화된 기업이 한

사업을 독립적인 주체를 만드는 회사분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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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NPO 중간지원조직들은 정보의 수·발신, 자원과 기술의 중개, 인

재육성, 상담 및 컨설팅,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평가, 정책제안, 조사연구

등을 주요한 역할로 삼고 있다(강내영 2011)<표 2-1>.

역할 세부 내용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단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회나 견학회, 그룹 토의 등 의사소통을

도모한다.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수집·제

공기능

NPO나 행정 등으로부터 NPO의 활동실태나 이벤트 정보 등

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보지,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상담 및 컨설

팅 기능

워크숍·그룹 토론의 방법에 관한 상담 그리고 조직, 매니지먼트,

신규사업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한다.

조사연구기능

마을 만들기 제도 등 함의형성 방법의 연구, NPO와 네트워크

로써 실시하는 위탁조사 등 중간지원조직만이 가능한 능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NPO와 중간지원조직도 활동이 성숙해지

면 서로가 연계해서 지역사회나 생활자의 시점으로부터 지역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 기능 의 기초작업 단계

에 필요한 기능이다.

인재육성 및

연수기능

NPO가 장래적인 활동을 염두에 두고 하는 전문연수 등을 통

해 NPO와 시민의 스킬을 높이는 것을 도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활동지원 및

조성기능

NPO의 설립이나 스태프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제공이나 상담

업무 외에 전문가 파견, 자금조성, 사무국대행 등을 한다.

정책제안기능

지역문제해결에 임하는 데 있어 새로운 사회시스템이나 방법

을 구축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관계하는 NPO와 제휴

하고 니즈를 근거로 정책제안기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표 2-1. 일본 NPO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자료: 강내영. 2011. 일본중간지원조직의 현황 및 과제. 제3차 농어촌 사회적기업 활성화

포럼: 해외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현황과 시사점. 지역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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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CB) 중간지원조직은 기업설립지원, 운

영지원, 사업추진지원, 자금조달지원, 인재육성, 상담창구, 정보발신, 교류

촉진, 코디네이터,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서정민, 2011)<표 2-2>.

역할 세부 내용

기업설립지원
법인설립지원(법인격취득, 정관작성 등), 기업 성격에 부합하

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운영지원
경리, 세무, 재무, 회계, 법률 등 지원(서류 작성 등), 홈페이

지 제작지원, 사무실 지원 등

사업추진지원 영업마케팅 지원, 경험에 기초한 경영 노하우 지원 등

자금조달지원 설립·사업추진 시 자금조달, 기부·보조금 확보 지원 등

인재육성 사업과 관련된 강좌·아카데미 등의 개설 및 운영

상담창구 이상의 항목 및 이 외의 항목과 관련한 조언

정보발신
정보의 발신(소식지), 언론홍보, 세미나·심포지엄의 개최, 출

판 등

교류촉진 다양한 관계자(행정, 기업, 주민 등)가 모이는 장소의 설정

코디네이터 전문적 지원의 소개 및 연계(허브 기능)

조사연구 조사연구, 제언, 평가, 표창 등

표 2-2. 일본의 CB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자료: 서정민. 2011.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과제. 제2차 농어

촌 사회적기업 활성화 포럼: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과제. 지역재단.

이상의 관련 연구를 종합할 때,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크게

사회적기업의 기업 역량 강화와 지역 내 또는 동종 사회적기업 간 연대

(partnership) 그리고 사회적기업 외부, 즉 정부 및 지역 외부 또는 타업종

부문의 다양한 세력과의 연계(networking)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 조직 역량 강화: 정보 수집·제공, 조사·연구, 교육·훈련, 컨설팅

- 지역 내/동종 사회적기업 간 연계: 교류 촉진

- 외부 자원연계(물적·인적):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육성, 재정지원, 홍

보와 마케팅, 정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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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지원조직의 종류

중간지원조직은 설립 형태나 구체적 활동에 의해 다양한 조직 형태를 가

지는데, 공공이 설립하는 형태(관주도형)와 민간이 설립하는 형태(민간주

도형), 그리고 공공이 설립한 후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태(위탁형) 등 3가지

형태가 있다(강내영 2011; 김재현 2011)<표 2-3>.

① 관주도형: 정부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직접 운영을 하는 형태이다.

정책이나 시책, 조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장의 의견이

사업운영에 크게 작용한다. 관주도이기 때문에 공공, 공익성의 증진에 목

적의 중점을 둔다.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행정

에서 규정한 운영방식에 있어 제약이 많아 창의적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② 민간주도형: 민간이 설립 및 운영하는 방식이므로, 타주체의 간섭없

이 원하는 방향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안정적 확보가 불투명하기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

이 필요하다. 관주도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적 안정성이 낮은 민간

주도형의 기관은 경쟁성에서 뒤처질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업

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정마련 및 사업운영에 있

어 연대해 나간다면, 설립초기의 불안정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③ 위탁형: 설립은 정부나 행정이 하고, 운영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

이다. 위탁을 할 경우, 일정 부분 행정과는 분리된 체제로서의 독자적인 운

영을 할 수 있으며, 또는 경우에 따라 행정과의 협동운영체제로도 모색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행정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재정적 안정성을 가져온

다. 안정적 예산확보와 운영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이 결합하여 각각의 장

점을 갖고 운영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운영할 때에 위탁을

준 기관의 의견이나 지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관주도형보다는

덜하겠지만 민간주도형에 비해서는 사업의 유연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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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설공영 공설민영 민설민영

주체 행정 행정 민간단체

운영
주체

행정 민간단체(계약처의 선정
은 입찰이나 수의계약)

민간단체

직원 시의 직원(이동이 있다.） 민간단체직원(전임) 민간단체직원(전임)

사업
자금

행정자금 행정자금
독자사업은 자체자원

자유도 각종 규제를 받지 않
을 수 없지만 안정적
이다.

수탁단체의 능력, 전문
성, 경제적 자립도는 교
섭능력이 필요

자유롭다.
(다만 불안정）

이점 자금면에서 안정적이
며 운영의 연속성이
있다.

공설민영과 민설민영 쌍
방의 이점을 가진다.

시민의 주체성이
살아 있다.

특징 사회적 신용도 있어
자금면에서도 안정되
어 있지만, 행정주도
형으로 흐르기 쉬우며
특히 직원이 항상 이
동하는 데다 책임성 문
제로 인해 지원체로서
의 전문성이나 선구성
을 기대하기 어렵다.

행정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위탁사업 수입에만 의존
하지 않고 회비, 조성금,
자체 사업 등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함으로
써 시민주도의 운영으로
전환해내는 목표를 설정
하는 것이 중요.

시민이 자발적으로
시민 공익 활동을
추진해, 의욕 넘치
는 거점 운영을 목
표로 하려면 민간
설립 민간 운영 형
태가 이상적이긴 하
나 높은 경영 센스
가 요구된다.

표 2-3. 일본 NPO 지원시설의 형태

자료: 강내영. 2011. 일본중간지원조직의 현황 및 과제. 제3차 농어촌 사회적기업 활성화

포럼: 해외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현황과 시사점. 지역재단.

중간지원조직은 그 운영구조와 자원동원방식에 따라 컨설팅형, 연합체

형, 컨소시엄·그룹형으로 나눌 수 있다(엄형식 2011). ① 컨설팅형은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을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

팅조직들에 의해 수행되는 형태로, 중간지원조직들은 사회적기업에 제공하

는 서비스 수입료로 운영을 한다. ② 연합체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들

의 연합체가 자신들의 회원 기업(조합)들의 대표 기능뿐 아니라 회원 및

잠재적 회원들에게 개발·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③ 컨소시엄형은

지역 또는 유사업종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들의 공동의 사업적 실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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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차 협동조합에서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에게 개발·지원 기능을 수행하

는 형태이다. ④ 그룹형은 지역적 동질성 또는 특정한 연대적 동기를 기반

으로 전반적인 경영을 공유하면서 그룹 내 하위 기업(조직)의 개발·지원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두는 형태이다.

중간지원조직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종합지원형과 특화분야

형으로 나눌 수 있다(김재현 2011). ① 종합지원형: 모든 분야의 사회적기

업을 지원하고 인재양성교육을 실시하는 유형이다. 지원하는 대상 또한 정

부부처, 행정,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 매우 광범위하다. ② 특화분야형:

해당 조직의 강점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만 중간지원기능을 하는 유형이다.

환경분야·복지분야·농업분야·예술분야 등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뛰어난 분

야에 대해서만 전문성을 지원한다.

한편 중간지원조직은 그 활동 지역의 범위에 따라 광역형과 지역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재현 2011). ① 광역형: 전국 단위, 광역 단위의 활동을

하는 형태이다. 중앙을 아우르거나 또는 도 단위 및 2∼3개 이상의 지자체

를 아우르는 범위라 할 수 있다. 지역형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거

나 사회적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서포트해주는 기능

을 한다. 지역형 중간지원조직이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범운영하여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

면 이를 보급·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지역형: 지자체 단위 또는 구·면

단위에서의 지원활동을 하는 유형이다. 지역밀착형의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육성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의 고찰 결과를 종합하면, 중간지원조직은 설립주체, 운영구조 및

자원동원방식, 사업내용, 서비스 제공의 지역 범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설립주체: 공설공영, 공설민영, 민설민영

- 자원동원 및 활동방식: 컨설팅 기관형, 연합체형, 컨소시엄·그룹형

- 사업내용: 종합지원형, 특화분화형

- 서비스 제공의 지역 범위: 광역형, 지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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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지원조직 관련법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

한 법에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과 관련한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두

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근거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경영

지원),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10조 ①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

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勞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②항으로 ‘고용노동부장

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제20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

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고 하면서 한국사회

적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지원조례를 만들면

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원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광역

은 경기도, 기초는 남양주시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출연기관 등의 업무위탁)에서 ‘도지사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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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도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

1.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勞務)·회

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기업 근

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정책연구개발 및 사업화 모델 발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기도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②항에서 ‘업무를 수탁한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 규정

까지 두고 있다.

남양주시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경영지원 등)

에서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

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경기도 출연기관이나 노

동부지정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이랄 수 있는 지역

자활센터 그리고 중앙단위 지원조직인 중앙자활센터의 설립 및 운영 근거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2(중앙자활센터)와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에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의 구체적인

역할과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설치 및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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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지원조직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하에 또는 민간 자체

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이 있다. 고용노동부 지정, 지방자

치단체 지정, 보건복지부 지정, 민간 등으로 유형을 나누어 현황을 고찰하

였다.

고용노동부는 중앙단위의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 총괄기구로 사회적기업

진흥원(2010년 설립)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회적기업 한마당,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소셜벤처

경연대회, 사회적기업 평가 및 모니터링, 사회적기업 홍보 등의 사업을 수

행하며, 여기에 141억원의 사업비(2011년)가 투입되고 있다.

한편 프로보노, 농업·농촌, 환경, 문화예술, 종교 등 분야별 특화 지원기

관으로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등 11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3-1>. 이들 기관은 ① 전문(특화)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을 연계하고,

② 분야·대상·기능별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③ 지역별 성공사

례 발굴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등 홍보, 교육을 한다. 1년 단위 계약으로

사업비로 1억원 내외가 지원된다.

구분 기관명

농업·농촌 (재)지역재단, 한국농어촌공사,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환경 (사)한국폐기물협회

문화예술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기독교 (사)한기장복지재단

불교 (사)날마다좋은날

NGO (사)사람사랑, (사)열매나눔재단

북한주민 한국NPO공동회의

프로보노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표 3-1.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특화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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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에 권역별로 (예비)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이

지정·운영되는데 현재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

남, 전북, 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등 14개 권역에 사람사랑, 경기

복지재단 등 15개 업체가 있다<표 3-2>. 이들 기관은 ① 여러 정부부처,

자치단체, NGO, 종교단체, 기업, 학계,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및 프로보노

전문기관, 지역별 사회적기업협의회 등을 포함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②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자립형 지역공동체, 지

식경제부 커뮤니티비지니스,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보건복지

부 자활공동체, 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 여러 정부부처·자치단체

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유도하고, 지원기관과 타정부

부처·자치단체 지원체계와 컨소시엄 구성 또는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여 긴

밀하게 연계되도록 설계하여 신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확산, ③ 사회적

기업 인증 지원, ④ 회계·노무·법무·세무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일상적 경영자문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서비

스 지원 수요, 지원기관의 수요 충족을 위한 노력 등 사회적기업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 통합 DB 구축하는 등 (예비) 사회적기업 상시 경영상담 및

현장지원, ⑤ 홍보, 교육 등 기타 필요 업무(지역의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지역별 활동 현황, 공

지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게재,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일반인에 대한 교육

실시, 그 밖에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들 권역별 지원기관에는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연계, 신규 모델 발굴·전파,

인증지원, 상시상담 및 현장지원, 홍보 등 기타 업무 등에 포괄적인 사업비

가 지원4이 되는데, 특화사업 수행여부, 인근지역 통합관리 여부, 복수의

지원기관 선정 등에 따라 사업비는 추가 또는 감액된다.

4 서울(350백만원), 경기(260백만원), 강원(130백만원), 인천(130백만원), 대전(130

백만원), 충북(130백만원), 충남(130백만원), 전북(130백만원), 전남(130백만원),

광주(130백만원), 부산(130백만원), 울산(130백만원), 경남(130백만원), 대구·경

북(260백만원), 제주(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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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지원기관 권역 지원기관

서울 사람사랑 광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전남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복지재단 전북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인천 인천광역자활센터 제주 제주경상학회

강원 강원도 사회적기업협의회 대구/경북 대구사회연구소

대전 한국창업 경영컨설팅협회 부산/울산 사회적기업연구원

충남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 창원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충북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

표 3-2.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청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위해 별도의

중간지원기관이 운영된다<표 3-3>. 현재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 영

남, 호남, 제주 등 8개 권역에 (사)씨즈, (사)함께만드는세상 등 19개소가

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① 창업팀

참여신청 접수 및 우선순위 선정, ② 내·외부 사회적기업 전문가 및 경영

컨설팅 전문가 등 5인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업팀 우선순위 평

가 및 중간 평가 등을 수행하고, ③ 상근전담인력 1명당 7개 이상의 창업

팀을 상시적으로 지원, ④창업팀 간 네트워킹이나 인큐베이팅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⑤ 민간이나 공공부문의 자원과 창

업팀이 연계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역할

에 수행하는 상근 멘토(1인당 창업팀 최소 7팀 이상)에 대하여 대략 3천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관의 사업관련 경비(창업팀 총사업비의 10% 범

위 내)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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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원기관 지역 지원기관

권역

서울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충청

호서대 산학협력단

(사)씨즈 (사)풀뿌리사람들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

은행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함께일하는재단
영남

경남대 산학협력단

경기

인천

경기복지재단 금오공과대 산학협력단

경원대 산학협력단
호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유한대학 광주NGO시민재단

강원 상지대 산학협력단 제주 제주한라대학 산학협력단

업종

문화 계명대 산학협력단

교육 (사)행복한 미래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여성 이화여대 경영연구소

표 3-3.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 중간지원조직으로는 광역 단위에서는 경기도, 충남

도, 대전 그리고 기초 단위에서는 남양주시, 부천시, 서울금천구 등이 운영

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전국 단위

의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부산, 전북, 대구)

그리고 기초 단위 지역자활센터(242개)가 있다. 중앙자활센터는 ① 자활지

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사업, ②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③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④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광역자활센터5는 ① 광역 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

지원, ② 광역 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 지원, ③ 자활사업 실무자에

5 기초 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지원체계를 광역 단위의 자활사

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자활사업 추진함으로써 자활사

업 효과성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4년부터 시범사업의 형태로 운영

되고 있음. 아직 설립의 구체적인 법적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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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육훈련 사업, ④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기초 지자체 단위의 지역자활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

할이 설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1). ①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근

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

그램(한글학교, 컴퓨터 교실 등)을 개발 운영, 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

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③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창업을 통

해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 경영지원을 하고, 창업 후에도 적극적인 사후관

리를 통해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자활공동체의 설립 운영지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모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설립

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⑤ 사회서비스지원 사업: 장애

인, 산모 신생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사업 위탁 수행, ⑥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교육 및 보육

을 위한 청소년자활프로그램 운영, ⑦ 기타 수급자 등의 자활을 위한 사업.

사회적기업 관련 정부사업별 민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업종별 협

의체로는 재활용(한국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청소(한국청소대안기업연합

회), 주거복지(한국주거복지협회), 돌봄(휴먼서비스네트워크, 돌봄과연대),

문화(전북문화예술사회적기업협의회), 관광(지속가능한관광 사회적기업네

트워크)6 등이 구성되어 있고, 지역별 협의회로는 전국사회적기업협의회,

광역단위 협의회(서울, 경기, 강원 등), 기초 단위 협의회(남양주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등)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들의 지역협의회를 한

국지역자활센터협회와 16개 광역지부가 있다.

이 밖에 민간분야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주는 조직체로 고용노동부 등

록 컨설팅 업체가 있다. 사회적기업 기초 및 전문 컨설팅 지원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록업체로 136개(2011년 현재)가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투자지원재단(사회적경제연구센터), 희망제작소, 일하는공동체,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신나는조합,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정부사업

과 관계없이 순수 민간주도의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이 있다.

6 www.sustainabletouris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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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제도와 현황의 시사점

일천한 사회적경제의 역사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중간

지원체제는 민간의 토대가 부족하고 공공의 제도적 뒷받침도 미흡한 수준

이다.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관련 제도 고찰 결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법적근거가 다소 허약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두고 있고,

일부 지자체도 업무 위탁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광역자활센터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진흥원 이 외의 권역별, 전문분야별 그리고 청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등은 사업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이들 기관의 운영

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로서는 이들 중간지원조

직들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경영지원과 관련하여 업무를 민간

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정도만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관련 대다수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사업을

위탁하는 기관의 형태로 공공부분 주도로 설립되었다. 최근 지자체 주도

그리고 민간 주도의 최근 지역 단위, 업종별 협의회가 생겨나고 있지만 아

직까지 양적으로 많이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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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 요구

1차년도 연구에서 사회적기업의 역량 실태를 비전과 전략, 조직기술,

인적자원, 조직구조와 시스템, 조직문화 등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지만, 비전과 전략 영역, 조직기술

영역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였다. 특히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은

중장기 사업전략의 추진 계획, 그리고 연간사업 계획, 재정 전략과 조달(사

용) 계획의 설정·수립 과정에서 조직 내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유하는 작업

그리고 회사가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지표의 설정 등이 부족하

고, 다양한 지역 내 관련 주체들 그리고 공공·민간부문의 지원 기관들과의

관계 설정도 다소 취약하였다<표 4-1>.

작년에 이어 설문조사를 통해,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 요구를

조사하였다<부록 1><부록 3>. 조직 역량 중 취약한 부분을 조사한 결과,

역시 작년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의 조직역

량과 관련하여 작년과 같은 5개 영역의 31개 세부영역7 중 조직의 취약한

7 ① 비전과 전략: 조직 정체성(가치,비전,사명)정립, 중장기 조직 발전 비전과 전

략, 상호·상표·로고 등 BI(또는 CI), 조직의 성과 목표/지표 관리, ② 조직기술:

중장기 사업 발전 전략, 신상품(사업)개발 및 타당성, 상품 질 향상, 생산계획

및 관리, 원가계산·적정가격 책정, 고객, 제도 등 시장조사, 판매전략(홍보·광

고·영업), 재정 전략·계획·조달, 협력네트워크 구축, 국제규격·품질관리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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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역량 항목
역량 수준

취약 ↔ 충분

비전과
전략

종사자가 공유하는비전과 발전목표

중장기 사업전략과 추진 계획

기업의 성과목표/지표

조직기술

연간 사업계획

재정 전략과 조달(사용) 계획

재무관리

사업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

다양한 관련 주체들과의 관계

인적자원

임원 역량

CEO의 역량

중간실무자의 역량

현장직원의 역량

조직
구조와
시스템

규정 설치 여부

의사결정 기구 여부

직원 업무매뉴얼 활성화

조직문화

조직원 동기부여

권한 위임

종사자 전체모임(활성화 정도)

표 4-1. 사회적기업의 역량 진단 결과 종합

자료: 마상진 등. 2010.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증, 사업 신고·등록·인허가, 물류관리, 사업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 ③ 인적자

원: 직무설계·역량 강화, 리더의 경영역량과 리더십, 종사자의 직무 수행 역량,

④ 조직구조와 시스템: 법적 지위 선택, 지배구조 설계, 의사결정체계와 집행체

계, 내부제도(정관, 운영규정, 규정, 규칙) 정비, 조직관리(사무행정,인사노무,재

무), 작업(업무) 공정 설계, 시설 인프라 계획, 정보화(IT관련), ⑤ 조직문화: 조

직문화(소통, 팀워크 등), 조직원 권한위임, 조직원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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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비전전략 영역의 ‘중장기 발전비전과 전략’ ‘조

직성과목표·지표관리’, 조직기술 영역의 ‘제품(서비스) 판매전략’ ‘조직관리

(사무행정, 인사노무, 재무)’ ‘신상품 개발 및 타당성’ ‘중장기 사업발전 전

략’ 등이 취약하였다<그림 4-1>. 그리고 이 두 영역 외에 인적자원 영역의

‘종사자들의 직무수행역량’ ‘직무설계와 역량강화’ ‘리더의 경영역량과 리더

십’ 조직문화 영역의 ‘조직문화(소통과 팀워크)’ ‘조직원 동기부여’, 조직구

조와 시스템 영역의 ‘시설인프라계획’ 등도 상대적으로 많이 취약하였다.

20.4%

21.0%

21.5%

22.1%

23.8%

24.9%

26.0%

27.6%

28.2%

35.4%

38.7%

38.7%

조직성과목표 / 지표 관리

중장기사업 발전전략

신상품개발 및타당성

리더의경영역량과 리더십

시설인프라 계획

직무설계, 역량강화

조직원동기부여

조직문화

조직관리

판매전략

중장기조직발전비전과 전략

종사자의직무수행 역량

그림 4-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취약 분야(20% 이상 응답한 항목)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

한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이 각종 외부 지원조직들로부터 받고 싶은

서비스 분야를 조사8한 결과, ‘판로개척 등 시장중개’에 대하여 전체 기업

8 정보수집과 제공, 물적자원의 중개, 인적자원 중개, 판로개척 등 시장중개,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사회적기업 등 정부 인증·지정 상담 및 행정 지원, 사회적기업 등

일상적 운영 관련 자문, 경영(창업, 조직, 법무, 세무, 인사노무, 재무, 마케팅 등)에

전문적 자문 및 컨설팅, 정부와 소통, 민간의 관련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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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2.2%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 다음은 ‘조직·법무·세무·인사노무·재

무·마케팅 등에 대한 구체적 경영컨설팅’ ‘물적자원 중개’ ‘종사자 교육·훈

련 지원’ ‘네트워크 구축·교류 촉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 및 행정지

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그림 4-2>. 무엇보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은 판

로확보와 관련한 요구가 매우 높아, 중간지원조직이 이를 적절히 해소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반면 실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이 현재 중간지

원조직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로는 ‘정보 제공’이라고 응답한 기업

이 8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네트워크 촉진’ ‘인적자원중개’ 등이

었다.

그림 4-2.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주요서비스 영역별
수혜 및 필요 현황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

류 촉진, 관련 행사 기획 및 진행, 조사연구 및 정책·제도의 개선 제안 등 선행연

구에서 조사된 중간지원조직들이 역할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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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실제 제공받고 있는 서비

스와의 차이(요구)를 중심으로 보면 ‘정보수집과 제공’ ‘네트워크 촉진’

‘인적자원중개’ 등은 다소 과잉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판로 개척

등 시장중개’ ‘조직·법무·세무·인사노무·재무·마케팅 등에 대한 구체적 경

영컨설팅’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결핍되어 있었다<표 4-2>.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기업 인증유형(인증, 예비, 자활공동체)별로 큰 차이 없이 유사하였

다<부록 3>.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전체

정보수집과 제공 -72.6% -58.2% -50.8% -64.5%

물적자원 중개 -3.2% 1.8% 6.2% 0.9%

인적자원 중개 -38.1% -13.4% -23.7% -26.0%

판로개척 등 시장중개 24.6% 23.9% 21.8% 23.6%

종사자 교육훈련지원 -12.8% 4.6% 5.6% -2.3%

사회적기업 인증, 행정지원 -31.0% 4.7% -6.4% -12.3%

사회적기업 일상적 운영 자문 -22.0% -23.0% -13.0% -20.1%

경영 컨설팅 24.3% 28.6% 10.4% 22.5%

정부와 소통 -17.9% -11.1% -10.4% -13.6%

네트워크 구축, 교류촉진 -47.3% -24.6% -21.3% -32.9%

행사기획 및 진행 -16.7% -7.1% -5.4% -10.6%

조사연구 및 정책개선 제안 -11.7% -3.4% 4.6% -4.8%

표 4-2.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유형별 서비스 요구

*서비스 요구=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 ― 현재 받고 있다는 기업 비율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이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주로 교류를 하는 기관

으로는 지역자활센터가 4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노동부중간지원

조직, 지역의 공공조직(지자체 포함), 사회적기업지역협의회, 지자체중간지

원조직, 지역의 NGO단체 등의 순이었다<표 4-3>. 반면, 지역의 컨설팅 조

직, 대학연구소, 일반 중소기업 지원조직 등과의 교류는 적었다. 사회적기

업 인증유형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

업은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과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기업 지역



28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실태와 문제점

및 업종협의회, 지역자활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의 교류가 많았지

만, 자활공동체의 경우 지역자활센터와의 교류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중간지원조직과의 교류가 적었다.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
공동체

전체

노동부 중간지원조직 56.5% 42.6% 7.3% 39.8%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26.1% 29.5% 17.1% 24.6%

일반 중소기업 중간지원조직 5.8% 11.5% 12.2% 9.4%

사회적기업 지역 협의회 40.6% 29.5% 7.3% 28.7%

사회적기업 업종 협의회 24.6% 3.3% 7.3% 12.9%

모법인 17.4% 18.0% 9.8% 15.8%

지역의 공공조직 29.0% 19.7% 29.3% 25.7%

지역의 컨설팅 조직 2.9% 0.0% 4.9% 2.3%

지역의 NGO 단체 18.8% 18.0% 9.8% 16.4%

대학/연구소 4.3% 8.2% 2.4% 5.8%

지역자활센터 27.5% 26.2% 85.4% 40.9%

광역자활 5.8% 3.3% 7.3% 5.3%

표 4-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주로 교류하는 기관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

사회적기업이 중간지원조직 유형별로 주로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이 차

이가 있었다<표 4-4>. ‘정보제공’은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기업

지역협의회, 지역자활센터로부터 주로 제공받았다. 물적자원중개는 고용노

동부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지역의 공공조직을 통해서 제공

받았다. 인적자원중개는 지역의 공공조직, 지역자활센터, 고용노동부 중간

지원조직을 통해서 주로 제공받았다. 시장중개는 지역자활센터, 지역의 공

공조직,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종사자 교육훈련지원은 지역

의 공공조직,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인증·행정

지원은 지역의 공공조직,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기업 운영

일상과 경영컨설팅은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주

로 제공받았다. 정부와의 소통은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지역협의회를 통해, 네트워크 및 교류는 고용노동부 중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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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사회적기업 지역협의회,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행사기획 및 진행 서

비스는 지역의 NGO 단체,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지역의 공공조직을

통해 제공받았다. 조사연구와 정책제안 등과 관련한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지역의 공공조직, 사회적기업 지역협의회를 통해 주로 제공

받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지역자활센터,

지역의 공공조직 등이 광범위한 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기업들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
제공

물적
자원
중개

인적
자원
중개

시장
중개

교육
훈련
지원

인증,
행정
지원

일상
운영
자문

경영
컨설
팅

정부
와
소통

네트
워크
교류
촉진

행사
기획
및

진행

조사
연구
정책
제안

노동부
중간조직

49.3 51.9 40.9 43.8 46.9 51.6 62.7 51.2 52.4 46.9 58.3 70.0

지자체
중간조직

25.0 44.2 37.9 26.6 32.7 38.7 13.7 22.0 23.8 29.6 45.8 30.0

중소기업
지원조직

4.2 23.1 16.7 6.3 0.0 12.9 2.0 0.0 4.8 2.0 16.7 10.0

사회적기업
지역협의회

46.5 30.8 27.3 29.7 40.8 30.6 33.3 22.0 42.9 52.0 33.3 60.0

사회적기업
업종협의회

24.3 11.5 10.6 12.5 14.3 8.1 15.7 17.1 23.8 32.7 20.8 50.0

모법인 18.8 21.2 27.3 17.2 28.6 19.4 15.7 7.3 16.7 20.4 25.0 30.0

지역의
공공조직

25.0 48.1 54.5 48.4 65.3 40.3 31.4 31.7 42.9 29.6 62.5 70.0

지역의
컨설팅조직

0.0 0.0 3.0 3.1 2.0 3.2 2.0 9.8 0.0 0.0 8.3 10.0

지역의
NGO 단체

18.8 32.7 34.8 31.3 24.5 17.7 11.8 7.3 31.0 30.6 62.5 25.0

대학/연구소 4.2 1.9 13.6 10.9 12.2 11.3 3.9 7.3 2.4 5.1 12.5 20.0

지역자활
센터

51.4 36.5 47.0 64.1 42.9 35.5 45.1 51.2 50.0 61.2 37.5 40.0

광역자활 7.6 7.7 9.1 3.1 18.4 6.5 2.0 4.9 11.9 14.3 8.3 5.0

표 4-4.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서비스 제공내용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

한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에게 회사 운영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협

력 파트너가 누구인지 중간지원조직을 포함한 광범위한 주체에 대해 조사



30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실태와 문제점

한 결과,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모조

직, 업종조직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그림 4-3>. 정부지원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이 있지만 이들과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그림 4-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파트너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

2.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실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

조직들의 조직구조(설립시기, 법적지위, 모기관 관계, 인력, 재정), 조직역

량,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 네트워킹, 지원 요구 등을 조사하였다

<부록 2><부록 4>.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의 주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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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또는 근거 법령에 따라 다소 성격이 다르기에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

직,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보건복지부 중간지원조직, 기타 민간주도 중간지

원조직 등으로 나누어 조직특성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일반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 중간

지원조직 13개,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 8개, 보건복지부 중간지원조직

15개, 민간주도 중간지원조직 7개 등 총 44개였다. 사업의 지역범위가 기

초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19개, 광역인 경우가 19개, 전국인 경우가 6개

였다.

2.1. 조직구조

현재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 다수는 정부의

사업시행에 따라 설립·운영된 것이어서 설립된 지 10년 미만이 대다수였

다. 설립시기별로 5년 이하가 47.7% 5~10년이 27.3%, 10년 이상이 25.0%

였다<표 4-5>. 사업이 관계된 부처별로 보면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은 5

년 이하가 71.4%,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은 5년 이하가 62.5%였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은 10년 이상의 사업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보다는 다소 설립시기가 오래되

어서 설립된 지 5년 이상이 86.7%였다. 중간지원조직들의 법적지위를 보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복지부
중간지원조직

민간
중간지원조직

전체

5년 이하 71.4% 62.5% 13.3% 57.1% 47.7%

5～10년 21.4% 12.5% 40.0% 28.6% 27.3%

10년 이상 7.1% 25.0% 46.7% 14.3% 25.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5.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경과연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2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실태와 문제점

면 사단법인 등 법적지위를 가진 경우는 56.8%였는데, 대부분 보건복지부

중간지원조직들이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고용노동부, 지자체 중간지

원조직은 법적지위를 가진 경우가 28.6%, 37.5%에 지나지 않았다.

모기관(법인)이 있는 중간지원조직은 77.3%였다<표 4-6>. 모기관이 있

는 경우 모기관 내에서의 지위는 독립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38.2%,

부설기관인 경우가 38.2%, 사업부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23.5%였

다. 모기관이 있더라도 모기관으로 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는

9.1%에 그쳤고, 지원이 없는 경우도 45.5%나 되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은 모기관의 지원 및 관여하는 경우 62.5%로 다른 유형의 중

간지원조직에 비해 많았다.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복지부
중간지원조직

민간
중간지원조직

전체

모기관 있음 64.3% 100.0% 93.3% 42.9% 77.3%

모기관

지원

대부분 지원 11.1% 25.0% 0.0% 0.0% 9.1%

일부 지원 44.4% 62.5% 30.8% 66.7% 45.5%

지원없음 44.4% 12.5% 69.2% 33.3% 45.5%

모기관

관여

일체 관여 11.1% 12.5% 0.0% 0.0% 6.1%

부분 관여 33.3% 62.5% 46.2% 33.3% 45.5%

자율성 보장 55.6% 25.0% 53.8% 66.7% 48.5%

모기관

내지위

독립지위 10.0% 25.0% 76.9% 0.0% 38.2%

부설기관 20.0% 75.0% 15.4% 100.0% 38.2%

사업부서 70.0% 0.0% 7.7% 0.0% 23.5%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6.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모기관과의 관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의 예산규모를 보면 1억～2억이 36.4%로 가

장 많고, 2억~10억이 25%, 10억 초과가 25% 그리고 1억 이하가 13.6%로

였다<표 4-7>. 1억 이하 예산인 경우는 대다수가 민간주도의 중간지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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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었다. 예산의 출처(재원)를 보면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중

간지원조직, 보건복지부 중간지원조직 모두 3분의 2이상이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100%였다. 정부이외의 재원(모기관이나 자체사업, 기업으로 부터

의 후원, 회비 등)이 있는 경우는 35.7%로, 대다수 민간주도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이었다. 한편 인력규모를 보면, 65.2%가 10명 미만의 조직으

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민간주도 조직이 대체로 인

력규모가 작았다. 보조인력과 전담인력비중을 보면 50% 이하인 경우가

25.6%였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은 전담인력비중이 낮았지

만, 민간주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은 57.1%가 100% 전담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복지부
중간지원조직

민간
중간지원조직

전체

예산

규모

1억 이하 7.1% 25.0% 0.0%　 42.9% 13.6%

1억～2억 이하 50.0% 37.5% 26.7% 28.6% 36.4%

2억～10억 이하 28.6% 25.0% 26.7% 14.3% 25.0%

10억 초과 14.3% 12.5% 46.7% 14.3% 25.0%

재원

출처

정부의존 100% 69.2% 75.0% 80.0% 0.0%　 64.3%

정부이외 10%이상 30.8% 25.0% 13.3% 33.3% 23.8%

자체사업 10%이상 　0.0% 0.0%　 6.7% 66.7% 11.9%

인력

규모

5명 미만 23.1% 62.5% 13.3% 57.1% 32.6%

5～10명 미만 38.5% 25.0% 33.3% 28.6% 32.6%

10명 이상 38.5% 12.5% 53.3% 14.3% 34.9%

전담

인력

비중

50% 이하 23.1% 50.0% 13.3% 28.6% 25.6%

50～99% 53.8% 　0.0% 46.7% 14.3% 34.9%

100% 23.1% 50.0% 40.0% 57.1% 39.5%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7.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예산 및 인력 구조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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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직역량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조직역량을 앞선 사회적기업 역량 진단의

경우처럼 5개 영역(조직비전, 사업기술, 인적자원, 조직구조, 조직문화)에

서 대하여 7점 척도로 기업이 자가진단(설문조사)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

과를 보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은 대체로 5개 전 영역에 대해 적절

히 갖추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었다(모두가 이론적 평균 4 이상)<표 4-8>.

다만 조직문화(조직원의 권한위임, 조직원 동기부여 등) 영역은 다른 영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진단하고 있었다(평균 4.95). 중간지원조직

유형별로 보면,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은 조직문화 영역,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은 조직문화 외에 사업기술 영역, 보건복지부 중간지원조직은

조직문화 외에 조직비전과 정체성 영역, 민간 중간지원조직은 사업기술 등

의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평균 5점 이하).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복지부
중간지원조직

민간
중간지원조직

전체

기

본

조직비전/정체성 5.21 5.50 4.79 5.86 5.23

사업기술 5.36 4.88 5.20 4.86 5.14

인적자원전문성 5.36 5.63 5.13 5.57 5.36

조직구조 5.36 5.13 5.20 5.14 5.23

조직문화 5.00 4.75 4.93 5.14 4.95

기

타

모기관정체성부합 4.64 5.13 5.21 5.33 5.05

전담인력의 공감 5.36 5.13 4.80 5.86 5.20

운영자율성 5.00 3.75 4.60 6.14 4.81

조직물적인프라 4.71 6.25 5.33 4.29 5.14

표 4-8.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조직역량

*역량영역별 점수는 리커트척도(1:약함~7:강함)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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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비전, 사업기술, 인적자원, 조직구조, 조직문화 등 일반적인 조직역

량 이 외에 중간지원조직에게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모기관의 본래 정

체성(사명과 비전)과 중간지원 서비스 업무의 상호부합 정도, 전담인력들

의 해당 역할 및 사명에 대한 공감, 기관 운영의 자율성, 조직의 물적 인프

라(사무공간, 시설, 기기) 등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고

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은 모기관의 정체성과의 부합정도가 다소 떨어지는

문제,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은 조직의 운영자율성이 부족한 문제, 보

건복지부 중간지원조직은 전담인력의 해당역할에 대한 공감(자기 전망과

의 밀접성 포함) 그리고 운영자율성 등의 부문에서, 민간의 경우 조직의 물

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부족하였다<표 4-8>.

2.3. 제공 서비스와 교류

앞선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요구 조사에서와 같이 주요 12개 중간지원

서비스 영역별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의 제공 정도를 7점 척도로

조사하였다(높은 점수가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

조직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면 정보수집과 제공, 민간주체 간 네

트워킹, 일상적 기업운영관련 자문, 교육훈련 지원, 인증지원, 인적자원중

개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상위 5개 서비스로 7점 만점에 평균 4.8 이상) 반

면, 정부와의 소통, 조사연구나 정책제도 개선제안, 판로개척, 물적자원 중

개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하위 4개 서비스로 7점 만점에 평균 4.4 미

만)<표 4-9>. 조직유형별로 상대적으로 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는 고

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은 물적자원중개, 판로개척 서비스, 지자체 중간지

원조직은 물적자원중개와 조사연구 및 제도 개선제안, 정부와 소통, 보건

복지부 중간지원조직은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제안, 정부와 소통, 관련행사

기획과 진행, 경영자문과 컨설팅, 민간주체 간 네트워킹, 민간중간지원조직

은 정부와 소통, 인적자원중개, 경영자문과 컨설팅, 판로개척, 인증지원, 관

련 행사와 진행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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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복지부
중간지원조직

민간
중간지원조직

전체

정보수집과 제공 5.50 5.63 4.67 5.00 5.16

민간주체 간 네트워킹 5.57 5.63 4.27 5.43 5.11

일상적 운영관련 지원 5.43 5.38 4.47 4.71 4.98

교육훈련지원 4.71 5.63 4.40 5.29 4.86

인증 지원 5.50 4.88 4.47 4.14 4.82

인적자원중개 4.69 5.13 4.60 3.57 4.56

관련행사 기획, 진행 5.07 5.25 3.60 4.29 4.48

경영 자문, 컨설팅 5.07 4.43 4.27 3.71 4.47

물적자원중개 4.21 4.38 4.67 4.00 4.36

판로개척 등 3.93 5.00 4.20 3.71 4.18

조사연구, 정책제도
개선제안

4.71 4.25 3.27 4.86 4.16

정부와 소통 4.79 3.88 3.27 3.57 3.91

표 4-9.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해당 서비스별 점수는 리커트척도(1:서비스 제공 적음~7:많음)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의 서비스 제공방식을 조사한 결과, 일부는

자체 역량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서비스는 외부에 의뢰하여

사회적기업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있었다<표 4-10>. 자체역량 중심(일부 외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복지부
중간지원조직

민간
중간지원조직

전체

자체역량으로 모두

제공
14.3% 12.5% 6.7% 42.9% 15.9%

자체 역량중심으로 78.6% 87.5% 66.7% 57.1% 72.7%

외부역량중심으로

일부 자체 제공
7.1% 0.0%　 26.7% 0.0%　 11.4%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10.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서비스 제공방식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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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뢰)의 서비스 제공이 72.7%로 가장 많았고, 자체 역량으로 모든 서비

스를 제공한다는 업체도 15.9%나 되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

직들이 자체역량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사회적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들

과는 다소 괴리가 있었다.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이 외부 역량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

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정부수집과 제공, 네트워크 촉진, 종

사자 교육훈련, 인적자원중개, 행사기획 및 진행, 일상적 운영 자문 등의

서비스가 많았다(전체 응답자 중 60% 이상이 응답)<그림 4-4>. 반면에 정

부와 소통, 판로개척 등 시장중개, 경영컨설팅, 조사연구 및 정책개선 제안

등을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앞서 농촌지

역 사회적기업들의 역량요구 조사결과에서 이들 분야는 사회적기업에 대

한 서비스 지원 요구가 높았던 부분으로, 현재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들 다수가 이들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될 수 없었다.

그림 4-4.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이 자체역량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설문조사(중복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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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이 자신들의 전문성 보완 및 정보 수집을 위

해 교류하고 있는 주요 기관을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점수는 7점 만점에 5.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사회적기업 업종조직, NGO 단체,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연대

조직 등이었다<표 4-11>. 하지만 대기업, 일반기업, 의회, 지역주민단체 등

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복지부
중간지원조직

민간
중간지원조직

전체

지자체 5.38 6.50 5.07 4.57 5.35

사회적기업

업종조직
5.14 5.25 4.07 4.00 4.63

NGO 4.86 4.50 3.60 5.71 4.50

비영리단체 4.86 4.25 3.87 5.43 4.50

사회적기업

연대조직
4.71 4.50 3.73 3.71 4.18

컨설팅 기관 5.21 3.00 3.73 3.71 4.07

중앙정부 4.86 2.38 4.00 3.86 3.95

지역 공공기관 4.43 4.25 3.80 2.71 3.91

대학/ 연구소 4.64 4.25 2.93 3.86 3.86

종교기관/단체 4.43 4.00 3.60 2.43 3.75

프로보노

/자원봉사조직
4.79 3.50 2.67 3.29 3.59

일반기업 3.57 3.00 3.33 2.86 3.27

지역주민단체 3.36 4.00 2.73 2.14 3.07

의회 3.36 2.88 2.87 2.86 3.02

대기업 3.50 2.00 2.47 3.43 2.86

표 4-11.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이 교류하는 주요 주체

* 해당주체와의 교류정도를 리커트척도(1:교류 적음~7: 교류 많음)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임

**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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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업·농촌과의 관련성

현재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의 농업·농촌과 얼마나 관련

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현재 서비스 지원 중인 사회적기업 중 농촌

소재 업체 수, 그리고 사업내용, 네트워크 등의 관점에서 농업·농촌과의 관

련성을 설문조사하였다.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이 중간지원서비스를 제

공 중인 업체 중에 농촌소재 업체가 없다는 응답이 53.5%였고, 과반수 미

만이 20.9%였다<표 4-12>. 서비스 제공 업체 중 과반수 이상이 농촌소재

업체인 경우는 25.6%였다. 기업의 사업내용과 관련 네트워크 등의 관점에

서 관련성이 있는 응답은 36.3%에 지나지 않았다. 즉 아직까지 대다수 현

재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이 스스로 농업·농촌과의 관련성

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았다.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복지부
중간지원조직

민간
중간지원조직

전체

농촌
업체
비중

없음 28.6% 87.5% 60.0% 50.0% 53.5%

과반수 미만 35.7% 0.0%　 13.3% 33.3% 20.9%

과반수 이상 35.7% 12.5% 26.7% 16.7% 25.6%

농업
농촌
관련
성

전혀 없음 　0.0% 0.0%　 6.7% 0.0%　 2.3%

없는 편 42.9% 62.5% 20.0% 14.3% 34.1%

보통 28.6% 　0.0%　 26.7% 57.1% 27.3%

관련있음 21.4% 12.5% 40.0% 0.0%　　 22.7%

매우관련 7.1% 25.0% 6.7% 28.6% 13.6%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12.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농업·농촌 관련성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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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원 요구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은 사업추진의 제도적, 재정적 안정적 기반

을 요구하고 있었다<표 4-13>.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이 필요로 하는

외부 지원사항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종사자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58.1%), 자체 사업비 지원(53.5%), 위탁계약의 안정성(51.2%)로 다른 요

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종사자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

육지원, 사무, 교육공간의 지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홍보, 우수 전문인력

의 제공 등의 순으로 요구가 높았다.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복지부
중간지원조직

민간
중간지원조직

전체

종사자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71.4% 50.0% 66.7% 16.7% 58.1%

자체 사업비 지원 42.9% 75.0% 40.0% 83.3% 53.5%

위탁 계약의 안정성 78.6% 12.5% 33.3% 83.3% 51.2%

종사자 전문성

교육지원
28.6% 25.0% 46.7% 16.7% 32.6%

사무, 교육공간 지원 35.7% 12.5% 40.0% 16.7% 30.2%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홍보
28.6% 12.5% 33.3% 33.3% 27.9%

우수 전문인력 제공 7.1% 37.5% 33.3% 16.7% 23.3%

타기업과의

네트워크 지원
7.1% 50.0% 6.7% 33.3% 18.6%

표 4-13.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요구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설문조사(중복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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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관련 문제점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사회적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외부 지원요구와 실제

사회적기업 관련 중간지원조직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간에는 괴리가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은 재정독립성,

운영자율성, 물적인프라 등에서 취약하고, 서비스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다

소 미흡하고, 아직까지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간지원 토대가 미흡

한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설문 분석결과와 기타 현장 사례조

사,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관련 문제점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 운영의 자율성 부족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중간지원조직이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사

업의 위탁기관으로 생겨났다. 그러다 보니 운영 재정의 대부분을 정부 지

원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 사회적기업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4분의 3

이 자체수익이나 기업을 포함한 민간으로부터의 기여분이 없는 상황이었

다. 그에 따라 사회적기업 현장에서의 요구보다는 위로부터의 지시에 민감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정부 사업의

대리인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조직의 지속성·안정성 부족

대다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이 정부 사업에 의해 생겨난 조직이

지만,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기반의 중간지원조직은 그래도 나름대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법적으로 갖추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

부 사회적기업 관련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들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정

부의 사업은 현재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매년 공모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



42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실태와 문제점

렇게 한시적 시범사업형태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중간지원조직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보장하기 어렵고, 중간지원조직 역시 장기적

안목에서 자체 조직 역량 강화를 우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은 종사자 임금 등 근

로조건 개선, 자체 사업비 지원, 위탁계약의 안정성 등 기관의 재정적 제도

적 안정성 문제를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 부족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의 일천한 역사로 인해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사

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전문성을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할 우수한 인력

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볼 수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중간지원조직들이 제공할 수 있는 내용

이 괴리 현상은 중간지원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역량(양적·질적)의 한

계 그리고 관련 사업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전문성 있고 지속성 있

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서비스의 현장 밀착성 부족

중간지원조직의 인적역량 부족과 더불어, 아직 구조적으로 기초 지방자

치단체 이하 단계의 지역에서 지역특색에 맞게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은 권역

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중간지원조직 역시 아직은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기초지자체

단계에서도 지역자활센터와 같은 공공사업 위탁기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와 같은 공공기관, 농협 등과 공익성 있는 기관들이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

련하여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아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는 특정 부처의 사업에만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다(예: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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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연합체 형태의 조직들은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에서 이

미 오랫동안 효과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또한 협동조합

운동에서는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 그룹이 오래전부터 발달해오면서 협동

조합 운동 고유의 중간지원조직 형태이자, 개발방식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개념이 사회적기업 부문에서 전면적으로 주목

을 받은 것은 영국의 협동조합개발기관(cooperative development agency,

이하 CDA)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안경제운동으로 출발한 영국의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이 70년대 중반이

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실업문제 및 산업공동화에 대한 의미 있는

대안으로 공공부문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노동자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써 CDA들이 각급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등장하

고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후 사회적경제, 특히 현재는 사회적기업이라 불리기도 하는 새로운 사

회적경제 전반이 취약계층 사회통합, 사회서비스 발전, 지속가능한 지역개

발 등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인정받게 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9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사례는 벨기에 리에주대학 사회적경제센터에

서 수학 중인 엄형식씨에 의해 정리되었다. 이 부분은 이 연구의 별도 연구자

료 형태(엄형식 2011)로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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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CDA와 스웨덴의 협동조합개발기관(lokal kooperativ utveckling,

이하 LKU)같이 공공부문 주도, 또는 사회적경제와 공공부문의 협력을 통

해 새로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설립하는 경향

이 등장하였다.

벨기에에서는 새로운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연합체와 새로운 사회적경

제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합체

들, 그리고 지역수준의 네트워크에서 개발·지원 기능을 제공하였으며, 점

차 공공부문이 이러한 기능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사회적경제 연합체들이 발달해 있던 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 등에

서는 변화된 정책/시장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연합체들이

단순한 회원들의 대표체 기능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정책개입과 다양한 프

로젝트 참여를 통해 회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시장환경을 조성함과 동시

에 회원들이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면서, 새로운 회원

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지원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화시켰다. 이는 새롭게

등장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조직된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지역

수준 또는 전국수준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주요하게 발달한 컨소시엄과 그룹 형태는 변화

된 정책/시장 환경에서 현장 사회적기업들이 능동적으로 활동을 발전시키

는 매커니즘으로 기능했다. 특히 컨소시엄은 공공시장과의 접촉면이 넓어

지면서 요구되는 일정한 수준의 규모와 관리능력을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지역밀착을 위해 요구되는 소규모성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발전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다.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을 운영구조와 자원동원방식의 차이

에 따라 컨설팅 기관 형태, 연합체 형태, 컨소시엄·그룹 형태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주요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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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설팅기관 형태

컨설팅기관 형태를 갖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은 일반적인 컨설팅

기관과 활동내용·형태에 있어서는 유사하지만, 주요 서비스 제공대상이 사

회적기업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연합체 형태나 컨소시엄·그룹 형태에서

개발·지원 기능이 전체 활동의 일부인 것에 비해, 컨설팅기관 형태는 개

발·지원 기능으로 특화된 조직이면서 기본적으로 내부자원 동원에 의존하

기 어렵다는 차이를 보여준다.

유럽에서 사회적경제 컨설팅기관 형태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은

대표적으로 영국의 CDA, 벨기에의 사회적경제 컨설팅기관을 예로 들 수

있다.

1.1. 영국 CDA

역사

영국에서는 1950년대 후반에 시작된 산업공동소유운동(Industrial Common

Ownership Movement, ICOM)과 1960년대 후반부터 신사회운동의 영향으

로 확산된 대안공동체운동이 1970년대 초반 노동자협동조합 모델을 매개

로 결합되면서 노동자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게 된다. 이에 1976년 산업공동

소유법(Industrial Common Ownership Act)이 제정되면서 ICOM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되고, 노동자협동조합들이 수혜대상이 되는 산업공동소유기

금(Industrial Common Ownership Fund, ICOF)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노동

자협동조합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1976년 스코틀랜드, 1978년 웨

스트 글래모건(West Glamorgan)에서 첫 CDA들이 등장하였다.

초기 CDA들은 노동자협동조합에 우호적이었던 일군의 지역활동가들과

조직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을 받아 상근실무자를

고용하기 이전까지는 일종의 자원활동그룹 형태로 활동하였다. 이후 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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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노동당이 집권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80년대

후반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보수당 정부의 집권이 장기

화되면서 공공부문의 지원이 중단 및 축소되고, 이에 따라 많은 CDA들이

문을 닫거나 활동을 축소하게 된다. 특히 런던지역에서만 20여 개의 CDA

가 활동할 만큼 활발하게 지원을 했던 노동당 중심의 런던광역시가 1986

년 해체되면서 런던지역의 많은 CDA들이 사라지게 된다.

1990년대 이후 CDA들은 서비스 대상을 노동자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커

뮤니티 비즈니스, 신용협동조합, 지역재생프로그램, 실업자 교육훈련 등으

로 확장시키면서 활동을 지속한다. 또한 많은 CDA들이 문을 닫았지만, 동

시에 소수의 새로운 CDA들이 지방정부의 지원이나 지역협동조합운동의

지원에 힘입어 새롭게 설립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 후반, CDA들은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는데, 1996년 노동당

정부의 집권 이후 진행된 분권화 정책은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에

상당한 자율권을 가진 자치정부가 들어서게 했으며, 잉글랜드의 광역지역

에서는 자율적인 지역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지역개발기관

(regional development agency, 이하 RDA)들이 설립된다. 자치정부들과

RDA들은 사회적경제를 주요한 사회통합과 지역개발의 파트너로 인식했으

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CDA

들은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

파트너로서, 또한 지역개발기관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1998년 노동자협동조합연합체인 London ICOM과 런던지역 CDA

들의 교육훈련부문을 전담하던 London Cooperative Training이 합병하면서

설립한 Social Enterprise London(SEL)은 노동자협동조합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포괄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 부르면서 스스로의 활동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개념화는 영국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게 된다(Brown, 2003). 영국정부는 2000년 이후 재무산업성 산하

에 사회적기업과를 설치하고, ‘사회적기업 성공전략’이라는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면서 사회적기업 개념을 전면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

역수준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주체로서 CDA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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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0년 보수당-자유당 연정이 집권한 이후 ‘Big Society’라는 구호

아래, 공공부문 협동조합화 등 우호적인 정책/시장환경이 조성됨과 동시에,

공공재정 축소에 따른 각종 보조금과 프로젝트의 축소 및 삭감이라는 딜레

마에 처해 있다.

현황

각 지역의 CDA들은 다양한 기원과 발전과정을 거쳐온 반면, 별도의 연

합조직을 구성하는 활동은 미미했다. 따라서 어떠한 조직들을 CDA로 범

주화할 수 있는지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90년대를 경과하면서 상

당수의 CDA들이 CDA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고유의 명칭을 쓰고 있기 때

문에 더욱 그러하다.

현재 CDA의 리스트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영국 협동조합 연합체인

Cooperatives UK의 ‘협동조합 지원조직’의 지위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CDA들의 리스트인데, 2011년 현재 32개의 CDA가 Cooperatives UK의 협

동조합 지원조직 지위로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CDA에 대한 구체적인 데

이터가 집합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 활동내용,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운영구조

영국의 CDA들은 다양한 법적지위를 가진다. 먼저 많은 경우, 회원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또는

Industrial & Providence Society(이하 I&PS)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때

지분은 상징적인 금액(가령 1파운드)인 경우가 많으며, 회원은 해당 CDA

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거나, 이미 활동하고 있던 지역의 협동조합 및 사

회적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또 다른 경우는 CDA의 컨설턴트들이 중심이 되어 노동자협동조합의 지

위를 갖는 경우가 있다. 이때 법적지위는 전자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한회사, I&PS 또는 소수의 인원으로 설립가능한 유한책

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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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CDA의 경우는 지방정부에 속한 기업지원기관의 한 부분으로서 별

도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경우에는 기업지원기관의 주

요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운영위

원회를 두고 있다. 일부 CDA들은 사회적기업을 위한 법적지위로 새로 도

입된 지역사회이익기업(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의 지위를 가

지고 있다.

많은 CDA들이 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은 대부분 지역의 협

동조합 및 사회적기업들이며 개인들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회비는 가입

과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로 1파운드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자발적인 후원회비를 별도로 납부하기도 한다), 연 회비가 있는 경우

라도 금액이 크지 않다. 또한 회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비가 없는

경우도 있다.

회원이 되면 기본적으로 CDA 총회에서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

고 회원을 위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유료서비스에 대한 할인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정보 및 훈련을 제공받는다. 다른 한편으

로 회원구조는 CDA에게 안정적인 인적·물적 내부자원동원구조를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외부파트너와의 협력이나 프로젝트 과정에서 상징적 정당

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CDA들은 회원구조를 근간으로 선출되거나 지역사회 협동조

합 및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 종종 실무자들인 컨설턴트들을 대표하는 이사들이 참여하여

노동자협동조합적인 특성을 병행하기도 한다. 반면 스코틀랜드의 CDS는

자치정부의 공기업인 Scotland Enterprise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거버넌스 구조를 갖지 않으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통해 CDA로서의 특

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많은 소규모 CDA들은 컨설턴트들로 구성된 소규

모 노동자협동조합이나 파트너십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내

부 구성원들로만 이루어진 기능적인 성격의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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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동원

CDA들은 공공부문 자원, 민간부문 자원, 내부자원, 유료서비스 등 매우

다양한 자원동원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공부문 자원) 초기 CDA들은 많은 경우 지방정부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보조금은 점차 축소되거나 없어졌으나, 현재에도 관할

지역에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무상컨설팅을 명목으로

지방정부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개발을 위한 정부차원

(가령, Single Regeneration Budget 1994~2004) 또는 유럽연합 차원(유럽사

회기금, 유럽지역개발기금 등)의 프로젝트들이 지방정부의 매칭펀드를 포

함하여 진행되면서 많은 CDA들이 프로젝트 파트너로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요한 재정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노동당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운용되었던 피닉스 재단의 기금을 통한 프로젝트에도 많은

CDA들이 참여하였다. 1998년 이후, 노동당 정부의 분권화 정책의 일환으

로 설립되었던 RDA들은 지역경제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운용하면서 한편으로는 CDA들의 기존 활동분야를 흡수하여 어려

움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CDA를 지역경제개발의 파트너

로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공공부문 자원으로 기능하였다. 또한 많은 경우

RDA들은 유럽연합 지역개발정책의 직접 수행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CDA

의 주요 파트너가 되었다. 일부 CDA들은 공공 기업지원서비스인 Business

Link와의 계약을 통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담을 Business

Link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비용을 지불받거나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컨설팅 바우처를 받기도 한다.

(민간부문 자원) 기존 사회적경제, 특히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소비

자협동조합의 기여가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사례로 CDA들이 사라지고 있

던 1990년대 후반 소비자협동조합인 Oxford, Swindon & Gloucester Co-op

은 수익의 1%을 협동조합 기업의 설립, 발전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결정하

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 Cooperative Futures가 설립된 경우를 들 수 있

다. 소비자협동조합그룹인 Cooperative Group에 의해 2010년부터 실행되

고 있는 Cooperative Enterprise Hub 프로그램은 신규 협동조합 설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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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협동조합 지원과 관련하여 최대 4일의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CDA 및 관련 전문기관들로

구성된 지역별 컨소시엄에 속한 CDA가 대상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

식이며, 컨설팅 제공에 대한 비용은 Cooperative Group이 제공한 기금에서

지불된다. Cooperative Enterprise Hub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39개이

며, 이 중 Cooperatives UK 협동조합 지원기관으로 가입된 CDA들은 25개

이다.

(내부자원) 많은 CDA들이 회원구조 및 회비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이

를 통한 자원동원 규모는 크지 않다. 일부 CDA는 독립적인 컨설턴트들의

파트너십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컨설턴트들이 CDA를 통해 얻는 수입의

고정비율을 운영비로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유료서비스) 지방정부의 지원 및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부

CDA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CDA들은 유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CDA

가 실행하는 유료서비스들은 주요하게 컨설팅서비스, 교육훈련 서비스, 급

여관리 및 회계관리 등의 사업서비스, 공간임대를 통한 임대서비스 등이며,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유료서비스가 CDA 재

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많은 유료서비스를 운영하는 SEL의 경우에도 2010년 수입 중 유료서비스

내역이 포함된 ‘기타 수입’이 전체수입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SEL, 2011).

1.2. 스웨덴 LKU

역사

1980년대 초반까지 스웨덴의 고용정책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완

전고용을 지향하면서 중앙정부가 직접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즉, 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일자리에 국가가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배치시키는 방식이

었으며, 국가와 기업이 아닌 제3의 행위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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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산업재구조화와 이에 병행되어 지역의 실업자들이 일자리가

있는 대도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정책은 농촌 및 지역의 경제활동

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재조정으로 도입되어 지역

으로 이동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 역시 정책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975년 ‘지역균형정책 Politik för regional balans'). 이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개발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고,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차원의 일자리 및 서비스 창출을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였

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1982년 Jämtland와 Värmland에서 첫 LKU들이 각

각 지역대학과 지역재단의 지원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다.

198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청년실업 문제는 전통적인 실업대

책을 넘어선 새로운 대책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중

앙정부, 전통적인 협동조합운동(주요하게 농업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

그리고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평의회(Kooperativa rådet)가 1984

년에 설립되어 농업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 각각이 중심이 된 두 개의

중앙기구를 중심으로 청년실업대책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프

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노동자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었다.

영국 CDA 경험에 영감을 받아 1986년 청년실업대책 프로그램과 LKU

의 활동이 결합되었으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 평의회가 LKU를 지원하게

되었고 LKU가 각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의 LKU 인증 프로세스와 인증된 LKU에 대한 재정지원 시스템이 수

립되었으며, 이 재정지원 시스템은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프로그램의 당초 취지였던 청년실업이 1980년대 후반

노동시장의 과열로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고, 전통적 협동조합운동의 관심

이 줄어들면서 두 중앙기구는 해산하고 협동조합 평의회는 약화된다. 이에

따라 지역의 LKU들은 별도의 사명과 역할,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연합조직

을 일시에 상실한 채 방치되었으며, 이에 LKU들은 새로운 활동과 역할을

찾으면서 새롭게 단위 조직 및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사회서비스 공급의 변화와 맞물려 확산된 이용자협동조합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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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지원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LKU들의 주

요한 새로운 서비스대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

방정부들과의 접촉과 협력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LKU들 간의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발전하여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인 협동조합개발기관협회

(Förening för Kooperativ Utveckling, 이하 FKU)가 1994년에 발족하였다.

이후 FKU는 2006년 이후 Coompanion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던 지역 LKU들도 Coompanion으로 명칭을 통일하게 된다.

현황

1982년 2개소로 시작하여 1987년 말 8개였던 LKU는 1992년 18개로 증

가했으며, 2011년 현재는 25개의 LKU에서 100여명의 컨설턴트들이 활동

을 하고 있다. 2003년 통계에 따르면, 25개 LKU 매출총합계는 6,500만 크

로네 (약 720만 유로)이며, LKU의 회원은 882개 조직 및 개인들로 구성되

어 있는 바, 이 중 500개가 새로운 협동조합들로 보고된다. 이들 500여 협

동조합의 합계 매출은 9억 크로네였다(약 1억 유로). LKU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총액은 3,000만 크로네(약 330만 유로)였다(Coompanion, 2007).

운영구조

(법적지위) 스웨덴의 민간단체는 ‘경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ekonomiska förening)’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민간단체(ideell förening)’

로 구분되는데, 협동조합들은 주요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지위

를 가진다(Stryjan, 2001: 222-223). 현재 25개 LKU들 중 Coompanion 스

톡홀름을 포함한 2~3개의 LKU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않는 민간단체의 지

위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LKU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지위

를 가지고 있다.

(회원구조) 초창기 LKU들은 지역 민간단체들이 지역대학과 지역재단과

의 협력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시작되었다. 1986년부터는 소비자협

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파트너들을 조직하는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1990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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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다른 형태의 조직들과 지방정부의 기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

우도 가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LKU들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

른 설립주체, 회원구조,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거버넌스) 거버넌스 구조 역시 LKU마다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회

원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10명 내외의 이사회와 대표를 선출한다. 이사회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개별 LKU의 활동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즉,

컨설턴트들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주요 정책들을 결정한다.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컨설턴트들은 피고용인으로서 집행 단위를 구성하여

이사회와 대표의 지휘를 받게 된다. LKU들의 네트워크인 Coompanion은

초기부터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1994년에 FKU로 공

식 출범하였다. 이후 2006년 Coompanion으로 개칭하였으나, 초창기와 마

찬가지로 현재까지 핵심상근인력이 1명뿐인 느슨한 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다. Coompanion은 각 LKU에서 1명씩 파견한 대표자로 구성된 총회를

연 2회 개최함으로써 주요한 결정을 내리며, 총회 사이에는 지역 LKU 대

표들로 구성된 회의조직과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회의조직을 통해 일상적

인 운영을 진행한다.

자원동원

LKU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지역의 주체(민간단체, 전통적

협동조합 또는 지방정부 관련 기관 등에 의해 발의된)가 자신들의 회원이

나, 지방정부를 포함한 다른 지역단체들을 통해 기본 재정을 조달해야 한

다. 인증된 LKU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① 협동조합과 민간단체 설립에 대

한 정보전파, ②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제공, ③ 자금조달

및 네트워크에 관련한 지원 등을 무료제공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LKU가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조달한 기본 재정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340

만 크로네 상한에서 지원하게 되며, 이 과정은 매년 반복된다. 즉, 중앙정

부의 보조금은 매년 지역에서 조달한 기본 재정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986년부터 1997년까지는 협동조합 평의회가 LKU에 관련한 재정지

원을 담당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비즈니스 개발기관(NUTEK)이 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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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있다.

LKU는 보조금 수령에 따른 명목의 활동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는 전제

아래 추가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거나 유료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자

원의 동원이 가능하다. 가령 90년대 초반에 진행된 도심신재생 프로젝트와

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 차원의 각종 프로젝트들은 LKU의 주요한 활

동기반이 되어왔다.

기본 재정 및 같은 금액의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프로젝트 및 유료서비

스를 통한 재정수입 비중은 각 LKU마다 다양해서, 추가 재정수입이 전혀

없는 곳에서부터 전체 예산의 80%를 추가 재정수입에서 조달하는 경우까

지 다양하게 분포한다<그림 5-1>.

그림 5-1. 스웨덴 LKU 자원동원구조(출처: Stryja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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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벨기에 사회적경제 컨설팅기관

역사

벨기에에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발달해온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들

은 주요하게 사회주의 계열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을 한 축으로, 가톨릭 계

열 정치운동과 노동운동 및 농민운동을 또 다른 한 축으로 발전해왔다. 개

별적인 협동조합과 민간단체들은 고립적으로 등장하고 발전한 것이 아니

라 지역차원의 노동조합 및 정당조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조직되고 지원

을 받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기관의

전신은 이들 노동운동·농민운동 및 정치운동 조직들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로 벨기에 왈룬지역의 10개 사회적경제 컨설팅기관 중 3곳은 사회주의 계

열 협동조합 연합체(Febecoop), 가톨릭 계열 협동조합 연합체(Syneco) 그

리고 전통적인 이데올로기 구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합체(SAW-B)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는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조직들이 지역대학 등

과의 협력을 통해 등장했으며, 초기에는 연합체나 지역네트워크의 자원활

동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지원활동이 점차 체계화되면서 컨설팅기관의 형

태를 갖추게 되었다.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합체인 SAW-B는

1985년 왈룬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무소 소재지인 샤를루아 지역을 중

심으로 ‘Boutique de gestion’이라는 컨설팅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

며, 이 프로그램은 이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

운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에게 정관작성, 사업계획

수립, 재무·노무 계획, 회계관련 상담 등을 제공하였다(SAW-B, 2006). 그

러나 공공부문의 지원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적경제 연합체들

내부와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단체들에서 개발·지원 기

능이 이루어졌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사회적경제에 관련한 권한이 지방정부로 분권화된 이후 1996년 벨기에

왈룬지방정부는 사회적경제에 특화되어 컨설팅을 제공하는 조직들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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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경제 컨설팅기관’이라는 지위로 인정하였고, 2004년부터는 관련법을

통해 시장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10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명목으로 사회적경제 컨설팅기관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시작하였다.

현황

2011년 현재 벨기에 왈룬지방에는 2004년 법을 통해 인정을 받은 사회

적경제 컨설팅기관이 10개소가 있으며, 이들은 3개 연합체와 1개 대안금융

조직, 6개의 개별 컨설팅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기관들은 2007년

연합조직인 ApacES를 설립하여 공동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운영구조

(법적지위) 사회적경제 컨설팅기관에 관한 2004년 법률에서는 사회적경

제 컨설팅 기관이 “기본적인 지위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재단, 사회적목적

기업 또는 전국협동조합평의회에 의해 인정된 협동조합의 지위”를 가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지위들은 공익적인 목적과 영리배분의 금지 또

는 제약이라는 비영리성을 가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10개 기

관 대부분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회원구조) 10개 기관 중 실질적인 회원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은

SAW-B, Febecoop, Syneco로서 각각 새로운 사회적경제, 사회주의 계열 사

회적경제, 가톨릭 계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합체들이다. 이 세 연합체는

기본적인 연합체로서의 활동에 부가하여 사회적경제 컨설팅기관의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하면 사회적경제 컨설팅기관은 신규 설립지원

을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만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 아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회적경제 컨

10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재정의 50% 이상을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조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써, 보조금이 재

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영리민간단체와 구분짓기 위해 벨기에에서 공식적

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주요하게 사회적목적기업, 협동조합,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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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팅 기관들의 경우, 총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를 선출하는 회원구조를 갖추

고 있으나, 이 경우 회원들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아닌 해당 단체를 지지

하고, 지원하는 개인들이나 지역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거버넌스) 벨기에에서 비영리민간단체는 법률에 의해 회원총회와 총회

에서 선출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위를 갖는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컨설팅기관들은 이에 준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자원동원

사회적경제 컨설팅기관의 자원은 주요하게 유료 컨설팅을 통한 수입과

왈룬지방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기타 프로젝트를 통한 수입, 그리고 경우

에 따라 공공부문 프로그램을 통한 수입으로 구성된다.

2004년 왈룬지방 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세밀

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 또한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양에 따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보조금은 기

본보조금이 연간 32,000유로이며,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양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최대 40,0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보조금이 사회적경제 컨설팅기관 재정 전부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는 유료 컨설팅서비스를 운영한다. 유료 컨설팅서비스

에 대한 요금과 부과방식은 기관에 따라 다양하다.

2. 연합회 형태

유럽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등장 초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 조직

을 발전시켜왔다. 유럽 사회적기업 현상의 주요 부분을 대표하는 노동자협

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에서도 연합체들은 비단 회원들의

대표체로서 기능뿐 아니라, 회원들과 잠재적 회원인 예비 설립자들에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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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개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협동조합 운동에서 연합체가 개발·

지원 기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국가들은 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인

데, 이들 국가들은 유럽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한 규모로 발달한 노동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부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현상의 등

장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탈리아의 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체들을 포함하고 있

는 주요 협동조합 연합체들인 Legacoop, Confcooperative, AGCI, 프랑스의

노동자협동조합 및 공익협동조합을 대표하는 CGSCOP, 스페인의 노동자

협동조합 및 사회적이니셔티브협동조합을 대표하는 COCETA를 개발·지

원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1. 이탈리아 - Legacoop, Confcooperative, AGCI

역사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발달은 적극적 제도적 뒷받침과 연합체의 중요한

역할이 특징적이며, 스페인과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노동자협동조

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부문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 마찬

가지로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이탈리아 협동조합 운동은 1882년 상법에서

협동조합 관련 조항들이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1942년 민법에 의해 영리기

업과 구분되는 조직형태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다. 특히 2차 대전 전후에 채

택된 공화국 헌법 45조에서는 “이탈리아 공화국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

며, “가장 적합한 수단들을 통해 협동조합의 양적 증가를 촉진시키고, 적절

한 감독을 통해 협동조합의 특성과 목적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

러한 강력한 제도적 인정은 협동조합 연합체에 중요한 권한을 주는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전후 협동조합 운동의 모법이 된 1577/1947 법, 일명 Basevi 법은 협동

조합 연합체들에 회원 협동조합들에 대한 일상적 감독권한을 부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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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연합체들이 단순한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것을 넘어서서 협동조합 운동

일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당성과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1886년 최초

로 설립된 Legacoop(Lega Nazionale delle Cooperative)와 이념적인 차이로

1898년 Legacoop에서 이탈한 가톨릭 계열 협동조합들이 1919년에 설립한

Confcooperative(Confederazione Generale delle Cooperative Italiane)가

1948년 Basevi 법에 따라 국가의 인가를 받은 연합체로 등록을 하게 된다.

이 외에 공화주의적 경향의 협동조합 연합체인 AGCI(Associazione

Generale delle Cooperative Italiane)가 1961년에 인가를 받았다.

현황

Confcooperative는 협동조합 연합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연합체로서 가톨

릭 계열의 협동조합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00여 단위협동조합이

22개 지역연합(Unioni regionali), 80개 광역도연합(Unioni provinciali), 7개

광역도간연합(Unioni interprovinciali)의 지역조직과 10개 부문을 대표하는

9개 부문연합조직을 통해 소속되어 있다. 이 중 노동자협동조합을 대표하는

Federlavoro e servizi와 사회적협동조합을 대표하는 Federsolidarietà가 사회

적기업 현상에 관련된 부문연합체들이다. 특징적인 것은 1991년 사회적협

동조합법 제정 훨씬 이전인 1980년에 Confcooperative에서는 사회적협동조

합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였고, 1988년에 부문연합체인

Federsolidarietà를 설립할 정도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체인 Federsolidarietà의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Federsolidarietà는 20개 지역연합과 70개 광역도연합의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 말 현재 5,605개 회원조합과 258개의 컨소시엄 조합이 소

속되어 있다. 회원조합의 67%가 사회·보건·교육 서비스에서 활동하는 A형

사회적협동조합이며, 33%가 취약계층을 고용한 B형 사회적협동조합이다.

2009년 현재 208,000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이 중 15,000명이 자

원활동가이고 200,000여명의 노동자 중 13,500명이 취약계층 노동자이다.

Federsolidarietà는 이탈리아 전체 사회적협동조합의 55%를 포괄하고 있으

며, 비영리부문의 13%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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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coop는 가장 오래된 연합체로서 전통적으로 공산당 및 좌파정당과

정치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15,000여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

으며 96개 지역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10개의 부문연합체가 있다. 사회적

기업 현상에 주요하게 관련되는 부문연합체들은 제조업 분야 노동자협동조

합연합체인 ANCPL, 서비스업 분야 노동자협동조합연합체인 Legacoop

Servizi,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체인 Legacoopsociali가 있다. 이 중

Legacoopsociali를 살펴보면, 2009년 현재 2,250개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

되어 있는데, 이 중 A형 사회적협동조합이 1,500개, B형 사회적협동조합이

650개, 컨소시엄이 100개이다. 35%의 회원 협동조합이 남부지방에 위치해

있다. 조합원 수는 110,000명으로 이 중 거의 100,000명이 노동자조합원이

며 노동자조합원의 85%는 무기계약이다. 취약계층 노동자는 12,000명이며,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는 150만명에 달한다.

AGCI는 공화주의적 정치성향에 가까운 협동조합들의 연합체로서 7,000

여 협동조합들이 19개 지역연합, 10개의 광역도연합, 5개의 광역도간연합

의 지역조직과 8개 부문연합체를 통해 소속되어 있다. 사회적기업 현상에

관련되는 부문연합체는 노동자협동조합연합체인 AGCI Produzione e

Lavoro, AGCI Servizi di Lavoro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체인 AGCI

Solidarietà이다.

자원동원

공통적으로 단위 협동조합들은 연간 매출의 0.4%를 회비로 연합체들에

납부한다(Corcoran and Wilson, 2010). 또한 연합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개

발기금에 연간세전수익 중 3%를 납부하고 있다.

연합체의 개발·지원

이탈리아 협동조합 연합체들에서 개발·지원 기능은 주요하게 현장 협동

조합들에 가장 밀착된 지역연합체를 통해 수행된다. 지역연합체들은 협동

조합을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사업계획 수립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기존 협동조합들에게도 다양한 정보와 훈련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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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간의 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직접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이 외

에 협동조합들 간 상호학습의 계기를 제공한다.

이탈리아 협동조합 연합체들은 부문별로 각각의 지역연합체를 두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각각 부문지역합체들이 소속된 총괄 지역연합체

가 있는 이중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소비자, 농업, 주거, 금융 등 부문을 넘어서

는 협동조합 간 연대가 가능하며, 이는 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들에 우호적인 지역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탈리아 협동조합 연합체들의 보다 특징적인 개발·지원 기능은 협동조

합 연합체들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회원 협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과 법률에 의해 연합체 내부에 조성한 협동조합 개발기금을 통해서 수행

된다.

2.2. 스페인 COCETA

약사

스페인의 협동조합 운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30

년대 스페인 내전 이후부터 1975년 민주화까지 오랜 정체기를 경험하였다.

특히 노동자협동조합은 좌익으로 간주되어 정치적으로 배제되었으며, 바스

크 지역에 위치한 몬드라곤 노동자협동조합 복합체는 스페인 전체의 상황

에 비교하여 예외적인 경우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노동자협동조합이 경

제민주화의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주요하게 좌파 정치운동의 성장과 맞물

려 크게 발전하게 된다.

또한 민주화와 병행된 분권화는 각 자치주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

고, 노동자협동조합운동 역시 자치주별로 연합체를 구성하면서 자치주정부

와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 자치주별로 구성된 연합체들은

1986년 전국연합체인 COCETA를 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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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COCETA는 300,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18,960개의 노동자협동조합

을 대표하고 있으며, 17개 자치주 가운데 16개 자치주에서 조직된 지역연

합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이니셔티브협동조

합 중 노동자협동조합을 기본 모델로 삼는 협동조합들 역시 COCETA에

의해 대표되는데, COCETA는 별도의 사회적이니셔티브협동조합 부서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www.coceta.coop). 2007년 현재 1,500여개의

사회적이니셔티브협동조합이 COCETA에 회원 협동조합으로 소속되어 있

다 (Roelants, 2009).

자원동원

지역연합체의 주요 재정은 회원 협동조합들의 회비와 자치주정부의 지

원 및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 충당된다. COCETA는 지역연합체들의 분담

금과 중앙정부 지원을 통해 재원을 충당한다. 지역연합체의 회비구조는 지

역에 따라 다양하다.

연합체의 개발·지원

스페인의 노동자협동조합과 사회적이니셔티브협동조합의 연합체인 COCETA

와 지역연합체들은 이탈리아, 프랑스의 연합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지

원기능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연합체의 역사가 민주화 이

후인 198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바스

크 지역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와 같이 발달된 협동조합 그룹들이 존

재하는 지역에서는 연합체들이 이들 협동조합 그룹들을 보완하는 역할에

머물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Zelaia, 2011). 또한 이탈리아 및 프랑스의 연

합체들과 달리 스페인의 연합체들은 정기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자치주마다 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

합체를 통한 제도개선은 지역상황에 맞는 협동조합 모델의 개발과 이를 뒷

받침하는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Zelaia, 2011). 실제로 지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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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들은 해당 자치주의 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이니셔티브협동조합의

법제도에 대한 유일한 전문기관으로서 신규 창업자들이나 기존 협동조합들

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개발·지원 기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현장의 요

구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다.

소속 협동조합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개발·지원 기능은 주요하게 교

육훈련 서비스와 업종별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노동자협동조합과 사회적이니셔티브협동조합이 양적으로 상당한 규모에

도달한 상황에서 연합회의 직접적인 개발·지원 기능보다는 협동조합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교류함으로써 상호학습을

통한 개발·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컨소시엄·그룹 형태

컨소시엄과 그룹은 협동조합들의 사업연합체 형태라는 점에서 기본적으

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컨소시엄이 단위 협동조합의 자율

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존중하는 반면, 그룹은 단위 협동조합이 그룹에 권

한의 일정 부분을 양도하고 그룹의 경영지도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컨소시엄이 일반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 업종

의 협동조합들이 공동의 사업적 실천을 위해 결합하는 것이 기본적인 동기

이지만, 그룹의 경우는 다른 업종의 협동조합들이라 하더라도 지역적 동질

성이나 특정한 연대적 동기에 기반함으로써 사업적 실천보다는 전반적인

경영을 공유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컨소시엄이 이탈리아 협동조합

운동에서 주요하게 발전한 반면, 협동조합 그룹은 스페인에서 주요하게 발

전하였으며 바스크 지방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과 같은 사례를 기반으

로 민주화 이후 협동조합 운동이 빠르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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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컨소시엄 

역사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컨소시엄은 1909년에 제정된 422/1909 법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이후 협동조합 컨소시엄은 협동조합 부문별로 독특한 특징

을 가지고 발달하였는데, 가령 농업협동조합에서 컨소시엄은 생산과정을

수직적으로 통합시키는 방법으로써 채택되었으며,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재화와 서비스를 집합적으로 구매하는 수단으로써 활용되었다. 반면 노동

자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컨소시엄은 참여한 협동조합들이 특정

한 업무를 집중화하는 방식을 가지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공동으로 입찰

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후 컨소시엄에 대한 제도가 계속 발전하였는데, 1971년 127/1971 법

은 두 종류의 컨소시엄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규정하게 된다.

하나는 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으로서 2차 협동조합의 지위를 갖는 컨소시

엄이며, 다른 하나는 생산과 거래의 조절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2

차 협동조합의 개념이 제도화됨으로써 이전에는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위

한 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컨소시엄이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는 사업연합체

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2차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컨소시엄이

가능해짐으로써 협동조합들이 다양한 사업연합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를 통해 시장에서 고립된 상태에 놓여있던 협동조합들의 사업능력이 강화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Zanotti, 2011).

다른 협동조합 부문에서 사업규모의 확대와 규모화를 위한 방법으로써

컨소시엄보다 합병이 선호되었던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밀착성과 민

주적이면서 참여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작은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중

요한 전략으로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은 단위 협동조합이 작은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규모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되면서 사회

적협동조합 부문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첫 번째 사회적협동조합 컨

소시엄이 1983년 브레시아에서 설립된 이래,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이

연이어 설립되었으며, 1999년까지 100여개가 설립되었고(이 중 17개가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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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아를 중심으로 한 롬바르디아 주에 있는 등, 북부 이탈리아에 집중되

어 있었다), 2008년 현재 314개에 이른다. 지역중심 컨소시엄 이 외에도 특

화된 활동분야(교육훈련 분야, 유럽연합 프로젝트 수행, 노인대상 서비스

등)에서의 컨소시엄도 나타났으며, 컨소시엄들을 회원 협동조합으로 하는

3차 협동조합인 CGM은 장기전략 관련 기능 즉, 조사연구, 관리자 및 훈련

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수준의 계약대행 주체로서도 활동을 한다(Pezzini, 2001).

현황

3개 협동조합 연합체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

합 컨소시엄의 수는 2008년 현재 각각 529개와 314개로 보고된다(Zanotti,

2011).

자원동원

각각의 컨소시엄은 다양한 방식의 회원 협동조합들의 기여를 통해 재정

을 확보한다. 프로젝트를 통한 재원확보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회원 협동조합들로부터 나오는 내부자원에 기반하고 있다.

개발·지원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는 컨소시엄들은 회원 협동조합들을 위해 두 가

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개별 협동조합들이 내

부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기술적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며, 둘째 회

원 협동조합들이 참여적·민주적 경영과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규모의 확장을 하지 않고서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있

다(Zanotti, 2011). 구체적으로 컨소시엄들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존 회원 협동조합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스핀오프 방식으로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지원한다.

컨소시엄은 회원 협동조합들에게 급여관리, 회계, 훈련, 경영 컨설팅, 마

케팅, 연합입찰, 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펀드래이징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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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지방정부와의 입찰계약에 있어서 기

획과 입찰주체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많은 경우 컨소시엄이 주계약자가

되고, 소속 협동조합들이 이를 하도급계약하는 방식을 취한다.

컨소시엄은 회원 협동조합의 은행대출과 공공기관 계약에 대한 보증인으

로서도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컨소시엄들은 회계감사나 회계관리 서

비스 제공 등을 통해 회원 협동조합들의 활동과 재무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많은 컨소시엄은 공동의 브랜드를 활용함으로써 회원 협동조합들

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효과를 높이며, 이를 위해 회원들이 제

공하는 서비스의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Gosling, 2003).

기존 협동조합 부문에서 컨소시엄들의 주요한 모델이 사업연합을 통한

공동사업이었던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부문을 스핀오프 방식으로 창업함으로써 컨소시엄의 구성조직을 증가

시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단위조직의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전체

적인 사업연합의 사업능력을 증가시켜 주며,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에 참여

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은 그 자체로 새로운 협동조합들에 대한 개발·지원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교육훈련, 사업수행, 시장개척 등 신규 협

동조합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컨소시엄과 소속 협동조합들이 함께

수행함으로써 신규 창업의 리스크가 대폭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Zanotti, 2011).

3.2. 그룹 

역사 및 개념

스페인의 협동조합 그룹은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과 발

렌시아 지역의 ASCES 그룹과 같이 1975년 민주화 이전부터 정치적, 경제

적으로 고립된 노동자협동조합들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었다.

스페인의 협동조합 그룹은 기본적으로 수평적으로 결합되어 연합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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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가지는 동시에 일정 부분의 사업적 연계를 수행하는 협동조합들의 조

직형태를 의미한다. 일반기업 그룹이 소속 기업들을 단일한 재무적 대상으

로 보고 경영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교하면, 협동조합 그룹은

공통적인 경영부문을 공유하고 있는 낮은 수준의 집단 또는 네트워크로 간

주될 수 있다.

협동조합 그룹 개념이 갖는 개념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1999년 스페인

협동조합 일반법은 협동조합 그룹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으

며, 각 자치주의 협동조합 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협동조합

일반법의 협동조합 그룹 관련 78조는 협동조합 그룹이 ‘소속된 협동조합들

이 부여한 권한에 기초하여 수립된 집행조직이 소속된 협동조합들에 대해

권력과 지시를 관철시킬 수 있는 조직형태’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협동

조합 그룹이 일반기업들의 그룹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개별 협동조합들

의 자율성이 상당 부분 유지되는 컨소시엄에 비해 보다 중앙집중적 성격을

가짐을 보여준다(Zelaia, 2011).

이탈리아에서는 2003년 협동조합 그룹(gruppo cooperativo paritetico) 개

념이 민법에 삽입되었다. 이는 필요한 경우 다른 지위의 기업을 포함하여

여러 다른 협동조합들이 협약을 통해 일부 권한과 경영을 대표 협동조합에

게 위임하는 형태로서 컨소시엄과 달리 단일한 기업지위를 갖지는 않는다.

협동조합 그룹은 개별 협동조합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컨소시엄과 개별

협동조합들이 자율성을 양도해야 하는 합병의 중간 정도 조직형태로 여겨

지고 있다(Zanotti, 2011).

현황

스페인의 협동조합 그룹 현황에 대한 별도의 자료는 없다. 반면 이탈리

아 협동조합 그룹은 2009년 현재 100여개의 협동조합들이 참여한 30개의

그룹구성 협약이 등록되어 있다(Zanotti, 2011).

자원동원

협동조합 그룹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동원을 하며, 기본적으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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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들의 기여를 통해 재정을 구성한다.

개발·지원

협동조합 그룹은 일반기업이 지배적인 시장에서 협동조합이 겪게 되는

일상적인 고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틀거리로서 기능한다.

또한 일반기업을 전제로 발달한 기업관련 제도에서 소외되는 협동조합들

에게 유용한 제도적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Zelaia, 2011).

협동조합 그룹은 회원 협동조합들에 대한 개별적인 경영지원을 넘어서

서 그룹 전반의 경영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성과

의 공유, 단기적인 인원조정에 대한 공동대처, 공동의 파이낸싱 및 기금 조

성, 조사개발 기능의 집중, 공동의 사회공헌활동 등 협동조합의 설립과 발

전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을 내부자원에 기반해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4. 유럽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특징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중간조직

1980년대 이후 유럽 각국에서의 사회적기업 현상은 그 기원, 발전과정,

사회정치적 맥락, 주요 행위자, 공공부문의 역할 등에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현상을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수렴현상이 발견된다. 사회적기업 현상에 대한

이론적 시도들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다중목적, 자원혼합,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으로 설명된다.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 스스로도 일종의 사회적기업으로서 특징을 점차 갖추어왔다. 사회적기

업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면서(사

회적 목적),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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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목적),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사회정치적 목적) 다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각각

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은 공공부문의

자원, 유료서비스 등 시장을 통한 수입 그리고 구성원들과 지역사회로부터

오는 유형·무형의 자원을 혼합하여 동원하는 전형적인 자원혼합조직으로

서의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다중목적과 자원혼합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기본적으로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하며, 많은 경우

다중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기업의 기본적인 역동성에 기반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현상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을 공유한다는 점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핵심 활동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

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사회적기업이 단순히 공공부문, 시장부문, 시민사회의 병렬적 조합이 아

닌, 서로 다른 목적과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논리들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

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은 매우 복잡한 역동성을 요구하며, 이를 체화한

사회적기업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이 다양한 기

능적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기업의

핵심적인 역동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 스스로가 사회적

기업의 역동성 위에 근간을 두고 있을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은 양적으로 더 많은 사회

적기업 지원만을 중시하거나,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회적기업

만을 지원하는 편향으로 빠지지 않고, 사회적기업다운 사회적기업을 위한

보다 혁신적인 지원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내부자원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자원동원

유럽의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현상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한 이탈리아·

프랑스·스페인에서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로서 연합체와 컨소

시엄·그룹이 발달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

연합체와 컨소시엄·그룹은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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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내부자원에 토대를 둠으로써 안정적인 자원동원이 가능함.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들과 밀접하면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함.

∙개발·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실무진 이 외에도 다른 회원 사회적기업

들의 자원과 전문성을 동원함.

∙개발기금 등 내부자원에 바탕을 두면서도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음.

∙기능적인 지원 이 외에, 사회적기업들을 대표하여 정책/시장 환경의

개선을 위해 개입할 수 있음.

∙컨소시엄·그룹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이 회원 사회적기업들의

사업적 성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원방식이 매우 효율적

으로 조직됨.

컨설팅 기관 형태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이 회원제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한 활동영역으로 삼는 것은 이러한 연합체와 컨소시

엄·그룹 형태가 갖는 장점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공공부문 자원의 제한적 그러나 안정적 결합

전달방식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은

다양한 공공부문의 자원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제한적이지만 안정적인 공

공부문 자원의 투입은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의 독립성과 혁신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스웨덴 LKU와 벨기에 사회적경제 컨설팅기관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

은 자원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전제로 전체 재정의 일정 부분에 대

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 지원시스템이 정교하게 제도화됨으로써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은 자원동원에 대한 안정적 예측을 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보다 중장기적인 전략수립이 가능하다.

연합체가 수행하는 개발·지원 기능, 특히 신규 사회적기업 설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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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교육훈련에 관련한 공공부문의 자원 지원은 연합체들의 자원동원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 사회적기업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밀착적 성격

회원 사회적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연합체와 컨소시엄·그룹 이 외에 컨설

팅 기관 형태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도 회원제도 또는 지역네트워

크를 통해 지역사회에 밀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 CDA와 스웨덴 LKU와 같은 컨설팅기관 형태의 사회적기업 중간

지원조직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만드는 것은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종의 서비스인 동시에 사회적기

업 중간지원조직에게 있어서는 물질적·정서적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와 사회일반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가장 직접

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이 된다.

일반기업들의 연합체나 컨소시엄·그룹이 영리추구의 극대화라는 이해관

계를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는 데 비해, 사회적기업의 연합체와 컨소시엄·

그룹은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사회일반의 발전을 추구

한다는 근본적인 목표를 집합적으로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조직된 시민사

회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연합체와 컨소시엄·그룹이 발달

한 국가들에서는 이들 조직들이 사회적기업을 대표하여 지역의 다른 사회

적경제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참가하며, 이를 통해

회원 사회적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제도화된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음이 확

인된다.

사회적기업의 특수성으로서 사회적 목적 강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기업들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

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

공한다. 이는 개별 사회적기업의 성공전략으로써 사회적 목적의 유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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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주요한 처방으로 제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목적성의 강화와 이로부터 일탈하기 쉬운 사회적기업의 기회주의적 행태

를 통제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부문 전반의 사회적 목적과 윤리적 성격을 유

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체들과 같이

국가로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임받은 경우, 개별 협동조합들

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지도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한편, 영국

CDA의 경우, 사회적 감사, 사회적가치측정 등 다양한 사회적 성과 측정기

법을 전파함으로써 사회적기업들의 사회적 목적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제6장

1. 기본방향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취약한 기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은 농촌주민이나 농촌기반산업체를 위한 기본적인 관

련 서비스를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며, 서비스 수혜자들은 넓은 지역에 소

규모로 흩어져 있어, 동일한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서도 도시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기 힘들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

업 발굴의 장으로서 농촌은 보전되어야 할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농

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수자원함양, 홍수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다양

한 생물종 보존 등 환경을 보전한다. 그리고 다양한 고유의 전통문화가 농

업의 특성과 지역공간에 기반을 둔 농촌에서 도시보다 쉽게 유지되고 보존

된다. 또한 농촌지역사회는 ‘느림의 문화’로 인하여 급속한 사회변화 속도

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산과 강이 주축이 되지만 농작물에 의해서도

제공되는 아름다운 경관은 현대인의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해준다. 이처럼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불리한 기업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사

회·경제·문화적으로 가진 다양한 가치가 있다.

농촌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게는 일반 도시지역의

사회적기업과는 또 다른 역량이 요구되고, 그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의 측면에서도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에게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농촌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줄 각종 공공, 민간의 사회적경제 관련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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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떨어진다. 특히 상업적 기업 환경과 관

련한 경험이 일천하고, 역량 강화와 관련한 각종 교육이나 컨설팅 경험과

기회도 부족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

직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의 기본방향으로 중앙·광역·기초 단계에서 공

공 부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체제와 농촌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별도의 중

간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중앙 단위에서는 농업·농촌 관련 사회적기업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CEO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광역 단

위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기관과 농과대학 그리고 농업·농촌 컨설팅기관,

농업기술원 등이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의 기초역량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간관리자, 현장직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대학생에 대한

농업·농촌 창업보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지역자

활센터와 농업관련 기관, 특히 농업기술센터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밀착형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문제에 관심 있는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할 필요

가 있다.

그림 6-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수준 간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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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 과제

2.1 광역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체제 구축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정부 정책뿐 아니라 상당수 지역개발과 관련한 중

앙정부의 부처별 사업이 광역 단위를 거쳐 기초단계까지 행정체계에 맞춰

수직적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단위에서도 부서 간 칸막이 현상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의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광역지자체는 다양한 정부차원의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의 통합(깔대

기 역할)을 추진하여 정책의 통합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 수행

하도록 해야 한다(광역지자체: 강원도, 충청남도의 사례)

그림 6-2. 광역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통합추진

자료: 유정규. 2011. 농촌경제 활성화, 새로운 접근. 대안농정토론회.

광역 단위에서는 기초 단위에서 할 수 없는 ①사회적기업의 사업 아이템

으로서의 지역의 요구와 문제 발굴을 위한 조사와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②지역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 ③재정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기업

에 대한 재정 지원(대출 포함), ④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관련 주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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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례1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충남사회적경제지원

센터 는 충청남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전문지

원기구 설립)와 충남도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10년 12월

22일 충청남도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되었다. 센터는 박사급 연구인

력 2인, 학사1인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근 연구위원 1인, 상담인

력 1인, 과제에 위촉된 연구원 1인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 연구는 충남발전연구원 내 연구진들이 주도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영역의 기반확충 및 저변확대를 위한 조사, 연구,

워크숍, 네트워크를 통해 순환과 공생에 기초한 커뮤니티 조성(사회적경제

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기능), 충남형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발굴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비

즈니스 시책의 통합적 지원 및 조정(중간지원조직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은 충남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활

성화 방안 연구, 충남사회적경제연구회, 조성사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분야 정책개발 선도 및 지원 등이 주요사업이다.

첫째, 충남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는 사회적경제영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자원조사 및 실천방안 모색을 통해 지역의 내발적

발전, 지역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경

제에 대한 개념과 대상, 국내외 정책 및 사례분석, 충남의 사회경제생태계

의 네트워킹 활성화(홈페이지, 소식지 발간 포함), ⑤광역 단위 네트워킹과

중앙정부와의 매개를 담당하여 기초지자체의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전문성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사회적기

업 관련 사업의 통합을 통해,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관련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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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와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충

남발전연구원의 전략과제로 추진하되, 부서 간 협력, 외부전문가와 공동연

구로 수행하고 있다.

둘째, 충남사회적경제연구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충남사회적경제의 실태분석,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 전략을 모색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 전문가, 실천가들이 참여하여 발제

후 토론하는 형태로 매월 2회 주기로 개최하고 있다. 주요내용는 사회적경

제의 이해, 국내외 선진 사회적경제 사례 등이다. 사회적경제연구회는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셋째, 조성사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역량강화는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자

들이 교류하고 학습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사회적경제분야(생활협

동조합, 지역화폐,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

한 세미나, 워크숍, 포럼개최 등이다. 추진방법은 충남발전연구원-센터-전

문가-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넷째, 사회적경제분야 정책개발 선도 및 지원은 충남도와 시군이 사회적

경제를 핵심시책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책개발을 선도하고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인재양성, 지역사회

기여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충남형커뮤니티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을 충남발

전연구원-도 시군-지방의회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중간지원조직 기능수행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사업자의 발굴

및 진입지원, 선정된 사업자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정보

제공 및 홍보지원 등이 주요사업이다.

첫째, 예비사업자의 발굴 및 진입지원은 예비사업자 발굴, 사업계획서 작

성, 사업모델 컨설팅을 통한 충남형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충남도 내 지역사회 자원발굴, 아카데

미, 예비사업자를 위한 현지상담, 컨설팅, 센터 내에 상시상담 및 컨설팅을

센터와 전문컨설팅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선정된 사업자의 성공모델 창출은 충남형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운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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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모델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기적 사업장방문 컨설팅, 센터

내 상시 경영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프로그램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센터와 전문컨설팅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은 예비 및 선정사업자들에게 선진운영기법,

성공사례, 정책동향 등의 정보제공, 선정사업체의 대외홍보를 통한 운영활

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센터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홍보책자 발간 및

배포, 지역언론 및 도정신문, 충남발전연구원 웹진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

원-충남도·시군-센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2. 기초 지자체 단위의 현장밀착형 지원조직 구축

광역 단위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해야 한다(남양주시, 완주군, 진안군 등의

기초지자체 사례).

기초 지자체 단위의 현장 밀착형 지원조직에서는 지역에서의 사회적 경

제 분위기 띄우기, 네트워크 만들기를 선행해야 한다(활동예: ①공무원과

함께 현장 방문을 하면서 공무원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높이

기, ②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 (가용)자원에 대한 조사 실시, ③지역 단위

공공/민간 사회적기업 아카데미(Academy) 운영).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지역자원 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적경제권에서 일할 인적자원 발굴 등이 후행되도록 해야 한다.

기초 지자체 단위의 현장 밀착형 지원조직으로, 이미 지역에서 수년간

자활공동체를 육성해오면서 노하우 및 물적·인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자활센터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11 송두범. 2011. 사회적기업 중간지원 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정책 세미나(2011. 6. 9.):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와 중간지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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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의 자활사업을 펼치는 지역자활센터는 민간기구이지만 기초지

자체 단위로 없는 지역이 19개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전국적인 조직이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은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의 초기 사례로 현재도

노동부의 인증 사회적 기업에서 자활사업을 기반으로 한 조직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자활근로 사업의 운영을 바탕으로 자활공동

체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은 사회적 기업을 조직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지역자활센터는 그동안 지역에서 쌓아온 조직화와 관련한 노하우

(know-how)는 사회적기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의 지역자활센터는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소 4인 이상의 정규직 실무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직률이 높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역자활센터의 리더(센터장, 실장)들은 상대적으로 풍

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

수한 이들도 상당수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 내에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를 조직하거나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하다.

지역자활센터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는 정보의 공유와 경험의 전수에 매

우 유용한 자원으로 작용한다. 사회적기업의 조직화에 이 네트워크는 중요

한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업종별로 대안기업을 표방하는 조직을 창출하기

도 하고12, 때로는 몇몇 지역자활센터들의 연대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13.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특성상 지역 내에서 사업단을

매개로 한 연계에 강점을 가진다. 가령, 농촌 지역에서 각종 농업 분야의

생산자 조직과 연계해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지자

체와 연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도

시에 비해 여러 가지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지역자활센터는 중개자로

서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다.

12 (주)온케어, (사)주거복지협회, (사)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청소대안기업연

합회 등.
13 강원도의 정선, 횡성, 영월, 동해에서 ‘늘푸른 환경’이라는 청소 분야의 사

회적 기업을 각자 조직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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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 사례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완주군이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한데 모아 결속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했던 지역경

제순환센터(현장실천조직: 연구, 교육, 사업, 홍보)의 하위 조직 중 하나이

다.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는 농촌과 지역의 당면과제를 풀어나가는 내

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회사 육성, 커뮤니티 비즈니

스, 로컬푸드, 도농순환, 공감문화 등 5개의 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 마을회사 육성센터: 마을회사 개념은 참살기좋은마을, 파워빌리지, 두레

농장 등 완주군이 그동안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온 70여 개 마을공동체사

업을 토대로 ‘주민 주도의 자립형 마을회사’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전략

의 표현이다. 이를 위해 마을사무장, 호민관(행정도우미), 마을닥터(분야

별 외부전문인력) 등 주체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 로컬푸드지원센터: 로컬푸드는 밥상 안전을 모토로 농산물 수입개방의

외풍을 이겨내자는 개념이다. ‘얼굴이 있는 친환경 먹을거리 생산과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자는 캠

페인이기도 하다.

지역자활센터는 많은 가능성을 지닌 지역 내부의 자원이지만 많은 경우

지역 내부의 자원으로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까지 고민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농촌

지역 사회적기업가 발굴의 창구로써 농업·농촌 부분에서 지역자활센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한다면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

은 무궁무진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과 자활공동체

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부족한 전문성(기업가 마인드, 마케

팅과 기술력)을 구명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농업분

야 전문성을 갖춘 농촌진흥기관, 농어촌공사, 농협 등의 농업관련기관과의

자원이 연계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경우 면 단위 현장 밀착지원을 위한 풀뿌리 조직 육성도 필요하

다(홍성군 홍동면 ‘지역센터마을활력소’ 및 제천시 덕산면 ‘농촌마을공동

체 연구소’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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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순환센터: 도농순환은 마을회사 등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귀농·귀촌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공동체마을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들

을 개발해 도농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전략 개념이다.

- 공감문화센터: 공감문화는 옹기 제작 등 사장되는 농촌문화자원을 발굴

해 상품화하는 공간, 주민들의 칠순잔치나 한여름밤 영화상영이 열리는

공감문화공간, 문화공동체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주요 목표는 주체의 양성, 사업지원,

자원발굴 및 관리, 지역커뮤니티 지원이다. 주체의 양성은 커뮤니티 비즈니

스를 수행할 주체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인적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며, 사업지원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을 지원하

는 각종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자원발굴 및 관리는 커뮤

니티 비즈니스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자원발굴과 사업화 및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며 지역커뮤니티 지원은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원,

보조하는 사업수행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일명 자원순환센터)는 인

재육성, CB플랫폼, CB사업지원, CB조사연구, 커뮤니티지원, 정책 및 제도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구 분 주요 기능

인재육성
∙단계/대상/형태/내용/분야별 교육커리큘럼 제공
∙기존 학습기관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과정운영
∙CB의 보급/계발/전문노하우의 제공

CB플랫폼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
∙장소 및 비품대여, 사무실, 회의실, 정보송·수신

CB사업지원
∙재정지원(자금, 펀드, 융자 등)
∙경영지원(상당, 컨설팅, 회계, 평가)
∙네트워크지원(매칭, 업무제휴, 활동평가, 교류회)

CB조사연구
∙CB자원발굴 및 사업화
∙CB모델구축 및 사례연구
∙CB육성방안 연구

커뮤니티지원
∙마을 만들기 등 기존의 지역활성화 사업 지원
∙커뮤니티 기반강화사업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정책 및 제도
마련

∙CB정책개발 및 기존정책과의 연계방안 마련
∙각종 지원제도 개발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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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위탁’ 경영방

식과 최소한의 규모로 출범하였으나 향후 조직 및 인원을 보강하고 최종적

으로는 ‘민간기구’로 전환계획이다. 관 주도의 경우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나 사업의 경직성과 성과위주의 사업으로 지속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순수 민간 주도의 경우 사업의 유연성 확보와 사업방향의 일관성

및 지속성 확보가 가능하나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이 둘의 중간형태인 민관협력형(위탁형)으

로 민간재단을 설립 후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위탁운영되고 있다. 민관협력

형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의 유연성 및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다만 민관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완주커뮤니티 비

즈니스 지원센터는 이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는 민관협력의 성공적인 예라

고 할 수 있다.

2.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 구축

농촌지역은 산업변화와 인구변동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공공·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이 요구된다. 그러

나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나 운영

자체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며, 다만 농촌지역에 적합한 사

회적기업 모델의 개발과 전파가 주요하게 구별되는 특수성이 될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농촌형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새로운 조직범

주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농촌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

조직들과 농촌지역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모델과 정책을 개발하는 특화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 사이의 긴밀한 연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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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회적기업 특화지원기관 중 농어촌 전문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어촌공동체지원센터, (재)지역재단, 완주커뮤니티 비

즈니스센터 등 3개소가 활동하고 있으며, 시·군마다 활동하고 있는 지역자

활센터들이 오래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농

촌마을개발 관련 사회적기업들도 전문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바, 기왕

의 조직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농촌지역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모

델을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자원들 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부 및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서 기왕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의 협력

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보

다 효과적으로 농촌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이나 광역 단위에서는 농어촌 사회적기업 협의회 조직 및 전담 중간

지원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지방연구원, 지역 농과대학, 도농업기술원, 시·

군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지사, 지역 농협, 농민단체 그리고 각종 농업

계 비영리법인 간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전문성 연계를 촉

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초 단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농촌관련

전문성을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 농과대학생, 귀농(촌)인력들이 사회

적기업가 또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코디네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2.4. 중간지원조직의 법적기반 마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지원이 중간지원조직들에 의해 안정적

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본의 NPO지원법이나 유럽의 협동조합법처럼

법적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과 같이 공공부문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주

도하고, 시장중심적인 사고가 사회전반에 지배적인 곳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정부정책의 수단이 되거나 일반기업들의 사업확장 수단 또는 기회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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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에 의한 공공자원의 약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조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전형적으로 서비스 수

혜자와 서비스 비용 지불자가 불일치하는 조직형태인 중간지원조직은 정

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기회주의적 행동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기회

주의적 행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적 성격을 분명하게 하는 동

시에(Hansmann, 1980),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지배구조와 더 나아가 다중

이해당사자 지배구조를 통해 정보불균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

요가 있다(Ben-Ner and Van Hoomissen, 1991).

협동조합법과 같이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분명하게 규

정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적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지배

구조 문제에 대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지배구조 문제를 조직

운영의 중심문제로 두는 법적지위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법적 지위가

없는 상황에서는 표준정관과 연합체 등을 통한 지도감독의 강화를 통해 민

주적·참여적 지배구조와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를 개별 사회적기업들이

운영원칙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5.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 강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원의 규모, 지원

의 방식, 지원을 통해 기대하는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기본적인 활동을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자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이 안정적 지원에만 의존하면

서 공공부문에 종속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규

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최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되, 벨기에 사회적경제 컨설팅기관의 경우처럼

사업실적에 연계된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로부터의 기본재정 조달을 조건으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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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매칭펀드 방식을 채택한 스웨덴의 LKU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 조직이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다른 지역사회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도록 만들어 줄 것

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의 영향력이 강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에 종속되지 않

는 대안적인 중간지원조직 모델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연합체와

컨소시엄·그룹 형태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지원은 점차적으로 연합체 또는 연합체 역할을 하는 컨소시엄·그룹을 강화

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6. 사회적기업 연합체의 역할 강화

전국 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정비하여 체계화하고 지역별·업종별 연

합체 간의 역할 분담과 이를 통한 구체적인 네트워크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이를 통해 지역별·업종별 정보교류 및 학습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 연합체와 컨소시엄·그룹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적기

업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주

거복지, 청소, 재활용, 간병, 가정관리 등 주요하게 자활지원사업 및 실업

극복관련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성장한 업종별 연합체들과 한국대안기업연

합회와 같은 사회적기업 연합체가 이미 실질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활

동하고 있다.

연합체와 컨소시엄·그룹 형태의 중간지원조직 강화를 위해 이들 조직들

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간지원조직 기능에 대한 공공부

문의 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 벨기에 사회적 경제 컨설팅기관과 같은 방식

으로 컨설팅기관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컨설팅기관 기능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는 방식을 통해 연합체

와 컨소시엄·그룹 형태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14.



86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유럽의 연합체 형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서 주요한 지원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내부 개발기금과 회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한국의 연합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개발기금의 경우, 법제화를 통해 강제

하기보다는 공공부문의 초기기금 지원을 매개로 하여, 회원들의 상호부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감독 활동의 경우, 연합

체가 스스로 채택한 정체성 선언이나 윤리헌장을 회원 사회적기업들이 준

수하도록 강제하고 감독하는 활동을 중간지원조직 기능에 대한 공공부문

지원의 기본 활동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컨소시엄·그룹의 경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컨소시엄·그룹이 단순한 기능적 결합이 아닌 별도의

법적지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그룹을 구성하는 사회적기업들

에 대한 별도의 법적지위가 함께 필요하다. 즉,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사회

적협동조합과 같이 ‘협동’의 원칙에 기반한 조직형태에 한정하여, ‘협동’의

원칙이 2차·3차 수준에서 구현될 수 있는 법적 지위로서의 컨소시엄·그룹

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간 또는 일반기

업과의 결합에 있어서의 원칙을 규정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자본소유에

비례하는 비대칭적 협력구조, 더 나아가 일반기업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하

도급구조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4 참고로 한국의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중 연합체 형태가 운영하는 것은

현재 15개 권역별 지원기관 중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1개소이다.

(www.socialenterprise.or.kr).



부록 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설문조사

【조사 개요】

n 조사목적

-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 개발 및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요구 조사

n 조사대상

- 모집단: 농촌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관련 정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지정 예비사

회적기업, 인증자활공동체)

- 표본집단: 지역 및 유형별 비례 할당을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

업 75개,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 21개,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

회적기업 47개, 자활공동체 38개 등 184개 업체가 조사됨.

n 조사기간

- 2011년 6월 1일 - 7월 31일

n 조사방법

- 외부 전문업체(SE 파트너센터)에 조사 위탁

-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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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기관 

유형

① 인증사회적기업 ②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③ 지자체지정 사회적기업 ④ 인증자활공동체

기관 

연혁

사회적목적의 활동(사업) 
시작연도:      년

• 현재의 법적 지위 취득 연도:      년

인력 

현황

• 고용인력: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 비고용인력(회원제 등):         명

【질문지】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관련한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소입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수

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사에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처리되기 때문에 귀

하나 귀 기관의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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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형태

비영리

기관 

① 사단법인 ② 재단법인 ③ 사회복지법인 ④ 공익법인 

⑤ 기타법인(           ) ⑥ 법인 내 사업단 

⑦ 비영리민간단체 ⑧ (비법인)사회복지시설 

⑨ 비법인기관 내 사업단 ⑩ 임의단체

상법상

의 회사 

⑪ 주식회사 ⑫ 유한회사 ⑬ 합명회사 ⑭ 합자회사 

⑮ 회사 내 사업단 

 개인사업자(단독대표)  개인사업자(공동대표)

기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생협, 의료, 기타)

조직 
비전과 
전략

□ 조직 정체성(가치,비전,사명) 정립
□ 중장기 조직 발전 비전과 전략
□ 상호·상표·로고 등 BI(또는 CI) 
□ 조직의 성과 목표 / 지표 관리

조직 
기술

□ 중장기 사업 발전 전략
□ 신상품(사업)개발 및 타당성
□ 상품 질 향상
□ 생산계획 및 관리
□ 원가계산·적정가격 책정
□ 고객, 제도 등 시장조사
□ 판매전략(홍보·광고·영업)
□ 재정 전략·계획·조달
□ 협력네트워크 구축
□ 국제규격·품질관리 등 인증
□ 사업 신고·등록·인허가
□ 물류관리
□ 사업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

조직 역량

1. 귀사의 운영에 있어 취약한 분야(외부 자문이 필요한)는 다음 중 어디입

니까? 해당사항을 5개 이내로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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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

관명

기관유형

(보기참조)

교류내용

(보기참조,
중복응답)

지원조직의

활동성과/효과 

(적음 ↔ 많음)

농업·농촌과의 

관련성

(적음↔많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적

자원

□ 직무설계·역량 강화

□ 리더의 경영역량과 리더십

□ 종사자의 직무 수행 역량

조직

구조와 

시스템

□ 법적 지위 선택

□ 지배구조 설계

□ 의사결정체계와 집행체계

□ 내부제도(정관, 운영규정, 규정, 규칙) 정비

□ 조직관리(사무행정, 인사노무, 재무)
□ 작업(업무) 공정 설계

□ 시설 인프라 계획

□ 정보화(IT관련)

조직 

문화

□ 조직문화(소통, 팀워크 등)
□ 조직원 권한위임

□ 조직원 동기부여

2. 귀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원조직은?

※기관유형:① 중앙정부(노동부 지정) 중간지원조직

② 지자체 위탁(지정) 중간지원조직 ③ 일반 중소기업 지원조직

④ 사회적기업 지역 협의회   ⑤ 사회적기업 업종별 협의회

⑥ 모법인                     ⑦ 지역의 공공조직

⑧ 지역의 컨설팅 업체          ⑨ 지역의 NGO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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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대학                        ⑪ 지역자활센터

⑫ 광역자활센터                    

※교류내용:① 정보 수집과 제공   ② 물적 자원 중개

③ 인적 자원 중개            ④ 판로개척 등 시장 중개

⑤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⑥ 사회적기업 등 정부 인증(또는)지정 상담 및 행정 지원

⑦ 사회적기업 등 일상적 운영 관련 자문

⑧ 경영(창업, 조직, 법무, 세무, 인사노무, 재무, 마케팅 등) 컨설팅 제공

⑨ 정부와 소통               ⑩ 네트워크 구축·교류 촉진

⑪ 행사 기획 및 진행           ⑫ 조사연구 및 정책(제도) 개선 제안

3. 귀사가 각종 지원조직으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 분야를 아래에서 

3개 표시해 주십시오.

□ 정보 수집과 제공

□ 물적 자원 중개

□ 인적 자원 중개

□ 판로개척 등 시장 중개

□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 사회적기업 등 정부 인증(또는) 지정 상담 및 행정 지원

□ 사회적기업 등 일상적 운영 관련 자문

□ 경영(창업, 조직, 법무, 세무, 인사노무, 재무, 마케팅 등) 컨설팅 제공

□ 정부와 소통

□ 네트워크 구축·교류 촉진

□ 행사 기획 및 진행

□ 조사연구 및 정책(제도)개선 제안

4. 귀하가 알고 있는 기관 중에 귀하의 지역에서 농촌·농업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게 가장 전문성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직은 어디라고 생각

하십니까(기관명을 적어주십시오)? 
① 1순위 기관(                               )  
② 2순위 기관(                               ) 
③ 현재로서는 없음                             

④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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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설문조사

【조사 개요】

n 조사목적

-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기관 현황, 사업 현황, 조직 역량, 제도 개선

요구 조사

n 조사대상

-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업체 중, 과반수 정도를 중

간지원조직 주요 육성주체(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민간)

를 임의로 할당하여 선정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14개), 지방자치단체 지정 중

간지원조직(8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15개), 민간주도의 사회

적기업 중간지원조직(7개) 등 44개 업체가 조사됨

n 조사기간

- 2011년 6월 1일 - 7월 31일

n 조사방법

- 외부 전문업체(SE 파트너센터)에 조사 위탁

-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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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관 

사항

유무 명칭  
법적

지위
설립연도 년

중간

지원

조직

사항

명칭
설립연도 년

법적 지위

모기

관과

관계

지원 정도
□ 모기관에서 재정, 시설, 인력의 대부분을 지원
□ 모기관에서 재정, 시설, 인력의 일부 지원
□ 모기관에서 지원 거의 없음                 

【질문지】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관련한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소입니다. 본 조사는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애로사항,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파악하여,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로 사용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사에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 처리되기 때문

에 귀하나 귀 기관의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바쁘시

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1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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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 정도
□ 모기관이 인사, 재정, 사업 등 일체 주도
□ 모기관이 인사, 재정, 사업 등 부분 관여
□ 모기관에서 인사, 재정, 사업 등 자율성 보장

모기관 내 

지위
□ 독립 지위 □부설기관  □ 사업부서 □ 담당자체계 

주요

유형

노동부

□ 권역지원기관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육성기관

□ 전문(특화)지원기관 □ 교육위탁기관    

□ 컨설팅등록기관

지자체

□ (예비)사회적기업지원기관  

□ 마을기업지원기관 □ 교육위탁기관  

□ 컨설팅(위탁, 지정 등)기관

복지부 □ 광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기타
□ 사회적기업업종조직 □ 사회적기업지역협의회

□ NGO기관          □ 기타: 
주요 

사업
사업

의 

지역 

범위

① 기초지역  

② 광역지역 

③ 전국

재정

예산: (            )만원

재원: 정부(     )%, 모기관(     )%, 자체수익(     )%, 
기업(     )%, 기타 (     )%

인력  전담인력 수: (    )명  보조인력 수: (    )명

조직 내부 역량
자가 평가

(약함    ↔    강함)
해당

없음
(1) 모조직 본래의 정체성(특히, 사명과 

비전)과 부합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전담인력의 해당 역할에 대한 공감대 

/ 자기 전망과의 밀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종사자의 해당 역할 수행에 직·간접 

경력 및 전문성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귀 기관의 조직 내부 역량을 자가 평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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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제공 양/빈도

(적음/없음  ↔  자주/많이)
(1) 정보수집과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물적자원의 중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인적자원의 중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판로개척 등 시장 중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직 내부 역량
자가 평가

(약함    ↔    강함)
해당

없음
(4) 중간조직의 인사·재정·사업 등 운영의 

자율성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조직의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 정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사업 기술(사업 목표 수립 및 실행, 
재정 전략 및 재무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다양한 관련 주체들과의 관계 

(네트워킹 / 파트너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조직 구조(각종 규정, 의사결정구조, 
조직 내 업무 분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조직의 물적 인프라(사무공간, 시설, 
기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조직 문화(조직원 권한 위임, 조직원 

동기부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증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자활
공동체

청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기타
노동부 지자체

전체

농촌

소재

2. 귀 기관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인증·예비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등) 

현황

3. 귀 기관이 사회적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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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제공 양/빈도

(적음/없음  ↔  자주/많이)
(6) 사회적기업 등 정부 인증·지정 상담 및 행정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사회적기업 등 일상적 운영 관련 자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경영(창업, 조직, 법무, 세무, 인사노무, 재무, 
마케팅 등)에 전문적 자문 및 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정부와 소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민간의 관련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교류 촉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관련 행사 기획 및 진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조사연구 및 정책·제도의 개선 제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계 평가

(낮음 ↔ 높음)
(1) 사회적기업의 귀 기관에 대한 존중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사회적기업과 관계의 지속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사회적기업과 관계의 긴밀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사회적기업에 대한 귀 기관의 영향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귀 기관의 사회적기업(인증·예비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으로서 역할 수행 방법은?

① 자체 역량으로 모두 제공                           

② 외부 역량에 의뢰하여 모두 제공

③ 자체 역량 중심이며 일부 외부 의뢰                 

④ 외부 역량 중심이며 일부 자체 역량 

5. 위 3번에 언급된 서비스 중 귀 기관 자체 역량으로 가능한 분야는(번호

를 기입해주십시오)?

( ) ( ) ( ) ( ) (　　 ) (　　 ) (　　 )

6. 귀 기관과 사회적기업(인증·예비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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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관
교류 빈도

(적음   ↔   많음)
(1) 중앙정부(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대학 및 연구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의회(국회, 광역, 기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대기업(사회공헌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NGO 단체(환경, 문화예술, 여성, 노인, 
장애인, 직능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지역 내 일반기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지역 공공기관(초중고 학교, 군부대, 요양원, 
연구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종교기관 및 단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비영리단체(NGO 단체와 혼동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지역주민 단체(소비자단체, 취미모임, 
학부모단체, 상가·상인단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사회적기업 연대조직(중앙·지역협의회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사회적기업 업종조직(협회, 네트워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프로보노 및 자원봉사단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컨설팅 관련 전문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1. 귀 기관과 사회적기업(인증·예비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과의 관계에 

있어 주된 애로사항(주관식)

7. 귀 기관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각종 정보수집과 자원 연계 등을 위해 관

계하는 기관별 교류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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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주체

(기관명)
지원내용 지원

조건
만족도

(불만족  ↔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외부(정부, 기업, 모기관 등)의 귀 기관(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에 대한 

지원 현황은?

8.1. 귀 기관이 중간지원조직 운영상의 애로사항(주관식) (예: 예산부족 / 

자율성부족 / 종사자근속과 비전부족 등)

8.2. 중간지원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외부 지원 사항을 3가지만 표시해주십

시오.

□ 종사자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 사무실, 교육 공간 등 인프라 지원

□ 위탁 계약의 안정성

□ 자체 사업비 지원

□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 우수 전문인력 제공

□ 타 기관(기업)과의 네트워크 지원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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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 기관의 사업내용, 지원대상, 협력네트워크 등에서 농업·농촌 관련성

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관련 없음 ② 관련이 적은 편 ③ 보통 

④ 관련이 많은 편 ⑤ 매우 관련이 높음

10. 귀 기관이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인증·예비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등)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약사항을 자유로이 진술해주십시오.

11.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인증·예비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을 하나 선택해주십

시오.

① 기존의 농업관련 공공기관(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② 농업관련 컨설팅기관    

③ 지역의 NGO
④ 지역자활센터 / 광역자활센터

⑤ 현(기존) 정부(노동부/지자체) 위탁 민간지원기관

⑥ 업종별 사회적기업연합체(지원조직)
⑦ 지역별(권역별) 사회적기업협의체

⑧ 별도의 전담기관 신규 설치 필요

⑨ 기타 (                                         )

♥ 감사합니다 ♥ 



취약분야

기업유형

전체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조직정체성
5 7 8 20

(6.80%) (10.60%) (19.00%) (11.05%)

중장기조직발전비전과
전략

35 16 19 70

(47.90%) (24.20%) (45.20%) (38.67%)

상호상표로고 등 BI
6 11 1 18

(8.20%) (16.70%) (2.40%) (9.94%)

조직 성과 목표/지표 관리
15 11 11 37

(20.50%) (16.70%) (26.20%) (20.44%)

중장기 사업 발전 전략
15 12 11 38

(20.50%) (18.20%) (26.20%) (20.99%)

신상품 개발 및 타당성
20 12 7 39

(27.40%) (18.20%) (16.70%) (21.55%)

상품 질 향상
11 6 9 26

(15.10%) (9.10%) (21.40%) (14.36%)

생산 계획 및 관리
5 7 6 18

(6.80%) (10.60%) (14.30%) (9.94%)

원가 계산, 적정 가격 책정
9 7 4 20

(12.30%) (10.60%) (9.50%) (11.05%)

고객, 제도 등 시장 조사
6 6 6 18

(8.20%) (9.10%) (14.30%) (9.94%)

판매전략
26 24 14 64

(35.60%) (36.40%) (33.30%) (35.36%)

재정 전략, 계획, 조달
11 12 4 27

(15.10%) (18.20%) (9.50%) (14.92%)

협력 네트워크 구축
13 8 8 29

(17.80%) (12.10%) (19.00%) (16.02%)

국제 규격, 품질 관리 등
인증

2 4 2 8

(2.70%) (6.10%) (4.80%) (4.42%)

부표 3-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취약분야(중복응답)

부록 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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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분야

기업유형

전체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사업 신고, 등록, 인허가
1 1 0 2

(1.40%) (1.50%) (0.00%) (1.10%)

물류관리
4 5 0 9

(5.50%) (7.60%) (0.00%) (4.97%)

사업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
5 1 5 11

(6.80%) (1.50%) (11.90%) (6.08%)

직무 설계, 역량 강화
18 18 9 45

(24.70%) (27.30%) (21.40%) (24.86%)

리더의 경영역량과 리더십
12 16 12 40

(16.40%) (24.20%) (28.60%) (22.10%)

종사자의 직무수행 역량
30 21 19 70

(41.10%) (31.80%) (45.20%) (38.67%)

법적 지위 선택
4 2 3 9

(5.50%) (3.00%) (7.10%) (4.97%)

지배구조 설계
3 1 1 5

(4.10%) (1.50%) (2.40%) (2.76%)

의사결정체계와 집행체계
7 5 6 18

(9.60%) (7.60%) (14.30%) (9.94%)

내부제도 정비
8 5 3 16

(11.00%) (7.60%) (7.10%) (8.84%)

조직관리
18 16 17 51

(24.70%) (24.20%) (40.50%) (28.18%)

작업 공정 설계
3 3 4 10

(4.10%) (4.50%) (9.50%) (5.52%)

시설 인프라 계획
17 21 5 43

(23.30%) (31.80%) (11.90%) (23.76%)

정보화
1 6 7 14

(1.40%) (9.10%) (16.70%) (7.73%)

조직문화
22 20 8 50

(30.10%) (30.30%) (19.00%) (27.62%)

조직원 권한 위임
4 6 2 12

(5.50%) (9.10%) (4.80%) (6.63%)

조직원 동기부여
18 14 15 47

(24.70%) (21.20%) (35.70%) (25.97%)

　전 체
73

(100.0%)
66

(100.0%)
42

(100.0%)
18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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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업유형

전체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정부수집과 제공
67 47 27 145

(100.00%) (79.70%) (67.50%) (87.35%)

물적자원 중개
26 18 8 52

(38.80%) (30.50%) (20.00%) (31.33%)

인적자원 중개
31 17 19 67

(46.30%) (28.80%) (47.50%) (40.36%)

판로개척 등 시장중개
23 24 17 64

(34.30%) (40.70%) (42.50%) (38.55%)

종사자 교육훈련지원
26 10 13 49

(38.80%) (16.90%) (32.50%) (29.52%)

사회적기업 인증, 행정

지원

29 19 14 62

(43.30%) (32.20%) (35.00%) (37.35%)

사회적기업 일상적 운영

자문

23 19 9 51

(34.30%) (32.20%) (22.50%) (30.72%)

경영 컨설팅
14 14 13 41

(20.90%) (23.70%) (32.50%) (24.70%)

정부와 소통
23 12 7 42

(34.30%) (20.30%) (17.50%) (25.30%)

네트워크 구축, 교류촉진
51 29 19 99

(76.10%) (49.20%) (47.50%) (59.64%)

행사기획 및 진행
13 6 5 24

(19.40%) (10.20%) (12.50%) (14.46%)

조사연구 및 정책개선 제안
17 2 1 20

(25.40%) (3.40%) (2.50%) (12.05%)

　전 체
67

(100.0%)
59

(100.0%)
40

(100.0%)
166

(100.0%)

부표 3-2.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받고 있는 서비스 현황(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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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업유형

전체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정부수집과 제공
20 14 7 41

(27.40%) (21.50%) (16.70%) (22.78%)

물적자원 중개
26 21 11 58

(35.60%) (32.30%) (26.20%) (32.22%)

인적자원 중개
6 10 10 26

(8.20%) (15.40%) (23.80%) (14.44%)

판로개척 등 시장중개
43 42 27 112

(58.90%) (64.60%) (64.30%) (62.22%)

종사자 교육훈련지원
19 14 16 49

(26.00%) (21.50%) (38.10%) (27.22%)

사회적기업 인증, 행정지원
9 24 12 45

(12.30%) (36.90%) (28.60%) (25.00%)

사회적기업 일상적 운영

자문

9 6 4 19

(12.30%) (9.20%) (9.50%) (10.56%)

경영 컨설팅
33 34 18 85

(45.20%) (52.30%) (42.90%) (47.22%)

정부와 소통
12 6 3 21

(16.40%) (9.20%) (7.10%) (11.67%)

네트워크 구축, 교류촉진
21 16 11 48

(28.80%) (24.60%) (26.20%) (26.67%)

행사기획 및 진행
2 2 3 7

(2.70%) (3.10%) (7.10%) (3.89%)

조사연구 및 정책개선 제안
10 0 3 13

(13.70%) (0.00%) (7.10%) (7.22%)

　전 체
73

(100.0%)
65

(100.0%)
42

(100.0%)
180

(100.0%)

표 3-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원하는 서비스(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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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형

전체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타사회적기업
14 10 5 29

(19.20%) (14.90%) (12.20%) (16.02%)

모조직
23 21 26 70

(31.50%) (31.30%) (63.40%) (38.67%)

자조직
6 6 3 15

(8.20%) (9.00%) (7.30%) (8.29%)

그 외 일반기업
18 16 10 44

(24.70%) (23.90%) (24.40%) (24.31%)

중앙정부 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

35 29 12 76

(47.90%) (43.30%) (29.30%) (41.99%)

지자체
44 35 23 102

(60.30%) (52.20%) (56.10%) (56.35%)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22 12 1 35

(30.10%) (17.90%) (2.40%) (19.34%)

대학
2 6 0 8

(2.70%) (9.00%) (0.00%) (4.42%)

시민·주민단체(조직)
15 20 9 44

(20.50%) (29.90%) (22.00%) (24.31%)

기부자·조언자(프로보노)

등 개인

3 7 1 11

(4.10%) (10.40%) (2.40%) (6.08%)

업종조직(협회, 네트워크)
19 18 18 55

(26.00%) (26.90%) (43.90%) (30.39%)

컨설팅 관련 전문기관
6 3 1 10

(8.20%) (4.50%) (2.40%) (5.52%)

기타
2 2 1 5

(2.70%) (3.00%) (2.40%) (2.76%)

　전 체
73

(100.0%)
67

(100.0%)
41

(100.0%)
181

(100.0%)

표 3-4.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파트너(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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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적기업관련 설립연한
전체

없음 있음 5년 이하 5년 초과

모기관
유무

있음 82.6% 70.0% 76.2% 78.3% 77.3%

없음 17.4% 30.0% 23.8% 21.7% 22.7%

모기관
지원

대부분 지원 16.7% 0.0% 12.5% 5.9% 9.1%

일부 지원 50.0% 42.9% 50.0% 41.2% 45.5%

지원없음 33.3% 57.1% 37.5% 52.9% 45.5%

모기관
관여

일체 관여 11.1% 0.0% 6.3% 5.9% 6.1%

부분 관여 50.0% 42.9% 37.5% 52.9% 45.5%

자율성 보장 38.9% 57.1% 56.3% 41.2% 48.5%

모기관
관계

독립지위 42.1% 35.7% 17.6% 58.8% 38.2%

부설기관 36.8% 35.7% 47.1% 29.4% 38.2%

사업부서 21.1% 28.6% 35.3% 11.8% 23.5%

사업의
지역
범위

기초 52.2% 30.0% 19.0% 65.2% 43.2%

광역 34.8% 55.0% 66.7% 21.7% 43.2%

전국 13.0% 15.0% 14.3% 13.0% 13.6%

예산
규모

1억 이하 13.0% 10.0% 28.6% 0.0% 13.6%

1억～2억 이하 30.4% 45.0% 42.9% 30.4% 36.4%

2억～10억 이하 21.7% 30.0% 28.6% 21.7% 25.0%

10억 초과 34.8% 15.0% 0.0%　 47.8% 25.0%

재정
자립
수준

정부의존 100% 65.2% 63.2% 60.0% 68.2% 64.3%

정부이외 10% 26.1% 21.1% 25.0% 22.7% 23.8%

자체사업 10%이상 8.7% 15.8% 15.0% 9.1% 11.9%

인력
규모

5명 미만 39.1% 21.1% 55.0% 13.0% 32.6%

5～10명 미만 21.7% 47.4% 25.0% 39.1% 32.6%

10명 이상 39.1% 31.6% 20.0% 47.8% 34.9%

부표 4-1.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조직특성

부록 4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실태
(농촌사회적기업관련성 / 설립연한에 따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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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적기업관련 설립연한
전체

없음 있음 5년 이하 5년 초과

전담
인력

50% 이하 21.7% 31.6% 25.0% 26.1% 25.6%

50～99% 30.4% 42.1% 35.0% 34.8% 34.9%

100% 47.8% 26.3% 40.0% 39.1% 39.5%

역할
수행
방법

모두자체역량 13.0% 15.0% 19.0% 13.0% 15.9%

자체역량중심 73.9% 75.0% 71.4% 73.9% 72.7%

외부역량중심 13.0% 10.0% 9.5% 13.0% 11.4%

농업
농촌
관련성

전혀관련없음 4.3% 0.0% 0.0% 4.3% 2.3%

관련없음 47.8% 20.0% 38.1% 30.4% 34.1%

보통 17.4% 40.0% 23.8% 30.4% 27.3%

관련있음 21.7% 25.0% 23.8% 21.7% 22.7%

관련많음 8.7% 15.0% 14.3% 13.0% 13.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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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적기업관련 설립연한
전체

없음 있음 5년 이하 5년 초과

조직비전

/정체성

평균 5.45 4.90 5.05 5.41 5.23

표준편차 1.44 1.41 1.43 1.47 1.45

사업기술
평균 5.35 4.85 4.81 5.43 5.14

표준편차 1.23 1.27 1.33 1.12 1.25

인적자원

전문성

평균 5.57 5.10 5.38 5.35 5.36

표준편차 0.90 1.21 1.24 0.89 1.06

조직구조
평균 5.57 4.90 4.90 5.52 5.23

표준편차 1.27 1.17 1.41 1.04 1.26

조직문화
평균 5.04 4.80 4.76 5.13 4.95

표준편차 1.36 1.44 1.70 1.01 1.38

모기관정체성

부합

평균 5.29 4.82 4.80 5.32 5.05

표준편차 1.38 1.43 1.51 1.25 1.40

전담인력의

공감

평균 5.17 5.15 5.24 5.17 5.20

표준편차 1.30 1.35 1.45 1.23 1.32

운영자율성
평균 4.73 4.80 4.67 4.95 4.81

표준편차 1.67 1.28 1.62 1.40 1.50

조직물적

인프라

평균 5.57 4.70 4.81 5.43 5.14

표준편차 1.41 1.26 1.47 1.27 1.39

부표 4-2.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조직역량

*역량영역별 점수는 리커트척도(1:약함~7:강함)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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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적기업관련 설립연한
전체

없음 있음 5년 이하 5년 초과

정보수집과

제공

평균 5.57 4.65 5.43 4.91 5.16

표준편차 1.20 1.53 1.21 1.56 1.41

민간주체 간

네트워킹

평균 4.78 3.85 3.86 4.83 4.36

표준편차 1.31 1.39 1.32 1.34 1.40

일상적 운영

관련 지원

평균 4.70 4.32 4.15 4.91 4.56

표준편차 1.43 1.80 1.53 1.59 1.59

교육훈련지원
평균 4.70 3.55 3.86 4.48 4.18

표준편차 1.46 1.61 1.28 1.83 1.60

인증 지원
평균 5.09 4.50 5.19 4.57 4.86

표준편차 1.62 1.85 1.66 1.81 1.75

인적자원중개
평균 5.17 4.40 5.29 4.39 4.82

표준편차 1.83 1.82 1.52 1.99 1.82

관련행사

기획, 진행

평균 5.39 4.40 5.43 4.57 4.98

표준편차 1.67 1.50 1.21 1.93 1.66

경영 자문,

컨설팅

평균 4.55 4.30 4.57 4.36 4.47

표준편차 1.63 1.72 1.25 1.99 1.65

물적자원중개
평균 3.74 4.05 4.19 3.65 3.91

표준편차 1.84 1.67 1.66 1.80 1.74

판로개척 등
평균 5.26 4.85 5.62 4.65 5.11

표준편차 1.66 1.60 1.53 1.61 1.63

조사연구,

제도개선제안

평균 4.83 4.20 4.67 4.30 4.48

표준편차 1.56 1.58 1.56 1.66 1.61

정부와 소통
평균 4.26 4.05 4.24 4.09 4.16

표준편차 1.66 1.88 1.41 2.00 1.73

부표 4-3.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

* 해당 서비스별 점수는 리커트척도(1:서비스 제공 적음~7:많음)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임



부 록 109

　

　

농촌사회적기업관련 설립연한
전체

없음 있음 5년 이하 5년 초과

지자체
평균 3.96 4.05 3.71 4.17 3.95

표준편차 1.94 1.93 2.08 1.78 1.92

사회적기업

업종조직

평균 5.87 4.79 5.00 5.65 5.35

표준편차 0.97 1.84 1.84 1.11 1.51

NGO
평균 3.70 4.00 4.33 3.43 3.86

표준편차 1.69 1.52 1.35 1.70 1.59

비영리단체
평균 3.17 2.90 2.67 3.35 3.02

표준편차 1.97 1.45 1.39 1.95 1.72

사회적기업

연대조직

평균 2.87 2.90 2.62 3.09 2.86

표준편차 1.87 1.89 1.77 1.91 1.84

컨설팅기관
평균 4.43 4.50 4.71 4.30 4.50

표준편차 1.47 1.70 1.65 1.49 1.56

중앙정부
평균 3.48 3.05 3.00 3.52 3.27

표준편차 1.62 1.43 1.45 1.56 1.52

지역

공공기관

평균 4.30 3.50 3.67 4.13 3.91

표준편차 1.61 1.70 1.53 1.79 1.67

대학·연구소
평균 3.74 3.80 3.86 3.65 3.75

표준편차 1.71 1.51 1.46 1.72 1.59

종교기관·단체
평균 4.74 4.10 4.86 4.17 4.50

표준편차 1.60 1.59 1.46 1.75 1.64

프로보노

·자원봉사조직

평균 3.13 2.85 3.57 2.61 3.07

표준편차 1.58 1.39 1.66 1.27 1.53

일반기업
평균 4.30 4.05 4.62 3.78 4.18

표준편차 1.61 1.85 1.50 1.78 1.69

지역주민단체
평균 5.09 4.20 5.10 4.18 4.63

표준편차 1.54 1.88 1.51 1.87 1.75

의회
평균 3.57 3.50 4.05 3.17 3.59

표준편차 1.75 1.76 1.69 1.75 1.76

대기업
평균 3.96 4.20 4.29 3.87 4.07

표준편차 1.58 1.58 1.55 1.55 1.55

부표 4-4.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이 교류하는 주요 주체

* 해당주체와의 교류정도를 리커트척도(1:교류적음~7: 교류많음)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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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적기업관련 설립연한
전체

없음 있음 5년이하 5년초과

종사자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14 11 12 13 25

(60.90%) (57.90%) (60.00%) (56.50%) 58.14%

자체 사업비 지원
6 7 4 9 13

(26.10%) (36.80%) (20.00%) (39.10%) (30.23%)

위탁 계약의 안정성
8 13 15 7 22

(34.80%) (68.40%) (75.00%) (30.40%) (51.16%)

종사자 전문성 교육지원
13 9 12 11 23

(56.50%) (47.40%) (60.00%) (47.80%) (53.49%)

사무·교육공간 지원
9 5 2 12 14

(39.10%) (26.30%) (10.00%) (52.20%) (32.56%)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홍보

7 4 7 5 12

(30.40%) (21.10%) (35.00%) (21.70%) (27.91%)

우수 전문인력 제공
6 4 4 6 10

(26.10%) (21.10%) (20.00%) (26.10%) (23.26%)

타기업과의

네트워크 지원

7 1 5 3 8

(30.40%) (5.30%) (25.00%) (13.00%) (18.60%)

전 체
23

(100.0%)
19

(100.0%)
20

(100.0%)
23

(100.0%)
43

(100.0%)

부표 4-5.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요구(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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